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Group B Streptococcus (GBS) commonly causes neonatal meningitis and sepsis. In 

infants with late-onset meningitis, fever, irritability or lethargy or both, poor feeding, 

and tachypnea are common initial signs. Major neurologic sequelae are observed in 

29% of children, the most serious including global or profound mental retardation, 

spastic quadriplegia, cortical blindness, deafness, uncontrolled seizures, hydroce-

pha lus, and hypothalamic dysfunction. We report a 14-day-old full-term female 

infant who presented with grunting and irritability to the emergency room and was 

diagnosed with GBS meningitis subsequently complicated with central diabetes 

insipidus and secondary hypopituitarism. Central diabetes insipidus should be 

ruled out in infants with complicated GBS menin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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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GBS)은 신생아 수막염과 패혈증의 주요 원인균으

로 알려져 있다
1,2)

. 국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가 신생아 패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GBS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3)
, 최근 연구에

서는 GBS가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한 세균성 수막염의 47.6%를 차지하는 가장 흔

한 원인균이라고 보고되었다
4)
. 

GBS 수막염은 생후 1주 이내에 발생하는 조발형(early-onset)과 생후 1주 이후 발생하는 

지발형(late-onset)으로 나누어 지는데, 지발형에서 뇌수막염이 흔히 동반되고 지발형(late-

onset) GBS 수막염의 초기 징후는 발열, 보챔, 기면, 수유곤란, 빈호흡 등이 있다. GBS 수막

염의 사망률은 약 20-30%에 이르며, 주요 신경학적 후유증은 약 29%의 환자에서 관찰되는

데, 정신지체, 강직성 사지마비, 피질맹, 난청, 조절되지 않는 발작, 수두증, 시상하부 기능이상 

등을 포함한다
5-7)

. 국내의 연구에서도 GBS 수막염 환자의 57.1%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

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8)
. 본 저자들은 생후 14일에 그렁거림과 과민성을 보이며 본원 응급실

에 내원하여 중추성 요붕증과 이차성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동반된 GBS 수막염으로 진단된 1

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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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환자는 재태기간 39주 5일에 체중 3.96 kg (90퍼센타일 이상), 

키 55 cm (90퍼센타일 이상),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첫째 아기이

며 혼합 수유 중인 생후 14일 된 여아로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중 1시간 전부터 그렁거림과 보챔을 보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

였다. 산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외에 특이병력 없으며 산전검

사상 특이소견 없었다. 조기양막파수 없었으며 산모의 GBS 검

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내원시 38℃의 열과 분당 200회의 빈맥

을 보였으며, 호흡수 58회/분, 혈압 79/46 mmHg 로 측정되었다. 

Chest posterior-anterior (PA)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다. 천

문 팽창은 없었고, 초기 시행한 혈액검사는 백혈구 7,540/mm
3
, 

neutrophil 49%, 혈소판 575,000/μL, 혈색소 13.7 g/dL, 헤마토

크리트 38.3%, C-reactive protein (CRP) 0.03 mg/dL로 정상 

소견이었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척수액은 혼탁했고, 백혈구 

2,400/mm
3
, 중성구 89%, 단백질 821 mg/dL, 당 37 mg/dL (혈

당 181 mg/dL)였다.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 하에 경험적 항생제인 

Vancomycin과 Cefotaxime을 투여하였다. 뇌척수액과 혈액배양 

검사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 (Group B)가 확인되었고, 항

생제 감수성 결과는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 같은 날 시행한 소

변배양 검사에서는 균이 자라지 않았다.

입원 2일째 39.7℃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CRP는 20.8 mg/dL로 

상승했고, 왼쪽 팔에 강직성 간대경련이 발생했다. Phenobarbital 

20 mg/kg 부하용량(loading dose) 투여 후 5 mg/kg의 유지용량

(maintenance dose)으로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였고,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양팔과 다리의 강직 간대성(tonic-clonic) 양상의 

경련을 보여 Phenytoin 20 mg/kg 부하용량 투여 후 12시간 간격

의 5 mg/kg의 유지용량을 추가하였다. 뇌파 검사에서 C4, C3, T3

에서 극파와 예파(frequent spike or sharp wave discharge)가 

관찰되었다(Figure 1). 뇌 초음파에서 전체 대뇌반구의 고에코성 

병변(hyperechoic lesions)이 보였고 이것은 뇌염(encephalitis) 

또는 출혈성 경색(hemorrhagic infarction)을 시사하며 양쪽 전

두엽과 두정엽에 뚜렷했다. 양쪽 뇌실은 뇌 중심선 이동(midline 

shifting) 없이 약간 눌려(compress) 있고, 소뇌와 기저핵은 영향

을 받지 않았다(Figure 2).

