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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for the development of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PVL) in preterm infant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site of the PVL.
Methods : The medical records of infants (under 36 weeks of gestational age) delivered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08 were reviewed. Twenty-five preterm infants with
were PVL were diagnosed by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an addition 50
preterm infants with no brain lesion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erinatal and neonatal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VL was determine in these infants. Mental and
Psychomotor Developmental Indices (MDI, PDI) were assessed by a clinical psychologist
using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W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according to brain MRI findings.
Results : Maternal fever, young maternal age, extended oxygen use, hypotension within
the first week of birth, use of inotropics within the first week of birth,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were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VL (P <0.05).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maternal fever and extended oxygen 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risk factors (P <0.05). The mean MDI and PDI scores of the PVL group (74.4± 27.8 and
58.0±17.7)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103.5±8.9 and 101.7±
16.1, P <0.05).
Conclusion : Maternal fever and extended oxygen use wer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PVL.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fants who had the risk factors and follow them up closely
by brain imaging study and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J Korean Soc Neonatol
2010;17: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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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실주위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 PVL)은 뇌백질의 특정부위(dorsal and later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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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ngles of lateral ventricle)의 괴사와 국소적

과 출생체중(±500 g)이 비슷하며 뇌 영상에서 특이 소

괴사 주변부 백질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미숙아의 강직

견이 없었던 환아를 1:2에 비율로 선정하여 대조군으로

성 마비 등의 신경학적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

설정하였다. 환아군과 대조군 신생아들의 산모력, 주산

1, 2)

, 병리학적으로는 국소성 괴사(focal ne-

려져 있으며

crosis)와 광범위한 신경교종(diffuse gliosis)의 두 부

기력, 신생아기 병력 등을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후향적
으로 조사하였다.

3, 4)

.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발생빈

산전 위험인자로 산모의 나이,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

도는 국내 연구에서는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5.9-16.3

산모의 발열, 양막 조기파수, 임상적 융모양막염을 조사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8)

, 해외 연구에서는

하였다. 임상적 융모양막염은 산모가 37.8℃ 이상의 발

미숙아의 3-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열이 있으면서, 태아 빈맥(>160회/분), 산모의 빈맥(>

%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3)

다 .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원인으로는 뇌실주위 혈관

100회/분), 악취성 분비물, 자궁 압통, 산모의 백혈구 증

들의 해부학적/생리학적 요인, 허혈 및 손상된 뇌혈류 자

가증(>15,000/mm2) 중 2가지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율조절 기능, 산모 및 태아의 감염 및 염증, 사이토카인,

로 정의하였다16). 주산기 위험인자로 재태연령, 출생 체

산소 유리기와 glutamate 등이 알려져 있다1-4, 9-11). 최

중, 성별,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 분만 방법, 산전 스테

근 뇌 초음파와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로이드 및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신생아기

imaging, MRI)의 발달로 인하여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위험인자로 신생아 호흡 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생

의 조기 발견과 좀 더 명확한 범위의 병변의 정도를 알

후 24시간 이내 말초혈액 pH 및 이산화탄소 분압, 생후

수 있게 되었고, 이 병변의 정도와 임상경과에 관한 연구

24시간 이내 최저 혈당, 생후 1주일 이내의 저혈압 및

11-13)

.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한 뇌실주

심수축제 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총 산소 투

위 백질연화증의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 치료 등은 미숙

여 기간, 출생 후 스테로이드 투여 여부, 미숙아 망막증,

아에 있어서 뇌성마비 등에 의한 신경 발달 장애를 최소

패혈증, 중등도 이상의 뇌출혈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저

화 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4).

혈압은 평균혈압이 재태연령보다 지속적으로 적은 경우

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생아 집중치
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뇌 초음파 및 뇌 MRI

로 정의하였고17), 신생아 패혈증은 1988년 CDC의 기준
18)

에 따라서 정의하였다

.

