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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mussen’’s Encephalitis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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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erein report a case of intractable epilepsy that occurred in a 7-year-old girl, which is
consistent with radiological and clinicopathological hallmarks of Rasmussen’s encephalitis.
The patient showed characteristic primary unilateral involvement with secondary bilateral
propagation. Microscopically, the cortical atrophy due to neuronal loss, intense GFAP-
immunoreactive astrogliosis, neuronophagia, perivascular lymphocytic infiltration and
microglial nodules was seen throughout the cortex and white matter. No viral inclusions were
noted; no cytomegalovirus, herpes simplex virus or Epstein-Barr virus was found by in situ
hybridization. Granular immunofluorescence for C4, C1q and IgG within the blood vessel
walls was noted, and ultrastructurally, only nonspecific vascular injury was found. Ras-
mussen’s encephalitis is a diagnosis of exclusion; it can be diagnosed by the combination of
clinical manifestation, neuroimaging and characteristic patholog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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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mussen 뇌염

- 1예 보고 -

Rasmussen 뇌염은 1958년 Theodore Rasmussen1 에 의해

처음 기술된 편측성의 진행성 간질 증후군이다. 주로 2세에서

10세 사이의 아기에 시작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 장애와

편측 부전마비, 정신 지체, 피질성 감각 소실, 편측 시야결손,

연하곤란 등을 보이는 질환이며, 뇌염의 다른 병인이 제외된 특

발성 뇌염이다. 이러한 임상 증상과 더불어 뇌생검 시 특징적인

병리소견을 보인다. 즉 신경세포탐식증(neuronophagia), 소교

세포결절(microglial nodules), 뇌피질 두께의 다양한 감소,

해면상 변화, 반응성 성상세포증, 경막림프구증, 혈관 주위 림프

구의 동심원상 배열 등이 그것이다.2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증례

는 현재까지 국내 문헌에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임상소견,

방사선과적 소견,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부분절제한 뇌조직의 병

리소견 및 면역화학, 면역형광, in situ 보합법, 전자현미경검사

등의 소견이 Rasmussen 뇌염의 특징에 합당한 1예를 보고한다.

증례보고

환자는 7세된 여아로 만삭 정상 분만 후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쳤으며 평소에 건강하 으나, 갑자기 우측 안면, 팔과 발의 근

간 성 발작인 연속성 부분간질(epilepsia partialis continua)이

시작되었다. 간질의 빈도는 평균 하루 10번이었고, 눈깜박임과

침흘림, 의식 소실이 동반되었고 항경련제로 조절되지 않았다.

약 1년 후 복합부분간질과 간혹 이차성 전신발작으로 진행되었

다. 간질이 발생하기 1개월 전 일본뇌염 백신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발열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 과거력상 주산기나 아기에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며 간질의 가족력이나 가족성 유전질환과

사성 질환의 소견은 없었다. 거 세포바이러스, 단순포진바이

러스, 홍역바이러스, 볼거리바이러스 혹은 HIV에 한 혈청 검

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단순포진바이러스의 중합연쇄반응검사상

약양성(1:2)을 보 다. 신경학적 검사상 빛반사와 심부건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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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상이었다. 간질 발작시 측정한 연속 뇌파검사상 좌측 두

정엽에 국한되어 서파와 간질 활성을 보이는 부분간질이 나타났

다. 간질억제제로 diphenyhydantoin (300 mg/day), pheno-

barbital (120 mg/day), carbamazepine (1,600 mg/day),

clonazepam (1 mg/day) 등의 투약과 solumedrol 및 pred-

nisone 고농도 치료를 하 지만 간질의 빈도는 줄지 않았다. 첫

발작 후 14개월 뒤 간질은 임상적으로는 여전히 우측에 국한되

어 나타났지만 반 뇌반구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었다. 그리

고 좌측 두정엽에 뇌자기공명 상 T1-weighted imaging에서

저신호, T2-weighted imaging에서 고신호가 관찰되는 피질위

축을 보 고 우측 피질에서도 일부 같은 신호를 보여 양측으로

피질위축이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Fig. 1). 뇌 핵양성자방출단

층촬 상 간질시 좌측 전두정엽에 고관류를 보여 진행성 임상

증상과 상 이미지상에 합당하 다. 진행성 난치성 간질의 치

료와 드물게 반 편 뇌 반구로 진행되는 간질병변의 파급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절제를 시행했다.

