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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uromyelitis optica (NMO) is another idiopathic, severe demyelinating disease that preferentially
involves optic nerves and spinal cord. NMO has been frequently misclassified as multiple sclerosis
(MS) previously due to its similar clinical presentation. However, growing knowledge of NMO enables clinician to differentiate it from MS by clinical, laboratory (especially by presence of aquaporin-4 antibodies), neuroimaging,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2014-2015, there were striking efforts to integrate the knowledge of NMO and to suggest more sensitive and accurate diagnostic
criteria by international panel.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recently obtained knowledge of NMO
focusing its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therapy and highlighted the new diagnostic criteria for
NM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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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은 1984년 처음
데빅병으로 소개된 이후 단발성의 양측의 시신경염과 척
수염을 동반하는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의 한
아형으로 알려져 있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 NMO 환자의
대다수에서 아쿠아포린-4 (aquaporin-4, AQP4)이 확인되면
서 MS와 다른 병리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독립된 질환으로
인식이 되었다.1 2004년 AQP4 항체의 발견에 따라 지난
10년간 NMO 관련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NMO에 대한 보다 축적된 임상 및 영상학적 소견, 병
리기전, 치료반응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014-2015년은 NMO 관련 연구자들의 기존까지 연구결과
를 통합하여 NMO 질환에 대한 새로운 진단기준, 영상학
적 가이드라인, 치료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노력이 두

드러지는 기간이었다. 본 종설에서는 2014-2015년 기간 동
안 NMO의 역학, 임상양상, 관련 항체 등의 바이오마커 및
치료법에 대해 새로 언급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며, 또한
2015년 International Panel for NMO Diagnosis (IPND)에서
제시한 NMO의 새로운 진단기준에 대해 전달하고자 한다.

❚본 론
1.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
2
진단기준(2015)
지금까지 Wingerchuk이 2006년에 제시한 NMO 진단기
준이 임상 및 연구에서 NMO 진단의 최적표준(gold standard)으로 활용되었다.3 이는 aquaporin-4 immunoglobulin G
(AQP4-IgG) 항체의 존재를 진단기준에 포함하고, 한 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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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되는 시신경염이나 무증상의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NMO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AQP4 항체가 NMO에 높
은 특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AQP4 항체가 발견되었으나
2006년 NMO 진단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환자 분류가 존재
하고, 이들 가운데 long extended transverse myelitis (LETM)
혹은 양측 시신경염 형태로 최초 발병한 환자로 향후 NMO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있어 NMO 진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또한 NMO와 유사질환
을 지칭하는 opticospinal MS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NMO spectrum disorder (NMOSD)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달라 임상 및 연구 결과의 해석, 적용에 혼돈이 있었

다. 따라서 2015년 IPND는 NMO 관련 정의의 재정립 및 새
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존정의에 의해 NMOSD
로 분류된 환자는 임상, 면역병리, 치료에서 NMO와 차이
가 없으며, NMOSD로 분류된 제한적 NMO (limited NMO)
의 다수에서 재발이 되어 2006년 NMO 진단기준에 부합
한다는 점에서 NMO와 NMOSD를 구분하지 않고 NMOSD
란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NMOSD의 5-1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발성(monophasic) NMOSD
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추적기간은 현재까지는 불분명
하나 위원회 제안에 따르면 적어도 5년 이상 재발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NMOSD의 재발의 정의는 증
상발현(index attack)간에 4주 이상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

Table 1. New diagnostic criteria of NMOSD by International Panel for NMO Diagnosis (IPND), 20152
Diagnostic criteria for NMOSD with AQP4-IgG
1. At least 1 core clinical characteristic
1) ON
2) Acute myelitis
a

3) Area postrema syndrome

4) Acute brainstem syndromeb
c

5) Symptomatic narcolepsy or acute diencephalic clinical syndrome with NMOSD-typical diencephalic MRI lesions
d