에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을 보인 환아들의 주산기 및

소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한 뇌 초음파검사에서

신생아기의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뇌 MRI에서 병변의

뇌실주위 음영증가나, 낭종성 변화를 보여 음영이 감소

위치, 침범 범위, 진단 시기 등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된 경우를 일차적으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로 진단하였

Bayley 발달검사(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

다. 생후 1주일 이내 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15)

를 이용하여 지능발달지수(Mental Deve-

소견에 따라서 1-4주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

lopmental Index, MDI)와 운동발달지수(Psychomo-

다. 생후 1주일 이내에 뇌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tor Developmental Index, PDI)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우에는 매주 뇌 초음파를 시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더

ment II)

자주 시행하였다. 뇌출혈의 단계는 Volpe의 분류를 사용
하였다19). 극소저체중출생아, 뇌 초음파에서 이상이 보

대상 및 방법

인 환아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교정 연령 36주 이후에 환아의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인제대학교 상계

뇌 MRI가 시행되었다. 뇌 MRI에서는 심부 및 주변부 백

백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으며, 재태연령 36

질의 양, 국소적인 신호 강도의 변화, 뇌실의 구조적인

주 미만에 태어나고 28일 이상 생존했던 총 524명의 신

이상 유무와 낭종의 유무 등을 뇌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생아 중에서 염색체 이상, 복합 심기형이 있었거나 전원

소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였고 뇌실주위 백질연

된 환아 142명을 제외한 3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

화증을 2차적으로 진단하였고 진단된 환아들은 중등도

초음파 및 뇌 MRI에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을 보였던

를 6단계로 분류 하였다20). 뇌 MRI에서 일측성과 양측

25명을 환아군으로 설정하고 환아군의 재태주령(±1주)

성 병변(Fig. 1), 국소성과 미만성(Fig. 2), 낭종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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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종성 병변(Fig. 3), 전두엽에 병변이 있는 경우와 나머

와 외래 추적 검사 중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 1명

지 부위의 병변(Fig. 4),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와 저

의 임상심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통계적 방법은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stu-

신호 병변(Fig. 5), 출생 4주 이내에 진단된 경우와 4주
이후에 진단된 경우로 각각 나누어 인지 발달과 운동발

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Chi-square

달 판정에 객관성을 인정받아 최근 국제적으로 널리 쓰

test, Fisher’s exact 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고, P

이는 Bayley 발달검사(2nd edition)를 이용하여 이러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정

한 영상의학적 분류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

의하였다.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발생과 관련된 독립

다. Bayley 발달검사는 교정연령 15-24개월에 평가 되

위험 인자 규명을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

었으며, 퇴원 전까지 뇌초음파나 뇌 MRI에서 뇌실주위

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백질연화증을 보였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던 경우, 1분 아프가 점수가 5점 이하인 경우

Fig.1. Transverse T1-weighted images. Unilateral PVL cystic lesion (arrow head) (A)
and bilateral PVL cystic lesion (arrows) (B).

Fig. 2. Transverse T1-weighted images. Diffuse PVL lesion (arrow heads) (A) and
focal PVL lesion (arrow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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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verse T1-weighted images. PVL cystic lesion
PVL non cystic lesion (arrows) (B).

(arrow heads) (A) and

Fig. 4. Transverse T1-weighted images. Frontal lesion of PVL (arrow heads) (A) and
others PVL lesion (arrows) (B).

Fig.5 . Transverse T2-weighted images. High signal intensity of PVL (arrow heads)
(A) and low signal intensity of PVL (arrow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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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14명, 비낭종성인 경우가 11명이었고 미만성인

결

경우가 11명, 국소성인 경우가 14명이었다. 전두엽에 발

과

생한 경우가 4명이었고, 두정엽을 포함한 기타부위의 발
생이 21명 있었으며, 뇌MRI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인 경우가 6명, 저신호 병변인 경우가 19명이었다. 출생

1. 발생률

4주 이내에 진단된 경우가 21명이었으며, 4주 이후에 진

본 연구에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발생빈도는 374

단된 경우가 4명이었다.

