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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은 시신경염과
광범위한 횡단척수염이 특징인 염증성 탈수초질환이다.1
Aquaporin-4에 대한 특정 자가항체의 발견 이후로, NMO
와 체액성 면역 반응에 대한 임상적 증거들이 발견되었
다.2 NMO는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가임기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
생한다. 특히 출산 후 재발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임신
과 출산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변화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3 저자들은 7년간 11회 재발한 높은 질병활성도의 NMO
환자에서 첫 번째 출산 후 재발을 경험한 후 면역억제제
를 투여하여 질병활성도가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두 번째
출산 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로 재발을 방지했
던 사례를 보고한다.

❚증 례
NMO로 면역억제 치료 중인 27세 여자 환자가 두 번째
임신을 하여 상담을 위해 내원하였다. 7년 전, 의식장애를
보인 뇌 침범을 시작으로 이후 7년 동안 총 11회의 재발을
하였다. 발병 후 5개월 동안 2회 심한 양측 시신경염이 재
발하였고, 타 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하여 재발

시마다 methylprednisolone 주사치료를 받았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interferon-ß를 투여 받았다. Interferon-ß 투여
10개월 후 임신을 하여 interferon-ß를 중단하였다. 출산 일
주일 후 네 번째로 재발하였으며 뇌를 침범하여 발음장애
와 오른쪽 안면과 팔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났다. Interferon-ß를 다시 투여 받았으나 2개월 후 뇌병변이, 6개월
후 뇌병변과 척수염이 동시에 재발하였다(Fig. 1A-D). 출
산 1년 뒤에 두 번째 임신을 하였지만 재발의 위험성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본원으로 전원 후, aquaporin-4 항체 양성으로 NMO로
확진되었다. 재발방지를 위해 mitoxantrone 18 mg을 5회에
걸쳐서 투여하였으며 1년간 재발은 없었다. 심장독성문제
로 10 mg으로 감량 1개월 후 척수염이 재발하였다(Fig. 1E).
Mycophenolate mofetil로 변경 후 4개월 만에 척수염이 재발
했고 rituximab으로 변경하였지만 치료 시작 4개월과 5개월
후 척수염이 2회 더 재발하였다. Rituximab은 효과와 비용
문제로 중단하였고 azathioprine (100 mg/day)과 prednisolone
(10 mg/day) 조합으로 변경하고 1년 동안 재발이 없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수면장애, 비만, 생리불순 등이 있어
중단하고 3개월만에 척수염이 재발되어 prednisolone (10
mg/day)을 유지하였고, 그 후 2년간 재발이 없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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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rain and spine MRIs of the patient. (A, B) Axial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show characteristic NMO lesions. (C)
T2-weighted sagittal image of spine MRI shows high signal intensity in T1-T5 level of spinal cord. (D) Contrast-enhanced T1-weighted sagittal image
of Spine MRI shows gadolinium enhancement in T1-T3 level of spinal cord. (E) T2-weighted sagittal image of spine MRI shows high signal intensity in
C3-T1 level of spine cord.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MO: neuromyelitis optica.

환자가 세 번째 임신을 하였다. 출산을 원하여 azathioprine
을 중단하고 prednisolone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37주에 자
연분만으로 2.7 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출산 직후
methylprednisolone 주사치료(1 g/day, 5일간)를 하였고 이번
에는 출산 후 재발은 없었다. 임신 전과 같이 azathioprine과
prednisolone을 유지하였고 지금까지 3년간 재발은 없었다.

❚고 찰
임신 전후 NMO 재발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산모의 NMO
재발률은 임신 1기와 2기에서 감소하고 3기에서 증가하였
으며, 산후 12개월까지도 증가하였다.3,4 태아는 모체에게
외부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체에서는 면역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T세포의 균형이 변화되어 임신 초기에
는 억제T세포와 자연살해세포가 증가하고 임신 중기부터
는 감소하며, B세포는 임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출산 후에는 도움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가 증가하면
서 B세포가 임신 전보다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
신 기간 동안 세포매개면역에서 체액면역으로 전환된다.5
따라서 NMO와 같은 B세포 매개 자가면역질환은 임신에
의해 악화 및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과 관련된 NMO의 재발은 임신 전 재발을 많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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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높은 질병활성도를 보인 환자에서 더 많았으며 재발의
중증도 또한 더 심했고, 면역억제치료를 중단했을 때 더
많았다.6 또한 NMO는 출산 후 재발 위험이 다발성경화증
보다 더 높고 한 보고에 의하면 77%에서 출산 1년 이내에
3
재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NMO 환자가 임신을 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또는 재발을 하더라도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임신 기간 중 태아에 무해한 예방치료를 유지하거나,
출산 후 즉시 재발방지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까지 NMO 환자의 출산 후 재발방지에 대한 정립된 치료
법은 없다.6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출산 직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질병조절치료를 시작하지만 효과가 약 수 주 뒤에
나타나므로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
법을 고려하며7 면역억제제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
므로 시신경척수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증례
에서 임신 기간 동안 면역억제치료제는 중단하고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유지하면서 출산 직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임신 기간 동안 재발 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산 후에도 재발이 없었다.
출산은 NMO의 재발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
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3 재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출산을 고민하는 환자가 있으며, 증례처럼 원치 않는 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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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출산 후 재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본 증례를
바탕으로 볼 때, NMO 재발방지에 스테로이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임신한 NMO 환자의 스테로
이드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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