6) Symptomatic cerebral syndrome with NMOSD-typical brain lesions

2. Positive test for AQP4-IgG using best available detection method (CBA strongly recommended)
3. Exclusion of alternative diagnoses
Diagnostic criteria for NMOSD without AQP4-IgG or NMOSD with unknown AQP4-IgG status
1. At least 2 core clinical characteristics occurring result of 1 or more clinical attacks
a. At least 1 core clinical characteristic must be ON, LETM, or area postrema syndrome
b. Dissemination in space (≥2 different core clinical characteristics)
c. Fulfillment of additional MRI requirements
1) ON (brain MRI)
(a) Normal or only nonspecific WM lesions
(b) optic nerve MRI with T2 high or T1 GE lesion extending over ＞1/2 optic nerve length or involving optic chiasm
2) Acute myelitis: LETM or ≥ 3 contiguous spinal cord atrophy with myelitis history
3) Area postrema syndrome: dorsal medulla/area postrema lesions
4) Acute brainstem syndrome: periependymal brainstem lesions
2. Negative tests for AQP4-IgG using best available detection method, or testing unavailable
3. Exclusion of alternative diagnoses
a
Area postrema syndrome: 1) hiccups or 2) nausea and vomiting (occurring ≥7 days; ≥2 days if associated with new/acute area postrema/dorsal medulla MRI
lesion) ± other neurological symptoms + not from other cause.
b
Brainstem syndrome: Acute brain stem symptoms (e.g., ocular motor dysfunction, long tract signs, ataxia) with nadir ≤3 weeks and associated with area
postrema/dorsal medullary or peri-ependymal lesion(s) in brain stem.
c
Diencephalon (esp. thalamus, hypothalamus, and peri-3rd ventricular region): Hypersomnolence or narcolepsy-like syndrome or other acute diencephalic
clinical syndrome (e.g. anorexia with substantial weight loss; hypothermia) + not from other cause + associated with diencephalic “NMO-typical” MRI
lesion(s).
d
Cerebral syndrome: Acute symptoms and signs attributable to the cerebrum (e.g., encephalopathy, hemiparesis, cortical visual loss, etc.) with nadir ≤3 weeks
from onset + associated with cerebral “NMO-typical” MRI lesions.
AQP4-IgG, aquaporin-4 immunoglobulin G; CBA, cell-based assay; GE, gadolinium enhanced; LETM, longitudinally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sions;
ON, optic neuriti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Table 1 was adopted from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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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opticospinal MS 용어는 NMOSD로 대체하여 사용
하도록 하였다. NMOSD의 진단기준은 AQP4-IgG 유무(검
사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AQP4- IgG가 음성이거
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NMOSD를 진단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정 임상양상 자체가 NMOSD
를 시사하거나 NMOSD의 진단을 배제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NMOSD 가능성보다는 MS 등 다른 질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상황(red flag sign)을 위원회는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NMOSD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 있
는 MRI 소견에 대해서도 Table 3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들
MRI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검사를 시행한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LETM으로 발현된 NMOSD에서 증
상이 진행하는 중간 또는 만성화된 단계에서 시행한 MRI
에서 척수 3분절 이하의 병변이 관찰될 수 있는 예에서 확인
4
할 수 있다. IPND 위원회는 AQP4-IgG 항체를 높은 민감
도와 낮은 위양성률(pooled analysis에서 평균 민감도 76.7%,
0.1% 위양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기반측정법
(cell-based serum assays, CBA; microscopy 또는 flow cytometry
based detection)로 검사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으며, 간
접면역형광측정법(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 또는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사용하는 경우 1개 이상의 다른 검사법으로 재확
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AQP4 항체는 검사 시점, 면역

2

Table 2. Red flags signs: Atypical feature for NMOSD
Clinical/laboratory findings
1. Clinical features and laboratory features

Overall progressive clinical course (neurologic deterioration not related to attacks; consider MS)
Atypical time to attack nadir
＜4 hours (consider cord infarction)
Worsening for ≥4 weeks (consider neoplasm or sarcoidosis)
Partial transverse myelitis, especially not with LETM MRI lesion (consider MS)
CSF OCB(+) (OCB (+) in ＜20% of NMO vs ＞80% of MS)
2. Comorbidities mimicking NMOSD
a

