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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icial siderosis (S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s a rare disease, which 
is caused by the accumulation of iron from the hemoglobin in the superficial 
layer of the brain, spinal cord, and central parts of cranial nerves. The etiology 
of SS is the accumulation of hemosiderin in the subarachnoid space due to chronic 
or repeated hemorrhage resulting in progressive and irreversible neurological 
dysfunction. The cause of the disease is aneurysm, trauma, tumor, and vascular 
malformation. In most cases, the cause of bleeding is unknown. Clinical features 
include sensorineural hearing loss, cerebellar ataxia, and myelopathy. Until now,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has only been diagnosed and there is no 
standardized treatment. We will investigate clinical features and MRI findings of 
SS disease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using 2 pati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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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표재성철침착증(superficial siderosis)

은 뇌의 지주막하 공간(subarachnoid space) 내 출혈로 인한 

혈철소(hemosiderin)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보기 드문 질환

이다[1]. 임상적으로는 감각신경성난청, 소뇌운동실조, 추

체로 징후, 치매 등의 양상을 보인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원인 미상의 출혈로 인한 특발성인 경우와 출혈의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부분 출혈의 원인

을 알 수 없는 경우이나,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종양, 두부 

외상, 동정맥 기형, 신경외과적 수술 때문에도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병의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자기공명영상 이외에는 진단이 제한

적이다. 더구나 진단 후에도 해결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

직 확립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이 가능했던 두 

사례의 임상 양상과 검사 결과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발생

한 표재성 철침착증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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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ure tone audiogram: The average airway hearing threshold was measured as 13 dB on the right side and 13 dB on the 
left side. (B) Vestibular evoked muscle potentials (VEMPs): The ocular and cervical VEMPs showed normal evoked potential in both
ears. (C) Video head impulse test: The gains of all 6 semicircular canals were within the normal limit. (D) Video nystagmography: 
The test showed horizontal nystagmus to the right in both the spontaneous nystagmus and the gaze nystagmus, horizontal nystagmus
to the right in both the positional test and the Dix-Hallpike maneuver.

증    례

1. 환자 1

52세 여자 환자로 10년 전 두부외상 후 양성돌발두위현

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과거력 있었으며 시

기 미상의 양측 청력저하 증상 있었으나 약물치료 후 어지

러운 증상 호전되어 지내던 중 1주일 전부터 구역감과 회

전성어지럼증 및 양측 귀 먹먹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

거력상 두부 충격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진에

서 환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지속되는 회전성어지럼을 

호소하였고 누워 있으면 어지럼증이 조금 완화되는 상태

였다. 이학적 검사 결과 양측 고막 정상이었으며 자발안진 

및 주시유발 안진 모두 우측으로 확인되었다. 의식 수준은 

각성 상태였고 양측 운동 및 감각 모두 정상으로 소뇌기능

검사 또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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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gnetic resonance imaging. T2-weighted image shows
low signal intensity, consistent with hemosiderin deposition, around
the cerebellum (arrows).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 평균이 우측 13 dB, 좌

측 13 dB로 측정되었고,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는 양측 모

두 A type 확인되었다. 전기와우도검사(electrocochleography)

에서 가중전압(summating potential, SP)과 활동전압(action 

potential, AP) 진폭비는 정상 범위였다. 비디오두부충동검

사(video head impulse test)에서의 이득은 모든 반고리관에

서 정상이었고, 냉온교대온도안진검사(bithermal caloric 

test)에서는 8%의 우측반고리관마비가 있었다. 경부 및 외

안근 전정유발근전위검사(vestibular evoked muscle potential)

에서는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비디오안진검사(video 

nystagmography)결과 자발안진, 주시유발안진 모두에서 우

측으로 수평한 안진이 관찰되었고, 체위안진검사(positional 

test), Dix-Hallpike 수기에서도 모두 우측으로 수평한 안진

이 관찰되었다(Fig. 1). 추가적으로 뇌병변을 확인하기 위

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양측 소뇌에서 관찰

되는 저음영의 표재성철침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어지럼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약물치료하였으며, 환자 

점차 증상 호전되어 5일 후 퇴원하였다. 그리고 신경과 및 

신경외과 진료 의뢰 후 뇌기능 대사개선제 추가 복용 및 

자기공명영상을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 하던 중 8개월이 지나고 다시 발생한 

회전성 지럼증으로 내원하였고, 양상은 지난번과 거의 유

사하다고 진술하였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15 dB, 좌측 

13 dB로 큰 차이는 없었고, 전기와우도검사에서 SP/AP 진

폭비는 정상 범위였으나 비디오두부충동검사에서 우측 세

반고리관 모두 이득이 감소되었으며, 냉온교대온도안진검

사에서도 우측반고리관 마비가 74% 확인되었다. 비디오안

진검사에서도 주시유발 및 체위안진검사, Dix-Hallpike 수

기 모두 좌측으로 수평하게 안진이 관찰되었다(Fig. 3). 자

기공명검사 결과에서 급성뇌병변의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

으나, 지난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양측 소뇌에

서 관찰되는 저음영의 표재성철침착은 그대로였다(Fig. 4). 