입원 4일째 추적 검사한 뇌척수액에서 백혈구 9,920/mm
3
, 중성

구 84%, 단백질 319 mg/dL, 당 12 mg/dL (혈당 83 mg/dL) 이었

고, 배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입원 7일째 중추성 요붕증을 의심할 수 있는 다뇨(9 cc/kg/hr)

가 나타났고, 이는 이전 3-4 cc/kg/hr의 소변량에 비해 증가한 양

상이었다. 또한 고나트륨혈증(162 mEq/L)을 보였고 소변의 삼투

Figure 1. Electroencephalogram (EEG) shows diffusely sup-
pressed background activity and frequent spike or sharp wave 
discharges from C4, C3, or T3.

Figure 2. Ultrasonography findings. The echotexture of the entire cerebral hemisphere appear to be 
heterogeneous with multifocal area of hypoechoic and hyperechoic lesions. The hyperechoic lesions 
indicating hemorrhage is more prominent at the both frontal and parietal l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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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112 mOsm/kg)과 비중(1.005)이 감소하였다. Desmopressin 

(Minirin) 0.2-0.4 μg을 정맥으로 투여하며 소변량과 혈장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였다.

입원 15일째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50/mm
3
, 중성

구 63%, 단백질 251 mg/dL, 당 27 mg/dL (혈당 101 mg/dL) 이었

고, 배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Vancomycin은 21일간 투여하

였고, Cefotaxime은 그 후로 21일 더 사용하여 총 42일간 투여하

였다. 

입원 21일째에 시행한 뇌 MRI검사에서 양측 뇌실확장과 뇌실질

의 국소 출혈, 뇌연화증 및 양쪽 대뇌피질과 백질을 포함하는 대

뇌반구의 광범위한 뇌수막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Figure 3) 머리

둘레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입원 22일째 시행한 청각유발전위

검사에서 오른쪽 귀에서 90, 80, 70 dB에서 자극시 약간 감쇄된 

파형이 나타났으나, 입원 49일째 재시행한 청각유발전위검사에서

는 양쪽 귀에서 모두 정상 범위의 파형을 보였다.

입원 3일째에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T3 110.2 ng/dL (100-

300 ng/dL), TSH 13.70 uIU/mL (1.7-9.1 uIU/mL), fT4 1.73 ng/

dL (0.9-2.2 ng/dL) 으로 TSH 값만 상승되어 있어 일과성 갑상

선 기능저하증과의 감별을 위하여 1개월 후 추적 검사를 시행하

였다. 출생 병원에서 시행한 신생아 대사이상 선별검사(neonatal 

screening test) 58종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입원 38일째에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T3 101.1 ng/dL (100-300 ng/dL), TSH 

10.36 uIU/mL (1.7-9.1 uIU/mL), fT4 0.57 ng/dL (0.9-2.2 ng/dL)

로 이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진단되었다. 세균성 수막염 이

후 중추성 요붕증, 이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동반되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 조절 호르몬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검

사를 시행하였고 Cortisol 0.1 μg/dL (2.8-23 ug/dL), 오전 8시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3.3 pg/mL (10-60 pg/

mL)로 이차성 부신기능부전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이후 더 이상의 경련을 보이지 않아 Phenobarbital과 

Phenytoin을 감량하여 중단하고 Levetiracetam (Keppra) 100 

mg 하루 두번으로 약제를 변경하였고, Desmopressin (Minirin) 

0.01-0.02 μg으로 감량하였다. 또한 이차성 뇌하수체 기능저하 조

절을 위해 Levothyroxine (Synthyroid), Hydrocortisone을 복용 

중이다. 퇴원 이후 생후 5개월에 하루 7-10회, 1분 내외의 근간대

성 경련을 보여 영아 연축 진단하 Vigabatrin 40 mg/kg/day 투여

를 시작했으며, 목 가누기와 눈맞춤이 월령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

고 왼쪽 팔의 근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었다. 현재 생후 16개월로 재

활치료를 받으며 외래에서 추적관찰중이다. 