Sarcoidosis
b

Cancer

c

Chronic infection

Conventional neuroimaging
1. Brain MRI
a. MS typical MRI(T2-weighted MRI) features
Lesions with orientation perpendicular to a lateral ventricular surface (Dawson fingers)
Lesions adjacent to lateral ventricle in the inferior temporal lobe
Juxtacortical lesions involving subcortical U-fibers
Cortical lesions
b. MRI characteristics, not likely MS and NMOSD
Persistent (＞3 mo) gadolinium enhancement lesions
2. Spinal cord
Characteristics MS rather than NMOSD
Lesions ＜3 complete vertebral segments on sagittal T2-weighted sequences
Lesions located predominantly (＞70%) in the peripheral cord on axial T2-weighted sequences
Diffuse, indistinct signal change on T2-weighted sequences (as sometimes seen in longstanding or progressive MS)
a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as mediastinal adenopathy, fever, night sweats, elevated serum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or interleukin-2
receptor levels.
b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thereof; consider lymphoma or paraneoplastic disease (e.g., collapsin response mediator protein-5 associated optic
neuropathy and myelopathy or anti-Ma-associated diencephalic syndrome)
c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thereof (e.g., HIV, syphilis)
CSF, cerebrospinal fluid; LETM, longitudinally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sion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S, multiple sclerosis; NMO,
neuromyelitis optica; 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OCB, oligoclonal band.
Table 2 was adopted from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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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 치료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언급하면서 AQP4
항체 음성인 환자에서도 면역억제제 치료 전 또는 재발 시
5
AQP4 항체 재검을 권유하고 있다. 혈청 외의 뇌척수액에
서 통상적으로 AQP4 항체를 검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 임상적으로 NMOSD 양상을 보이나 AQP4 항체가
음성인 환자 혈청 다수에서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MOG) 항체가 발견되고, 이들은 나이가 더 어리고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재발 빈도가 낮은 특징이 있
6,7
다. 이와 관련하여 MOG 항체와 같은 새로운 바이오마
커와 연관된 NMOSD도 IPND가 제시한 진단기준의 NMOSD
진단에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소아 NMOSD에서 제시한
NMOSD 진단 기준을 적용할 때 소아 환자에서 척추 MRI
상 관찰되는 LETM 소견이 성인에서보다 NMOSD 외의 질
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소아 MS 환자의 15%가
LETM 형태로 발현, 급성파종성뇌척수염(acute demyelinating
encephalomyelitis, ADEM)에서도 LETM이 흔함)을 고려하도
8,9
록 하였다. 소아 NMOSD는 성인에 비해 여자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남녀비율: 소아-3:1; 성

인-9:1),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 소아 MS 환자의 다수에서
성인 NMOSD의 특징적인 소견처럼 생각되는 cerebrospinal
fluid (CSF)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8,9
한다. AQP4 항체 양성의 NMOSD 환자에서 루푸스, 쇼
그렌증후군, 중증근무력증 진단이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때 생기는 중추신경계 침범 증상은
NMOSD에 의한 발현일 가능성이 높으며, NMOSD가 의심
되는 환자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나 중증근무력증
등 자가면역관련질환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들 소견은
10
NMOSD 진단을 더욱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NMOSD 환자의 뇌 또는 척수병변조직검사에 대해 일반적
으로 권유하진 않으나 비전형적인 경우 다른 질환을 감별
하는 목적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임상 양상 및 역학
NMOSD 발생의 위험인자와 관련하여 Epstein-Barr virus
(EBV)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가 주목된다. EBV 감염은 MS

