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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은특징

적으로 이완성 사지마비가 대칭적으로 상행하며 진행하는

급성 다발성 신경근병증이다. 최근까지 발병기전이 명확

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혈청내 항말초신경수초항체의

존재 등을 근거로 자가면역질환으로 설명되고 있다.1 - 4 자

가면역기전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은 선행 감염 및 백신

으로 보고있는데, 많은연구에서 숙주조직과 감염원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1 , 6 - 8실제로 길랑-바

레 증후군 환자에서 선행 감염의 증거는 약 6 5 ~ 8 8 %에서

보고되고 있다.1 - 4 흔한 감염원으로는 C a m p y l o b a c t o r

jejuni, cytomegalovirus, Mycoplasma pneumoniae,

Ebstein-Barr virus, Haemophilus influenza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등이 있다. 이외에

enterovirus, rotavirus, hepatitis B virus,

Spirocheta, Yersinia enterocolitica, Pasteurella

tularensis, Listeria, Brucella, Shigella, Legionella

등도 선행 감염원으로 보고된다. Salmonella typhi의경

우, 전세계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의 선행 감염원으로

보고된 예는매우드물다.2 , 3 , 1 0

저자들은 급성 위장관염으로 입원치료 받던 중 혈액배

양검사로 장티푸스가 확진된 환자에서 길랑-바레 증후군

이 속발된 예를 경험하였고, 국내에서 살모넬라 감염 후

에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한 예가 없어 이르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5 5세 여자가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마비를 주소로 내원

하였다. 내원 약 5주 전에 오한, 열감, 전신 근육통, 복통,

설사가 발생하였다. 당시 낮에는 증상이 경하여 일상생활

이 가능하였으나 밤에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3주전에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혈액배양검사에서 salmonella typhi가검출되어 장

티푸스로 진단받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내원1 0

일 전, 열은 없어졌으나양측 하지에 저린감이 나타나면서

근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상기증상이 점차 심해지

며 근위부까지 진행되었고, 내원당시에는 평지를 걸을 때

에도 심하게 휘청거려 일상생활을하기 힘들 정도였다. 근

력 약화 외에 배뇨장애, 호흡곤란, 연하곤란 및 구음장애

등은없었다. 과거력에서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

관 질환, 중추신경계감염, 알레르기및 약물복용등의병

력은없었다. 가족력과사회력에서특이사항은없었다.

내원 당시의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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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Guillain-Barre Syndrome Following Salmonella Typhi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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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illain-Barre syndrome (GBS) is an acute polyradiculoneuropathy marked by flaccid areflexic paralysis.
Although the pathogenesis of GBS remains incompletely defined, considered as an autoimmune disease most frequently
triggered by an previous infection. Antecedent infections with  Campylobacter jejuni, cytomegalovirus, Ebstein-Barr
virus, Mycoplasma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nterovirus, rotavirus are
common. But, it is rare that GBS following typhoid fever. We present a case of typical GBS after antecedent
Salmonella typhi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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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뇌신경검사도 이상은 없었다. 양측 상하지의 근력

은 대칭적으로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grade 2 정도로 저하되어있었고, 근위부보다 원위부에서

심했다. 양측 상하지의 원위부에 저린 듯한 이상감각이

있었다. 심부건 반사는 양측 상하지에서 모두 소실되었으

나, 병적반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혈액검사, 일반화

학검사, 혈청검사, 혈청전해질검사, 간염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요검사 등은 정상이었다. 뇌척수액검사에서 뇌압

120 mmH2O, 백혈구 7 / m m3, 당은 67 mg/dl(혈당

1 0 0 m g / d l )였으나, 단백질은109 mg/dl로증가되어 있었

다. 뇌척수액에서 cytomegalovirus, Epstein-Barr

virus, herpes simplex virus에 대한 표지자검사는 음

성이었다. 내원 2일째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 모든 운

동신경의 종말 잠복기와 F -파의 연장이 있었다. 정중신

경과 비골신경에서 전도 차단이 있었고, 모든 운동 및 감

각신경에서 신경전도속도의감소를 보였다. 

신경전도검사, 뇌척수액소견과임상증상을 기준으로 길

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면역글로불린 정주( i n t r a-

venous immunoglobulin, IVIg)를 0.4 gm/kg/day의

용량으로 5일간 투여하였다. IVIg 치료 1일 후부터 양측

손발의 이상감각이, 3일 후에는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호

전되기 시작했다. 치료 6일 후에는 양측 상하지 근력은

MRC grade 4로 호전되었다. 치료 1 2일 후에는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양측 하지에 저린감은 치료

4주 후에완전히 사라졌다.

