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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맨아래구역 증후군과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 양상으로
발현한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김동엽 석진명 이혜림 조은빈 조혜진 김병준 민주홍

A Case of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Presenting as Area Postrema
Syndrome with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lik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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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iscovery of anti-aquaporin-4 antibody (AQP4-Ab), several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beyond optic nerve and spinal cord were described in neuromyelitis optica (NMO). Area postrema syndrome was known to be a characteristic feature of NMO, and the association between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PRES) and NMO was reported with the pathogenic role
of AQP4-Ab. We report a case of NMO spectrum disorder (NMOSD), initially presented with concurrent area postrema syndrome and PRES-lik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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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은 중추신경
계를 침범하는 탈수초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신경, 척
수 및 aquaporin-4 (AQP4)가 풍부한 뇌 실질의 재발성
병변을 특징으로 한다.1 NMO는 흔히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MS)에 비해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병 발현의
초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시신경척수
염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의 새로운 진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시신경염,
척수염 외 특징적인 뇌병변들을 주된 임상양상으로 제
시하고 있다.2 저자들은 맨아래구역 증후군(area post-

rema syndrome)과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PRES) 양상을
NMOSD의 첫 증상으로 동시 발현한 증례를 경험하였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5세 여자가 반복적인 오심, 구토, 딸꾹질 및 경련을 주
소로 내원하였다. 내시경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고 진토
제 복용에도 큰 호전 없이 경과관찰 하던 중, 증상 발생
7일 뒤 전신성강직간대발작이 1분 미만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경련은 세 차례 반복되었다. 본원 내원 당시에는 의
식이 둔화되고 지남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혼잣말을 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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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설하거나 부적절한 대답을 하는 등 혼돈 증상과 함께
환시 증상을 호소하였다. 생체 징후는 수축기 혈압
150-160 mmHg, 이완기 혈압 70-100 mmHg로 고혈압이 관
찰되었으며, 맥박 130-145회/분, 호흡수 30/분, 체온 38도
로 확인되었다. 신경학적 진찰 상에서는 시야이상은 뚜렷
하지 않았으나,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관찰되었다. 사
지에서 MRC grade 4로 근력 약화가 있었고 양상지에서
심부건반사가 항진되어 있는 소견이었다.
3
뇌척수액 검사 상 백혈구 6/mm , 단백질 141.8mg/dL로
증가되었고, IgG index는 0.72 였으며 올리고클론띠는 관
찰되지 않았다. 자가면역항체 검사 상 항핵항체가 1:640
역가에서 양성(speckled pattern) 및 항-SSA, SSB 항체가
양성이었다. 뇌파검사에서는 전반적인 서파를 보였으며,
국소 간질양 파는 관찰되지 않았다.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는 다발성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T2 강조영상 및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영상에서 양측 두정
-후두엽을 주로 침범하는 대뇌병변, 시상하부, 수도관주
위회색질(periaqueductal gray matter), 좌측 중뇌 피개, 4번
째 뇌실 주변 및 하부연수에서 경수-연수 접합부에 이르
는 광범위한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다발성의 연수막 조영
증강이 동반되었다(Fig. 1-A).
환아는 처음에 소아청소년과로 입원 후 지속적인 혈압
상승 및 숨을 얕게 쉬는 모습이 관찰되다가 산소포화도
감소하여 기도삽관 및 기계환기를 시행하였고, 바이러스
성 뇌수막염을 고려한 acyclovir 투여, 항고혈압 제제 정주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로 치료하였다. 이후 의
식 호전되어 경과관찰 하였으며, 2개월 뒤 추적관찰로 시
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이전에 보이던 뇌병변의 대
부분이 호전된 양상이었다(Fig. 1-B).
그러나, 첫 증상 발생으로부터 80여 일 뒤 우안의 안구
운동 시 통증 및 시력저하, 동공반응 저하 소견이 관찰되
어 시각유발전위검사 및 뇌자기공명영상 추적검사를 시
행하였으며, 우측 시신경염으로 진단되었다. 치료를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한차례 더 투여하고 증상
호전되었으나, 7일 뒤 좌안에도 안구 통증 및 시력저하 발
생하여 좌측 시신경염이 추가로 진단되었다. 이와 함께
사지 근력이 악화되어 상지는 MRC grade II-III, 하지는
MRC grade 0로 확인되었으며 T10 아래로 감각저하 관찰
되어 시행한 척수 자기공명영상에서는 거의 전장에 걸쳐
서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
었다. 이에 신경과로 전과하였으며 AQP4-Ab 양성으로 확
인 되었고 최종적으로 NMO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이후 급성기에서 면역글로불린 정주 및 경구 스
테로이드를 비롯하여 azathioprine, rituximab 등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뇌백질, 피질척수로, 뇌간, 소
뇌각 등의 뇌병변 및 척수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현재는 구음불능증 및 연하불능으로 경피적위조루술을
통해 영양 공급 중이며, 상지 근력은 MRC grade IV, 하지
근력은 MRC grade I으로 침대생활 중(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8)이다.

