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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b typhus is an infective acute febrile disorder caused by the intracellular 
parasite Orientia tsutsugamushi. Neurological manifestations of scrub typhus are 
meningoencephalitis, cerebellitis, transverse myelitis, papilledema, and cranial 
nerve palsy. However, opsoclonus-myoclonus syndrome associated with scrub 
typhus has been rarely reported. A 59-year-old man developed vertigo, nausea, 
vomiting, and imbalance following scrub typhus infection for eight days. 
Examination showed eschar at the axilla, decreased mentality, and opsoclo-
nus-myoclonus syndrome. Video-oculography disclosed opsoclonus with an am-
plitude of 15°–20° and a frequency of 6–8 Hz. The serum antibody titers to 
Orientia tsutsugamushi were 1:5,120, and cerebrospinal fluid analysis revealed 
pleocytosi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was normal. Neurological 
symptoms and signs completely improved by systemic steroid and antibiotics 
treatment. Various mechanisms including direct disseminating inflammation or 
indirect immune modulation may give rise to neurological complications 
following scrub t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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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쯔쯔가무시병(Scrub typhus)은 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아시아에 특히 많이 발견되고, 우리 나라에

서는 주로 가을에 호발하며 매년 5,000여명 이상의 환자들

이 발생한다. 오한, 발열, 두통에 이어 기침, 구토, 근육통이 

동반되고, 특징적인 가피(eshcar)가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항생제에 반응이 좋으나, 전신적인 혈관염을 유발하여 폐

렴, 급성 신부전, 수막염, 뇌염, 상부위장관 출혈과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

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경계 합병증으로는 수막염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련, 섬망, 청력저하 등도 간간

히 발생한다.1 그 외 드물게 소뇌염, 척수염, 소뇌출혈 등도 

보고된 적이 있다.

저자들은 쯔쯔가무시병 환자에서 발생한 안구간대경련-

근간대경련 증후군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790/rvs.2017.16.1.34&domain=pdf&date_stamp=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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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deo-oculography shows
opsoclonus with an amplitude of 
15°–20° and a frequency of 6–8 Hz.
Upward deflection in each tracing
indicates rightward and upward 
eye motion in the patient’s head, 
and clockwise torsional (upper 
poles of the eyes beating toward 
the right shoulder) movements. LH, 
horizontal eye position of the left
eye; LV, vertical eye position of 
the left eye; LT, torsional eye posi-
tion of the left eye. 

Figure 1. An eschar at the left axilla.

증    례

59세 남자가 발열 이 후 발생한 회전성 어지럼증, 진동

시, 구역, 구토로 병원에 왔다. 병원 방문 8일 전부터 발열

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하였고, 2일 전에는 좌측 겨드랑이에

서 가피가 발견되어 내과에서 doxycycline을 복용하기 시작

하였다. 병원 방문 하루 전부터는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 진동시, 구역, 구토로 인해 혼자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어 본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25년 전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신체검사에서 좌

측 액와부의 가피가 관찰되었다(Figure 1). 신경학적 검사

에서 의식은 명료하였고, 동공 크기와 대광반사는 정상이

었다. 양안에서 안구간대경련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시

시에 더욱 악화되었고, 수면 시에도 소실되지 않았다. 소뇌

기능검사에서 사지의 실조증은 없었으나, 심한 체간부 실

조증으로 부축하지 않고는 혼자서 기립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기타 뇌신경 검사, 운동 및 감각기능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비디오안구운동검사에서 15°–20° 진폭의 안구

간대경련이 초당 약 6–8회의 빈도로 관찰되었다(Figure 2).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2,590개/uL, aspartate transaminase 

400 IU/L, alanine transaminase 346 IU/L, C반응단백질 6.19 

mg/dL, 적혈구 침강속도 19 mm/hr, D-dimer 정량 4.33 

ug/mL, 암모니아 121 ug/dL가 상승되어 있었다. 흉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압은 235 mm 

H2O이었고, 백혈구가 128개/uL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단백

질이 126.0 mg/dL로 상승되어 있었다. 뇌자기공명검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외상성 뇌출혈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보이

