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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Significance of Neonatal Lenticulostriate Vas
culopathy: Association with Congenital Cytomegalovirus
Infection
Kyungwon Park, Hyunsoo Kim, Sun Young Ko, Son Moon Shin, Yeon Kyung Lee, and Byung Hee Han*
Departments of Pediatrics and Radiology*, Cheil General Hospital and Women's Healthcare Center,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eonates with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LSV) and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LSV and clinical charac
teristics, especially congenital cytomegalovirus (CMV) infec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neonates with LSV,
born at Cheil General Hospital between January 2005 and December 2015. LSV was
gra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number of the LSV lesions and classified into
an isolated and combined group showing LSV with coexistent abnormalities noted
on brain sonography. We compared clinical data based on the LSV classification.
Results: Our study included 102 neonates with LSV, which showed an unilateral
pattern in 10 and bilateral pattern in 92 neonates. The numbers of neonates studied
based on LSV grading were 33, 53, and 16 in grade 1, 2, and 3, respectively. We ob
served the isolated LSV in 62 and the combined type in 40 neonates. We observed
that 93 (91.2%) of the neonates with LSV did not show specific underlying cause for
this condition. Congenital CMV infection was detected in 7 neonates, including 0,
5, and 2 neonates belonging to grade 1, 2, and 3, respectively. Among these, 2 neo
nates showed the isolated, and 5 showed the combined type of LSV. Statistically,
congenital CMV infection was mo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SV in grade 2 and
3 than in grade 1 (P<0.05). Additionally, congenital CMV infection was more com
monly observed in the combined than in the isolated LSV type showing a marginal
association (P=0.07).
Conclusion: We observed that LSV was not clinically significant except when asso
ciated with CMV infection. We suggest that neonates presenting with a grade 2 or
higher of LSV or a combined type of LSV detected via neonatal brain ultrasonography
should be evaluated for CMV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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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염과 LSV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LSV)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검사에

대상 및 방법

서 기저핵(basal ganglia) 혹은 시상(thalamus) 부위에 선형 또는 분
1,2)

지형으로 음영이 증가된 형태를 의미한다 . 주로 기저핵과 시상으
로 주행하는 lenticulostriate 동맥에서 관찰되며, 신경병리학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국의대 제일병원에

동맥벽에 호염구성 세포들이 응집되어 형성된 과세포성 침착물로

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 중 뇌초음파에서 LSV가 확인된 102명을 대상

2)

알려져 있어 mineralizing vasculopathy라고도 불린다 . LSV의 유병

으로 아기와 산모의 의무기록을 본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률은 전체 출생아의 0.27-2.5%, 미숙아에서 3.2-5.1%, 치료받은 신

하에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성별, 분만방식, 재태연령, 자궁내 성

3)

장지연(출생체중 <10p), 소두증(머리둘레 <10p), 쌍생아, 아프가 점

생아에서 1.9-5.8%로 알려져 있다 .
LSV의 원인은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수 등의 임상적 특징과 호흡곤란증후군, 선천성 심장병, 신생아 경

흔한 감염성 원인으로는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련, 선천성 CMV 감염(소변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또는 배

감염증이 있고 비감염성 원인으로 신생아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

양 검사에서 양성), 패혈증(혈액 배양 검사 양성), 저산소성 허혈성

4)

병증, 허혈성 뇌경색, 염색체 이상 등이 있다 . 그 외에 특별한 원인

뇌병증, 자동화 청성 뇌간반응 검사 이상, 선천성 기형의 이환 여부

5,6)

이나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한 신생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

를 조사하였다. CMV 평가는 전체 102례 중 90례에서 시행하였다.