명 중 25명으로 6.6%였으며, 환아의 평균 재태주령은

2.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위험 인자 분석

30.2±2.4주, 평균 출생 체중은 1,562±459 g이었다.
남녀 성별에서 여아는 환아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3명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발생의 위험 인자를 알아보기

(52%)과 25명(50%)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위하여 환아군 25명과 대조군 50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25명의 환아 중에서 일측성인

그 결과 산모의 어린 연령, 산모의 발열, 신생아 호흡곤

경우가 6명, 양측성인 경우가 19명이었으며, 낭종성인

란 증후군, 장기간의 산소 투여, 생후 24시간 이내의 저

Table 1. Comparison of Perinatal and Neonatal Risk Factors between Infants with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and without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Perinatal factors
Gestational age (wk)
Birth weight (g)
Female
1 min Apgar
5 min Apgar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ternal age
Maternal antibiotics use
Maternal steroid therapy
Cesarean presentation
Chorioamnionitis
Maternal fever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Neonatal factors
Oxygen (days)
Days of ventilation
Initial pH
Initial glucose (g/dL)
Initial PCO2
Sepsis
Patent ductus arteriosus
RDS
IVH
Hypotension within 1 week at birth
Inotropics use within 1 week at birth

PVL (n=25)

No PVL (n=50)

P-value

30.2±2.4
1562±459
13 (52%)
5.4±2.2
7.5±1.5
4 (16%)
2 ( 8%)
28.4±5.2
13 (52%)
20 (80%)
2 ( 8%)
4 (16%)
6 (24%)
4 (16%)

31.0±2.3
1560±397
25 (50%)
6.0±2.2
8.1±1.6
9 (18%)
5 (10%)
31.8±3.8
30 (60%)
42 (84%)
1 ( 2%)
3 ( 6%)
2 ( 4%)
15 (30%)

NS
NS
NS
NS
NS
NS
NS
<0.05
NS
NS
NS
NS
<0.05
NS

27.3±29.7
10±14
7.28±0.78
48.5±18.4
29.8±5.8
11 (44%)
13 (52%)
14 (56%)
7 (28%)
16 (64%)
12 (48%)

12.0±13.8
5±10
7.30±0.07
48.1±21.6
32.2±5.5
13 (26%)
16 (32%)
16 (32%)
13 (26%)
16 (32%)
10 (20%)

<0.05
NS
NS
NS
NS
NS
NS
<0.05
NS
<0.05
<0.05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bbreviations :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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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생후 24시간 이내 심수축제 사용이 통계학적으로

3) 병변의 위치, 범위와 종류에 따른 비교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P <0.05, Table 1). 그 중 산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전두엽에 발생한 환아 4명 중

모의 발열과 장기간의 산소 투여가 다중 로지스틱 회귀

2명이 Bayley 발달 검사를 시행하였고, 두정엽을 포함

분석에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판명되었다.

한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우가 환아 21명 중 9명에서
Bayley 발달 검사를 시행하였다. 전두엽에 병변이 발생

3.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분류에 따른 임상양상

한 2명의 환아에서 Bayley 발달 검사 결과는 MDI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병변이 양측성인 경우가 일측

PDI가 각각 96.50±24.74, 72.00±7.07이었으며, 두정

성인 경우에 비해 스테로이드의 사용기간이 길었고, 무

엽을 포함한 다른 위치에 병변이 생긴 9명의 환아에서의

호흡과 패혈증의 빈도가 잦았으며, 생후 일주일 이내의

MDI와 PDI는 각각 71.88±27.97, 54.50±19.25이었

저혈압이 많았다. 또한 병변이 국소성인 경우보다 미만

다. 두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리고 미만성

성인 경우가 산소의 투여기간이 길었으며, 생후 일주일

으로 발생한 환아 11명 중 6명, 국소성으로 발생한 환아

이내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14명 중 5명에서 Bayley 발달 검사가 시행되었고, MDI,
PDI가 각각 64.00±30.48, 89.60±20.65와 54.40±

4. Bayley 발달 검사 결과 비교

24.82, 63.20±10.25로 두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

1) 환아군과 대조군 비교

었다. 낭종성 병변 환아 14명 중 6명, 비낭종성 병변 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있었던 환아 25명 중 11명에

아 11명 중 5명에서 Bayley 발달 검사가 시행되었고

서 Bayley 발달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MDI와 PDI가 각

MDI, PDI 점수는 각각 68.17±32.67, 89.75± 14.22

각 74.4±27.8, 58.0±17.7 이었고, 대조군은 50명중 8

와 59.67±23.10, 57.50±10.84로 낭종성 병변 환아군

명에서 Bayley 발달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MDI와 PDI

에서 PD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MDI 점수는

가 각각 103.5±8.9, 101.7±16.1이었다. MDI와 PDI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뇌 MRI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와
병변의 비교

모두 환아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척도가 낮았다
(P <0.05, Table 2).

