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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의 자기공명영상소견:미숙아군과만삭아군의비교 

황윤준· 검동익 · 이병희2 • 윤펑호· 전 펑 · 유영훈· 황금주· 김은경 

목 적 : 뇌성 마비의 원인으로 알려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빛 그 외 다양한 병변들의 

MRI소견을 관찰한 후 미숙아군과 만삭아군 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 임상적으로 뇌성 마비로 진단 받은 102명 (만삭아 71명， 미숙아 31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MRI를 시행하여 심부 및 주변부 백질， 회백질， 기저핵， 시상， 뇌간， 소뇌， 뇌 

량， 뇌실의 이상 유무와국소적인 선호 강도의 이상 유무를검토한후저산소성 허혈성 뇌손 

상， 선천성 기형 및 그 외 뇌손상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이들 소견에 있어서 미숙아와 만삭 

아간의 차이점을 알기 위하여 두군으로나누어 비교하였다. 

결 과 . 미숙아 31예 중 26예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으며 

peri ventricular leukomalacia (PVL)가 24예， status marmoratus 가 5여H4예는 PVL동반) ,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가 l예씩 관찰되었다. 나머지 3예 신경모세포 

이동이상(migration anomaly) 소견을， 2예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만삭아 71예 중41예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으며 PVL 25예， status 

marmoratus 7예 (2예는 PVL 동반 ), selective neuronal necrosis 7예，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 2예씩 관찰되었다. 그 외에 perirolandic ischemic lllJury 가 6예 

관찰되었고 이중 5예는 status marmoratus 소견을 동반하였다. 나머지 24예에서 정상 소견 

을 보였으며 4예에서 신경모세포 이동이상 소견을 보였고 수두증(hydranencephaly)과 

porencephalic cyst가 각 l예씩 관찰되 었다. 

미숙아 및 만삭아 모두에서 PVL이 가장 흔한 소견이었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중 

selective neuronal necrosis, parasagittal injury, perirolandic ischemic injury 등은 만삭 

아군에서만 관찰되였다. 

결 론 : MRI를 통하여 뇌성 마비 환자의 다양한 병변들을 관찰할 수 있였으며 미숙아군 
및 만삭아군모두에서 PVL이 가장흔하게 관찰되었다. 

뇌성 마비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초래하는 비진행성 질환 

으로그원인은 태생기 벚 주산기에 발생하는다%댄명변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들 원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 

고 임상 증상 또한 다양한 경과를 밟게 된다(1， 2). 

뇌성 마비의 진단은신경학적 증상과병력만으로이루어지므 

로 방사선학적 소견은 보조적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소견을 보이게 된다. 전산화 단층촬영이 널리 이용되면 

서 뇌성 마비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2-5) 뇌실질의 위축이 

나 뇌연화증의 소견이 보고되어왔으나 다%댁} 병 인틀을 설명하 

는데 미흡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이하 MRI)은 전산화 단층촬 

영보다 뇌의 미세한 병변들을 보는데 더욱 예민하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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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6) MRI를 이용하여 뇌성 마비 환자의 다%댁f 소견을 관 

찰하고 그 소견을 분류하여 보았다. 

대상및방법 

92년 8월부터 96년 5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뇌 

성 마비로 진단 받은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시행하 

였다. MRI시행 당시 환자의 나이는 4개월부터 90개월까지 분 

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227B월이었다. 남아가 66명 여아가 36 

명이었고， 만삭아(임신주수)37주)가 71명， 미숙아가(임신주수 

(36주)가 31명이었다. 

뇌성 마비의 진단 기준은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환아 

로써 증상이 진행하거나 동작의 장애가 단지 지능 저하에 의하 

여 일어나는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원인이 밝혀진 대사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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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염색체 이상에 의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MRI는 1.5T (GE, Signa, Milvia, USA) , l.OT ( Siemens, 

Magnetom, Enlargen, Germany)를 이용하여 스펀에코방법으 

로 Tl강조영상( TR /TE=200 -500 / 20-3이및 T2강조영상 

(TR/TE=2500-3000/80 )의 횡단연 (axi al plane)을 얻었 

으며 시상면 (sagittal plane) 빛 관상연 (coronal plane)은 Tl 

강조영상만얻었다. 