절제된 뇌 신선 조직으로부터 면역형광과 전자현미경용 조직

을 채취하 고,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

직을 만들었으며, 면역조직화학염색은 Epstein-Barr virus

(EBV)에 한 in situ 보합법을 시행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은 peroxidase-antiperoxidase방법으로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1:350, Dako, Glostrup, Denmark), CD68

(1:300, Dako), CD4 (1:20, Novocastra, Newcastle, U.K.),

CD8 (1:40, Novocastra), phosphorylated neurofilament

(NF; 1:200, Dako), 거 세포바이러스(1:40, Dako), 단순포

진바이러스(1:1,000, Dako), EBV (1:40, Dako) 단일항체로

염색하 다. EBV에 해 EBV-encoded RNAs (EBER;

Novocastra)로 in situ 보합법을 시행하 다. 전자현미경검사를

위해 1 mm3 크기의 조직을 2.5% 루탈알데히드 용액에 고정

시키고 통상적인 전자현미경염색법으로 염색한 후 투과전자현미

경(Hitachi 7100, 75 kv)으로 관찰 촬 하 다. 수술후 29일

이후로는 간질의 빈도가 평균 1일 1회 이하로 안정되었다. 그러

나 5개월 후 다시 간질이 증가되어 항간질제 투여로도 하루 평

균 7, 8회가 되었다. 수술후 36개월간의 추적 관찰 중 간질의 빈

도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양측성 복합간질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더 이상의 지능저하 또한 없었다. 환자 보호자의 거부로 더 이

상의 뇌자기공명 상촬 은 하지 않았다. 

병리 소견

광학현미경상 뇌의 회백질 제 2, 4, 5층에 걸쳐 신경세포의

소실과 반응성 성상세포증(Fig. 2)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고,

소교세포결절, 림프구의 혈관 주위 동심원상 배열, 림프구 침윤

이 회백질과 백질에 걸쳐 관찰되었다. 혈관 주위의 림프구 침윤

과 소교세포결절이 관찰되었고(Fig. 3), 피질내 신경세포의 탐

식과 소실(Fig. 4), 반응성 성상세포증, 모세혈관 증식은 부위

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GFAP에 미만성 강양성을 보이는 연막하신경교증, 핵주위

세포질에 NF의 비정상적 발현과 피질 신경세포 돌기의 두께가

증가되었다. 침윤된 소교세포는 CD68 항체에 양성이었고, 혈관

Fig. 1. T1-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a low
signal in the cortex of the left frontoparietal lobe and right insular
area.

Fig. 2. Marked astrogliosis is widespread in the cerebral cortex,
especially in the subpial layer, and white matter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immuno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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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과 소교세포결절에 침윤된 림프구는 부분이 CD8 양성인

T 림프구 다. 신경세포나 침윤된 염증세포에서 거 세포바이

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EBV가 면역화학염색 혹은 in situ 보

합법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면역형광검사상 뇌실질의 혈관벽내

C4, C1q, IgA에 한 비특이적 과립성 침착을 보 다(Fig. 5).

전자현미경검사상 혈관내피세포 주위의 기저판의 중첩이 관찰되

는 비특이적 혈관손상이 관찰되었고 전자 도성 침윤이나 바이

러스봉입체는 없었다.

보조적으로 시행한 면역염색, 면역형광, 전자현미경상 바이러

스성 뇌염이나 사성 질환은 배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측성 진

행성 부분간질의 임상 특징과 신경세포탐식과 소교세포결절의

특징적인 염증조직소견을 보이는 점에서 Rasmussen 뇌염에 합

당한 것으로 진단하 다.

고 찰

Rasmussen 뇌염은 원발성 난치성 간질의 드문 원인으로 갑

자기 시작되는 편측성 근간 성발작인 연속성부분간질과 특징적

인 병리 소견 즉 신경세포탐식증, 소교세포결절, 뇌피질 두께

의 다양한 감소 및 해면상 변화, 반응성 성상세포증, 경막림프구

증, 혈관 주위 림프구의 동심원상 배열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뇌염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드물며3 주로 소아에서 나타나 점차

진행된다.1 본 예의 경우 병이 진행됨에 따라 뇌파검사 및 상

이미지상 간질의 원발소가 반 편 반구로 전파되었지만 초기의

임상 및 생검의 병리 소견은 Rasmussen이 기술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뇌 반구의 한쪽에 국한된 뇌염이다. 약물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소아의 원발성 난치성 간질의 원인은 해마경화증, 

뇌피질이형성, 종양 등이 있다.4 구미에서는 드물게 Rasmussen

뇌염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 아직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증례

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Fig. 4. Microglial nodules are composed of cellular aggregates of
lymphocytes, microglial cells and astrocytes. Note neuronopha-
gia with degenerated neurons.