뇌 MRI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환아 6명

2)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중증도에 따른 비교
2-3인 환아는 13명

중 3명, 저신호를 보이는 환아 19명 중 8명에서 Bayley

이었으며 그 중 검사를 시행한 5명에서 MDI와 PDI의 평

발달 검사가 시행되었고, MDI, PDI는 각각 79.33±

균이 각각 90.0±23.3, 62.0±12.8이었고, Grade 4는 6

12.50, 75.71±21.55와 65.00±8.00, 56.14±21.55로

명으로 검사는 3명 시행했으며 79.0±36.9, 67.0±32.6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는 없었다

이었으며, Grade 5-6은 6명으로 검사를 시행한 3명에

(Table 4).

20)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Grade

서 49.8±21.33, 49.8±18.18로 중증도가 심할수록
Bayley 척도의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다(Table 3).

Table 3. Bayley scale according to PVL grading
system by MRI*
Grade

Table 2. Bayley Scale of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MDI
PDI

Patients
(n=11)

Control
(n=8)

P-value

74.4±27.8
58.0±17.7

103.5±8.9
101.7±16.1

<0.05
<0.05

Grade 1
Grade 2-3
(n=5)
Grade 4
(n=3)
Grade 5-6
(n=3)
*

Abbreviations : MDI, mental developmental index;
PDI, psychomotor developmental index

Number

MDI

PDI

13

90±23.3

62.0±12.8

79.0±36.9

67.0±32.6

6
6

49.8±21.33 49.8±18.18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bbreviations : MDI, Mental Developmental Index;
PDI, Psychomotor Development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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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ite
Frontal (n=2)
Including parietal
(n=9)
P-value
Extent
Diffuse (n=6)
Focal (n=5)
P-value
Characteristics
Cystic (n=6)
Non cystic (n=5)
P-value
T2WI
High signal (n=3)
Low signal (n=8)
P-value
Timing of diagnosis
Before 4 weeks
(n=4)
After 4 weeks
(n=7)
P-value

MDI

검소견에서 병리학적 용어로 사용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발생빈도는

PDI

28)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는데 Trounce 등 은 26%라고

96.50±24.74 72.00±7.07
71.88±27.97 54.50±19.25

보고했고, Fawer 등29)은 재태연령 34주 이전에 출생한
미숙아의 13.3%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5-8)

발생률은 6.5%로 다른 국내 연구

NS

NS

가 신생아의 부

되었고, 1962년 Banker와 Larroche

Table 4. Bayley Scale According to PVL Site,
Extent, Characteristics, High or Low Signal of
MRI Finding and Timing of Diagnosis

와 비교했을 때는

3)

비교적 낮게 관찰되었는데, 해외 연구 와 비교했을 때는
64.00±30.48 54.40±24.82
89.60±20.65 63.20±10.25
NS
NS

평균치 정도에 해당하였다.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세포 병리학적 변화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않으나, Volpe30)의

68.17±32.67 59.67±23.10
89.75±14.22 57.50±10.84
NS
NS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발생기전에 관련된 인자들이 밝혀

79.33±12.50 65.00±8.00
75.71±21.55 56.14±21.55
NS
NS

선천적 취약성, 산모 및 태아의 감염 및 염증, 사이토카

76.00±6.00

지고 있는데, 미숙아 뇌실주위 혈관들의 해부학적/생리
학적 인자, 뇌혈류 자동 조절기능 장애, 미숙아 백질의
인, 산소 유리기와 glutamate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져 있다1-4, 9-12, 16).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는 임상적

