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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과 다발경화증을 구분하는 7-T MRI에서의 

뚜렷한 병변 형태
Distinct lesion morphology at 7-T MRI differentiates neuromyelitis 

optica from multiple 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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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7-T MRI에서 뚜렷한 시신경척수염 범주의 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NMOSDs)과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의 백질과 피질 회색질 병리를 조사하였다.

방법: NMOSDs 환자 10명과 MS 환자 18명을 7-T MRI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영상 프로토콜은 T2*-weighted 

fast low angle shot과 turbo inversion recovery magnitude sequences로 구성하였다. 백질과 피질 회색질 

병변은 저음영 테(hypointense rim)를 보이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물론 그(혈관주위) 위치에 따라 주안점을 

두어서 평가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NMOSDs 환자 10명 중 7명에서 140개의 백질 병변을 확인하였다. 특징적인 저음영 테(23%)

를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이 소정맥을 중심(92%)으로 하여 위치하는 MS 플라크(plaque)와는 다르게, NMOSDs 

환자의 백질 변성은 비특이적이며 드물게 혈관주위(49 병변 [35%], p=0.003)에서 관찰된다. 저음영 테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다(3 병변 [2%], p˂0.001). 피질 병리는 NMOSDs에서는 없었다. MS 코호트에서 18명 중 7명의 

환자에서 36개의 피질밑(leukocortical) 병변과 8개의 피질내(intracortical), 8개의 연질막밑 피질(subpial 

cortical) 병변을 확인하였다.

결론: 백질의 MRI 양상과 피질 회색질 병변이 없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NMOSDs를 MS을 구분하게 하여 이러한 

두 질환을 구분하는 잠재적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 MS에서 피질 병리가 흔하고 NMOSDs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질환의 발병 기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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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Devic syndrome)은 소모성 자가면역 중추신경계질환으로 시

신경과 척수를 심각하게 침범한다.1 Aquaporin-4 (AQP4)2-7를 표적으로 하는 특정 자가항체(NMO-면역글

로불린 G)가 발견됨에 따라 시신경척수염 범주의 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NMOSDs)

이 더 이상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의 변이가 아닌 고유의 질환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MS와 치료

법이 다른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8-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 초기의 NMOSDs와 MS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12 척수 MRI는 다른 

신경염증성 질환으로부터 NMOSDs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13 게다가 NMOSDs에 보고된 뇌 백질 병변

(white matter lesions, WMLs)은 MS와 구분하기에는 복잡하다.14,15

초고 전파 강도에서 신호/잡음 비의 증가를 이용한 7-T MRI는 MS 플라크가 해부학적으로 상세하게 혈

관주위 위치에 있는지 시각화하여 주며,16-18 T2*-강조영상에서 특징적인 저음영 테를 나타냈다.19

회색질에 대해서, 7-T MRI는 MS의 피질 병리를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19-21 이것은 낮은 전파 

강도의 통상적인 MRI로는 불가능하였다.18,22,23 최근, NMOSDs에서 피질 병리의 발생에 대해서 논란이 되

고 있다.24-26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7-T MRI가 NMOSDs와 MS의 백질 피질 회색질 이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 연구하였다. 특히 혈관주위 병변의 형태가 MS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여부와 MS에서와 

같은 피질 병리가 NMOSDs에도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전향적으로 현재 진단 기준으로 확인된 NMOSDs 환자 10명을 등록하였다.13,28 또한 현재 진단 기준29에 

따른 재발-관해형 MS (relapsing-remitting MS, RRMS) 환자 18명을 독일 베를린에 있는 NeuroCure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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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 Charité-Universitaetsmedizin Berlin
의 영상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MRI 데이터에 눈가

림된 연구자들이 등록하였다. 연구자들은 NMOSD 
코호트의 나이와 질병 이환 기간을 비교하여 

RRMS 환자를 모집하였다. 최근의 보고와 비슷하

게 MS보다 NMOSDs에서 여성이 더 많았다.30,31 신
경학적 장애는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32 모든 환자에서 

여러 분석 중 AQP4 항체검사를 적어도 한 번은 검

사하였다.2,33,34 AQP4 항체상태를 포함한 인구학적 

자료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MRI 시행 시 MS 또
는 NMOSDs 환자 모두에서 재발은 없었다.  