LSV에 관련된 감염성 원인 중 하나인 선천성 CMV 감염은 자궁내

영상의학적 검사 및 분석은 한 명의 소아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

감염 및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출생아 중 1%

해 시행되었고, 뇌초음파는 35주 미만의 미숙아, 자궁내 성장지연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CMV의 혈청학적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선

아, 소두증, 대두증(머리둘레 >90p), 무호흡증, 신생아 경련, 주산기

7-9)

2%까지, 낮은 지역에선 0.5-1%로 보고되고 있다 . CMV 감염의 신

가사, 인공호흡기 치료, 산전 초음파상 이상 소견 등이 있을 때 시행

경영상의학적 소견은 LSV 외 두개내 뇌실주위 석회화, 뇌실확장증

하였다. 뇌초음파 결과에서 LSV의 개수와 LSV 외 동반 병변의 유무

10,11)

등이 있다

.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LSV 병변 개수에 따라 3개의 grade로 나누

LSV가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LSV의 원인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었는데, 기저핵이나 시상 부위에 일측성 혹은 양측성에 관계없이 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쪽에 1개 보이는 경우 grade 1, 2개 보이는 경우 grade 2, 3개 이상 보

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의 뇌초음파에서 발견되는 LSV와 연관된 임

이는 경우 grade 3으로 분류하였다(Figure 1). 또한 LSV 외에 동반된

상적인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선천성 거대세포바이러스 감

소견의 유무에 따라 단독형(isolated) LSV, 복합형(combined) LSV로

A

B

C

Figure 1. Grades of lenticulostriate vasculo

pathy. (A) Grade 1: one linear echogenic
structure (arrowhead) (B) Grade 2: two
linear echogenic structures (arrowhead)
(C) Grade 3: three or more linear echogenic
structures (arrowhead) in the basal ganglia
or thal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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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대상 환자에서 LSV의 영상의학적 분류에 따른 임상적

주 사이, 5명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발견되었다. 인구학적 특징상 남

특징을 비교하였고, 선천성 CMV 감염 환자의 임상 경과와 LSV와의

아 45명, 여아 57명이었고, 질식분만 45명, 제왕절개 57명으로 성별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및 분만 방식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 평균 재태연령은 37.3±3.4주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18.0 (SPSS

로, 미숙아가 27명, 만삭아가 75명이었다. 평균 출생체중은 3,009.9

Inc., Chicago, TX,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미만일 경우

±907.5 g으로, 이 중 자궁내 성장지연아가 5례였다. 1분 또는 5분 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평

프가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가 28례 있었고 소두증이 6례 있었다.

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세 그룹(grade)에 대해서는 분산분석

이환된 질환으로 호흡곤란증후군 12례, 심실중격결손, 대동맥축착

(ANOVA)을, 두 그룹(grade)에 대해서는 t -검정을 시행하였다. 범주

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2례 있었고 신생아 경련 2례, 선천성 CMV 감

형 변수에 대해서는 세 그룹, 두 그룹 비교시 각각 카이제곱 검정 및

염 7례, 자동화 청성 뇌간반응 검사 이상이 1례 있었고 선천성 기형

우도비-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은 3례로 각각 말굽콩팥(horse-shoe kidney), Down 증후군, 구개열
이 동반되었다. 다른 선천성 감염이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신
생아가사, 허혈성 뇌경색, 쌍생아간 수혈증후군, 태아알코올증후군,

결과

태아수종은 없었고, 특별한 원인 없이 발견된 사례가 93례(91.2%)였
다(Table 1).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연구기간동안 11,167명에서 머리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이 중 LSV

2. LSV 분류에 따른 임상적 특성 비교

소견을 보였던 신생아는 102명으로 뇌초음파 검사에서의 발견율

LSV는 일측성이 10례, 양측성이 92례였으며 병변 개수에 따른 분

은 0.9%였다. 이 중 91명에서는 출생 후 1주 이내에 4명은 1주에서 2

류에서 grade 1, grade 2, grade 3는 각각 33례(32.3%), 53례(52.0%),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eonates with Lenticulo
striate Vasculopathy (n=102)
Characteristics

Values

Gender
Male

45 (44.1)

Female

57 (55.9)

16례(15.7%)였고, 단독형이 62례(60.8%), 복합형이 40례(39.2%)
였다. 복합형 LSV에서 LSV 외 동반된 병변은 낭성 배아바탕질 출
혈(cystic germinal matrix hemorrhage)이 16례로 가장 많았고, 심
실 주위 음영 증가(periventricular echogenicity) 13례, 뇌부종 6례,
뇌실막밑 낭종(subependymal cyst) 5례, 뇌실확장증, 백질질환 각
각 2례, 양측 대뇌반구내 심실주위 석회화, 좌측 기저핵 국소 허혈
성 병변, 좌측 시상에 출혈성 병변, 뇌실사이중격강(cavum septum

Delivery type
45 (44.1)

pellucidum)이 각각 1례씩 동반되었다. LSV의 각각의 grade에 따른

Cesarean section

57 (55.9)

임상적 특성의 비교에서 선천성 CMV 감염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Gestational age (wks)

37.3±3.4

유의한 항목은 없었다(Table 2).