66.50±13.91

융모양막염, 조기양막파수, 주산기 출혈 등의 산과적 요
77.33±37.28 53.67±20.51

인과 조산아, 주산기 가사,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저
혈압, 동맥관 개존증, 뇌실내 출혈, 무호흡, 저탄산혈증

NS

NS

등의 신생아적 요인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감염된

Abbreviations : MDI, Mental Developmental Index;
PDI, Psychomotor Developmental Index;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산모로부터 태어나거나 패혈증에 걸린 신생아에게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뇌실주
위 백질연화증의 중요 병리기전 중 감염이 중요한 문제

5) 진단 시기에 따른 비교

로 대두되고 있다31-39). 기존에 알려진 위험인자 중에서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의 진단 시기에 따른 분류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발열, 출생 후 24시간 이내의 저

생후 4주 이내에 진단된 환아 21명 중 9명과 생후 4주

혈압, 산모의 어린 연령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뇌

이후에 진단된 환아 4명 중 2명에서 Bayley 발달 검사

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으나, 저탄산

가 시행되었다. MDI와 PDI는 각각 76.00±6.00, 77.33

혈증과 중등도 이상의 뇌실내 출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37.28와 66.50±13.91, 53.67±20.51이었고 두 군

연관성이 없었다.
최근 고해상력의 두부 초음파영상, 뇌 MRI 등의 진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기술의 발달로 출생 초기부터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병

고

변의 정도나 위치에 따른 예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

찰

고 있다. 미숙아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은 측뇌실 외각
주위의 백질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곳은 운동피질로부터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은 측뇌실 측후부위의 백질에 특

하지로 내려가는 섬유가 뇌의 백질에서 교차하는 부위로

징적인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미숙아에서 발생

이곳이 손상을 받으면 주로 하지마비가 오게 되고 좀 더

하며, 신경학적 후유 장애로 뇌성마비, 시력장애, 청력장

바깥쪽으로 병변이 확장될 경우 상지 마비를 포함한 사

1, 2, 21-25)

. 뇌실주위

지 마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병변이 심할수록 운동발

백질연화증은 1867년 Virchow26)에 의하여 처음 기술

달 장애는 강직성 하지마비에서 강직성 상지마비로 운동

애 및 인지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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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마비가 심하게 나타난다. Pierrat 등 은 낭종성 변화가

본 연구에서 뇌 초음파에서 PVL이 확인된 경우 모두 뇌

국소적인 부위에 국한되어 생긴 경우가 넓게 확산되어

MRI를 시행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50명중 18명만 뇌

생기는 경우보다 뇌성마비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

MRI가 시행되어 대조군에서 뇌 초음파상 진단되지 않은

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뇌실주위 백

잠재된 PVL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

질연화증의 정도에 따른 예후를 보면 정도가 심할수록

으로 생각된다.

41)

, 본 연구에서도

최근에는 뇌의 손상을 급성기에 감지하여 뇌실주위

Bayley scale을 이용한 예후를 측정하여 병변의 정도가

백질연화증 등을 일찍 진단할 수 있는 수소자기공명분광

심할수록 정신척도와 운동척도가 낮음을 보였다. 병변이

1
(proton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H MRS)

생기는 위치에 따른 예후를 보면 낭종성 변화가 전두엽

과 확산 텐서 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등이 있

에 발생될수록 신경학적 예후가 양호하였고, 후두엽에

다43,

발생할수록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였으며, 일측성으로

MRI의 단점등을 극복하여 조기 진단이 가능하리라 생각

발생한 경우보다 양측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신경학적 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저체

뇌신경 발달지연이 심함을 보였으며

40, 41)

44)

. 이러한 영상 등을 잘 이용하여 뇌 초음파 및 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온(hypothermia), N-acetylcysteine, 조혈성장인자

는 두정엽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와 두정엽을 제외한 기

(erythropoietin), 흡입 일산화 질소(inhaled nitric

타 부위에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시행한 Bayley 발달검

oxide), 항산화제(antioxidant; melatonin, allopurinol),

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측성으로 발생한 경

magnesium sulfate, topiramate, 줄기 세포(stem cell)

