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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랭‐바레증후군의 사망률
Mortality in Guillain‐Barré syndrome

목적: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GBS)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빈도와 시기, 원인 그리고 위험인

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기존의 1개 관찰연구와 3개의 치료연구에 등록되었던 527명의 GBS 환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위험인자는 GBS 환자에서 사망자와 생존자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527명의 GBS 환자 중 15명(2.8%)의 환자가 6개월 이내의 추적관찰 기간 중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은 질환

의 경과 중 아주 다양한 시점에서 나타났고, 위약감(weakness)의 발생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의 중앙값은 

76일(사분위수 범위 23‐152일)이었다. 12개월로 추적관찰 기간을 연장하여 관찰한 환자 356명의 사망률은 3.9%

였다. 3명의 환자(20%)만 급성 진행기에 사망하였고, 2명의 환자(13%)는 안정기에 사망하였다. 10명(67%)은 신경

학적 증상이 개선된 후 회복기에 사망하였고,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기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11명(73%)의 환자가 질환의 경과 중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ICU)에 입원하였지만, 7명(47%)만 집중치료

실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의 위험인자는 나이(p＜0.001), 등록 당시 위약감의 중증도(p=0.02), 기계환기(p＜0.001), 

위약감의 발생시점부터 등록의 지연(p=0.035), 그리고 장애가 가장 심한 시점까지 이르는 시간(p=0.039)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GBS 후 사망은 노인에서, 그리고 심각하게 침범된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특히 회복기에 발생하였다. 

위험 요인이 높은 GBS 환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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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랭-바레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다발신경근병증으로 사망률은 3%에서 13%로 보고되었다.1-6 GBS에
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호흡부전, 폐렴, 심정지와 자율신경계 기능장애이다.2,3,5 기존 연구들도 나이, 질병

의 중증도를 포함한 GBS의 여러 치명적인 위험인자를 확인하였지만, 대부분의 임상 사망률 연구는 특정한 

환자군에 초점을 두거나 혈장교환술(plasma exchange)과 IV 면역글로불린(IV immunoglobulin, IVIg)을 투

여하기 전에 수행되었다.1-6 이 연구에서 우리는 명확한 GBS 환자로 구성된 대규모 코호트에서 현 시점의 

사망률과 사망 시기, 상황, 원인과 위험인자에 대해 확인하였다.

방    법 

환자

1986년부터 2008년까지
7-9 3개의 치료연구(n=393)와 1개의 관찰연구(n=134)에 포함된 환자이며 GBS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527명 환자의 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치료연구에서 환자들은 위약

감이 발생한 후 2주 이내에 등록하였고 10 m를 도움 없이 보행할 수 없었다. 관찰연구에는 경미한 형태나 

변이 형태의 GBS 환자도 포함되었다. 6세 이하의 어린 환자나 중증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연구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모든 환자를 6개월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표준화된 시기에 조사하였고, 356명의 환자는 추가

로 12개월 시점에서 평가하였다. 

자료수집과 결과

사망률은 6개월과 12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망 원인과 상황은 첫 6개월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나이, 성별, 선행된 감염, 신경학적 결손, 신경생리,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의 합계점수, GBS 장애점수, 임상경과, 치료와 예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10 퇴원기

록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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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IBM SPSS Statistics, 
Armonk, 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앙값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고, 
Fisher exact test 또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비율을 비

교하였다. 양측 검정에서는 p value<0.05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결   과

GBS 환자 527명의 코호트에서 15명(2.8%)의 환

자가 진단 후 6개월 내에 사망하였다(Table 1, fig-

ure). 1년간 추적 관찰한 하위그룹에서, 356명 중 14
명(3.9%)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사망률은, 1번이라

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

다: 147명 중 11명(7.5%)과 380명 중 4명(1.1%)을 

비교하였다(p<0.001). ICU (n=7)에서 환자가 주로 

사망하였지만 일반병실(n=7)이나 재활센터(n=1)에
서도 사망하였다. 위약감이 발생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시간은 매우 다양하였고, 중앙값은 76
일(사분위수 범위 23~152일)이었다. 10명의 환자

(67%)는 초기 신경학적 증상의 개선 후 회복기에 

사망하였고, 3명의 환자(20%)만이 급성 진행기

(acute progressive phase)에 사망하였다. 치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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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기 전에 사망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

