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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패닉 상태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 처

음 접하는 바이러스에 치료제도 백신도 없던 상태에서 전 의료진이 고군분투하여 이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아내고 백신도 개발되어 접종이 진행중에 있다. 호흡

기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나 상당수의 환자에서 신경계 침범 증상

이 보고되고 있고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서 신경정신증상이나 후각 저하 등 신경 결손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전에 유행했던 

코로나 19에서 나타나는 신경외과적 증상 
연구

김진경1, 박용숙2, 남궁원철1, 오선규1

1국립경찰병원 신경외과
2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A review of neurosurgical 
manifestations related to COVID-19
Jinkyung Kim, MD1, Yong-sook Park, MD2,  
Won Chul Namgung, MD1, Sunkyu Oh, MD1

1Department of Neurosurgery, National Police Hospital, Seoul, Korea
2Department of Neurosurge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Received: August 22, 2021       
Revised: September 15, 2021       
Accepted: September 19, 2021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ng-sook Park,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102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3, Korea
Tel: +82-2-6299-1611 
Fax: +82-2-821-8409 
E-mail: cuttage@ca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1152-6844

pISSN 1738-6217 • eISSN 2765-6608

J Korean Ster Func Neurosurg 2021;17(2):78-82
https://doi.org/10.52662/jksfn.2021.00101

Review Article

Humans have experienced several pandemics of infectious diseases in history; for 
instance, many deaths occurred due to smallpox, plague, and Spanish influenza. 
Unlike in the past, it is now possible to establish the causes of diseases medically, 
and many analytical and preventive methods have been developed. Humankind 
is striving to improve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 
resolve epidemic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millions of people have suffered from this viral disease. Although COVID-19 is 
primarily a respiratory infection, neurological symptoms have appeared in many 
patients. The symptoms and sequelae of nervous system invasion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CoV-2, the causative agent of COVID-19, must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dealt with. Although no studies have analyzed the ef-
fects of the Spanish influenza on the nervous system, research has been conduct-
ed on nervous system involvement in previous outbreaks of coronaviruses, in-
cluding SARS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The route of virus 
invasion, the mechanism of damage to the nervous system, the occurrence of 
symptoms, and sequelae have been studied. SARS-CoV-2 invades the nervous 
system in a similar way and causes symptoms. Several research papers on this top-
ic are review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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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urgical manifestations of COVID-19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 때 신경학적 증상과 합

병증, 후유증 등이 많이 알려졌으며[1], 중추신경계 증상 환자가 전

체 환자의 30–60%까지 보고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2-5], 바이러스 

감염 시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의 손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의 병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입원 치료 중이기는 하나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여 두통, 저림 

등의 경한 증상 이외에는 큰 신경계 이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그

래서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여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경

계 이상 소견을 나타낸 환자에 대해 신경계 침입경로, 임상 증상, 후

유증 등을 살펴보았다.

방법

2019년 12월 코로나 유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대

상으로 검색하여 고찰하였다. 본원의 경우 본과와 신경과에 의뢰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신경계 증상을 조사하였고 2021년 1월부터 7월

까지 두통 8명, 저림 증상 1명으로 나타났다. 모든 두통 환자는 경미

한 경우로 큰 신경학적 결손 소견은 없었고 통증 조절 약물 치료 후 

호전되었다. 저림을 호소한 환자의 경우 경미한 증상이기는 하였으

나 호전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19의 신경계침입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되고 2020년 봄에 중국과 다른 여러 나라

에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감염 후 처

음 호소하는 증상 중 후각과 미각의 저하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COVID-19 바이러스의 침범 경로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발견하였다[6-9]. COVID-19 바이러스는 이전 사스와 메르스 때와 

유사하게 중추신경계로 침범하며, 그 감염 경로는 여러 가지로 추정

된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COVID-19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 

(angiotension converting enzyme 2, ACE2)가 결합수용체

(docking receptor)로 작용하며 2형 막관통 세린 프로테아즈

(transmembrane protease serine 2)가 필요하다[10]. COVID-19

는 바이러스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에 부착할 수 있다. 이

를 이용해서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간다[11,12]. 2형 막관통 세린 프

로테아즈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이 단백질 분해를 진행하여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COVID-19는 cytokines, DAMPs (damage-associated mo-

lecular patterns), PAMPs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와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s)에 영향을 주어 염증

을 일으키고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열리게 만드며

[10], 열린 BBB를 통과하여 중추신경계로 침범한다. 직접적인 뇌신

경세포 감염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다. 