Vaginal delivery

Preterm
Term
Body weight (g)

27 (26.5)
75 (73.5)
3,009.9±907.5

3. LSV와 선천성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과의 연관성
전체 LSV 102례 중 90례에서 CMV 평가하였고 이 중 선천성 CMV

Small for gestational age

5 (4.9)

Microcephaly

6 (5.9)

감염은 7례였다. grade 1에서는 없었으며 grade 2에서 5례, grade 3

Twin

13 (12.7)

에서 2례, 그리고 단독형과 복합형에서 각각 2례와 5례에서 발견되

Apgar score 1-min <7

28 (27.5)

었다. CMV 감염은 grade 1보다 grade 2이상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Apgar score 5-min <7

5 (4.9)

(P <0.05), 단독형에 비해 복합형에서 많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

12 (11.8)

다(P =0.074, Table 2). 동일 기간 선천성 CMV 감염은 총 23명 진단되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0 (0.0)

Neonatal seizure

2 (2.0)

었고 이 중 30.4%에서 LSV가 동반되었다. 선천성 CMV 감염으로 진

Congenital cytomegalovirus infection

7 (7.8)

Congenital heart disease

2 (2.0)

Congenital anomaly

3 (2.9)

Abnormal AABR

1 (0.8)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Values 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bbreviation: AABR,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단되었던 7례를 살펴보면 7례 모두 재태연령 37주 이상의 만삭아였
고 남아 5례, 자궁내성장지연이 3례, 소두증 2례 있었으며, 맥락망막
염 등의 안과적 문제는 없었다. 자동화 청성 뇌간반응 검사 이상이 1
례에서 발견되었으나 추적 검사한 청성 뇌간반응 검사는 정상이였
다. ganciclovir 치료를 받은 선천성 CMV 감염증 환자는 2명으로 한
명은 혈소판 감소증, 자궁내 성장지연, 간비장비대와 LSV외 뇌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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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diologic Pattern of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and Clinical Features
Total
(n=102)

Grade 1
(n=33)

Grade 2
(n=53)

Grade 3
(n=16)

Male

45

12

25

8

Female

57

21

28

8

Preterm

27

12

12

3

Term

75

23

41

13

5

4

1

A/S 1-min <7

28

9

A/S 5-min <7

5

0

Congenital CMV infection

7

Seizure
CHD
Congenital Anomaly

P-value

P-value*

Isolated
(n=62)

Combined
(n=40)

P-value

0.541

0.380

28

17

0.639

34

23

12

15

Gender

Gestational age

SGA

Idiopathic

0.280

0.117

0.072

50

25

0

0.393

1.000

2

3

0.613

15

4

0.967

1.000

11

17

0.012

4

1

0.278

0.273

2

3

0.613

0

5

2

0.151

0.017

2

5

0.074

2

0

2

0

0.389

1.000

1

1

1.000

2

1

0

1

0.058

0.228

1

1

1.000

3

0

1

2

0.334

0.640

0

3

0.112

93

32

48

13

0.186

0.265

59

34

0.149

*P-value: grade 1 vs. grade 2 and 3.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A/S, Apgar score; CMV, cytomegalovirus; CHD, congenital heart disease.