Fig. 3. Perivascular lymphocytic cuffing and scattered microglial
nodules are seen in the cerebral cortex.

Fig. 5. Immune deposits of C1q are demonstrated in the vessel
wall of brain parenchyma by immunofluorescenc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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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mussen 뇌염의 감별진단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감염

성 뇌염이 있다. 앞서 기술한 신경세포의 탐식과 소실, 소교세포

결절은 Rasmussen 뇌염 외에 신경세포의 파괴를 일으키는 바

이러스성 뇌염에서도 관찰되는 병리 소견이므로 임상경과를 반

드시 참조하여 감별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처럼 드물

게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증례가 보고되어 있다.2 단순포진바이

러스성 뇌염은 주간질 병소가 편측 피질에 국한되는 Ras-

mussen 뇌염과 달리 항상 병변이 양측성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

한 감별점이다. 이 뇌염은 미만성 백질 침범이 흔하여 혈청에서

단순포진바이러스 항체가 높은 역가를 보이거나 중합연쇄반응으

로 바이러스를 증명함으로써 감별할 수 있다.5

Rasmussen 뇌염의 원인에 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는데 크

게 바이러스 감염설, 체액 및 세포성 면역설, 유전설로 나뉜다.

초기에는 바이러스성 병인에 한 가설과 증거를 제시한 연구

등이 주로 있었다. 즉 환자의 간질 병소 뇌엽에 감염된 slow

virus에 의한다는 가설이 있기도 하 지만 증명하지 못하 고6,

Walter와 Renella7는 2예의 Rasmussen 뇌염 환자에서 뇌조직

에 침윤된 림프구와 뇌세포의 핵내 중심부에서 EBV를 in situ

보합법으로 증명하 으나 이런 병변이 병을 일으키는 원발성 소

견인지, 혹은 과거감염에 한 이차적인 반응인지를 밝힐 수 없

었다. 또한 거 세포바이러스와 단순포진바이러스를 중합연쇄반

응검사와 in situ 보합법으로 뇌조직내에서 확임함으로써 이들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5 한편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후 바이러스항원에 의해 세포내 Ca++과 pro-

tein kinase C의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발된 간질이 이차적으

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간질이 심해지는 악순

환이 지속된다는 거 세포바이러스 병인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여러 보고에도 불구하고8 이 가설을 반 하는 근거들이 제시되

고 있다. 그 이유는 활성 병변이 없고 바이러스봉입체가 발견되

지 않으며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고 소아기의 가장 흔한 감염

이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인 점으로 미루어,9 잠재성 거 세포

바이러스를 함유한 염증세포의 감염을 뜻하거나 혹은 소량의

EBV, 거 세포바이러스가 단독으로 직접 뇌염을 유발할 수 없

다는 점에서이다. 두번째 가설인 면역설은 바이러스 감염, 특히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Ras-

mussen 뇌염이 발병한다는 것으로 Grenier 등10에 의해 주장되

었다. 뇌염에 의한 간질의 빈도의 증가시 혈청내 glutamate

receptor GluR3에 한 자가항체의 역가가 증가하고, 뇌척수액

에서 IgG가 생성되며, 혈관벽에서 IgG, IgA, C3, C1q의 침착

을 면역형광으로 증명한 점 등은 체액면역설을 지지하는 소견이

다.11 포유류에서 glutamate 관련 아미노산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혈장교환을 하면 혈청 GluR3 자가항체의 수치가 저

하되고, 간질의 횟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점도 체액면역설

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다.12 이런 glutamate receptor GluR3의

수치의 증가와 함께 혈액-뇌장벽의 부분적인 파괴로 간질이 한

쪽뇌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

다.13 한편 본 증례에서와 같이 피질내에 CD4와 CD8에 양성인

T 림프구의 수가 B 림프구보다 상 적으로 많은 점과 T 세포

가 혈청에서보다 높게 뇌조직에서 발견되는 소견 등은, 세포독

성 CD8 양성인 T 세포에 의한 병인설을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서 체액성 면역뿐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관련된다는 주장이

다.14,15 이러한 결과로 손상을 받은 뇌조직과, 침윤된 염증세포

에서 방출된 효소와 cytokine이 손상 부위로 소교세포와 림프구

를 유도하여 소교세포결절을 형성한다는 점은 세포성 면역을 잘

설명해 준다. 드물게 형제간에 발병된 보고가 있어 상염색체 열

성 유전설의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다.16 그러나 관련된 HLA

항원은 보고된 바 없다.