자가 치료를 받았다. 1986년부터 2008년 사이의 사

망률에 어떤 경향성은 없었다. 
환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Table 1, 

Figure).
1. 호흡기 합병증(n=5). 1명의 환자는 심각한 호

흡기 합병증 이후 사망하였고 4명의 환자는 폐렴이 

발생한 뒤 사망하였고, 그 중 3명은 패혈증이 동반

되어 있었다. 3명의 환자는 ICU에서 기계환기 중 

사망하였다. 11번 환자와 13번 환자는 신경학적 증

상이 호전되어 재활센터로 퇴원하였으나 발열 때

문에 5주 뒤에 재입원하였다. 2명 모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심혈관계 또는 자율신경계 합병증(n=7). 2명

의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1명의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망하였으며 1명은 IVIg를 투여한 둘째날 사망하

였다. 다른 2명의 환자는 심각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 중증 고혈압이 있던 환자는 지

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른 환자는 중증 저산

소허혈뇌병증이 발생한 후 사망하였다. 
3명의 환자(8, 9 그리고 10번 환자)는 회복기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9번 환자는 병동

에서 재활센터로 전원된 후 3주 만에 사망하였다. 
1명의 환자는 급성기에 첫 심정지가 발생하여 소생

술을 시행하였고 기관 캐뉼라(cannula)를 한 상태

로 ICU에서 전동된 후 9일째 사망하였다. 부정맥

의 병력이 있던 1명의 환자는 ICU에서 병동으로 

옮긴 후 3일 뒤에 사망하였는데, 이 환자 역시 기관 

캐뉼라를 유지하고 있었다. 
3. 기타 원인들(n=3). 12번 환자는 관상동맥우회

술을 받은 후 진균감염(Torulopsis glabrata)이 발생하

였고 IVIg와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종류의 진균에 의한 심내막

염이 발생하고, 뒤이어 뇌졸중이 발생하였다. 6번 

환자는 같은 치료를 받았으며 30일 후에 위장관출

혈, 다발성 감염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14
번 환자는 IVIg를 투여하고 급격한 회복을 보였으

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생하였고 뒤이어 뇌출

혈이 발생하였다.
15개의 치명적인 경우와 512개의 치명적이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여 치명률(case fatality)의 여러 위

험인자를 확인하였다(Table 2). 사망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은 나이가 많은 것과 연구등록 시 더 심

한 위약감(의학연구위원회 합계점수로 정의한), 기
계 환기, 그리고 위약감이 발생한 후 치료시점까지, 
또한 환자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이 오래 걸린 것과 연관이 있었다. 치명률은 성별

이나 선행된 감염, 등록 시 GBS 장애점수, 뇌신경 

또는 감각장애, 전기생리학적 아형, 말단 척골 또는 

복합근육활동 전위 전압, 또는 치료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명의 ICU 생존자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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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그룹과 비교하면, 치명적인 경우에서 나이가 

더 많았고(p=0.001), 증상 발생부터 등록시점까지

(p=0.001)와 증상 발생부터 치료를 받기까지

(p=0.007)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 

고   찰

이 연구에서 확인된 첫 6개월 2.8%와 첫 1년 

3.9%의 비교적 낮은 사망률은 많은 환자가 IVIg 
또는 혈장교환술(96%)로 치료 받았고, 많은 환자

에서 ICU 치료(72%)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망률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치료가 도입

되기 전에 이루어졌거나2,3 ICU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본 연구보다는 사망률이 높았을 것으

로 여겨진다.1,2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중증의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배제한 것과 비교적 짧은 관찰기간 때문일 

수 있다. 최근 미국 병원에서의 통계도 2.6%의 낮

은 원내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다.6 
급성 진행기에서 환자들은 심혈관계 또는 자율

신경계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GBS 사망 환

자의 2/3는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된 후 회복기에 

사망하였다. 이 환자들은 주로 호흡기 감염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합병증

들은 초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좋지 못한 

임상 상태나 기관 캐뉼라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촉발되었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회복기에 

