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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뇌회증은 대뇌피질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세포이

주장애 중 하나이며,1,2 난치뇌전증의 중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2 모야모야병은 양측 원위부 내 경동맥의 진행성 협착과 

기저부 곁순환혈관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뇌혈관질환이다.3 

신경세포이주장애가 혈관 기형과 동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

다.4 이전 보고에 따르면 대뇌피질 발달장애가 동맥형성이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나,5 모야모야병과 연관되어 

발병한 증례는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모야모야병으로 확인

된 환자에서 동반된 다소뇌회증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68세 여자가 1일 전 샤워 중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

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외에 감염병 과거력은 없었으며, 뇌

신경계 및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은 없었다. 의식장애, 뇌신경마

비, 팔다리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경부강직 같은 다른 신경학

적 증상은 없었다. 

일반혈액검사 외 항카디오리핀항체, 항중성구세포질항체, 

항인지질항체 적혈구침강속도 등 면역혈청검사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뇌 자기공명혈관조영(magnetic resonance angiog-

raphy)에서 양측 내경동맥과 우측 후대뇌동맥의 협착이 있었

고, 좌측 후대뇌동맥과 외경동맥에서 곁순환혈관들이 보였다

(Fig. 1A).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에서 우측 측두-두정엽 위축과 후두엽의 다소뇌회증 병변

이 T1, T2강조영상과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에서 확인되었다

(Fig. 1B-D). 다소뇌회증 외에 다른 뇌기형은 동반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증상의 악화 및 재발 없이 퇴원하였고 외

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대뇌피질은 뇌 발달과정 중 뇌실에 인접한 증식층에서 시작

하여 증식, 이주, 분화의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며2,4 이주 단계

의 장애로 피질이형성(cortical dysplasia)이 발생한다. 피질

이형성은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범주를 가지며 그중 형태학적 분

Moyamoya disease is known to be an important pathogenesis of cerebral infarc-
tion and polymicrogyria is characterised by abnormalities in migration of neu-
rons to the cortex. Neuronal migration disorder is rarely accompanied by vascular 
abnormalities. Although previou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cortical develop-
mental anomaly might be associated with arterial dysplasia, no cases associated 
with moyamoya disease have been demonstrated. We report a rare case of polymi-
croyria in a patient with moyamoya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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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다소뇌회증(polymicrogyria)이 포함된다.2 태생기의 감

염, 허혈, 유전적 돌연변이로 다소뇌회증의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1,2 또한, 비정상적인 정맥배액 흐름이 피질이형성 주변에

서 흔하며, 특히 다소뇌회증 환자의 약 51%에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 동맥형성이상을 동반한 피질이형성도 보고된 

적 있으나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하여는 밝혀져 있지 않다.6 

그러나 본 증례처럼 모야모야병이 함께 확인된 보고는 없었으

며, 모야모야병에서 다른 피질이형성증이 보고된 증례도 없었

다. 

환자의 경우 양측 원위부 뇌경동맥의 협착과 특징적인 곁순

환혈관(모야모야혈관)을 보였고 혈관병의 다른 원인이 없어 모

야모야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모야모야병의 원인, 발병기

전, 임상증상, 경과, 치료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아직도 병태생리학적 병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현재까지는 병리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혈관내막의 평활근

세포의 증식질환으로 알려져 있다.3 모야모야병의 원인으로 

유전인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the Ring finger 213 

(RNF213) 유전자가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인종에서 

가장 강력한 변형 유전자로 밝혀졌다.4 이 유전자의 발현이 다

양한 신경전달물질 대사과정에 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혈관

의 협착이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 이와 더불어 자가면역

반응, 감염 혹은 염증반응과 같은 환경인자들도 모야모야병에

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혈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3 

본 증례와 같이 모야모야병을 보이는 환자에서 관찰되는 다

소뇌회증의 발병 기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고

려해볼 수 있다. 첫째, 다소뇌회증의 파종성 거대세포바이러

스 감염 같은 태아감염과 뇌허혈이 중요한 외부환경적 병인으

로 보고되며1,5 모야모야병 역시 자가면역이나 염증질환에 대

한 노출이 외부환경적 병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 명확하게 확

인할 수는 없지만 재태기 혹은 태아기에 공통된 외부환경인자

에 노출되어 두 질환이 함께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신경전달물질 대사과정에 작용하여 혈관 협

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RNF213 유전자의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피질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경

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일

시적으로 중대뇌동맥 폐쇄를 유발한 쥐의 뉴런에서 RNF213 

유전자의 전령리보핵산(messenger RNA)이 상향조절된다고 

하여, 신경보호 측면에서 RNF213 유전자가 특정한 역할을 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7 따라서 RNF213 유전자의 변

형으로 대뇌피질 발생과정 중 필요한 신경보호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질이형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피질형성이상과 마찬가지로 동맥형성이상

도 신경세포이주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5 신경세포

이주 시기에 피질과 혈관 형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경전달물질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피질형성이상과 관련된 시기는 재태 8주에서 16주 사

이로 이 시기 동안 신경세포이주가 시작되어 25주까지 진행하

는 반면,2,5 주 동맥혈관 줄기세포는 재태 52일째에 성인의 형

태를 가지기 때문에 신경세포이주 기간 동안의 문제만으로 모

야모야병과 동반된 다소뇌회증의 발병기전을 설명하기는 어렵

다.5

다른 피질이형성증보다 다소뇌회증이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

혈관질환과 더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대

뇌피질 발달과정에 따른 기형을 분류한 한 논문에 따르면,8 배

아뇌의 저관류가 다소뇌회증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으며, 배

아 뇌의 혈관 조직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의 반수체 기능부전

(haploinsufficiency)이 다소뇌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가설에 따르면, 태아기(fetal) 혈관 공급을 방해하는 질병이 다

소뇌회증과 관련이 있었으며, TBX1 유전자의 반수체 기능부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patient with polymicrogyria and moyamoya disease. (A)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showed severe stenosis or occlusion of bilateral distal internal carotid arteries and anterior cerebral arteries (arrowheads). (B-D) Magnetic reso-
nance imaging showed diffuse atrophy of right parieto-temporal lobe (arrowheads) and polymicrogyria of right occipital lobe (arrow). (B) Fluid-at-
tenuated inversion recovery, (C) T1-weighted image, (D) T2-weigh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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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쥐나 인간에서 혈관과 심장 기형을 유발하였으므로, 보다 

뇌혈관질환과 관련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9  

저자들은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다소뇌회증이라는 피질형성

이상이 동반된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며, 본 

증례를 통하여 추후 대뇌피질형성과 대뇌동맥혈관의 발생과정

에서 유전적 병인뿐 아니라 외부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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