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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report a case 01 psrsÎstent trigeminal artery presenting wi1h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Persistent trigeminal

’

a 꺼 ery requenlly combined
Id woman was presented
transsphenoidal route one
which connecting belw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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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ypoplasia 01 vertebrobasilar artery system ，even though 11is usual1y asymplomatic. A 51-yearwith transient sense 01 lelt hemiparesis. The patient was underwent removal of Rathke's cleft Cyst via
and a half year prior to visit.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showed persistent trigeminal artery of
left inlernal carolid artery and basilar a끼 ery. (J Med LJfe sci 2013;10(2):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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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올 받은 후 약 6개휠 가량 경과한 시정에 환자가 “얼마 전

되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무충상이고， 자기공영

라트케픔냥종

이 내려졌다

1ery)은 태생기에

밍

연결하는 문합동액이

환자의 호르몬기능은

조직검사결과

부터 1초 정도 눈 앞이 까애지는 충상이 생긴다”고 호소하였다

혈관조

영슐 둥의 검사픔 시행했을 경우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

이후 약 8개월 간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에， “신경을 쓰연 간간히

분이지만 드붙게 뇌동액류 따열，상차신경풍백-해연정백통루， 허

좌측 머리에 우풍이 발생하고， 죄측 뒷옥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

혈성 뇌출중‘ 척추뇌기저동액
다•.••
’

며，심한 경우 좌측 반신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든다 고 호소하여

저자가 라트케음낭종

부전중 풍의 중상을 일으킬 수 있

n

일과성허혈발작이나

체거송을 시행하고 추적관찰중에

기저동액 부전중의 종상융 보이는 환자에게
슐을 시행하여 지속성 상차신경동액올

자기공영

반견하였기에

척추뇌

뇌경색이

발생했올

확인을 위해 확산강조 뇌자기공명영상과
올 환자에게 시행하였다

현관조영

~W강조

가능성이

영상에는 급성 뇌경색울 의심

해 붙 만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기공영

운현고창과

있다고 보고‘

자기공명 뇌혈관조영슐
뇌혈관조영상에도

“좌측에 지속성 삼차신경동액 과 “우욕 원위부 척추동액 형성저

함께중혜보고하려한다

i

하중〈배poplasia)" 이 보이끼는 하였으나 환자가 보이는 중상의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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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는

자에게 뇌혈류개선제

50세

아직 환지는 수개핸에 한 번 갱도 유사한 양상의 두몽과 좌반신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을 하며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에

위약감올보이고있다

터키안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경비적 정근법을 흉한 종양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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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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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경구약용 처방하고 경과관찰 중이나

지원사업때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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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shows persistent trigeminal 와 tery (white arrow) of which connecting between
lert. intemal carotid artery and distal basilar artcry. The distal portion of basilar artery is larger than the proximal portion
f it. And the 이S떠J p 야tion of right veriebral arterγ has hypoplastic change

。

그

고찰
지속성 삼차신경동맥은

말한다

형생히는 원시내경동액이

3mm 시기에 삼차신경동액이

태생기에는 추

우세한데‘ 애아기

나타나는 것올 시작으로 해서 4 쌍

의 문합동액이 나타나서. 원시내정동맥으로부터

추후에 후방순환

계을 형성하는 수직신경풍백 (Iongitudinal neural ar!ery) 으로 혈
류공급이 일어난다

4 쌍의 대생기 문합동액의 영칭은 머리쪽에

서부터 상차신경동액， 이동액 (otic
와

와

1ery)，성히동액 (hypogloss 외

lery) ，후두하 전구환추동액 (sub ∞cipita1 proatlanta1 arterγ) 이

다” 발생과정이 진행되어 배아기 5-6mm 시기가 되연 후방순환
계와 후교풍풍백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이 발달하여

받견되는 경

우도 늘어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경풍백과 뇌기저동맥 (basilar ar!ery)

올 연결하는 태생기 혈관의 잔존구조물올
후에 전방순환계륨

용히는 빈도가 늘며 더붉어 지속성 상차신경동액이
지속성 상자신정동액은
히 발견된다

대부분의 경우 잉상증 λ양1 없이 우연

하지만 일부 경우는 뇌동맥류판 유발하거냐， 상차

신경동액-해연정액풍 J휴를 일으커거나 .6번 뇌신경마비등
거나， 허혈성 뇌졸중을
지속성 섬차신경동맥올
로

그

일으키기도 한다

해부학적인

일으키

관갱에서

보연， 이 현관은 내경동액에서 분지하므

기시부에 풍액류가 받생합 수 있고，또한 지속성 삼차신경

동액의 기시부가 해연정백동 안에 있으묘로 동맥휴가 파열되면
삼차신경동액

해연정액동추 ξ- 일으캘 수 있으며，주위에 6번 뇌

신경올 비롯한 여러 뇌신경이 있으므로 뇌신경마비의 중상도 일
으킬 수 있다는 정융 이해할 수 있다.
혐류역학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삼차신경동맥올

보연，상차신경

스스로 충분히 마릎뇌 (hindbraln) 에 현류공급을 하게 되고， 이러

통액이 되화하지 않고 계속 혈휴공급올 마픔뇌에 해 중으로 해

한 문함동액은 배아기 14mm 시기가 되연 퇴화하여 사라져서 후

서.척추뇌기저동액 부위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게 뭔 가능성이

교핑동액 만이 님아 전망순환계와

후방순환계륜

연견시키는 역

할읍 담당한다찌‘이때 아직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인지는 모르

있다 싱져1로 지속성 상차신경통액이

있는 경우 척추동액의 형성

저하나 예쇄가 있는 경우가 85% 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고，뇌기

지만，문합통백 중에서 일부가 돼화하지 않고 성인 시기까지 잔

저동맥의 형성부전이 많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다n 지속성 삼

존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잔존한 문힘총액 중에서 가장 흔

차신경동액의

한 것은 지속성 삼차신경동맥이다

연이 있지만， 지속성 삼차신경동액융

결과 지속성 상차신경동액의
다l

찌

부검 및 혈관초영상올 검토한

발생융은 0.1-0.2% 정도로 추정된

최근에는 뇌자기공명영상이나

자기공명 뇌현관조영술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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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척추뇌기저동액의

형성부전을 초래하는 측
흉해 전방순환계에서

후방

순환계로 혈류가 보충되는 긍정적인 측면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내정동액에 협작증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후방순환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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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방순환계로 혈류가 역행할 수 있으며，이런 경우 어지럼증，
실신，보행장애 등의 척추뇌기저동맥 부전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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