2. 표준 프로토콜 승인, 등록 및 환자 동의

연구는 지역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적용되는 버전의 헬싱키 선언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의 가이드라인 및 적용 가능한 독일 법을 

따랐다. 모든 참가자는 서면 동의를 받았다.

3. MRI data acquisition

초고 전파 자기공명영상(Ultrahigh field strength 
magnetic resonance images)은 독일 베를린의 

Berlins Medicine에 있는 7-T whole-body magnetic 
resonance system (Magnetom; Siemens, Erlangen, 
Germany)을 통해 획득하였고, 이것은 뇌 영상에 

맞게 24-channel receive RF coil (Nova Medical, 
Wilmington, MA)을 적용하였다. 영상 프로토콜은 

2-dimensional axial T2*-weighted fast low angle 
shot (FLASH) (echo time [TE] 25 msec, repetition 

time [TR] 1.820 msec, acquisition time 12:11 mi-
nutes, spatial resolution 0.5×0.5×2 mm; supra-
tentorial brain coverage)과 2-dimensional turbo in-
version recovery magnitude (TIRM) (TE 90 msec, 
TR 16,000 msec, inversion time 2,925.5 msec, ac-
quisition time 12:50 minutes, spatial resolution 
1×1×2 mm; whole brain coverage)을 포함하였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슬라이스 사이에 격차

는 없었다.

4. 병변 수의 정량화

전체 병변 수와 뇌실주위 병변 수는 임상 자료와 

DICOM 헤더 정보 모두에 눈가림되어 숙련된 참

관인(T.S.)이 T2*-강조 FLASH와 TIRM 영상을 통

해 평가하였다. 자료는 환자 자료와 진단에 눈가림

되어 있는 임상 신경방사선학자(J.W.)가 두 번째 

판독하여 재평가하였다. 두 판독에서 병변은 T2*-
강조 FLASH 영상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백질 또는 

회색질로 둘러싸인 고음영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3 
화적소(voxels)의 군집으로, TIRM에서도 해당 위

치에 고음영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병변은 

뇌실 주변, 피질 연접부(juxtarcortical), 심부 백질, 
피질 병변으로 구분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기준35과 

유사하게 피질밑(leukocortical) (type I), 순수 피질

내(intracortical) (type II), 그리고 연질막밑 피질

(subpial cortical) (type III/IV) 병변으로 구분하였

는데, 여기에는 연질막밑 기저에서 연질막밑회색

질(type III)까지 또는 모든 피질을 가로질러서

(type IV)가 포함된다. 병변 형태는 저음영 테와 혈

관주위 위치에 따라 평가하였다. 자료는 OsiriX 
(version 3.8.1; OsiriX Foundation, Geneva, 
Switzer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병변은 OsiriX 
integrated region of interest 기능을 이용하여 수동

으로 가렸다. 
이에 더하여, 진단 기준에 대해 눈가림한 별개의 

분석에서 MS 공간 분포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뇌를 포함한 TIRM 영상을 이용하였다.36

5. 통계적 분석

나이, 질병 이환 기간, EDSS 점수, 혈관 주변 분

포와 저음영 테의 발현은 Mann-Whitney U test 
(MWU)를 통해 평가하였고,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Pearson χ2 test (α=0.05)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 

IBM, Somers, NY)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p<0.05
를 유의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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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사적 연구로서, 검정력 산출이나 다중검정을 

위한 수정이 시행된 바가 없다.