고 찰

본 증례는 장티푸스 발병 후에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

생한 드문 경우이다. 그 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원인균에

대한 연구나 보고가 부족하였고, 이처럼 장티푸스 후에

발병한 경우에 대한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

길랑-바레증후군에서자가면역기전을유발시키는원인

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충 등에 의한 감염, 폴리오바이

러스(poliovirus) 같은 약독화 생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

신, 유육종증, 임파종, 암, 자가면역질환, 임신, 수술, 척추

마취, 약물 등이 알려져 있다.1 - 4 이중 주된유발 원인은 선

행 감염으로 보는데 기침, 열감 및 오한, 복통, 구토 등 감

염을 시사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

하기 4주이내에 나타난다.3 특히, 발열은 길랑-바레 증후

군의 발병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감염과 유관했던 길

랑-바레 환자에서 상기도 질환이 44%, 위장관 질환이

21%, 그외에 열을동반하는 비특이적인질환이 1 9 %로 보

고된바 있다.3 선행감염원으로는Campylobacter jejuni

가 전체 감염원의 2 3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c y t o m e g a l o v i r u s가 두 번째로 흔하다.1 , 5 그 외에

Ebstein-Barr virus 등 의 herpes virus군 ,

Haemophilus influenzae, enterovirus, rotavirus,

Mycoplasma pneumoniae, hepatitis B 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Spirocheta, Yersinia

enterocolitica, Pasteurella tularensis, Listeria,

Brucella, Shigella, Legionella, 홍역, 수두, 볼거리의원

인바이러스등이 보고되었다.1 - 4 salmonella typhi는위장

관 질환을일으키는데, 길랑-바레증후군과관련하여구체

적으로보고된바는전세계적으로드물다.2 , 3 , 1 0

길랑-바레 증후군은 자가항체의 목표가 되는 자가항원

은 수초(myelin sheath)와 슈반세포(Schwann cell)로

알려져 있는데, 자가항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

지 않았다. 이들 자가항원과 선행 감염 원인인자와의 구

조적 유사성을 들어 발병기전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

다.1 , 6 - 8 예를 들어 Campylobacter jejuni의경우, 숙주의

신경조직에 있는 당지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지질다당류

( l i p o o l i g o s a c c h a r i d e )를 함유하고 있는데 감염시, 숙주

에서 Campylobacter jejuni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서

숙주의 신경조직에도 교차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다.1 , 6 - 8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신경병증 환자에서 지질다

당류와 다양한 당지질에 대한 항체반응이 강하게 나타난

다. 또한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에서 GM1 유사한항원결

정기( e p i t o p e )가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6 - 8 Salmonella typhi의 경우, 길랑-바

레 증후군과 관련하여 기전을 설명한 보고는 없었지만,

Salmonella typhi의 내독 소인 지질 다당 류가

Campylobacter jejuni의 지질다당류와 유사한 역할을

하거나, 감염된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세포호르몬

( c y t o k i n e s )이 자가면역기전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생각한다.

장티푸스는 Salmonella typhi나 S a l m o n e l l a

p a r a t y p i에 의해 발열과 복통이 나타나는 전신질환이다.

5 ~ 1 0월에 호발하며,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된다. Salmonella typhi의잠복

기는 3 ~ 2 1일로 3 8 . 8 ~ 4 0 . 5°C의 지속적인 발열이 특징이

며, 복통, 설사, 변비, 근육통,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

타날 수 있다.9 , 1 0 이 외에 장미발진, 간비대, 비장비대, 코

피, 서맥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경학적인 후유증으로

는 섬망, 의식저하, 경련, 뇌수막염, 뇌염, 횡단성척수염,

구음장애, 뇌신경마비, 파킨슨양 증상, 척수염, 신경근염,

감각운동신경병증등이나타날 수 있다.1 0

본 증례는 임상경과 및 혈액배양 검사를 통해

Salmonella typhi를 확진하였고, 임상증상 및 뇌척수액

검사와 신경생리검사를 통해 길랑-바레 증후군을 진단하

였다. 저자들은 장티푸스 발생 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

생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Salmonella typhi가 드물지

만 길랑-바레 증후군의 선행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보고

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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