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 외 3인. 뇌수막염이 동반된 Cogan 증후군

119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 17, No. 3,  September 2018

C ase Repo rt pISSN 2092-8882, eISSN 2093-5501   https://doi.org/10.21790/rvs.2018.17.3.119

뇌수막염이 동반된 Cogan 증후군
김형근1, 오은혜1, 정나연1, 최재환1,2

1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Cogan Syndrome Accompanied with Meningitis
Hyung-Keun Kim1, Eun Hye Oh1, Na-Yeon Jung1, Jae-Hwan Choi1,2

1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2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Received Jul 17, 2018
Revised Aug 9, 2018
Accepted Aug 17, 2018

⋅Corresponding Author: 
Jae-Hwan Choi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20 
Geumo-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5-360-2122
Fax: +82-55-360-2152
E-mail: rachelbolan@hanmail.net
ORCID code: 
http://orcid.org/0000-0002-4120-9228

⋅Copyright ⓒ 2018 by 
The Korean Balanc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
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gan syndrome is a rare inflammatory disease characterized by intraocular 
inflammation and vestibulo-auditory dysfunction. The exact etiology of Cogan 
syndrome is still unknown, but is currently thought to be an autoimmune disease. 
Cogan syndrome can be accompanied with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fever, 
arthritis, skin rash, aortitis, central or peripheral nerve system involvement, 
lymphadenopathy, splenomegaly and diarrhea. We report a case of Cogan 
syndrome accompanied with menin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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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gan 증후군은 비매독성사이질각막염(nonsyphilitic 
interstitial keratitis)과 전정 및 청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질환이다[1].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가면역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이질각막염

과 전정청각 증상 외 발열, 관절염, 피부발진, 대동맥염, 중
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비장비대 및 림프절병증 등의 여러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저자들은 뇌수막염이 동반

된 Cogan 증후군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1세 남자가 발열 및 두통으로 병원에 왔다. 2주 전부터 

전신 근육통과 함께 발열이 발생하였고 4일 뒤에는 두통 

및 좌측 말초안면마비,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80 mmHg, 맥박 99회/분, 

체온 36.2oC였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House-Brackman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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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ure tone audiometry (PTA) shows bilateral sensorineural hearing loss at first admission. (B) After 6 months from symptom
onset, follow-up PTA shows an improvement.

3단계에 해당하는 좌측 말초안면마비와 뇌수막자극징후가 

관찰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1,490/L (4,000–
11,000/L)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그 중 호중구가 75.0% 
(40%–73%)였다. C-반응단백이 2.10 mg/dL (0–0.5 mg/dL), 적
혈구 침강속도가 31 mm/hr (0–10 mm/hr)로 상승되어 있었

고 매독반응검사는 음성이었다. 뇌척수액검사에서 압력은 

230 mmH2O (100–180 mmH2O)였고 백혈구는 780/L (림프

구 85%), 단백질은 153 mg/dL (15–45 mg/dL), 포도당은 44 
mg/dL (혈청 포도당 107 mg/dL)였다. 뇌척수액의 항산균염

색은 정상이었고, 세균배양검사와 진균배양검사에서 균은 

배양되지 않았다.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와 결핵균 중합효

소연쇄반응검사 역시 음성이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

경성난청이 양측에서 확인되었다(Fig. 1A). 순목반사검사

에서 좌측 눈확위신경 자극 시 동측 R1, R2 반응이, 우측 

눈확위신경 자극 시에는 반대측 R2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

고, 안면신경전도검사에서는 좌측 안면신경의 복합근활동

전위가 떨어져 있었다. 신경흥분도검사는 양측에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후두개와(posterior 
fossa)와 뇌바닥수조(basal cistern) 근처의 수막에서 조영증

강이 약하게 관찰되었다(Fig. 2). 
바이러스성뇌수막염 의심하에 환자에게 뇌압강하제와 

항바이러스제를 1주일간 정주하였고, 이후 두통이 호전되

어 퇴원하였다. 그러나 퇴원 다음 날부터 두통이 재발하였

고 양안 충혈 및 안구통을 호소하였다. 재입원 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말초안면마비는 House-Brackmann 
Scale 2단계로 이전에 비해 호전을 보였고 뇌수막자극징후

가 관찰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7,400개로 정상 범

위였으나 C-반응단백이 9.20 mg/dL, 적혈구 침강속도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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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xial T1-weighted contrast
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
ing exhibits meningeal enhance-
ments in posterior cranial fossa and
basal cistern.