2

Table 3. MRI characteristics of NMOSD
Spinal cord MRI (acute stage)
LETM

Increased signal on sagittal T2-weighted sequences ≥3 complete vertebral segments
Central cord predominance (≥70% of the lesion within the central gray matter)
GE of the lesion on T1-weighted sequences (no specific distribution or pattern is required)
Others
Rostral extension into the brainstem
Cord swelling/expansion
Decreased signal on T1-weighted sequences (in increased signal lesion in T2-weighted sequences)
Spinal cord MRI (chronic)
Longitudinally extensive cord atrophy (sharply demarcated atrophy ≥3 complete, contiguous vertebral segments and caudal to a particular segment of the spinal
cord) ± focal or diffuse T2 signal change in atrophic segment
Optic nerve MRI
Increased T2 signal or T1 gadolinium enhancement in unilateral or bilateral optic nerve or optic chiasm
Relatively long lesions (e.g., ＞1/2 distance from orbit to chiasm)
Lesions involving the posterior aspects of the optic nerves or the chiasm
Cerebral MRI (increased signal on T2-weighted MRI sequences unless otherwise noted)
Lesions in dorsal medulla (especially the area postrema), either small and localized, often bilateral, or contiguous with an upper cervical spinal cord lesion
Periependymal surfaces of the 4th ventricle in the brainstem/cerebellum
Lesions in hypothalamus, thalamus, or periependymal surfaces of the 3rd ventricle
Large, confluent, unilateral, or bilateral subcortical or deep white matter lesions
Long (≥1/2 of the length of the corpus callosum), diffuse, heterogeneous, or edematous corpus callosum lesions
Long corticospinal tract lesions, unilateral or bilateral, contiguously involving internal capsule and cerebral peduncle
Extensive periependymal brain lesions, often with GE
GE, gadolinium enhancement; LETM, longitudinally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sion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Table 3 was adopted from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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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과 관련하여 주요한 환경적 위험인자로 알려졌다. 일
본에서 진행된 50명의 NMO (12명의 AQP4 항체 양성이나
제한적 형태의 NMO 포함), 51명의 MS, 52명의 정상군의 혈
청에서 anti-viral capsid antigen (VCA) IgM, anti-VCA IgG,
anti-early antigen (EA) IgM, anti-EA IgG 및 anti-EBV nuclear
antigen-1 IgG를 측정하였을 때 NMO에서 MS나 정상대조군
보다 anti-EA IgG 항체를 가진 비율이 높았으며(NMO: 52%
vs. MS: 26%, 정상대조군: 25%), anti-EA IgG 항체의 존재
는 바이러스 복제 활성을 의미한다. 위항체역가도 NMO에
서 MS (p＝0.005)나 정상대조군(p＝0.005)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뇌척수액에서 검사한 항체역가 역시 NMO에서
MS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3). 이들의 결과는 지속
적으로 활성화된 EBV 복제가 면역조절에 영향을 주어 NMO
11
의 발병기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
국에서 진행된 NMO (98명) 또는 transverse myelitis (TM)
(133명)에서 MS (1,237명)에서 잘 알려진 위험인자(흡연,
감염단핵구증, anti-EBNA1 항체 역가, HLA-DR15)의 역할
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이들 MS 위험인자가 NMO나 TM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보고하였다.12 MS 위험인자가
NMO 발병에도 관여하는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임신이 NMO 발병/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139명의 AQP4 항체 양성의 NMOSD 환자 가운데 추적기
간 중 임신을 경험한 47명의 여자에서 임신 전, 임신 중, 임
신 후(산후 1년 내)의 매년 재발률(annual relapse rate, ARR)
을 비교한 결과가 있다. 46.8%의 환자가 임신과 관련된 발
병 또는 재발을 경험하였으며, ARR은 산후 첫 3개월 기간
동안이 임신 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1.80±2.04 versus
0.57±1.16; p＝0.0043). 또한 일반적으로 MS에서 임신 시
13
특히, 임신 후기에 재발률이 낮아지는 반면, NMO 환자
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신과 관련하여 재발이 있었던 환자
의 대부분은 임신 1년 이내에 재발이 있었던 높은 질병 활
성도를 가진 환자 또는 면역억제제 등 약물 치료를 중단
14
또는 감량하였던 환자였다.
NMO의 특징적인 소견 중 일부만 관찰되는 환자군에 대
한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질병 기간 중 최소 3차례 이
상, 혈청 및 뇌척수액 모두에서 3가지 방법(ELISA 및 2가
지 CBA 기법)으로 AQP4 항체 음성(MOG 양성 환자도 제
외함)을 확인한 LETM (N-LETM)으로 최초 발병하고 2년
이상의 추적을 한 환자의 임상양상을 AQP4 항체 양성의
LETM (P-LETM)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남자에서
많고, 발병연령이 더 높으며, 재발이 적으면서 임상증상이
상대적으로 경하고, 척수에서만 국한된 경향이 많았다. 또