MRI소견으로는 뇌의 기형 여부와 심부 및 주변부 백질과 회 

백질의 양 빛 국소적인 신호강도의 변화를 검토하였고 기저핵， 

시상， 뇌간， 소뇌， 뇌량， 뇌실의 구조적 이상유무와 국소적인 신 

호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백질 및 회백질의 양과 뇌량의 

두께는 정상 및 감소로 판정하였다. 

뇌의 구조적 이상은 비교적 태아의 후반기에 뇌손상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임신 초기의 병변으 

로 생각되는 선천성 기형 및 뇌손상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저 

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소견은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s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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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neuronal necrosis, status marmoratus, periventricular 

le띠ωmalacia(PVL) ， parasagittal 띠ury， ftα;al and multifocal 

ischeITÙc brain necrosis, perirolandic ischemic i띠 ury로 분류하였 

으며 PVL은 심부 백질의 감소와 이에 의한 측뇌실의 확장 및 뇌 

실벽의 불규칙성， 그리고 뇌량의 두께 감소를 보이는 경우， 

parasagittal injury는 두정후두부 영역 (parietooccipital area) 에 

서 성언에서 관찰되는 양상의 경계부 경색 (border zone infarc

tion)이 보이는 경우， selective neuronal necrosis는 뇌피질 및 백 

질의 전반적인 위축이 있는 경우에， fl없1 and multifocal brain 

ischemic brain necrosis는 일부 혹은 여러 콧의 혈관 분포 지역에 

국한된 경 색이 있는 경우， 그리고 status marmoratus는 기저 핵 

및 시상에서 신호강도의 이상 및 위축이 관찰되는 경우에 진단되 

었고 perirolandic ischemic injury는 Rolandic 망rus주위에서 신 

호강도이싱L이 보이는경우에 각각진단되었다. 

선천성 기형으로는 신경모세포 이동이상인 다소뇌회증 

(polymicrogyria)이나 열두증(schizencephaly)이 관찰되었 

Fig. 1. 18-month-old girl with 
spastic diplegia. Axial Tl - wei
ghted(A) & T2 - wighted(B) images 
show bilateral PVL, characterized 
by diffuse volume loss of white 
matter, especially peritrigonal area 
with scalloped wall of lateral ven
tricle. 

Fig. 2. 16-month-old boy with 
spastic quadriplegia. Axial Tl 

weighted(A) & T2 - wighted(B) 
images show multiple foci of low 
signal intensity on Tl WI and high 
signal intensity on T2WI at cau
date nucleus and basal ganglia, 
suggestmg status marm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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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소뇌회증의 방사선학적 진단은 gyrus및 sulcus의 정상적 

인 발생이 이루어지지않아일부의 넓고편편한 gyrus만이 관찰 

되는 경우로 판정하였고， 열두증은 전체 대뇌 반구를 통하여 측 

뇌실과 뇌막하공간을 연결하는 회백질로 덮여있는 열 (cleft) 이 

존재하는 경우에 쓰여졌다. 

그 이외에 초기의 뇌손상인 porencephalic cyst는 매끄러운 

벽을 갖는 낭(cyst)으로 내부의 신호 강도가 뇌척수액의 것과 

같고， 주위에 교질화나 격막이 없는 경우이고， 수두증(hydra

nencephaly)은 대부분의 뇌실질이 파괴 ， 흡수되어 대뇌 반구가 

뇌 척수액을 함유하는 앓은 벽의 낭으로 변환되어있는 경우에 

쓰여졌다 

이들 소견은 신경방사선과 전문의 l명， 방사선과 전문의 1명 

이 후향적으로 판정하였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신경방 

사선과 전문의의 의견을 따랐으며， 소견상 미숙아와 만삭아 간 

의 차이를보고자두군을나누어 비교하였다. 

결 과 

미숙아 

미숙아 31예 중 30예가 경직형 (spastic) 이었고， 이중 양측마 

Fig. 3. 13-month-old girl with 
spastic quadriplegia. T2 - wighted 
axial image shows increased signal 
intensity at precentral gyrus, 
suggesting perirolandic ischemic 
mJury 
Fig. 4. 4O-month-old boy with 
spastic hemiplegia . Tl - wighted 
axial image shows well defined tis
sue loss of right MCA territory , 

suggesting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 

Fig. S. lO-month-old girl with 
spastic quadriplegia . Tl - weight
ed axial image shows parasagittal 
injury characterized by diffuse 
volume loss of both gray and 
white matter in parietooccipital 
area with secondary dilatation of 
left lateral ventricle. 
Fig. 6. 28-month-old boy with 
spastic diplegia. Tl - weighted 
axial images show selective 
neuronal necrosis characterized by 
diffuse brain atrophy , especially 
frontal lobes. 