A

B

Figure 2. Lentriculostriate vasculopathy with combined lesions in congenital cytomegalovirus infection.
(A) Case 1,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arrow) and periventricular calcifications (arrowhead). (B) Case
2,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arrow) and ventriculomegaly (arrowhead) and cystic germinal matrix
hemorrhage (blank arrow).
위 석회화가 있으면서 소두증이 동반되어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

LSV가 있는 혈관은 중대뇌동맥에서 기시하는 외측 lenticulostriate

되었고 이 환자의 LSV는 grade 2, 복합형이었다(Figure 2). 다른 한

동맥과 전대뇌동맥에서 기시하는 내측 lenticulostriate 동맥이 대표

명은 혈소판 감소증, 자궁내 성장지연이 있었으며 LSV는 grade 2, 단

적이다 . 신경병리학적으로 동맥벽에 호염기성 세포들이 응집되

독형이었다(Table 3).

어 침착물을 형성하기에 mineralizing vasculopathy라고도 불린다 .

1)

2)

12)

Rumack와 Johnson 에 의해 CMV 감염증에 동반된 기저핵의 석회
13)

화가 1983년에 처음 발견된 후, Grant 등 이 선천성 CMV 감염증 미

고찰

숙아의 뇌초음파에서 LSV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1988년 Teele 등
2)

은 뇌초음파상의 LSV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하였으며, CMV, 풍진,

LSV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검사에서 기저핵 혹은 시상으로 주행하
1,2)

는 동맥에 선형 또는 분지형으로 음영이 증가된 형태를 의미한다 .

매독을 포함한 선천성 감염증 12례를 보고하였다. 이후 CMV 감염을
제외한 다른 선천성 감염에 의한 LSV의 보고보다는 주산기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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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ses of Congenital CMV Infection with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n=7)
Case

GA
(wks)

Bwt.
(g)

Gender

Delivery
type

2,375
30
(<10p) (<10p)

Male

VD

8

8

+

+

2

PV calcification both
Increased WM E
Cystic GMH left

+2

2,785
(25p)

33
(45p)

Male

VD

8

9

-

-

3

Cystic GMH both
Ventriculomegaly

cryptorchidism

+1

1,810
(<10p)

32
(20p)

Male

CS

8

9

-

-

2

+5

3,555
(80p)

37
(>90p)

Male

CS

8

9

-

-

2

Cystic GMH right
Prominent CSP

Abnormal
AABR

+6

2,810
(40p)

33
(40p)

Female

VD

7

8

-

-

3

Cystic GMH both

hepatic
calc.

+6

3,375
(60p)

33
(30p)

Male

VD

8

9

+

+

2

CS

7

9

-

-

2

+3

1

39

2

39

3

38

4

39

5

39

6

38

7

37

+0

HC
(cm)

1,920
30
Female
(<10p) (<10p)

A/S
A/S Thrombo Ganci
1-min 5-min cytopenia clovir

Grades of
LSV

Combined lesions
of LSV

Others

Cystic GMH both
Increased PV E

Abbreviations: GA, gestational age; Bwt, body weight; HC, head circumference; VD, vaginal delivery; CS, cesarean section; A/S, Apgar score;
LSV,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PV, periventricular; WM, white matter; E, echogenicity; GMH, germinal matrix hemorrhage; AABR,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CSP, cavum septum pellucidum.

을 일으킬 수 있는 비감염성 원인들로 인한 LSV와 그에 따른 신경발
4,14,15)

달학적 예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반된 다른 초음파 소견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LSV의 임상적 특징

. 최근에는 특별한 원인이

들과 영상의학적 분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선천성

없이 건강한 신생아에서 발견되는 양성 소견으로서의 LSV를 많이

CMV 감염과 1분 아프가 점수 7점 미만에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5,6,15)

보고하고 있다

.

었다. 1분 아프가 점수 7점 미만은 LSV 외 다른 소견이 동반되었을

LSV의 병태생리학적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

경우에 단독형 LSV에 비해 유의하게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미숙

았으며, 원인으로는 감염성, 비감염성, 특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에서 아프가 점수가 다소 낮고, 뇌초음파에서 낭성 배아바탕질 출

감염성 원인에는 톡소포자충증, 풍진, CMV, 헤르페스, 매독, 수두

혈, 심실 주위 음영 증가, 뇌실막밑 낭종과 같은 소견이 동반된 례가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이 있고, 비감염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 원인으로는 주산기 뇌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생아가사, 저

