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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 백색질병변을 보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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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Matter Lesions in a Patient With Creutzfeldt-Jakob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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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eport of a patient with Creutzfeldt-Jakob disease. The 67-year-old male first developed partial and secondary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He was disoriented and could not perform calculations nor recall objects shown to 
him 5 minutes earlier. Magnetic resonance images revealed hyperintensities of white matter lesions in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weighted image. We detected protein 14-3-3 in the cerebrospin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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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은 

아급성 진행성 치매와 함께 간대성 근경련, 시각 이상, 실조증 

등의 임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치명적인 인간 프리온(prion)

병의 하나이다1-4). CJD는 뇌 부검이나 생검을 해야 확진되지

만,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뇌파에서 주기적 예파 복합체(perio- 

dic sharp wave complex discharge)가 있거나,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질이 양성 일 경우 probable CJD로 분류된다5,6). 

산발성과 유전성, 의인성, 변종형으로 크게 나뉘며, 병이 진행

함에 따라 거의 모든 환자군에서 뇌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및 완전 와상상태가 된다.

병리학적으로 신경원의 감소(neuronal loss), 신경교증(glio- 

sis) 및 공포형성(vacuolation) 등이 주로 기저핵과 대뇌피질

에 나타나며,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에서도 동일 부위에서 T2 강조영상(T2 weighted image, 

T2WI) 또는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영상에서 고신호강도 및 피질위축을 보이나, 대뇌 백색질을 

주로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다1-4). 저자들은 산발성 CJD 환자

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는 대뇌 백색질변성을 보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7세 남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발작으로 내원하였다. 발작

은 처음에는 좌측 팔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양상으

로 발생했고, 곧이어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떠는 전신성 긴장 

간대 발작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발작은 10분 정도 지

속되었다.

환자는 오른손잡이로, 학력은 중졸이었고, 7년 전 뇌졸중으

로 좌측 편마비가 있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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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Initial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and 8 months follow-up FLAIR
MRI of patient. Slight hyperintensities are shown around the lateral ventricles. (B) The periventricular hyperintensites are
rapidly extending to the temporal and subcortical white matter with cortical atrophy.

없었다고 하였다. 술과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

력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1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가 있었으며, 한 달에 3-4번 정도 부인에게 과격해지는 

성격 변화가 있었는데, 점차 그 빈도수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주로 부인이 사위나 아들을 좋아 한다고 말하며, 난폭한 모습

을 보였고, 부인이 하는 사소한 일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고 의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 증상은 반복적으로 2일 

정도 지속 후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며, 내원 8개월 전 혈액학

적 검사와 Brain MRI를 시행하였으나, 측뇌실 부위에 비특이

적인 고신호강도 소견 외에는 이상은 없었다(Fig. 1A). 이후 

말수가 점차 줄어들며, 사회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직장을 그

만 둔 상태였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혈압은 140/80 mmHg, 심박동 수는 70회/ 

min, 체온은 36도 였고, 호흡 수는 20회/min이었다. 신경학

적 검사에서 의식 수준은 명료하였으나 간헐적 혼돈이 있었

고, 발음은 느리면서 단조로 웠고 자발적인 말수가 적었다. 

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질문에 

간단히 대답은 하였으나, 기억력 등 전반적인 고위피질 기능

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Mini-Mental Status Exami- 

nation, 6점). 뇌신경 검사에서 경미한 좌측 안면마비 소견 외

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 운동기능 검사에서는 뇌졸중 이후 

정상 근력이었으나, 내원 약 2개월 전부터 점점 약화되어 좌

측 근력 약화가 상지 및 하지에서 각각 Medical Research 

Council grade IV/IV로 관찰되었다. 감각신경계는 이상이 없

었으며, 심부건 반사는 정상적으로 관찰되었고, 좌측에서 병

적 반사인 바빈스키 징후가 관찰되었다.