Rasmussen 뇌염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는 병이다. 즉 병인에 해 다양한 가설이 있는 것처럼 임상

적, 뇌파, 방사선 소견 및 전자현미경 소견 역시 다른 여러 뇌염

과 중복되는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즉 Rasmussen 뇌염에서 보

이는 편측 피질에 국한된 임상소견과 뇌파 및 방사선학적 소견

상 피질 위축이 더 악화되는 것, 소교세포결절과 신경세포탐식

의 병리 소견은 단순포진바이러스 및 거 세포바이러스 뇌염에

서도 관찰되는 소견이다. 이런 바이러스 뇌염의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해서는 면역화학, 면역형광, in situ 보합법, 전자현미경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외의 뇌염을 유발하는

풍진, 볼거리, 홍역바이러스와 HIV뇌염 바이러스 감염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Rasmussen 뇌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Rasmussen 뇌염의 뇌파소견은 비특이적이며, 광범위한 측두

엽 중심의 서파와 간혹 편측화된 극파(lateralized spike)를 보

이거나 혹은 다수의 간질간 간질성 이상(multiple interictal

epileptiform abnormalities)이 나타나는 연속성 부분간질로 나

타난다. 본 증례처럼 드물게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반 측 뇌

반구로 간질파가 방출되는 점을 볼 수도 있다.3,17

Rasmussen 뇌염의 방사선소견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국소

성 또는 뇌 반구의 위축이며, 양성자방출단층촬 에서는 간질

간 시기(interictal period)에 광범위한 피질내 저관류를 보이고

병변이 가장 심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루코스의 사가 감소됨

을 볼 수 있다.18

Rasmussen 뇌염을 확진하기 위한 진단적인 전자현미경 소견

에 한 체계적인 보고는 없었으나, 박 등19의 12예의 Ras-

mussen 뇌염에 한 전자현미경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봉입

체처럼 보이는 물질이 신경세포에서, 전자 도성 물질의 침윤이

혈관내피세포의 기저막에서, 뇌혈관내피세포내 tubuloreticular

body를 각각 1예에서 관찰하 고 그 외 비특이적 혈관 손상만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소견은 비특이적 소견으로 전

자현미경 검사도 Rasmussen 뇌염의 병인의 규명과 확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드물게 성인에서도 Rasmussen 뇌염이 보고되어 있다.3,20-22

성인의 경우 간혹 양측성으로 진행되기도 하여 소아보다 예후가

더 나쁘며 이는 성인의 뇌가 소아에 비해 유연성이 감소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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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예에서 피질의 위축과 간질파가

반 편 뇌에서도 나타났는데, 양측성으로 진행한 것은 순수하게

Rasmussen 뇌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 예처럼

뇌 상소견이나 뇌파상으로는 양측성이면서 임상적으로는 한쪽

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등의 비 칭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실

제로는 과거에 보고된 Rasmussen 뇌염 중에서 양측성으로 진

행되는 예가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

각된다. 본 예처럼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요법이나 면역억제제로

간질치료를 한 경우에 Rasmussen 뇌염의 진행 양상을 바꾸어

양측성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15

Rasmussen 뇌염의 치료는 보존적인 내과적 치료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질 병소의 외과적 절제가 있다. 보존적 내과치료

로 항거 세포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 정맥내 면역 로불린

투입, 정맥 혹은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고 경련중첩증의 응급처치로 혈장교환이 많이 이용된다.23 수

술적 치료로는 남은 반 측 뇌로의 간질 병소의 전파를 막기

위한 뇌량절제술과,24 간질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뇌 반구절제술이 있다. 간질원발소가 기능적으로 중요한 피질일

때는 다수의 연막하 횡절단술(multiple subpial transection)을

시행하는 추세이며, 지능 저하를 막기 위해 조기 수술이 권장된

다.25

이와 같이 병인에 한 많은 논란과 비특이적인 상 소견,

비특이적 병리 소견 등을 보 지만, 환자의 임상 및 병리 소견

을 바탕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난치성 간질의 치료를 위해 반드

시 감별되어야 한다. 본 예는 진행성 편측성 복합부분간질 및

이차성 전신발작을 보인 소아의 특징적인 임상적, 방사선학적,

병리학적 소견 및 뇌조직에서 시행한 면역염색, 면역형광, in

situ 보합법, 전자현미경 검사 등 모든 검사결과가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Rasmussen 뇌염으

로 진단된 예이다. 따라서 난치성 간질의 원인 중 하나인 Ras-

mussen 뇌염 증례를 국내문헌상 처음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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