한 N-LETM은 다른 자가면역질환이 동반이나 척추 MRI상
T1 저음영을 보이는 비율이 낮으면서 척수 병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았다. LETM으로 최초 발병한 환자의 39%가
N-LETM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성상세포 손상을 의미
하는 CSF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농도가 P-LETM
에 상승되는 것과 달리 뚜렷한 GFAP 농도 증가가 CSF에
서 관찰되지 않았다.15 AQP4 항체 양성으로 NMO/NMOSD
로 진단된 환자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첫
발병한 척수염이 척수 3분절 이하인 짧은 병변(short transverse myelitis, STM)으로 나타난 빈도는 14%로 적지 않았
다. NMOSD 환자로 최초 척수염의 형태가 STM 시 LETM
에 비해 NMOSD 진단 및 치료가 유의하게 지연되었다(p＝
0.02). 이들 STM 형태로 나타난 NMOSD에서 척수염 재발
이 있는 경우 92%가 LETM의 형태였다. AQP4 항체 양성
의 STM 환자와 AQP4 항체 음성의 STM 환자를 비교할 때
AQP4 항체 양성의 STM 환자에서 유색인종의 비율이 높
고, 긴장경련(tonic spasm), 자가면역질환의 동반, CSF에서
올리고클론띠가 음성인 비율이 높으면서 MRI상 척수 중심
부위 병변, T1 저음영, 뇌 MRI가 MS 양상에 부합되지 않
는 등의 소견을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위 연구결과는 척수
염 환자에서 STM의 형태인 경우에도 항 AQP4 항체검사
가 필요하며, 척수 분절 길이만으로 NMOSD 진단을 배재
16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NMOSD 환자의 수면 구조의 변화를 뇌병변의 위치와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NMOSD에서 정상대
조군에 비해 수면 효율성, 비렘수면 N3, 각성지표(arousal
index)가 감소되고 말초양상의 수면중 호흡저하(hypopnea),
주기사지운동장애(특히 천막하병변이 있는 경우)가 관찰됨
에 따라 NMOSD 환자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에 대해서도 진료의의 관심이 필요하겠다.17 그 외 NMOSD
에서 후각 기능의 저하가 53% 정도에서 관찰되며, MRI 및
부검결과를 통해 후각망울/후각로 또는 관련 피질의 변화
를 보고한 연구도 흥미롭다.18,19