비 (diplegi a)가 27예 사지마비 ( quadriplegia)가 3예 있었다. 

나머지 l예는 아테토시스형이었다. 

미숙아의 이상 소견은 크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군과 신 

경모세포 이동이-^}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상 소견을 보 

인 29예 중 26예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는데 

PVL로 분류된 예가 24( 77.4% )예로(Fig . 1) 가장 많았고 5예 

(16.1 %)는 기저핵 (2예) 및 시상( 3예)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여 

status marmoratus로 분류되었고(Fig.2) 이중 4예는 PVL을 

동반하고 있었다. 나머지 1예 (3.2% )는 다른 이상 소견 없이 우 

측 소뇌 반구의 후하소뇌동맥 분포 지역에서 위축이 있어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injury로 분류하였다. 그 외 3 

예는 신경모세포 이동이^d-군으로 다소뇌회증 2예， 열두증이 1 

예였다. 나머지2예 (6.5% )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한 예는 

경직형 (diplegia)이었고， 한예는 아태토시스형이었다. 

만삭아 

71예의 만삭아 중 64예가 경직형이였고 이중 양측마비가 53 

예， 사지마비가 8예， 편마비가 3예 있었다. 나머지는 아테토시 

스형이 2예， 이완형 (atonic)이 2예， 흔합형이 3예씩 있었다. 

이상 소견을 보인 47예 중 41예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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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R Findings in Pre- & Fullterm Cerebral Palsy Patients 

Preterm(n =3 1) 

Normal 2 

Migration anomaly 

Early intrauterine injury 

(hydranencephaly & porencephalic cyst)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레
 
-

n 
• 떼

 강 4 

e J씨
 

FL 

3 

0 2 

24 

5(4) 
O 

O 
O 

7(2) 

6[5J 
Status marmoratus 

Perirolandic ischemic injury 

Selective neuronal necrosis 

Parasagittal injury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 

( ) : number of patients that show combined periventric비ar leukomalacia 

[ J : number of patients that show combined status marmoratus 

의 소견을 보였는데 25(35.2%)예에서 PVL소견을 보였고 미숙 

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였다.7(9.9%)예에서 기 

저핵 및 시상에서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여 status 

marmoratus로 분류되었다. 이중 2예는 시상에만 고신호 강도 

를 보였고 2예는 기저핵에서만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였고 3예 

는 시상과 기저핵 모두에서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다. 사상에 

서 고신호 강도를 보인 2예에서는 현저한 백절의 감소와 뇌량 

의 두께 감소가 같이 존재하여 PVL을 동반하고있었다. 기저핵 

및 시상과 기저핵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인 5예 모두에서 

precentral gyrus에서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1명 

의 환아에서는 다른 이상 소견 없이 precentral gyrus에서만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였다(Fig.3). 나머지 환아 중 우중뇌동맥 

분포 지역에서 경색소견을 보인 예 (Fig. 4)가 2예 (2.8%)에서 

있어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로 분류되 

였고， 1예(1.4% )에서는 경계부 경색 (border zone infarct)소 

견을 보여 parasagittal injury로 분류되였다(Fig. 5).7예에서 

는 다른 이상 소견 없이 전체척인 뇌피질의 감소를 보여 selec 

ti ve neuronal necrosis로 분류되었다(Fig. 6). 3예에서 열두증 

이， 1예에서 다소뇌회증이 관찰되어 4예 (5.6% )가 신경모세포 

이동이상군으로 분류되 었다. 

그 외에 porencephalic cyst와 수두증이 각 1예씩 관찰되었 

고 이들 2예 (2.8%)는 임신주수 26주이전의 초기 뇌 손"'d--군으 

로분류하였다. 

MRI 소견으로는 24 예 (33.8% ) 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 

나머지.미숙아와만삭아의 자기공명 소견은표-1과같다. 

고 찰 

뇌성 마비는 출생전， 출생시， 출생후의 뇌의 선천성 기형， 손 

상 혹은 중추신경질환에 의하여 영구적이며 비진행적인 운동신 

경 및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뜻하며， 그 병 리 소견과 증 

상， 발생 기전이 다양하며 신경증상이 진행하지않음이 특정이 

다(1， 2) . 