지 않았다. 입원 2일부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저하되어 중

환자실로 입원하였고, 간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azithro-

mycin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입원 4일부터는 턱과 양 

상하지에 근간대경련이 발생하였고, clonazepam 사용에도 호

전이 없었다. 입원 5일부터 azithromycin을 doxycycline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입원 6일에 scrub typhus 간접형광항체법(Indirect 

fluorescent immuno assay, IFA)으로 시행한 혈청검사가 양

성으로 확인되었다(1:5,120). 이 후 의식과 근간대경련은 점

차 호전되었으나, 안구간대경련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진동

시를 호소하여, 입원 15일부터 하루 2회 topiramate 1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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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cases with opsoclonus-myoclonus syndrome associated with scrub typhus

No. Patient Age/Sex
Accompanying 

neurological symptoms
Image 

findings
Pleocytosis 

in CSF
Treatment Prognosis

1 Nam et al. 64/Female Decreased mentality Normal (＋) ND ND
2 Nam et al. 40/Male Decreased mentality Normal (＋) ND ND
3 D’sa et al. 54/Male (–) Normal (–) Doxycycline Good
4 Koti et al. 26/Male Myoclonus Normal (–) Doxycycline Good
5 Our case 59/Male Decreased mentality, 

trunkal ataxia, 
myoclonus

Normal (＋) Doxycycline and 
steroid pulse IV for 
5 days

Good

CSF, cerebrospinal fluid; ND, not described.

씩을 추가하였다. 안구근간대경련이 호전되어 입원 21일

에 일반병실로 옮겼고, 입원 30일에 경구 스테로이드 약제 

복용하면서 퇴원하였다. 퇴원 9일 후에는 완전히 호전되어 

모든 약제를 중단하였다.

고    찰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증후군은 불수의적인 신속눈

운동(saccadic eye movement)이 불규칙한 진폭과 무작위 방

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간대경련과 함께 사지 

및 체간에서 나타나는 근간대경련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으로, 약물,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및 신생물딸림증

후군(paraneoplastic syndrome)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2 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소뇌 꼭지핵

(fastigial nucleus)의 병변에 의한 신속보기의 되먹임(feedback) 

지연, 정중곁교뇌망상체(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PPRF)에 존재하는 범정지신경세포(omnipause neuron)에 의

한 신속보기 돌발파신경세포(saccadic burst neuron)의 억제 

기능 장애, 전운동(premotor) 돌발파신경세포의 시냅스배열

(synaptic organization)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3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신경계 합병증으로는 수막염, 경

련, 섬망, 청력저하, 소뇌염, 척수염, 소뇌출혈 등이 있고, 

국내에서도 수막염, 급성파종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DEM), 뇌경색, 길랑-바레증후군, 파킨

슨병이 보고된 바 있다.4-7 하지만, 쯔쯔가무시병과 동반되

어 안구간대경련이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명의 환자에서만 보고되었다(Table 1).8-10 이

들 중 2명에서는 의식저하가 동반되었고, 한 명에서는 근

간대경련이 동반되었다. 두 명에서는 수막염이 확인되었

으나, 뇌영상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정상이었다. 본 증례도 

이와 유사하게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증후군, 의식저하, 

수막염을 보였으나, 뇌영상검사는 정상이었다. 안구간대경

련 대개 초당 10–25회의 빠른 주기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

으나, 진폭과 주기는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2,3 본 증례는 

15°–20°의 비교적 큰 진폭과 초당 약 6–8회의 느린 주기의 

안구간대경련을 보였다. 

아직까지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신경계 합병증의 정확한 

발병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독소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

계 독작용(neurotoxic effect)과 자가 면역 조절(autoimmune 

modulation) 등이 제시되어 왔다.11 과거에 보고되었던 환자

들에서 항생제 단독 치료만으로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안

구간대경련이 호전된 점은 직접적인 신경계 독작용이 주

된 기전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증례는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저하와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증후군이 

지속되었고, 1개월 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해 증세가 

호전되었다. 이는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계 

독작용보다는 자가 면역 조절에 의해 안구간대경련-근간

대경련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 보고된 증례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향 후 쯔쯔가무

시병에 의한 신경계 합병증의 기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의 경우 doxycycline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투

여 후 의식과 근간대경련은 호전을 보였으나, 안구간대경

련은 지속되었고, 이는 topiramate를 복용한 후에 호전되었

다. 안구간대경련에 대한 topiramate는 효과는 아마도 글루

탐산(glutamate)에 의한 신경전달을 억제하고,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의 작용을 촉진하여 과흥분된 신경세포막의 안정

화와 안구간대경련의 발생과 연관된 소뇌 회로의 억제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한다.12

중심 단어: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 증후군, 쯔쯔가무

시병, 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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