3. 진단적 바이오마커(AQP4 & MOG 항체)
AQP4 항체검사법에 대한 민감도 및 특이도의 메타 분
석 결과를 보면 민감도 및 특이도가 CBA의 경우 0.76 (95%
confidence interval [CI] 0.67-0.82), 0.99 (95% CI 0.97-0.99)
를, tissue-based assay의 경우 0.59 (95% CI 0.50-0.67), 0.98
(95% CI 0.97-0.99)를, ELISA의 경우 0.65 (95% CI 0.53-0.75),
0.97 (95% CI 0.96-0.99)를 보여 CBA의 진단적 효용성이 가
장 높다는 것과, CBA 외의 방법도 NMO 진단을 위해 비교
적 높은 특이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미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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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S 환자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AQP4 항체를 측정하여
NMOSD가 MS로 잘못 분류된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오진률
은 0.2%로 적었으며, 위양성율이 나타난 경우는 ELISA에
서 0.5%, CBA에서 0.1%로 ELISA 를 통한 AQP4 항체 검
21
사 결과를 해석시 주의가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AQP4 외의 NMOSD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마커로는 MOG 항체가 있다. 51명의 단측 또는 양측, 심한
재발성 단독 시신경염 환자에서 AQP4, MOG 및 glycine
receptor a1 subunit (GlyR) 항체를 CBA 기법으로 측정하였
을 때, 시신경염 환자의 45% (n＝23)에서 이들 항체가 양성
이었다(MOG, n＝10; AQP4, n＝6; GlyR, n＝7, 이들 중 3명
은 MOG 항체, 1명은 AQP4 항체가 동시 양성). AQP4 항체
가 양성인 환자군에서 시력과 관련된 예후가 좋지 않았으
며, MOG 항체를 가진 군은 특정 항체가 관찰되지 않은 환
자군과 비슷한 정도의 상대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였다.22
AQP4 항체 음성 환자에서 full length human MOG와 IgG1
특이 이차 항체를 사용하여 IgG1-MOG 항체를 측정하는
것은 MS와 시신경염, NMOSD, ADEM 등 MS 외의 다른
탈수초성질환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보
23
고되었다. AQP4 항체 음성의 NMO/NMOSD 환자 코흐트
에서 MOG 항체를 확인하였을 때 MOG 항체는 양측 시신
경염의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MOG 항체 양
성의 환자에서 시신경유두 부종이 두드러지고, 스테로이드
에 반응이 좋지만, 약물 중단시 재발되는 경향이 MOG 항
체 음성인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MOG 항체 양성
의 환자의 경우 예후는 양호하였다.24 AQP4 음성인 최초
LETM 발병 환자를 대상으로 MOG 항체 양성 빈도를 조
사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이들 환자의 23.2%가 MOG 항
체 양성으로 MOG 항체 양성 환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CSF에서 뇌척수액세포증가증이 흔하며, 예후가 상
대적으로 좋았으나 시신경염 재발이나 NMO로의 전환은
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5 NMO/NMOSD 및 재발이장성
MS 각각 48명씩의 유럽 환자에서 MOG 항체를 확인한 연
구에서 AQP4 항체 음성의 NMO/NMOSD 17명 가운데 4명
이 MOG 항체가 양성이었으며 AQP4 항체가 양성인 NMO/
NMOSD 또는 재발이장성 MS에서는 MOG 항체가 관찰되
지 않았다. MOG 항체가 양성인 군은 젊은 나이 특히 18세
미만의 소아에서 첫 발병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올리고클
론띠나 뇌 MRI상 병변이 관찰되는 빈도가 높고, 중추신경
계의 다른 부위로 재발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었다. 위 연구는 MOG 양성 환자가 NMO(척수 및 시신경
에 국한되어 발현)와 MS(올리고클론띠나 뇌 MRI상 병변)
의 특성을 모두 보이는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
음을 제시한다.26 시신경염이 처음 발병한 환자 50명 (M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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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양성, n＝19; AQP4 항체 양성, n＝11; MS (n＝13); 그
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염, n＝7)의 MRI의 영상학
적 소견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양측 시신경 침범된 경우는
MS에 비해 MOG, 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염 환자에서
많았으며, 시신경유두부종은 MOG 양성 환자에서, 시신경
교차 부위 침범과 양측 시신경로 침범은 AQP4 항체 양성
환자에서 흔했다. 안구뒤공간(retrobulbar) 시신경(즉, 앞쪽
시신경로) 침범은 MOG 양성 환자가 많은 반면, 두개내시
신경(즉, 뒤쪽 시신경로) 침범은 AQP4 항체 양성 환자에
서 많았다. MS 환자에서 발병한 시신경염에 비해 AQP4
또는 MOG 항체 양성의 환자에서 시신경침범 길이가 유의
하게 길었다.27