A

B

Figure 1. (A) Brain MRI was done at the time of initial attack. Axial FLAIR images showed multiple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involving dorsal
medulla, hypothalamus, periaqueductal gray matter, and bilateral occipital and frontal regions. An enhanced T1-weighted axial image (upper panel, last)
showed multifocal leptomeningeal enhancement. (B) Follow-up brain MRI was done at 2 months later after initial attack. The number and extent of
above mentioned lesions had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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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SD with area postrema syndrome and PRES-like feature

❚고 찰
소아에서 후천성 탈수초성 질환의 유병률은 10만 명 당
0.66-1.66 명 정도이며, 이중 NMO 환자는 3-4%에 불과하
3
다. 소아 NMOSD의 경우, 성인형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
나, 소아에서 여성의 비율이 3:1로 성인에서의 9:1보다 낮
으며, 많은 수에서 단발성의 질병경과를 보여 급성 파종
성 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DEM)
과의 감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보다 세로
로 광범위한 횡단 척수염(longitudinally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TM)이 NMOSD의 진단에 특이도가 떨
어지며,2 한 연구에서는 AQP4-Ab 양성인 소아의 45%에
서 뇌병증을 포함한 반복적은 뇌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4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에 비해 소아의 NMOSD 환
자에서 뇌증상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다 할 수 있겠다. 개
정된 NMOSD 진단기준은 소아에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
며, 여기에는 핵심적인 임상 양상으로 시신경염, 급성 척
수염 외에 맨아래구역 증후군, 급성 뇌간 증후군, MRI 병
변이 확인된 기면증 또는 급성 간뇌 증후군, NMOSD에
전형적인 병변과 증상을 보이는 대뇌 증후군 등 자세하게
뇌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2
기존의 뇌 증상이 NMO의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에 대한 보고에서는 임상 양상에 따라 NMOSD에서의 뇌
침범을 크게 혼돈, 두통,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뇌병증
및 PRES와 딸꾹질, 구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뇌간 증상
5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증례는 NMO의 첫
증상으로 뇌 증상이 발현된 경우로서, 맨아래구역 증후군
과 PRES 양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미 보고된 바와 같
이 맨아래구역 증후군은 NMO에서 특징적인 병변으로
16-43%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PRES는
대뇌 혈류의 자가조절 기능이 망가지거나 내피세포의 기
능장애 또는 혈관연축과 연관된 허혈로 발생하는 피질하
혈관성 부종에 의한 일련의 임상 증후군을 일컫는 것으
로, 기전으로는 고혈압, 세포독성 약제, 패혈증, 자간증 또
는 전자간증, 다발성 장기 부전증, 혈장교환술, 정맥내 면
역글로불린 치료, 고용량의 정맥 스테로이드 주사 등과
관련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AQP4에 대한 자가면역에
의해 물분자 이동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혈압 변화나 체액
의 이동을 유발하는 치료에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주장하
였다.7 그럼에도 NMOSD에서 PRES가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며, NMOSD 환자에서 보이는 ADEM 또는 PRES 양
상은 NMOSD와 두 질환이 공존한다기보다는 AQP4의 자
가면역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된 바 있다.5 본 증례와
같이 맨아래구역 증후군과 PRES 양상이 함께 첫 증상으

로 발현한 증례는 이전에 보고가 없었다. PRES는 경련,
뇌병증, 두통, 시각장애 등의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영상
학적으로 PRES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가장
흔히 침범되는 두정-후두엽(94%) 외 전두엽(77%), 측두엽
(64%), 소뇌(53%), 기저핵(34%), 뇌간(27%) 부위에서도
병변이 관찰되며, 드물게는 피질병변(10%)도 관찰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병변은 추적관찰 영상에서 완
8
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호전을 보인다. 본 증례에서도, 전
두엽과 두정-후두엽 부위를 침범하는 뇌병변이 있었으며,
주로 혈관 부종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2개월뒤 추적 검사
에서 병변이 완전히 소실되는 소견을 보였다. 본 증례의
경우 하부 연수 침범에 의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의해
급성 고혈압이 유발되고, NMOSD와 같은 자가면역질환
이 기저에 있어 혈압 변화에 취약해짐으로써 PRES 양상
으로 발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뇌 증상으로 발현한 NMO 환자는 척수나 시신경 증상
으로 발현한 환자보다 발병 연령이 더 어리고, 질병 장애
가 이른 시기에 축적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는 젊은 나
이에 뇌 증상으로 발현한 환자에서의 NMO의 감별진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9 또한 NMO 환자에서 광범위한 뇌 병
변을 동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질병 활성도가
높고, 나쁜 예후를 시사한다는 보고가 있다.10 본 증례는
NMOSD에서 보일 수 있는 맨아래구역 증후군 및 PRES
양상이 동시에 생긴 소아 환자로써, 발병 후 16개월 만에
EDSS 8로 심한 장애를 보여, 뇌증상으로 발현한 소아환
자에서 NMOSD의 조기 진단 및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최근 제시된 NMOSD 진단 기준에서 여러 뇌
침범에 의한 증상을 포함한 핵심 임상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NMOSD의 뇌 침범증
상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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