결   과

1. WMLs의 빈도

이 초고 전파 MRI 연구에서 전형적 양상의 MS 
플라크는 MS 환자 18명 중 18명(100%)에서 확인

되었다. 모든 MS 환자의 뇌 MRI 영상은 공간 분포 

기준을 만족하였다.36 반대로, NMOSDs 환자의 10
명 중 7명(70%)에서 비특이적 형태의 WMLs이 발

견되었다. NMOSDs 환자의 10명 중 1명(10%)의 

뇌 MRI 영상이 MS 공간 분포 기준을 만족하였

다.36 전체적으로 T2*-강조 FLASH sequence에서 

533개의 WMLs을 MS 코호트에서 발견하였고 140개
의 WMLs을 NMOSD 코호트에서 발견하였다.

2. WML 형태

개별적인 WML 형태에 따라 NMOSDs는 혈관

주위 위치와 저음영 테의 존재 여부 모두  MS와 다

르게 나타났다(figures 1 and 2, table 2). MS 플라

크는 거의 전적으로 혈관주위에 위치하였고(489 
[92%]), NMOSDs의 병변에서 작은 병변 내 혈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었고 병변 내의 중심

에 있는 것도 드물었다(49 [35%], MWU p=0.003) 
(table 2).

MS 병변의 상당 부분(23%; 평균 병변 수 124: 첫 

번째 눈가림 판독자 138, 두 번째 눈가림 판독자 

110)은 명확한 모양의 저음영 테로 둘러 싸여있었

다. 이와 달리, NMOSDs에서는 한 명에서만 3개 병

변 가장자리에서 저음영 신호가 관찰되었다(MWU 
p<0.001) (figure 1, table 2). 후향적으로 NMOSDs
에서 보이는 이러한 병변주위 저음영은 MS 병변주

위의 저음영 테와 비교 시 약하고 덜 뚜렷하다.
또한 MS와 NMOSDs 환자의 WMLs의 분포 형

태는 상당히 달랐다. MS 병변은 뇌실주위 백질영

역(205 [38%])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반면, 
NMOSD 병변은 심부 백질영역(85 [61%])에 우세

하게 나타났다(table 2).

3. 회색질 병변

NMOSDs에서 피질 회색질 분석에서는 어떤 병

리소견도 나타나지 않았다. NMOSDs 환자에서 피

질 병변이 없는 것은 MS 환자 18명 중 7명(39%)에
서 병변이 관찰된 MS 코호트와 대조적이며 두드러

지는 소견이다. 36 개의 피질밑(type I) 병변과 8개
의 순수 피질내(type II) 병변, 8개의 연질막밑 피질

(type III/IV) 병변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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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
ology.org and table 3).

고   찰

이 초고 전파 강도 MRI 연구에서는 NMOSDs
에서의 뇌 실질 병리의 발생 빈도, 분포 그리고 형

태에 대해 MS와 비교하였다. 피질 회색질 병변의 

존재 여부는 물론 WML 병변의 형태 및 분포가 상

당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NMOSDs의 백질 이상에 

대해 고해상도로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에 

WMLs은 NMOSDs에서 없으며, WMLs 병변이 

존재한다면 진단에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러나 점차 여러 연구들이 NMOSDs의 뇌 MRI 
병적 소견을 보고한 바 있다.15,37,38 이 병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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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뇌질 주변과 시상하부영역에 있는 크고 

광범위한 플라크—은 AQP4 발현이 높은 영역에

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NMOSDs에 특이적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37,38 그러나 비특이적 WML도 역

시 NMOSDs 환자의 68%에서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15,30

이러한 자료와 같이, T2*-강조 FLASH 영상을 

이용하여 NMOSDs 환자의 70%에서 백질 이상을 

발견하였다. 전통적인 MRI에서 관찰되는 형태에 

반하여, MS 플라크는 극단적으로 소 정맥의 중심

에 위치하여 있었고 저음영 테를 흔하게 보였다. 
NMOSD 병변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

다. 기존의 보고들은 7-T에서 MS 플라크가 전형적

으로 혈관 주위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고,16-18 이것

에 근거하여 혈관성 신경염증성 WMLs을 비특이

적 WMLs과 구분하는 표지자로 제시하였다.39 최
근, 7-T T2*-강조영상의 초고 전파 MRI 연구에서 

MS 병변 중 80%가 혈관주위에 위치하여 있고, 단
지 19%의 무증상성 WMLs이 혈관주위에 위치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혈관주위에 