2. 환자 2

48세 남자 환자로 갑자기 발생한 우측 청력저하 및 이명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후 증상 호전되

었으나 다시 발생한 청력저하 및 어지럼증을 주소로 외래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두부 충격이나 두개 내 출혈 없었으

나 평소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B형 바이러스 간염

으로 인한 간경변 치료 이외에는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다. 

문진에서 어지럼증 양상은 비회전성의 어지럼증이 간헐적

으로 발생하였으나 자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없다고 하였

다. 이학적 검사 결과 양측 고막 정상이었으며 자발안진 

및 주시유발 안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식 수준은 각성 

상태였고 양측 운동 및 감각 모두 정상으로 소뇌기능검사 

또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평균이 우측 86 dB, 좌

측 28 dB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운동성계측검

사에서는 양측 모두 A type 확인되었다. 전기와우도검사에

서 우측에서는 활동전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SP/AP 진폭

비는 정상 범위였다. 비디오두부충동검사에서의 이득은 

모든 반고리관에서 정상이었고, 냉온교대온도안진검사에

서는 13%의 좌측반고리관마비가 있었다. 경부 전정유발근

전위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비디오안진

검사 및 체위안진검사, Dix-Hallpike 수기에서도 모두 안진

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5). 뇌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

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양측 소뇌 및 7, 8번 뇌신경 

부위에서도 의심되는 저음영의 표재성철침착이 관찰되었

다(Fig. 6). 

입원 후 감각신경성 난청 치료를 위해 경구용 스테로이

드(60 mg/day) 4일 사용하였으나, 청력 변화가 크지 않아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감량을 하면서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사(4회)를 추가 주입하였다. 증상 발생 후 2개월 지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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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est results after 8 months later. (A) Pure tone audiogram: The average airway hearing threshold was measured as 15
dB on the right side and 13 dB on the left side. (B) Vestibular evoked muscle potentials (VEMPs): The ocular and cervical VEMPs 
showed normal evoked potential in both ears. (C) Video head impulse test: The examination revealed decreased gain and overt catch-up
saccades on all right side canals. (D) Video nystagmography: The test showed horizontal nystagmus to the left in both the spontaneous
nystagmus and the gaze nystagmus, horizontal nystagmus to the left in both the positional test and the Dix-Hallpike maneuver.

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68 dB 값을 보였다. 

고    찰

Hamill [1]이 1908년 최초로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표재

성철침착을 언급하였고, 이를 포함한 그 이후의 사례들은 

뇌의 해부학적 접근 시 또는 사후의 병리조직을 통해서만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리학적으로는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의 공간과 인접한 중추신경계의 표면에 

철색소가 침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

학적 기법의 발달로 인해 T2-강조(T2-weighted) 자기공명영

상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3]. 특히 

enhanced susceptibility-weighted angiography와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 영상은 용혈(hemolysis)로 인한 혈액 구성 

성분을 감지하는 민감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미량의 철

(iron)과 헤모글로빈(hemoglobin)도 확인이 가능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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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st results after 8 month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2-weighted image. 
Hemosiderin, which is still deposited in the cerebellum, can be 
observed (arrows).

Levy 등[2]은 중추신경계 종양(21%), 두개 내 외상(13%), 

동정맥 기형 또는 동정맥류(9%) 등을 원인으로 보고하였

으나, 36%의 사례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혈액의 용혈로 인한 적혈구의 철색소가 방출되고 그 축적

물로 인한 신경의 탈수초(demyelination), 신경아교증(gliosis), 

손실이 병의 진행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표재성철침착의 원인은 많은 논란이 있으며, 만

성적인 지주막하 공간의 출혈로 인한 것과 혈색소증

(hemochromatosis) 같은 대사성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두 

가지 가설로 나누어진다[5]. 