일반혈액 검사 및 방사선 소견, 신경생리 검사 소견은 정상

이었으나, 뇌파 검사에서는 2-3 Hz의 서파가 간헐적으로 관

찰되었다. Brain MRI에서는 FLAIR 영상에서 8개월 전 시행했

던 MRI와 비교하였을 때, 처음에 측뇌실 주변으로 관찰되던 

백색질의 고신호 강도가 측두엽과 측뇌실뿐만 아니라, 피질하

백색질까지 확장된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고, 전두엽과 측두

엽을 포함한 뇌위축이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Fig. 1B). 뇌척

수액검사는 압력이 12 cmH2O, 백혈구와 적혈구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단백은 83.6 mg/dL로 약간 증가되었으며, IgG in-

dex는 0.83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그 외 oligocl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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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iodic sharp-wave complexes (box) in right hemisphere
of patient’s electroencephalogram

band, 배양 검사, 항체 검사 및 polymerase chain reaction 

모두 음성이었다. Western blot 검사에서 14-3-3 단백이 양

성으로 검출되었고, PRNP gene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상 

특이 mutation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polymorphism에서는 

codon 129M/M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간헐적인 간대성 근경련 양상과 무동성 무언증 상태

가 지속되었으며, 뇌파 검사에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1.5- 

2 Hz의 주기적 예파 복합체가 관찰되었다(Fig. 2). 이후 임상 

증상의 호전없이 퇴원하였으며, 퇴원 두 달 후 사망하였다.

고   찰

본 환자는 과거 뇌경색증과 고혈압 등의 병력이 있지만, 비

교적 빠르게 진행하는 성격 및 감정 변화, 행동 장애 등의 피

질하치매 증상과 추체로 기능 장애, 근간대성 경련 등의 임상 

양상으로 보아 허혈성 뇌질환 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되며, 이후 실시한 혈액학적 검사, 신경생리 검사 및 

뇌자기공명영상에서도 다른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뇌

척수액의 14-3-3 단백 양성과 반복 시행한 뇌파 소견으로 

드물지만, 주로 대뇌 백색질병변을 보이는 산발성 크로이츠펠

트-야콥병 추정(probable CJD) 환자로 생각된다5-7). 

CJD의 일반적인 MRI 소견은 기저핵과 뇌피질 등 회색질에

서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어 진단에 유용하고 조직 검사 부위

를 선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나, 백색질병변을 보이는 경우

는 많지 않다1-4). MRI에서 백색질병변을 주로 보이는 경우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탈수초화 질환, 내

부질환으로 인한 대사성이나 외부에서 유입된 독성 물질에 의

해 백질이 파괴되는 경우 및 저산소성허혈성 손상 등에서 관

찰되고8), 일부 CJD 환자에서도 보고되고 있다1,3,9,10). 본 증례

의 경우 혈액학적 검사 및 신경생리 검사 등으로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처음에 시행한 MRI에서 우측 전측두엽 

부분의 미세한 백질변성 및 회백질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는

데, 이 병변이 우측, 피질하병변으로 뚜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임상 증상과 부합되는 소견으로 생각되어 진단할 

수 있었다.

CJD에서 백색질병변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

나, 대부분 환자의 T2 MRI 영상에서 증상 발생 2-5개월 후 

백색질병변없이 회색질의 고신호 강도가 관찰된 후 증상 발생 

4-5개월 후부터 백색질의 고신호 강도가 측뇌실에서 부터 시

작되어 피질하백색질까지 관찰되는 사실과 초기 모호한 증상 

후 무동함구증이나, 경직 등의 임상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백색질 침범은 일차적인 병변보다는 회색질 

병변 후 보이는 이차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11,12). 그러나, 

속섬유막 손상 없이 난형중심(centrum semiovale) 병변을 보

이는 경우나, 본 증례처럼 의식 혼돈 발생 수 개월 후 백색질

병변이 회색질 침범없이 측두엽과 측뇌실에서 빠르게 진행하

는 양상 등은 일차적으로 백색질 침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

나, 우선적으로 침범되는 조직에 따른 임상 양상이나 예후 등

의 차이는 아직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

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9).

저자들은 본 증례를 통해 다른 원인 없이 비교적 빠르게 

악화되는 발작과 치매와 같은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백색질병변이 관찰되는 경우, 뇌파 및 반복 뇌영상촬영 등으

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드물지만 CJD의 가능성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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