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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진행하는 눈근육마비 및 뇌간-소뇌 기능 이상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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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es) is a rare, but important bacterial 
pathogen causing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in the elderly, pregnant women, 
and immunocompromised patients. A 60-year-old man with diabetes presented 
with headache, fever and rapidly progressive ophthalmoplegia. Based on sero-
logical and MRI studies, he was diagnosed with rhombencephalitis due to L. 
monocytogenes.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complications with urgent initi-
ation of empirical antibiotics and the pathogen-specific antibiotic treatment. L. 
monocytogenes should be considered as a cause of rhombencephalitis presenting 
as external ophthalmo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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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es)은 배설물, 물, 

흙, 또는 야채 등에서 발견되는 조건무산소성균(facultative 

anaerobe)이다.1 L. monocytogenes은 흔한 균은 아니지만 리

스테리아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

져 있다. 고령, 임산부, 신생아 및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2 산모에서는 조산, 유산, 신

생아 감염 등을 일으키며, 그 외에는 균혈증이나 중추신경

계를 침범하여 수막염(meningitis), 수막뇌염(meningoen-

cephalitis), 수막대뇌염(meningocerebritis) 등의 형태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드물지만 뇌간(brain stem)과 소뇌를 

포함하는 마름뇌염(rhombencephalitis)도 유발한다.3 L. mo-
nocytogenes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

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높으며(25%–30%), 신

경학적 후유증 또한 빈번하게 남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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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rdinal 9-gaze photo-
graphy. In primary position, there
is estropia and incomplete ptosis 
in the left eye. When try to look to
the left, there is a partial abduction 
limitation of the left eye.

저자들은 빠르게 진행하는 눈근육마비 등 신경학적 이

상 소견을 보인 L. monocytogenes 환자를 경험하였으며, 문

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0세 남자가 5일 전부터 발생한 주기성 발열, 두통 및 

구역으로 내원하였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어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진찰에서 뇌신경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수막자극징후가 관

찰되었다. 환자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상 뇌출혈, 뇌경

색 및 기타 뇌압상승을 시사하는 뚜렷한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다. 이에 두통, 구역, 수막자극징후에 대해 뇌수

막염 등 감별진단을 위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뇌척

수액검사 결과는 개방압력 170 mm H2O, 백혈구 31 cell/mm3 

(다형핵 63%), 단백질 55 mg/dL, 포도당 99 mg/dL (혈당 152 

mg/dL)였고, 그람염색에서 균주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 후 대증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중에 다음 날부터 우측 안면마비 및 안면 

저린감, 우측 상하지 실조, 구음장애 등 빠른 신경학적 증

상 악화가 보였다. 입원 3일째부터는 연하곤란과 의식의 

혼동, 좌안의 부분눈꺼풀처짐과 좌안의 불완전 외전장애

가 동반된 내사시가 관찰되었다. 특정 방향으로의 자발 또

는 주시유발안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동공은 이전의 백

내장 수술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으나 빛반사 및 각

막반사는 정상으로 관찰되었다(Figure 1). 조영증강뇌자기

공명영상에서 뇌간의 미만성 뇌농양과 조영증강 소견을 

보이는 결절성 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뇌척수액검사 

결과 및 영상학적 특징을 보아 뇌척수액 그람염색 등 염색

검사 상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마름뇌염에 합당

한 소견으로 판단하였다(Figure 2). 이에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Ceftriaxone, Vancomycin, Ampicillin으로 경험적

인 항생제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methylprednisolone 

1g for 5 days)를 시작하였다. 항생제 유지 중에 입원 6일째 

혈액배양검사에서 L. monocytogenes이 동정되어 L. mono-
cytogenes 마름뇌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으며, Ampicillin에 

감수성을 보여 Ceftriaxone과 Vancomycin 투여는 중단하고 

Gentamicin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뇌척수액의 배양검사에

서 L. monocytogenes은 동정되지 않았다. 이 후 약 4주 간의 

항생제 치료를 통하여 대부분의 신경학적 증상은 점차 호

전되었으며, 퇴원 후 1 개월 뒤 시행한 추적 뇌자기공명영

상검사에서는 이전에 보인 결절성 병변은 거의 소실되었

다(Figure 3).

고    찰

L. monocytogenes은 토양과 상한 야채, 우유 및 치즈, 육

류에 존재하며, 주로 이를 섭취 후 소화기관을 통해 감염되

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으며, 감염된 경우에도 경미한 증상만 보인다. 그러나 면

역이 저하된 환자나 노인, 임산부, 신생아 등은 리스테리아 

감염에 취약하며, 이들에서의 감염은 때때로 치명적일 수 

있다.4

L. monocytogenes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의 경우 다른 

세균성 수막염에 비해 수막자극징후 및 두통이 경미하며, 

뇌척수액에서 다른 세균성 수막염과 달리 백혈구 증다증 

및 단백증가가 높지 않아 증상 및 뇌척수액검사 결과만으

로 리스테리아 수막염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5 본 증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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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gnetic resonance ima-
gings of the patient. Fluid attenu-
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A),
axial and sagittal gadolinium-en-
hanced T1-weighted images (B, C)
show nodular enhancing lesions 
combined with perinodular high 
signal intensities involving right 
dorsolateral medulla and middle 
and superior cerebellar peduncle, 
and bilateral pontine tegmentum.