소뇌의 피질과 8번 뇌신경에 풍부하게 분포하는 신경교

세포(glia cell)들은 혈액의 용혈로 인해 늘어난 헤모글로빈

의 철분자와 반응하는 기회의 증가로 인해 손상 받을 수 

있다[6]. 혈철소 형성은 주로 미세아교세포(microglia) 내에

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페리틴(ferritin)을 합성하면서 선택

적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분포하는 미세아

교세포와 신경교세포는 혈액의 용혈로 인해 늘어난 헤모

글로빈의 철 분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손상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7]. 더구나 소뇌의 피질과 8번 뇌

신경은 신경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고, 8번 뇌신경은 해부학적으로 internal acoustic canal을 

통과하기 전까지 중추신경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뇌

에서부터 긴 주행경로를 가지므로 더욱 취약해진다[8,9]. 

이렇게 발생한 전정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자세의 불균형

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달팽이관(cochlear)의 손상은 청

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달팽이관 손상 자체가 

전정기관의 결함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Fukiyama 등[10]은 

내이 공간의 혈철소 축적이 내이유모세포(inner hair cell) 

손상을 일으켜서 신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만을 호소하는 환자를 경과 관찰

할 때 청력의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표재성철침착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은 점진적으로 진행

되는 청력 손실, 소뇌 기능의 저하, 구음 장애, 인지 기능의 

손상이며, 또 다른 특징으로는 추체로 증상, 방광 장애, 두

통, 치매, 후각 손상 등의 증상도 보인다[2]. 이번 사례에서

는 청력의 저하는 증례 2에서만 확인되었고, 어지럼증을 

두 증례 모두 호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전정유발근전위검

사에서는 정상 범위를 보였다. 다만 증례 1에서만 냉온교

대온도안진검사의 편측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연

구에서는 전정기능의 손상에 있어서 난형낭-상전정신경

(utricle-superior vestibular nerve)이 구형낭-하전정신경

(saccule-inferior vestibular nerve)의 손상보다 선행된다고 하

였다. 초기에는 전정유발근전위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보

이던 환자도 장기간 관찰 결과 활동 전위의 감소나 소실을 

보였다. 해부학적으로도 상전정신경이 더 길고 좁은 공간

을 통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손상의 위험이 더 높다[11]. 

현재까지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철침착증의 치료에는 선

행 원인이 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일반적

으로 발생한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를 하면서 철 분자를 

제거 위해 deferiprone, desferrioxamine과 같은 킬레이트제

(chelating agents)를 투여하거나 출혈의 예방을 위해서 지혈

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12]. Levy 등[13]은 deferiprone

을 투여하고 90일 전후의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여 철침

착의 감소를 증명하였다. 하지만, 안정성과 투여 효과에 대

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도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

기 때문에 철침착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8번 뇌신경 주위에 발생한 표재성철침착증의 예후는 상

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발생 후에도 20–30년 동안 생존할 

수는 있다[14]. 그러나 청력저하나 전정기능의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2차적인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진행하는 청력저하 문제로 인공와우 

이식술(cochlear implantation)을 시행하기도 한다[15]. 

현재까지는 임상 양상과 자기공명영상 이외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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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ure tone audiogram: The average airway hearing threshold was measured as 86 dB on the right side and 28 dB on the 
left side. (B) Vestibular evoked muscle potentials (VEMPs): The cervical VEMPs showed normal evoked potential in both ears. (C)
Electrocochleography: On the right side, the action potential was not measured but the summating potential (SP)/action potential (AP)
ratio value on the left side was normal. (D) Video head impulse test: The gains of all 6 semicircular canals were within the normal
limit. (E) Video nystagmography: The direction of the nystagmus was not observed in all examinations including spontaneous nystagmus,
gaze nystagmus, both the positional test and Dix-Hallpike maneuver.

는 진단의 한계가 있으나, 점차 진행하는 증상과 비가역적

인 신경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꾸준한 경과 관찰이 필

요하다. 저자들은 현재까지 사례의 환자들을 외래를 통하

여 어지럼증을 재평가하고 청력검사를 하면서 병의 진행 

과정을 추적 관찰 중이다. 이번 사례는 표재성철침착의 임

상 양상과 영상학적 검사를 보고하는데 의의가 있고, 명확

한 병의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중심 단어: 혈철소, 표재성 철침착증, 현훈, 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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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gnetic resonance imaging.
Parenchymal and intracranial hem-
orrhage was not observed, but he-
mosiderin deposition was observed 
in the occipital lobe of the cer-
ebellum (A). Hemosiderin deposi-
tion was observed around both cra-
nial nerves 7 and 8 (B, arrows).

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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