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지 17(3):403~406, 1999

증례보고

ISSN 1225-7044

급성 소뇌염 2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남효석·이경열·정연경·이병인*·김원찬·김원주·최영철**·정운교***

Two Cases of Acute Cerebel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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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cerebellitis occurrs in the absence of cerebral hemispheric involvement and is exceptionally rare. It is characterized by an acute onset of cerebellar dysfunction following a respiratory, gastrointesitnal infection or skin rash.
However, almost all patients show good prognosis. We experienced two cases of acute cerebellitis in young adults. One
patient was admitted due to gait ataxia and dysarthria. The immunological laboratory findings revealed an acute
Ebstein Barr virus infection and an electronystagmogram showed a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The other patient
was admitted due to severe gait ataxia, with no identification of any organism. CSF examinations revealed elevated
protein an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ed cerebellar foliae enhancement bilaterally. Both patients recovered
without any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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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의 급성 소뇌성 운동실조의 원인은 중독 (알코

있지만3 성인에서는 드물게 보고 되어 있으며2 국내에서의

올, 리튬, 바비튜레이트, 페니토인, 수은, 톨루엔), 일과성

보고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저자들은 문헌 고찰과 함께 보

운동실조 (episodic ataxia), 고체온증 (hyperther-

고하는 바이다.

mia), 급성 소뇌염 등이 있다.1 급성 소뇌염은 수 일 내지
수 주의 급성 경과를 보이며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이 선행
하거나, 피부발진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2 원인

증

례1

25세 남자환자가 내원 10일전부터의 걸음이 불안정하고

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으

구음장애를 보여 입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15일전부터 두

로 생각되고 있으며3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소뇌 손상

통, 미열, 후두통, 연하시 통증이 있어, 내원 7일전 모 병

또는 면역학적인 손상으로 생각된다.2 저자들은 성인에서

원에 입원하였고 간 효소치의 상승 및 초음파 검사에서 비

급성 소뇌염이 의심되는 2례를 경험하였으며, 첫 번째 예

장종대를 보였다. 과거력으로는 5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에서는 운동 실조 이외에도 주기성 방향 변환을 보이는 안

이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가족력에서 특이사항은 없

진 (periodic alternating nystgmus, PAN)을 보였으

었다. 내원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목의 임파선 종대나

며, 두 번째 예에서는 자기공명영상에서 소뇌의 이상소견을

간 비종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부발진은 없었다. 신경

보였다. 현재까지 급성 소뇌염은 소아에서는 여러 보고가

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고, 고위 뇌기능검사, 뇌신
경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다. 수평 원활 추적 운동
에서 각 주시 방향으로의 안진이 있었으며, 제일 안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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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안진이 관찰되었다. 사지에 근 긴
장이상은 없었으며, 급속반복길항운동에서 길항운동불능증
이 양손에서 관찰되었다. 손가락-코 검사에서는 목표물 접
근 시에 진전이 양손에 있었다. 보행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좁은 보폭으로 불안정하게 걸었고 직렬 보행시 양쪽으로 흔
들리는 소견 보였다. 근력 및 체감각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심부건 반사는 정상이었고 병적 반사는 보이지 않았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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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ectronystagmogram in case 1;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was seen in primary eye position. Beating to the right
then to the left, in short period, 3 to 4 seconds, separated by 1 to 2 seconds pause.

원 당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정상 소견 보였고 척수

지 않았다. 소뇌기능검사에서 양손에서 길항운동불능증과

액 검사에서 압력은 110㎜CSF, 백혈구 0/㎣, 적혈구 0/

손가락-코 검사에서 진전이 양손에서 관찰되었고, 직렬 보행

㎣, 단백 38㎎/㎗, 당 61㎎/㎗로 정상이었다. 미코플라스

시 좌우로 흔들렸다. 근력 및 체감각은 정상이었다. 심부건

마, 렙토스피라, 풍진, 홍역, 폴리오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반사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병적반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내

는 모두 음성이었고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

원 4일전 및 입원 2일후의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소뇌의

혈중 early antigen (EA) IgM 양성, EA-IgG 양성,

소뇌이랑 (foliae)을 따라 조영증강 소견이 보였다 (Fig.