위치하는 것은 탈수초성 병변을 시사한다고 결론

지었다.39 이 연구에서 MS 병변의 92%에서 혈관주

위에 위치한다는 점은 기존의 보고를 확인시켜 주

었고, 뇌 플라크의 중심에 정맥이 존재하는 것이 

병변을 진짜 MS 병변으로 분류시키는 전제가 되는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한편, NMOSD 병변은 T2*-강조영상에서 전형

적인 저음영 테가 없으며 소수의 병변에서만 혈관

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MOSD 병변의 특

징이 혈관 병리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발

견이다. 또한, NMOSD 플라크가 혈관과 함께 위

치하였을 때 그 혈관은 병변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예를 들면 미세혈관병증 환자에서 관찰되

는 혈관성 병변 양상과 유사하였다. 
회색질 변화를 보면, 피질 병변이 MS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이것은 문헌과 잘 일치하였

다.18-23,27,35 그러나, 초고 전파 MRI에서 높은 빈도

로 연질막 피질 MS 병변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

었다.20 이 차이는 우리 MS 코호트가 이차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의 경과의 부재, 짧은 이환기간, 낮은 

EDSS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MS와 다르게 NMOSDs 환자에서

는 피질 병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NMOSDs
의 피질 병리의 존재는 쟁점화되어 논의되어 왔다. 
왜냐하면 구조적 온전함과 미세구조 문제에 우선

적으로 민감한 MRI 기술인 자기화전달(magnetiza-
tion transfer, MT),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을 적용한 한 연구에서 NMOSDs의 

회색질 손상을 보고하여,25 피질 병리가 NMOSDs
에서도 흔하다는 가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9명
의 부검 연구에서 이러한 의견에 문제가 있음이 제

기되었다. 피질 영역에 AQP4가 높은 수준으로 발

현되지만, 피질 탈수초화는 이러한 NMOSDs 환자

에서 관찰되지 않았다.24 어떤 진단 기준에 따라 선

택한 코호트 환자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

한 선택 기준에서 야기되는 잠재적 차이가 피질 병

변의 차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전 연구25

는 AQP4 항체 검사12를 시행하기 전 1999 진단기

준을 적용한 반면 우리연구는 항체 검사13를 시행

한 2006 기준에 따른 NMOSDs 환자를 조사하였

다. 게다가, 7-T T2*-강조 FLASH MRI는 높은 공

간 해상도와 신호/잡음 비율의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전통적인 전파 강도에서 피질 MT와 DTI는 낮

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 부분 용적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피질 신경세포25에 영향

을 미치는 역행성 축삭손상에 의한 미세구조의 결

함은 비정상 MT와 DTI 소견과 일치하는 초고 전

파 MRI 시퀀스에서도 T2* 신호의 변화를 일으키

지 않았다. 
비록 우리의 발견이 NMOSDs에서 피질 손상을 

확실하게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7-T 조건에

서 시행한 MS 코호트에서 탁월하게 가시화된 피질 

병리는 NMOSDs에서의 피질 회색질 병리와는 다

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발견은 MS와는 다르

게 NMOSDs에서는 이차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양

상이 없다고 일부 해석할 수 있다.24,40

우리의 발견은 7-T MRI가 MS WMLs과 NMOSD 
WMLs을 구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NMOSD 
WMLs의 다른 양상을 제시하였다.15 MS와 유사한 

병변이 무증상성 백질 병리에서 없었기 때문에,39 
이러한 조건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MS 플라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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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해준다.
우리는 MS와 NMOSDs의 피질 회색질과 백질 

병변이 명백히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피질 손상은 

MS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 NMOSDs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WML 형태는 MS 플라

크에서 명확하였고 NMOSD 병변은 유사한 특성

의 병변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발견은 NMOSDs를 MS와 구분하는 영상 표지자

이며 기저질환 병리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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