고찰

GBS 수막염은 조발형(early-onset)과 지발형(late-onset)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조발형 GBS 수막염은 북미에서 분만 중 항

생제 예방요법(intrapartum antibiotics prophylaxis, IAP)을 시

행한 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발형 GBS 수막염은 발생 

빈도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되고 있다
1,9,10)

.

GBS 수막염의 주요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강직성 사

지마비, 피질맹, 난청, 조절되지 않는 발작, 수두증, 시상하부 기능

이상 등이 있고, GBS 수막염으로 진단받고 생존한 38명 중 29%

의 환자(11명)에서 주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Figure 3. Magnetic resonance images. (A) Axial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at the both cerebral hemisphere and mild widening of 
the subarachnoid spaces. (B) Axial gradient echo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focal 
variable sized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indicative of associated with patchy parenchymal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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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농도 검사를 시행하고 호르몬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해야 한

다. 또한 임상의는 단기간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부족, 체중 변화, 

체온 조절 이상과 같은 이차성 뇌하수체 기능저하에 대해서도 항

상 인지하고 의심하여 다른 호르몬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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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 Wald 등

6)
은 GBS 수막염이 진단된 74명 중 12%의 환자(9

명)에서 강직성 사지마비, 정신지체, 난청, 피질맹 등 주요 신경학

적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이상은 세균성 수막염의 드문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5,11)

, 중추성 요붕증은 대뇌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의 손상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이 부적절하게 감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중추성 요붕증은 1-desamino-8-D-

arginine vasopressin (DDAVP)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2)
. 

Pai 등
11)

은 지발형 GBS 수막염으로 입원하여, 9일째부터 중추

성 요붕증 및 저체온증, 이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차성 부신

기능부전 등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 저하가 나타난 환자에 대

하여 보고하였다. 본 환자에서도 입원 7일째에 다뇨와 고나트륨혈

증을 보였으나, 저체온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Cohen 등
13)

은 지발형 GBS 수막염으로 입원 뒤, 2일이 경과된 

후 중추성 요붕증 및 이차성 부신기능부전 등의 시상하부-뇌하

수체 기능 저하가 동반되고,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에서 경막하삼출 및 뇌기저핵의 허혈 소견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이 환자는 2년 후 시각 장애, 불안정한 체온, 

지속적인 중추성 요붕증과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보였고 갑상

선 기능 이상, 성장호르몬 결핍을 동반하여 호르몬 치료를 하며 성

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 본 환자도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 및 

내분비 기능 이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MacGilvray와 Billow
14)

는 지발형 GBS 수막염으로 입원 뒤, 36

시간 경과 후 중추성 요붕증이 동반되고 뇌 MRI검사에서 뇌경색

의 소견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본 환자는 지발형 

GBS 수막염으로 입원 뒤, 7일이 경과된 후 다뇨 및 고나트륨혈증

이 나타나 중추성 요붕증이 진단되었고, 38일째에는 이차성 갑상

선 기능 저하증과 및 이차성 부신기능부전으로 시상하부-뇌하수

체 기능저하를 나타냈고, MRI검사에서 뇌실질출혈, 뇌연화증 등

의 소견이 있었다.

Ferreira 등
15)

은 지발형 GBS 수막염으로 입원하여, 2일째부터 

다뇨와 나트륨 농도 이상을 보여 중추성 요붕증 진단 하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 이상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

행하여 부신 기능부전과 갑상선 기능저하가 진단된 환자에 대해

서 보고하였다. 본 환자에서는 입원 3일째 중추성 요붕증을 의심

할만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일과성 갑상선 기능저하와 감별이 어려웠고, 1개월이 지나 재시행

한 검사에서 이차성 갑상선 기능저하를 진단할 수 있었다.

복합성 GBS 수막염 환자에서 다뇨와 나트륨 농도 이상을 보일 

경우 중추성 요붕증을 의심하여 소변검사와 혈장 전해질 및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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