Epstein Barr nucleic acid (EBNA) IgG는 음성 이었

2A,2B). 척수액 검사에서 압력은 110㎜CSF, 백혈구 7/

다. 전기안진검사에서 3초에서 4초 정도로 주기적으로 안

㎣,적혈구 1/㎣, 단백 130㎎/㎗, 당 62㎎/㎗ 였다. 사이토

진의 방향이 바뀌면서 주시고정시 강도가 약해지는 자발성

메갈로 바이러스,단순 포진 및 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방향 변환을 보이는 안진 (periodic alternating nys-

검사는 음성이었고,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

tagmus, PAN)이 있었다 (Fig. 1). 단속안구 운동

EA IgM 음성, EA-IgG 양성 EBNA IgG가 양성으로 나타

(saccade), 원활추적 운동 (pursuit) 및 시운동성 안구

났다. 전기안진검사에서 자발성 방향 변환을 보이는 안진은

운동 (optokinetic nystagmus)은 자발성 방향변환을

없었으며, 단속안구운동은 정상이었고, 원활추적 운동에서

보이는 안진이 섞여있는 이외에는 정상소견 보였으며, 냉온

양방향으로 장애를 보였으며 시운동성 안구운동의 양방향

교차 칼로리 검사에서 전정안구반사가 항진되어 있었다 (우

모두 시운동 안진이 소실된 소견을 보였다 (Fig. 3). 입원

이 자극시 1.13, 좌이 자극시 0.82). 입원 후 스테로이드

후 대증적인 치료 받았으며 구토 증세는 없어졌으나 보행실

호르몬 치료 받았으나 증상의 변화 없이 퇴원 하였으며, 증

조는 계속되는 상태로 퇴원하였고, 두 달 후 외래추적에서

세 발생 한 달 후부터 학교에 다시 나갈 정도로 회복되었으

소뇌기능 이상소견은 없었다.

며, 두 달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다.

증

례 2

고

찰

급성 소뇌염은 빠른 경과를 보이며 수 일 사이에 체간 및

17세 남자환자가 내원 10일전부터의 어지럼증, 구토와

보행시 운동실조를 보이고 구음장애, 안진이 관찰 되기도

보행장애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20일전부터의

한다.1 신경학적 검사상 운동실조 이외에도 사지의 긴장이

미열, 두통, 콧물 등 상기도 감염 증세를 보였으며, 과거력,

증가되거나 바빈스키 증후가 보이거나 의식의 장애를 보이

가족력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내원시, 이학적 검사에서 목의

기도 한다. 뇌척수액검사는 정상 혹은 약간의 백혈구 증가

임파선 종대나 간 비종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부발진은

가 있거나 단백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1-4 Batton1,5 이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고위 뇌기

홍역, 백일해, 성홍열 후 생긴 운동실조를 보고한 이래로,

능 검사, 뇌신경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고 안진은 관찰되

수두 바이러스, 장바이러스,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미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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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rain MRI in case 2; cerebellar foliae enhancement pattern (arrow) on enhanced axial (A) and sagittal (B) images.

Figure 3. Electronystagmogram in case 2; Defect in optokinetic nystagmus and pursuit eye
movements.

라스마,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Q열, 우두바이러스, 단순

막염, 뇌염, 간질발작, 말초 신경염, 길렝-바르 증후군, 얼

1-4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운동실조가 보고되고 있다.

굴신경마비, 척수 신경염 및 드물게 소뇌염의 형태로 나타

이 중 소아에서는 수두 바이러스가 흔하고 성인에 있어서는

난다.6-7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중 EA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및 미코플라스마에 의한 경우가 가장

IgM은 잠복하고 있는 감염된 세포가 바이러스의 복제를 촉

1-2

증례 1의 경우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에 의한 소

진시킬 때 합성되는 비구조적인 단백질로서 임상 발현 후

뇌염이 의심되었는데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감염이 임상증

흔하다.