사망한 몇몇 환자들은 ICU에서 집중관찰 시설이 

적은 일반병실로 이동한 후 곧 사망했다는 것이다. 
1명만 치료를 시작한 후 곧 사망하였다. 우리는 아

래와 같은 사망에 관계된 위험인자를 확인하였다: 
고령, 등록 시 더 중증의 위약감, 그리고 기계환기

이다. 이 위험 요인들은 이전의 연구들과 같은 결

과를 보이고,1,2,4,5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기능 회복

과 연관되어 있었다.10 사망률과 관계된 추가적인 

위험 인자는 동반 질환의 존재이다.1,2 이 연구에서 

사망한 11명(73%)의 환자는 호흡기나 심장질환 병

력이 있었다. 또한 GBS의 사망률은 위약감이 발생

한 뒤 등록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지연된 것과 연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GBS의 사망률은 호흡

기와 자율신경 기능이상을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

고,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며 심혈관계 위

험 요인이 동반된 환자는 치료 시 더 주의를 기울

이며 ICU에서 이동할 때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시

설을 이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UTHOR CONTRIBUTIONS
B. van den Berg: conceptualization of the study, analysis and in-
terpretation of the data, and drafting and revising the manuscript. 
C. Bunschoten: conceptualization of the study, analysis and in-
terpretation of the data, and drafting the manuscript. Prof. P.A. 
van Doorn: interpretation of the data and revising the manuscript. 
Dr. B.C. Jacobs: design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study, anal-
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drafting and revising the 
manuscript.

STUDY FUNDING
No targeted funding reported.

DISCLOSURE
B. van den Berg and C. Bunschoten report no disclosures. P.A. 
van Doorn receives research support from the Dutch Prinses 
Beatrix Fonds, the GBS-CIDP Foundation International, and 
Baxter Biopharmaceutics. B.C. Jacobs receives research support 
from the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 Erasmus MC, Prinses Beatrix Fonds, and GBS- 
CIDP Foundation International, and travel support from Baxter 
Biopharmaceutics. Go to Neurology.org for full disclosures.



Neurology 한국어판 Vol. 7 No. 3 7

Received October 24, 2012. Accepted in final form January 28, 2013.

REFERENCES
  1. Dhar R, Stitt L, Hahn AF. The morbidity and outcome of 

patients with Guillain-Barré syndrome admitted to the in-
tensive care unit. J Neurol Sci 2008;264:121–128.

  2. Lawn ND, Wijdicks FM. Fatal Guillain-Barré syndrome. 
Neurology 1999;52:635–638.

  3. Winer JB, Hughes RAC, Osmond C. A prospective study 
of acute idiopathic neuropathy. I. Clinical features and their 
prognostic valu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88;51: 
605–612.

  4. Plasma Exchange/Sandoglobulin Guillain-Barré Syndrome 
Trial Group. Randomised trial of plasma exchange, intra-
venous immunoglobulin, and combined treatments in 
Guillain-Barré syndrome. Lancet 1997;349:225–230.

  5. Italian Guillain-Barré Study Group. The prognosis and 
main prognostic indicators of Guillain-Barré syndrome: a 
multicentre prospective study of 297 patients. Brain 1996; 
119:2053–2061.

  6. Alshekhlee A, Hussain Z, Sultan B, Katirji B. Guillain-Barré 
syndrome: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in US hospitals. 
Neurology 2008;70:1608–1613.

  7. Ruts L, Drenthen J, Jacobs BC, van Doorn PA; On behalf of 
the Dutch Guillain-Barré Study Group. Distinguishing 
acute-onset CIDP from fluctuating Guillain-Barré syn-
drome: a prospective study. Neurology 2010;74:1680–1686.

  8. van der Meché FGA, Schmitz PIM. Dutch Guillain-Barré 
Study Group.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intravenous 
immune globulin and plasma exchange in Guillain-Barré 
syndrome. N Engl J Med 1992;326:1123–1129.

  9. van Koningsveld R, Schmitz PIM, van der Meché FGA, 
Visser LH, Meulstee J, van Doorn PA; Dutch Guillain- 
Barré Study Group. Effect of methylprednisolone when 
added to standard treatment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for Guillain-Barré syndrome: randomised trial. Lancet 2004; 
363:192–196.

10. van Koningsveld R, Steyerberg EW, Hughes RAC, Swan 
AV, van Doorn PA, Jacobs BC. A clinical prognostic scor-
ing system for Guillain-Barré syndrome. Lancet Neurol 
2007;6:589–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