선천성 CMV 감염은 자궁내 감염 및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 중 가

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허혈성 뇌경색, 염색체 이상, 신생아 루푸

장 흔한 원인으로 출생아 중 1%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대략 10%

스, 선천성 심장병, 쌍생아간 수혈증후군, 태아알코올 증후군, 태아

에서 출생시 소두증, 자궁내 성장지연, 간비장비대, 점상출혈성 발

4)

수종 등이 있다 . 그리고 특별한 원인 없이 건강한 신생아에서 우
5,6,15,16)

연히 발견되는 특발성 LSV가 있다

진, 혈소판감소증, 출생시부터의 황달, 감각신경난청, 뇌염, 맥락망
8,9)

.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기

막염, 발작, 용혈성 빈혈, 근육긴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저질환 및 원인 없이 발견된 경우가 93례로 가장 많았으며, 선천성

CMV 감염의 뇌 영상의학적 소견은 두개내 뇌실주위 석회화가 가

CMV 감염증이 7례, 이 중 2례는 증상이 있는 선천성 CMV 감염으로

장 흔한 소견이며 다음으로 LSV, 백질질환, 뇌실확장증, migrational

ganciclovir 치료를 받았다. 비감염성 원인 중 심실중격결손 1례와

abnormalities,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순이다

대동맥축착을 동반한 염색체 이상으로 Down 증후군 1례 있었고,

감염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천성 CMV 감염이 LSV의 원인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허혈성 뇌경색 등은 없었다.

하나로 언급하는 많은 보고들이 있으나 LSV가 있을 때 CMV 평가에

LSV는 질병이 아닌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LSV 자체가 기저 질환

10,11)

. LSV와 선천성 CMV

4)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바가 없다. Cantey와 Sisman

의 진단 및 신경학적 예후를 위한 표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 LSV가 있는 신생아들에게서 모든 선천 감염증에 대한 평가는 비

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아직까지 LSV의 진단에 있어 소아영상

용대비 효율적이지 않지만, CMV는 가장 흔하며 검사가 비침습적이

의학과 의사들 사이에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그 중증도에 대한 분

며 비싸지 않아 선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SV가 중추신

류 기준도 정립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LSV의 개수와 LSV 외 동

경계 감염의 예후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Duranovi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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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 LSV가 두개내 감염의 비특이적 표지자이지만 소두증, 뇌실 주위

석회화, 청력 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된 경우 LSV가 있는
17)

모든 신생아들에게 CMV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mir 등 은 선
천성 CMV 감염의 54.3%에서 LSV가 발견되었고, 이는 감각신경난
18)

청의 표지자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Bilavsky 등 도 LSV는 증상 있는
선천성 CMV 감염의 흔한 뇌초음파 소견으로 감각신경난청의 고위
19)

험인자라고 하였다. 반면 De Jong 등 에 따르면 다른 이상이 없는
LSV 에서는 CMV에 대한 선별검사가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않다고
20)

주장하였고, Hong 등 은 LSV 외 동반된 다른 뇌영상의학적 소견의
유무와 LSV의 크기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LSV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소견이 동반된 경우에 CMV 감염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LSV가 1개 이하인 grade 1에
서는 선천성 CMV 감염증이 없었고, 일측성, 양측성에 관계 없이 한
쪽에 2개 이상의 LSV가 있을 경우에 선천성 CMV 감염증이 높았으
며, LSV 외 다른 소견이 동반된 경우가 단독형에 비해 선천성 CMV
감염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LSV 외 다른 동반된 소견이
없으면서 일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LSV 개수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CMV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LSV는 대부분 특발성으로, 선천성 CMV
감염증 외에는 특별한 임상적 중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본원에서는 LSV가 있는 신생아들에서 CMV 감염에 대한 검사를 진
행하였으나, 현재는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일측에 2개 이상의
LSV가 있거나, LSV 외에 다른 동반 소견이 있을 경우에 CMV 선별검
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모든 신생아
에게 뇌초음파를 시행할 수 없었고, LSV 모두에서 CMV 검사를 하지
못한 점과 LSV의 판독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뇌
초음파 검사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이다. 향후 LSV가 없
는 대조군과의 비교연구와 LSV의 진단 및 표준화된 분류 기준의 정
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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