3-4주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몇 달간 지속되며 급성기나 최

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의 환

근 감염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7 증례 1의 경우 열, 인후통

자에서 단핵구 감염 (Infectious mononucleosis)의 형

및 간 효소치의 상승과 초음파 검사에서 비장종대가 있었으

6

태가 가장 흔하며 그 외 다양한 임상증세를 보인다. 이 중

며, 혈청학적 검사상 EA-IgM의 양성 및 EBNA IgG의 음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1~5% 정도로 주로 뇌

성소견은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단핵구 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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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한다. 증례 2의 경우는 EBV 혈청학적 검사

시 소뇌위축을 보이는 경우와 조기 소뇌탈출을 보이는 경우

상 EBNA IgG가 양성으로 나타나서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다. 특히 소뇌탈출의 경우 환자가 사망 혹은 영구적 후유

감염은 아니었고 원인 병원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급성 소뇌염 초기에는 입원 및 빈

증례 1에서 나타난 안진은 자발성 방향 변화를 보였는
데, 이러한 자발성 방향 변환을 보이는 안진 (periodic

번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전기안진 검사 및 뇌자기
공명영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lternating nystagmus)은 약 90초의 주기를 갖으면
서 안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전에 약 10초 정도의 중

저자들은 급성 소뇌염이 의심된 2례를 경험하였으며, 소

립시기를 갖는다. 이러한 안진의 원인은 전정신경핵 및 소

아 및 젊은 성인에서 상기도 감염 증세 후 급성운동실조를

뇌 병변에 의하며 다발성 경화증, 종양, 아놀드-키아리 기

보이는 경우 급성 소뇌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뇌자기공

8

9

형, 퇴행성 소뇌질환 등이 있으며, Reis et al 은 본 증례

명영상이 진단에 도움이 되고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다.

1과 유사하게 단핵구 감염 및 운동실조를 보인 두 환자에
서 주기성 방향 변환을 보이는 안진을 보고하였다. 증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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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3 소아에서는 4개월 추적결과 91% 환자가 완전 회복을
보였다 하며,9 성인에서는 Klockgether et al2에 의하면
11예중 9예에서 회복을 보여, 평균 12주후에는 정상으로
회복 되었다고 하며, 예후가 좋지 않았던 환자 2명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소뇌위축을 보였다 한
다.2 이외에도 급성 소뇌 부종과 소뇌탈출로 수술적인 치료
가 필요했던 보고들이 있다.3,12 본 증례 1과 증례 2에서 모
두 양호한 예후를 보였는데, 증례 1의 경우 한 달 후부터
회복을 보여, 두 달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으며, 증례
2 역시 두 달 후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
복되었다. 급성 소뇌염은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이며, 나쁜
예후 인자로서는 60세 이상이거나, 추적 뇌자기공명 촬영

406

01. Adams RD, Victor M, Ropper AH. Principles of
Neurology. 6th ed. USA: McGrawHill, 1997;750-751.
02. Klockgether T, Doller G, Wullner U, Petersen D,
Dichgans J. Cerebellar encephalitis in adults. J Neurol
1993;240:17-20.
03. Horowitz MB, Pang D, Hirsch W. Acute cerebellitis:case
report and review. Pediatr Neurosurg 1991-92;17:142-145.
04. Alberto A. Cerebellar encephalitis in adults. J Neurol
1993;240:505-508.
05. Batton FE. Ataxia in childhood. Brain 1905;28:487-505.
06. Kurt JI, Eugene B, Jean DW, Joseph BM, Anthony SF,
Dennis LK.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4th ed. USA: McGrawHill, 1994;790-793.
07. 백종삼, 김정연, 허지회, 이병인, 선우일남.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된 신경학적 양상. 대한신경과학회
지 1996;14(1):262-269.
08. Baloh RW, Honrubia V, Konrad HR.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Brain 1976;99:11-26.
09. Reis J, Eber AM, Warter JM, Gut JP, Collard M,
Bataillard M. Alternating nystagmus and infectious
mononucleosis. Neuro-ophthalmology 1989;9(5):289-292.
10. Connolly AM, Dodson WE, Prensky AL, Rust RS. Course
and outcome of acute cerebellar ataxia. Ann Neurol 1994;
35:673-679.
11. Iester A, Alpigiani MG, Cohen A, Puleo MG, TortoriDonati P.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right hemisphere cerebellitis associated with homolateral hemiparesis. Child Nerv Syst 1995;11:118-120.
12. Asenbauer B, McConchie NS, Allcutt D, Farrell D, King
MD. Acute near-fatal parainfectious cerebellar swelling
with favorable outcome. Neruopediatrics 1997:28:122-125.

J Kor Neurol Ass / Volume 17 / May,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