발병의 원인 중에는 출산시의 무산소증， 미숙아， 중추신경계 

의 감염， 핵황탈， 뇌출혈 및 주산기에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환 

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7) ， 발생되는 증상들도 운동 장애를 비 

롯하여 청력 및 시력 장애， 지능 부족， 언어 장애， 경련 및 정신 

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 

다. 뇌성 마비의 분류는 경직성 (spastic) , 아테토시스(athe

totic) , 강직성 (rigidity) , 운동일조성 (ataxic) , tremor , 이완형 

(atonic) , 혼합형 (mixed) 등으로 분류되고있으며， 경직성이 가 

장 흔한 형태로 보고되어지고 있다(8) . 

본 연구에서 MRI 소견상 이상이 발견되지않은 경우가 미숙아 

에서 2예 (6.5% ) 만삭아에서 24예 (33.8%)를 보여 전체에서 26 

예 (25.5%)가 정상 소견을 보여 윤 등(26)과 비슷한 결과를 얻 

였다. MRI영상이 뇌실질의 이상 유무 판별에 예민하다고 알려 

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뇌성 마비로 진단 받은 환아의 많은 수에 

서 뇌실질의 이상을 판별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만 있음을 알 

수있었다. 

MRI 소견상 이상을 보인 경우는 크게 만삭아에서의 허혈성 

손상군과 신경모세포 이동이싱꾼， 미숙아에션의 뇌손"'d--군으로 

나누어볼수있었다. 

MRI 소견상 이상을 보인 79예 중 미숙아 26예와 만삭아 41 

예에서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주산기 

전후의 뇌는 손상 받는 부위와 연령에 따른 발생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척인 소견을 보이게 되어 정확한 설명은 이루어 

지 지 않으나 기 본 병 리 는 selecti ve neuronal necrosis, status 

marmoratus , PVL, parasagittal cerebral injury, focal and 

multifocal ischemic necrosis로 나뷔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13). 

이 중 PVL이 미숙아에서 24예 (77.4% ), 만삭아에서 25예 

(35.2% )에서 관찰되어 다른 보고자와 마찬가지로(25， 26) 미 

숙아 빛 만삭아 모두에서 뇌성마비의 가장 흔한 소견으로 관찰 

되었으며 만삭아의 경우는 다론 이들(25-27) 에 비하여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이는 병변이 미미한 경우 판독자 간의 판 

정 기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백질의 감소 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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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VL은 미숙아의 뇌혈류 분포상 뇌설 주위 

백질， 주로 측뇌실 외각의 후외측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 부위는동맥혈류간의 경계 부위와말단부위로서 혈관확장 

능력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뇌혈류 순환이 충분치 못하여 혈 

압이 낮은 상태에서 손상 받기 쉬어지며 (19) 이 부위는 비교적 

anaerobic glycolysis가 심하고 뇌실 주위의 신경교세포들이 

손상에 예민하기 때문에 손상을 잘 받게 된다. 반면에 만삭아 

시기로 갈수록 동맥혈류의 경계부가 대뇌반구의 주변부 쪽， 

parasaggi tal area로 이동되어 손상 부위의 차이를 보이게 되 

며 (20 -24) 이러한 parasaggital cerebral i띠 ury가 만삭아 1 

예에서 관찰되었다. Parasagittal injury는 혈류 경계부의 이 

동 정도에 따라 PVL과의 구분이 명확치 못한 경우가 많고， 심 

부 백질에 비하여 임신 후반기의 주변부 백질 빛 피질은 저산소 

성 허혈성 뇌손상에 대하여 럴 예민하기 때문에 Truwit 등 

( 25 )과 마찬가지로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selective neuronal necrosis는 주로 만삭아에서 보여지며 미 

숙아와는 달리 대뇌피질의 신경원 (neuron) 분포 지역에 특정 

적 파괴를 일으킨다. Hippocampus와 신피질 (neocortex)에는 

glutamate에 의해 작용을 나타내는 흥분성 신경절이 다량 존 

재하는데 허혈성 저산소성 뇌 손상 시에는 신경 말단부에서 

glutamate의 분비가 증가되고 시냉스 전 신경원에서는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의 glutamate축적 이 늘어나게 되고 최종 

적으로 toxic free radical을 분비하여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14， 15) . 초기에 영상 진단상 이상을 찾기는 힘들며 후기 

에 신경원의 손실과 교질화에 의하여 뇌피질의 위축의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삭아군 7예에서 다른 이상 소 

견 없이 뇌피질의 위축 소견만이 관찰되었다. 