우와 양측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등45-47)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거치면 새로운 치료법

다. 이는 대상 환자의 수가 적었던 것과, 환자군 중에서

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많다. 위의 새로운 연구들을

도 병변이 심하거나, 발달 장애를 보였던 환자는 검사와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숙아 중에서 뇌

추적 관찰에 적극적 이었으나,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정상

실주위 백질연화증으로 갈 위험인자를 가진 산모와 환아

발달했던 환자는 추적관찰에 소극적이어 기존의 연구와

에 있어서 이러한 인자들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빠른

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병변이 낭종성

진단을 시행하고 물리 치료를 통하여 앞으로의 장애를

인 경우와 비낭종성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낭종성 뇌실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새로운 치료법들을 좀 더 연구 개

주위 백질연화증은 주로 저산소-허혈 손상에 의해 신경

발하여 근본적인 예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가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세포와 교원세포가 파괴되어 낭종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비낭종성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은 자

요

약

궁내 감염, 사이토카인, 스테로이드 투여 등과 관계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 비교적 약한 손상에 의해 전구 희소돌
기 아교세포(oligodendroglial cell progenitor)가 손상

목 적 : 최근 신생아집중치료술의 발전으로 미숙아의

을 받고 이후 뇌신경 세포의 축삭 수초화 장애가 원인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숙아에서 저산소성

된다고 알려져 있다4). 낭종성과 비낭종성 병변이 있는

허혈성 손상의 주된 병변인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발생

환아에서 Bayley를 이용한 예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

위험성은 여전히 크며, 이는 뇌성마비 등의 심한 신경학

이가 없었다.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은 초기에 관성부종이

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지속

나 희소돌기 아교세포의 손상 등으로 MRI T2 강조영상

적인 관심을 요하는 질환이다. 이에 본원에서 발생한 뇌

에서 음영의 증가를 보이며 그 후 낭성종 변화나 뇌백질

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뇌 자

42)

위축, 출혈, 허혈 등으로 음영의 감소를 보이게 된다 .

기공명영상 소견과 뇌초음파 분류에 따른 임상적 특징의

본 연구에서 MRI T2 강조영상에서 음영 증가를 보이는

차이 및 예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

경우와 감소를 보이는 경우를 Bayley scale을 이용하여

였다.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또한 4주 이내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간

에 진단된 경우와 4주 이후에 진단된 경우를 Bayley

본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36주 미만의 미숙아를

scale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대상으로 하였고, 뇌 MRI나 뇌 초음파에서 뇌실주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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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연화증소견을 보였던 25례를 환아군으로, 이들과 재
태연령과 출생체중은 비슷하고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소
견을 보이지 않았던 50례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두 군

6)

에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위험인자로 예상되는 출산
전, 주산기, 출산 후 요인과 Baley 발달 검사 결과 등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리고 환아군에서 뇌
MRI T2 강조 영상의 고신호 병변군과 저신호 병변군,

7)

뇌초음파에서는 병변의 일측성, 양측성인 경우와 낭성,
비낭성 그리고, 국소성, 미만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임상
적 특징과 Baley 발달 검사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374명의 대상 환자 중에서 뇌실주위 백
질연화증이 25례(6.6%)에서 진단되었다. 환아군과 대
조군의 비교에서 산모의 발열, 어린 산모의 나이, 장기간

8)

의 산소투여, 생후 1주 이내 발생한 저혈압, 생후 1주 이
내 심수축제 사용과 호흡곤란 증후군이 뇌실주위 백질연
화증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가 있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산모의 발열 및 장기간의 산소 투여가

9)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 Bayley 발달 검사 결과를 분석
하였을 때 환아군은 정신 척도와 운동 척도가 각각 74.4±

10)

27.8과 58.0±17.7로 대조군의 103.5±8.9과 101.7±
16.1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다.

11)

결 론 : 산모의 발열 및 장기간의 산소투여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분석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진 미숙아들에 있
어서 뇌 MRI 검사와 Bayley 발달 검사가 뇌실주위 백질

12)

연화증의 진단과 신경학적 합병증에 예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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