세포들 중에 외피뉴런(cortical neuron), 소교세포(microglia)에 대

한 감염 가능성은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뇌세포 중 다능성 줄

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에서 분화한 것이며, 도파민 뉴런 등

은 COVID-19 감염에 민감하다고 보는 연구는 있다[13]. 

또 다른 침범 방법으로는 혈행 감염(hematogenous infection) 

또는 신경세포를 역행성 루트(neuronal retrograde routes)로 이용

하여 후각과 미각세포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 감염시키는 경로, 창자 

신경 중 교감신경계 들신경(sympathetic afferent neurons of the 

enteric nervous system)을 이용한 경로 등이 있다[8,11,12,14]. 이

런 경로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19에서의 신경외과적 증상

신경계 증상에 관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주로 두통, 어지럼증 등

의 경한 증상만 있는 경우[1,2,5,15,16], 뇌졸중 같이 위험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17-19], 뇌염 등 감염의 진행이 보이는 경우

[5,20], 감염 이후 정신질환이 진단되는 경우[21,22], 혈전이 발생한 

경우[23], 치매, 파킨슨[24] 같은 질환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시기에 따라 증상이 나뉘기도 하였다. 감염 초기 1–2일에는 

후각 이상 등이 발생하고 1–2주 후에는 뇌혈관 관련 질환이 생기는 

것을 알아냈다[25]. 시기에 대한 것은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객관

화시키기는 어렵다.

중추신경계 병발

대규모 연구들의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2020년 8월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212개의 논문을 고찰 후 신경학적 증상 중 가장 

많은 것은 후각 장애(31.4%), 미각 장애(29.2%), 두통(20.2%), 어지

럼증이라고 하였다[26]. 2020년 6월까지 143개의 논문을 정리한 연

구에 의하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경

우 뇌증(encephalopathy)이 990건(60.7%)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외 비특이적 뇌졸중(unspecified stroke) 416명(25.5%), 허혈성 뇌

졸중(ischemic stroke) 159명(9.7%),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 40명(2.4%) 순이었다. 뇌증은 뇌의 병변이나 질병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뇌의 기능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신경정

신학적 장애 발생,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섬망, 구토, 오심을 다 

포함한다. 이런 뇌증은 영상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가역후백질뇌병증(reversible posterior leu-

koencephalopathy syndrome)이나 뇌파검사에서 미만성 또는 국

소서파 활성도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포함하여 언급하였다. 특별히 

발작이 발생한 경우도 346명이나 되었다[5]. 뇌졸중과 COVID-19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 32개 나라의 136개 센터 자료를 모아 1개 사

례라도 코로나 확진자 중 뇌졸중이 발생한 곳을 조사하니 17개의 나

라 71개 센터에서 뇌졸중 환자가 432명이 나왔다. 323명(74.8%)에

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91명(21.1%)에서 두개내 출혈, 18명

(4.2%)에서 뇌정맥(동) 혈전증이 생겼다[27]. 평균 연령은 허혈성 뇌

졸중은 67.2세, 두개내출혈은 63세인 데 비해 뇌정맥혈전증 환자는 

48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이면서 여성에게 잘 발생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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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살펴보면 17개 논문에서 7,919명의 환자 중 2,488명인 

31.4%에서 후각과 미각 기능이상을 나타냈다[26]. 후각 저하와 미각 

기능이상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내기 전에 미리 증상이 발현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야결손은 급성 뇌경색이 있던 경우 발생하였

고, 시신경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신경안과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는데 신경학적 증후군은 동반하고 있었으며 주로 밀러 휘셔 증후

군(Miller-Fisher syndrome),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또는 뇌염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 뇌신경마비 등을 나타

냈다[28]. 그 외에도 삼차신경통[29], 이명, 청력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후각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57%에서 삼차신

경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29]. 