Status marmoratus는 미상핵， 피각， 담창구， 시상 등이 신 

경원 손상， 교질화， 과다수초형성 등의 선택적인 손상을 업는 

것을말한다. 뇌피질과백질에 뚜렷한변화없이 기저핵과시상 

에만손상이 오는기전은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되어진다. 첫째는 selecti ve neuronal 

necrosls와 마찬가지로 glutamate와 같은 흥분성 신경전달물 

질의 수용체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지며， 뇌 성장 과정 중 시 

기에 따라glutamate 수용체의 수와 위치는 변화를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손상 시기에 따라 기저핵과 시상에 손상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16). 두번째로는 손상 시기의 각 조직의 수초 

화 정도에 따라 손상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수 

초화가 시작되는 부위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부위이고(17， 18)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에 더욱 예민 

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상은 23-25주에 ， 기저핵 

서 고신호강도를 보인 경우가 6예에서 있었으며 이중 5예는 기 

저핵 및 기저핵과 시상 모두에서 고신호강도가 같이 관찰되었 

다. precentral gyrus의 손상 기전도 시상 및 기저핵의 손상 기 

전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위의 수초화는 만삭에 가까 

운 시기에 이루어지므로(18) precentral gyrus의 변화는 손상 

의 시기가 임신주수 40주 전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perirolandic ischemic injury군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미숙아 1예에서는 우측 소뇌 반구에， 그리고 만삭아 2 
예에서 우측 중뇌동맥 분포 지역에서 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fo 

cal and multifocal ischemic brain necrosis로 분류되 었는데 

이는 그 뇌혈관 분포에 따라 모든 세포 요소들이 손상을 받게 

되며 혈관의 이상 발생， 혈관염， 혈전， 색전 등이 그 원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신경모세포 이동이^J-군은 미숙아에서 3예(다소뇌회증 2예， 

열두증 l예)， 만삭아에서 4예(다소뇌회증 2예， 열두증 l예)로 

총 7예 (6.9%)가 관찰되었다. 뇌의 발생 과정 중 주산기 6-7주 

경 측뇌실 주위의 germinal matrix에서 뇌세포의 증식이 일어 

나면서 뇌피질의 형성을 위한 신경모세포 이동과정이 약 

24-26주까지 진행 되는데 ( 9)，이때 감염，허혈성 손상，또는대 

사과정 중의 독성 물질에 의하여 이 과정 중한부분에 장애를 

받게 되면 다소뇌회증이나 열두증 등의 뇌피질 기형이 생기게 

되고손상정도에 따라다양한운동및 지능의 저하를초래한다 

고 알려져 있다(10). 

만삭아군에서 수두증과 porencephalic cyst가 각 l예씩 관찰 

되었다. 뇌의 성장 과정 중 주산기 26주 이전의 뇌는 뇌실질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교질화 반응을 일으키지않기 때문에 괴사된 

조직들이 모두 흡수되는 liquefaction necrosis가 발생하게 된 

다(11). 수두증은 대뇌 반구의 피질과 백질이 대부분 파괴 홉수 

되어 대뇌 반구가 뇌척수액을 함유하는 앓은 벽을 갖는 냥으로 

변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않지 

만 동물 실험 등에 의하면 OJ:측 경동맥 결찰 시에 유사한 현상 

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뇌혈류의 장애가 원인이 될 것으로 여 

겨 지 며 그 이 외 에 toxoplasmosisy- cytomegalovirus 감염 시 

에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2). 

Porencepahlic cyst는 뇌실질의 파괴와 흡수가 국한적으로 일 

어나게 되는 경우에 주위의 교칠화가 없이 부드러운 벽을 갖는 

냥성 변화를 보이게 되며 발생 자체는 정상이므로 열두증과는 

달리 이소성 피질이 아닌 백질에 의해 냥이 둘러싸이게 된다 

( ll) 이러한 변화들은 주산기 26주 이전의 손상을 의미하여 뇌 

성마비의 원인이 임신 중반기 (second trimester) 이전에 있었 

음을예측할수있다. 