서도 이러한 소견을 보여 초기 뇌척수액검사 소견으로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추정되었다. Uldry 등6에 의하면 

총 13예의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22.5–1,067 cell/mm3 

(중간값, 250 cell/mm3), 단백질은 48–210 mg/dL (중간값, 84 

mg/dL), 및 다형핵은 8%–68% (평균, 33.5%)로 관찰되었으

며, 이 중 1예에서만 뇌척수액에서 L. monocytogenes이 분

리되었다. Mylonakis 등7에 따르면 L. monocytogenes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 중 70.8%에서 균혈증이 동반되었다. 또한 

총 19예의 수막염 중 12예에서 균혈증이 동반되었고 이 중 

뇌척수액이 아닌 혈액배양에서만 L. monocytogenes이 분리

된 경우도 4예나 보고되었다. 본 환자에서도 뇌척수액의 

그람염색 등의 염색검사 및 배양검사에서 특별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으나, 추후 혈액배양검사에서 L. monocytogenes
이 동정되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L. monocytogenes에 의

한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된다면, 뇌척수액 배양은 물론 

혈액배양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저자들은 문헌고찰을 통해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총 23예의 L. monocytogenes 마름뇌염 신경학적 

소견을 분석해 보았는데,6,8 동안신경, 도르래신경 및 외전

신경(3, 4, 6번 뇌신경)을 포함하는 안구증상은 48%에서, 삼

차신경 및 안면신경 (5, 7번 뇌신경)을 포함하는 안면증상

은 65%에서, 9번 부터 12번까지 하부뇌신경을 포함하는 증

상은 52%에서, 실조 및 어지럼증을 포함한 소뇌증상은 

52%에서, 근력저하는 56%에서 각각 보고되었다. 본 증례

에서도 뇌간 및 소뇌의 병변으로 인해 다양한 신경학적 증

상이 관찰되었는데, 우측 측부 교뇌병변으로 인해 우측 안

면신경 및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우측 중간소뇌다

리부위 병변으로 인해 우측 상하지의 실조증, 그리고 다리

뇌뒤판 병변으로 인해 호너증후군(Horner syndrome)이 발

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Moro 등9은 L. monocytogenes 

마름뇌염으로 진단된 65세 남자환자를 보고하였는데, 본 

증례와 유사하게 외전신경과 안면신경 마비가 동반되었으

며,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간에 조영증강되는 병변들이 

관찰되었다. 그 외 호너증후군 및 락트인증후군(Lock-in 

syndrome) 등의 다양한 뇌간 및 소뇌 이상 증상들이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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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llow-up magnetic reso-
nance imagings (MRI) of the pa-
tient.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
covery images (A), axial and sagittal
gadolinium-enhanced T1-weighted
images (B, C) show much more 
improved nodular enhancing lesions
which were shown on previous 
MRI. The lesion in the pontine teg-
mentum is mainly observed in the
left side.

어 있다.6

일반적인 마름뇌염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다양한 소견이 관찰된다. L. 
monocytogenes에 의한 마름뇌염의 경우 뇌자기공명영상에

서 주로 천막하(infratentorial)에 광범위하게 위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0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며, 발열 및 경부강직 등 수막자극징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뇌졸중 또는 탈수초성질환으로 오

인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11

L. monocytogenes의 치료는 ampicillin 또는 penicillin이 가

장 많이 사용되며, aminoglycoside 계통을 추가할 경우 상승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증례에서도 am-

picillin 및 aminoglycoside계인 gentamicin을 추가하여 유효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점들은 본 

증례와 같이 뇌척수액 소견이 바이러스감염과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그람염색 등에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

어서, 항생제의 투여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경

과에 이르기 쉽다.1 임상적이나 영상의학적으로 L. mo-
nocytogenes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된다면 균주가 

동정되기 전이라도 ampicillin을 포함한 적절한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먼저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

이를 종합할 때 세균성 수막염 환자에서 L. monocytogenes
은 흔한 원인균이 아니라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

종 있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뇌척수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가 관찰되면서 빠르게 악화되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검하

수를 포함한 뇌신경 이상 소견 및 실조, 뇌자기공명영상

에서 뇌간 및 소뇌 침범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L. mo-
nocytogenes에 의한 마름뇌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Listeria monocytogenes, 눈근육마비, 뇌염, 뇌

간, 소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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