Fig. 3. Ocular photographs show 
conjunctival injection in both eyes
at second admission.

mm/hr로 이전보다 더욱 상승되어 있었다. 자가면역 항체검

사는 항핵항체가 1:160 (＜1:40)으로 양성반응을 보인 것 

외에는 정상이었다. 뇌척수액검사에서 압력은 140 mmH2O, 
백혈구는 71/L (림프구 97%), 단백질은 77.8 mg/dL, 포도

당 56 mg/dL (혈청 포도당 144 mg/dL)으로 이전 검사 결과

보다 호전되었다. 안과 검진에서 양안의 결막 충혈(Fig. 3)
이 확인되었고, 세극등생체현미경검사에서 양안의 각막 

주변부 혼탁과 함께 각막 내 사이질각막염(Fig. 4A)이 관찰

되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비디오안진검사와 비디오두부충동검사, 온
도안진검사는 정상이었다.

환자는 양안의 사이질각막염 및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다른 감염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이 없어 Cogan 증후군으로 진단한 뒤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하루에 20 mg씩 

정주 시작하여 3일마다 5 mg씩 감량하였고 9일째 경구 프

레드니솔론(prednisolone) 60 mg으로 전환하였다. 스테로이

드 투여 후 양안의 결막 충혈과 사이질각막염은 빠르게 호

전되었고(Fig. 4B), 청력저하는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호전

되었다(Fig. 1B). 이후 환자는 경구 프레드니솔론에서 아자

티오프린(azathioprine) 50 mg으로 면역억제 치료 중이며, 
현재 2년간 재발이 없는 상태이다.

고    찰

Cogan 증후군은 비매독성사이질각막염과 전정 및 청각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드문 염증성질환으로 1945년 

David Cogan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1]. 비매독성사이질

각막염의 경우 홍채염이나 결막하출혈이 동반되기도 하며 

전정 및 청각기능 장애는 메니에르병과 흡사하게 현훈, 이
명, 청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전정 및 청각기능 

장애는 비매독성사이질각막염 이전 혹은 이후에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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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A slit-lamp examination 
reveals a stromal infiltration in both
eyes at second admission (arrow).
(B) After systemic steroid treat-
ment, the stromal infiltration dis-
appeared.

수 있으며, 그 사이 간격은 길어도 2년 이내라고 한다[2]. 
각막염 없이 눈의 염증이 동반된 경우, 혹은 전정 및 청각

기능 저하와 눈의 염증 사이 간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는 비전형적인 Cogan 증후군으로 분류한다[2]. 주로 젊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는 없

다[2].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Cogan 증후군은 자가

면역성질환으로써 눈과 전정 청각 증상 외에도 환자의 

70%에서 발열, 관절염, 피부발진, 대동맥염,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Cogan 증후군 환자들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정 청각계

통의 혈관염, 사구체신염, 정맥염, 백혈구파괴혈관염, 중등

도 크기의 동맥염 등 다양한 형태의 혈관염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염이 Cogan 증후군의 병리 기전으로 

여겨지고 있다[2-4].
Cogan 증후군 환자의 약 10%–13%에서 신경학적 합병증

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중추신경계

가 더 흔히 침범되며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뇌경색, 
척수염, 경련, 뇌신경마비 등이다. 이번 증례와 같이 뇌수

막염이나 뇌염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비전형적

인 Cogan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Cogan 증후군 환자들의 약 19%–40%에서 두통이 동반

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20%에서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뇌수막염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신경계 합

병증보다 더 흔할 것으로 여겨진다[5,7]. Cogan 증후군에서 

두개 내 혈관염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부검 결과 

경막(dura)에도 혈관염 소견이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혈관염으로 인해 뇌수막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4,8-10]. 
이번 증례는 첫 내원 당시 감각신경성난청이 양측에서 

확인되었지만 두통이 주 증상이라 뇌수막염으로 먼저 진

단되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양안의 결막충혈이 뚜렷해진 

뒤에야 Cogan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많은 Cogan 
증후군 증례에서 감각신경성난청과 전정기능 장애가 함께 

동반되는데 이 증례에서는 내원 당시 전정기능 장애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환자의 첫 증상이 뇌수막염이었고, 비
교적 질병 초기에 진단되었기 때문에 Cogan 증후군의 병태

생리인 혈관염이 전정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덜 진행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다면 결국 전정

기능 장애도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Cogan 증후군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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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청력 소실 및 시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뇌수막염에서 청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 Cogan 증후군을 

반드시 감별 진단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중심 단어: Cogan 증후군, 뇌수막염, 혈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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