4. 치료
2014-2015년 동안에는 NMO/NMOSD 환자의 치료와 관
련하여 새롭게 정리된 연구들의 발표가 두드러졌다. 임상
에서 스테로이드 치료(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IVMP)
에 반응이 없는 심한 증상을 보이는 NMO 환자에게 혈장
교환술(plasma exchange, PE)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비교
적 흔히 적용되는 치료다. 존스홉킨스병원에서 IVMP 단독
또는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어 IVMP와 PE를 동시에 치
료한 환자 83명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IVMP 단독 치료
군에 비해 IVMP와 PE를 동시 시행한 군(이들은 모두 내
원 2주 이내에 5-7 세션 PE를 받음)에서 추적한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가 재발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아지는 임상적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65% vs.
35%; odd ratio＝3.36; p＝0.0386).28 59명의 NMOSD 환자를
대상으로 mycophenolate Mofetil (MMF; 1,000-2,000 mg/d)
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살펴본 관찰 연구에서 MMF 사용
이전과 이후의 median ARR은 사용후가 사용전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0.0 vs. 1.5; p＜0.001). EDSS도 MMF 사용
이후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MMF 사용 환자의 60%가 재
발이 없었으며, 91%에서 EDSS가 호전 또는 안정되었다.
전체 59명 가운데 14명의 환자가 재발(n＝10), 발진(n＝1),
임신(n＝1), 경제적 이유(n＝2)로 중단하였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MMF 치료는 중대한 부작용 없이 잘 유지되었다.29
다양한 면역억제제(azathioprine, MMF, rituximab)로 치료 받
은 138명의 NMOSD 환자에서 약제 효용성을 ARR, 심한
재발(＝EDSS 점수 6점 이상이 되는 정도의 임상적 악화
가 관찰되는 재발)의 ARR, 첫 재발까지의 시간, 첫 심한
재발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한 후향적
분석연구도 있다. 위 연구에서 azathioprine을 사용한 군이
rituximab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ARR이 유의하게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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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위험비율[hazard ratio], 1.82; p＝0.03), 심한 재발이 발생
하는 빈도에 대한 평가에서 rituximab 대비 azathioprine의
위험비율은 11.66 (p＝0.001), MMF은 5.96 (p＝0.048)이었
30
다. Rituximab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100명의 환자(이
들 중 41%가 5년 이상의 장기 추적한 환자)를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rituximab 치료 후가 치료전에
비해 유의하게 ARR이 감소하였으며(치료 전후 평균 ARR
[SD]: 2.4 [2.0] vs. 0.1 [0.6]), 치료를 받은 환자의 70%에서
재발이 없고, 96%가 EDSS가 호전 또는 안정화되는 양상
을 보였다. Rituximab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되지
31
않았다. Rituximab에 대한 반응은 fragment c gamma receptor 3A polymorphism에 영향을 받아 향후 NMOSD에서
rituximab 치료 결정시 개인별 유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31 NMO 환자의 혈청 및 CSF에서 증가된 것으
로 보고된 interleukin 6와 관련하여 interleukin 6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인간화 항체인 tocilizumab의 NMO/NMOSD
에서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연구가 독일에서 진행
되었다.32 AQP4 항체가 양성인 NMO/NMOSD 환자가운데
기존 치료법에 불응하였던 8명의 백인에서 toclizumab을 투
여, 평균 30.9개월을 추적하였을 때 투여 전과 투여 후의
ARR은 4.0에서 0.4로, EDSS는 7.3에서 5.5로 크게 감소하
였다(p＝0.008). Toclizumab 부작용과 관련하여 콜레스테롤
상승(n＝6), 감염(n＝4), 심부정맥혈전증(n＝1)과 호중구감
소증(n＝1)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활성도 높은 NMO/ NMOSD에서 2차 치료제로 tocli32
zumab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NMO/NMOSD
환자에서 IVMP 치료에 추가로 정제 인간 C1-esterase 억제
제를 투여하여 안정성과 효용성을 확인한 소규모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33

❚결 론
이상에서 2014년-2015년 사이에 NMO/NMOSD와 관련
되어 새롭게 소개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2015 IPND에
의해 제창된 NMOSD의 새로운 진단기준에 대해 설명하였
다. 본 글에서는 다루진 않았으나 NMO/NMOSD에서 관찰
되는 MRI 양상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
며, 이들 소견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에서 NMOSD를 진단
혹은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34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NMO가 MS와는 다른 병리기전과
임상양상을 가진 독립된 질환으로 MS와 다른 치료법과 예
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지한다. 향후 AQP4 항체 외
의 새로운 NMOSD 관련 바이오마커 및 치료법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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