발작 

코로나 감염은 안정적이었던 뇌전증 환자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30]. 뇌전증 환자의 경우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한 

연구에서 1,573명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더니 뇌전증 

환자군이 일반인에 비해 감염확률도 높고 사망률도 더 높게 측정되

었다[31]. 

코로나 확진 후 임상적 심한 호흡기 증상이 있던 환자에서 초점 발

작을 발생하는 경우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했으며 이 연구의 저자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증상이 심한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연속적 

뇌파전위기록(continuous electroencephalography)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2]. 

말초 신경계 병발 

말초신경계의 경우 길랑바레증후군이 22명(51.2%), 기타 뇌신경 

장애 12명(27.9%), 안면마비 5명(11.6%) 순이었다. 그 외에도 피라

미드바깥길장애(extrapyramidal disorder) 279명, 겉질 척수로 장

애(cotricospinal tract impairment) 61명, 실조(ataxia) 18명으

로 조사되었다[5]. 

최근 3명의 환자의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thy)의 

magnetic resonance neurography 소견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막염(synovitis), 근피신경의 부종과 두꺼워진 변화(thickening 

and oedema of the musculocutaneous nerve), 전반적 근육 부

종(diffuse muscle edema)을 나타냈다고 한다[33]. 이러한 경우들

은 COVID-19 감염 후 호흡기 증상을 앓았고 이후에 말초신경병증

이 생겼으며 이에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길랑바레증후

군, 임계 병 다발신경병증(critical-illness polyneuropathy,CIP)/

임계 병 근병증(critical-illness myopathy), 독성 신경병증(toxic 

neuropathy) 등이 원인일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33]. 코로나 환자

들 중에 호흡기 증상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다발성신경병증이 생겨 

상지의 근력저하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보고되고 있다[34].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초신경이상 중에는 mixed 

neuropathy (247명)가 가장 많았으며 pure sensory impairment 

(31명), paresthesia (30명), pure motor impairment (40명) 순이

었다. 이 논문에서 전체 환자를 비교하면 중추신경계 침범이 86.3%

로 말초신경계 침범인 13.7%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5]. 

정신 증상 

COVID-19 감염 시 증상을 나타내는 8,129명 중 4,981명이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s), 기분장애(mood disorders), 정신증(psy-

chosis), 불면증(insomnia) 등의 정신증상(psychiatric symptom)

을 나타냈다. 의식장애(consciousness impairment)가 416명, 섬

망(delirium)이 340명이었다[5,35]. 급성 COVID 19 감염 후 4주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후유증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두통, 근육통, 인

지기능 장애, 자율신경장애, 피로를 호소하는 일명 브레인 포그

(brain fog)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30-

40% 정도에서 나타났으며 이런 후유증이 남는 것은 면역조절장애 

수반, 미세혈관 혈전의 영향, 염증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36]. 급

성 바이러스 감염은 장기간의 염증과 기능이상으로 추후 각각의 개

인에게 신경변성질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37]. 6개월 

후에 정신질환,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분석 발표한 연구

[24]를 보면 뇌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인지 이로 인한 신경정신

과적 후유증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계속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의 경우에도 신경계 증상이 성인보다는 적은 빈도로 발생하였

다. 21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3,707명의 소아 코로나 확진 

환자 중 581명(약 16%)에서 두통과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42명(약 1%)의 환자에서 유효한 증상들, 즉 뇌병증(25명), 발작(12

명)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성인보다 발생 빈도나 증상이 경한 

것으로 대부분 알려지고 있어 다기관 염증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20].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겨난 것은 신경계 증상만이 아니다. 코

로나 유행 이후 신경외과분야의 변동 사항이 보고되고 있다. 6대륙 

37개 나라에서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aemorrhage) 입원 

환자 수가 코로나 전에 비해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동맥

류 파열 환자의 코일 시술 수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응급질환들 역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8]. 이는 응급실, 중

환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먼저 치료받게 되면서 생긴 일로 결론을 

내고 있다. 

결론

코로나 유행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신경계 

침범 경로, 증상, 예후, 후유증 등을 알게 되었고 의료진이 잘 대처하

고 있으나 신경계 손상이 영구적 후유증을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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