결론적으로 뇌성 마비의 MRI소견은 그 손상 시기에 따라 

은 33-35주경에 수초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MR영상으로 이상 유무를 

(1 8) 이시기 이후에 손상을받으면 시상과기저핵에 변화를보 판별할수없어 정상소견을보인 예가 26예 (25.5%)의 많은수 

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에서 기저핵에 2예， 시상에 3 에서 관찰되었다. 미숙아와 만삭아 모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예에서 T2강조영상상 고선호강도가 관찰되었으며 만삭아에서 뇌손상이 뇌성 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였고 그 중PVL이 가장 

는 기저핵과 시상에 각각 2예씩， 그리고 시상과 기저핵 모두에 흔한 소견이였다. PVL, status marmoratus와 focal and 

고신호강도를 보인 경우가 3예 관창되었다 multifoca l ischemic brain necrosis는 미숙아와 만삭아 모두 

만삭아군에서는 시상과 기저핵 이외에 precentral gyrus에 에서 관찰되나 selective neuronal necrosis, parasagitt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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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 perirolandic ischemi c injury는 만삭아에서만 특이적으 

로 관찰되어 손상 시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견으 

로 생각되며， 만삭아 71예 중 신경모세포 이동이상， 수두증， 

porencephalic cyst , PVL등 임신주수 36주 이전의 자궁내 뇌 

손상을시사하는예가 31예 (43.7% )에서 관찰되어 만삭아뇌성 

마비의 원인이 출산전후의 손상이외에 출산이전의 자궁내 뇌 

손상。1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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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Findings of Cere bral Palsy : Comparison Between Preterm 

Patients and Fullterm Patients 

Yoon Joon Hwang, M.D. , Dong Ik Kim, M.D. , Byung Hee Lee, M.D. 2, Pyeong Ho Yoon, M.D. , 
Pyoung Jeon, M.D. , Young Hoon Ryu, M.D. , Geum Ju Hwang, M.D. , Eun Kyung Kim, M.D. 

1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pundang Cha General Hospital. 

Purpose: To observe the MR findings of cerebral palsy by evaluating cerebral damage resulting 
from hypoxic ischemic injury and other variable causes and to compare the findings between 
preterm and full-term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the MR findings of 102 cerebral palsy patients (71 
full-term and 31 preterm). These were analysed with regard to deep and peripheral white matter, 
gray matter, basal ganglia, the thalamus, brainstem, cerebellum, corpus callosum and ventricles, ac 
cording to the pattern of injury such as hypoxic ischemic injury, migration anomaly and early 
intrauterine injury , the findings of full-term and preterm patients were then compared. 

Results: MR findings of preterm patients(n=31) were as follows; hypoxic ischemic injury(n=26), 
normal(n=2) , and migration anomaly(n=3), while those of full-term patients(n=71) were hypoxic 
ischemic injury(n=41) , normal(n=24), migration anorr때y(n=4) ， early uterine injury(n=2), and 
perirolandic ischemic injury(n=6); in 5 patients, this latter condition was combined with status 
marmoratus.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was the most common finding in both preterm patients 
and full-term patients; selective nεuronal necrosis, parasagittal injury and perirolandic injury were 
observed only in full-term patients 

Conclusions: On MRL variable findings of cerebral palsy were clearly observed;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was the most common finding in both preterm and full-term patients. 

Index Words: Brain, MR 
Children, central nervous system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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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라는제목의 논문이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출간될 경우그저작권을대한방사선의학회에 이전한다. 

저자는 저작권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본논문의 일부 

흑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 저자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으면 

타논문에 본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논문을 밝힌다. 본논문의 모 

든 저자는 본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 

한다. 

본논문은과거에 출판된적이 없으며 현재 타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제출할계획이 없다. 

제 l저자/ 년 월 일 제 2저자 제 3저자 

제 4저자 제 5저자 제 6저자 

〔분 O~ : 

본동의서는원고에 기술된 순서대로전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함. 

대한방사선의학회 원고 최종 점검표 

口 원고 1부， 사진 1부를 동봉한다. 

G 행간 여백 1행 (double space)에 21 X30cm (A4) 용지에 작성한다. 

口 원고배열은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된 표지， 내표지， 초록(한글과 영문)，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 사진설명의 순으로 한다. 

口 초록은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口 영문초록 하단에 색인단어 (Index Words)를 71입한다. 

[그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전 저자가 서명한다. 

口 투고규정내의 저자 점검사항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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