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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spergillos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from sinonasal origin is rare in immunocompetent hosts. Due to the 
rarity of the cases in immunocompetent hosts, only few cases are repor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But, some 
cases reported diversity of clinical presentations in immunocompetent hosts. Aspergillos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from sinonasal origin, bony invasion with only orbit or cranial base was more common than intracerebral 
aspergillosis in immunocompetent hosts. In this type of disease, although maxillary sinus is more commonly 
involved, sphenoid sinus and clivus are unusual sites for aspergillosis of central nervous system. Because of the 
anatomical position of sphenoid sinus, it is associated with poor prognosis with intracranial extension. We 
reported a case of the aspergillosis of central nervous system involving clivus in the immunocompetent host who 
was misdiagnosed as metastatic tumor or plasmacytoma due to the unusual location and hos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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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스페르질루스증(asperg i l los is)은 면역기능 
저하자에게서 칸디다 감염증(candidiasis)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기회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1]. 두부에서 발생하는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invasive aspergillosis)은 주로 
접형동에서 기시하여 안와 내 혹은 중추 신경계로 
파급될 수 있고 안와 내 혹은 중추 신경계로 파급될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2]. 
중추 신경계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드물게 발생 가능하며 면역 
저하자와 비교하여 임상 양상이나 예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혈행성으로 중추 신경계로 
파급되는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보다 접형동에서 
기시하여 머리뼈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하고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에 저자들은 면역 저하의 증거가 없는 남자에게서 
발생한 중추 신경계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남자, 74세 
주 소: 1개월 전부터 지속된 우측 이통
현병력: 외상 과거력이나 소음에 노출된 적 없이 

내원 1개월 전부터 서서히 우측 이통이 있어서 본원 
내원하였다. 

과거력 :  7년 전 안정형 협심증 진단받은 후 
약물복용 중이었다.

사회력: 비음주자였고, 비흡연자였다.
진찰 소견: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20/70 

mmHg, 맥박수 78회, 호흡수 18회, 체온 36.8。C 
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다. 신체 검사 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우측 이통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이 없었다. 

검사실 소견: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4,650 /ul 
(호중구 67%), 혈색소 12.9 gm/dL, 헤마토크리트 
38.4%, 혈소판 260,000/mm3이었고 프로트롬빈 시간 

10.8초,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26.7초이었으며 
간기능 검사 및 신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하였고 경사대(clivus)에 
18 × 14 × 17 mm 크기의 용골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Fig. 1). 악성 종양의 뼈 전이나 형질세포 종양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말안장 자기공명영상(Sella 
magnetic resonance image)을 시행하였다. 중앙의 
영상 신호 소실과 주위의 고 신호 강도를 보이는 병변이 
있어서 역시 악성 종양의 뼈 전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Fig. 2).

조직 생검: 정맥 전신마취 하에 경접형동 접근법 
(transsphenoidal approach)을 시도하였으나 환자는 
접형동의 발달이 미숙하여 개구부가 보이지 않아서 
드릴을 사용하여 3 m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접형동 
개구술 시행하였고 접형동 내강의 어두운 노란색의 
종괴들을 제거하였다(Fig. 3). 

병리 검사 소견: 병리학적으로 육안 소견에서 총 
6개의 짙은 노란색 종괴로 병변이 관찰되었다.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에서 중성구와 
림프구 등의 염증세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균사 
덩어리가 확인되었고 Gomori Methenamine Silver 
(GMS) 염색에서 격막이 있는 예각의 균사가 발견되어 
아스페르질루스증을 진단하였다(Fig. 4).

치료 및 경과: 환자는 조직 생검 이후 3일 째 
별다른 부작용 없이 퇴원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 
침습성 두부의 아스페르질루스증으로 진단 된 후 
voriconazole 400 mg/day로 치료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아스페르질루스 종(Aspergillus spices)은 유격 
균사(septate hyphae)를 가지고 있는 사상형 (mold) 
진균으로 호흡기도 및 자연 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진균의 일종이고 포자의 상태로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유입되어, 숙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아스페르질루스증(Aspergillosis)은 환자의 기저 
질환 및 면역 저하의 정도에 따라 알레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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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페르질루스증, 아스페르질루스 종,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4].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조혈모세포 이식, 고형 
장 기  이 식 ,  지 속 된  호 중 구  감 소 증 ,  장 기 간 의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면역 저하의 유형과 기저 질환 

및 발생 위치에 따라서 호흡기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 
만성 괴사성 아스페르질루스증, 파종성 아스페르질루스증, 
아 스 페 르 질 루 스  부 비 동 염 ,  중 추 신 경 계  침 습 성 
아스페르질루스증, 아스페르질루스 안와염 등의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5]. 

Fig. 1.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Temporal bone CT). There is an about 18×14×17 mm sized 
osteolytic mass in the clivus.  The superior and posterior bony walls of the mass are destroyed and the soft tissue 
mass is in direct contact with intracranial structures.  Possibility of bone metastasis, plasmacytoma, or chordoma 
cannot be excluded.

Fig. 2.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There is an about 18×14×17 mm sized osteolytic mass in the 
clivus. The mass has high signal in T1 weighted MRI, and low signal in T2 weighted MRI.  Chordoma can be 
excluded, because in T1 weighted MRI, chordoma has low signal, and in T2 weighted MRI, high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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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주로 부비동에서 비롯되며, 해부학적 연관성에 따라 

뇌 실질 내 아스페르질루스증, 경막 외 아스페르질루스증, 
안와 및 뇌 기저부의 머리뼈를 침범하는 아스페르 

Fig. 3. Six dark yellow masses were collected from sphenoid sinus.

Fig. 4. The fungal ball (asterisk) is consists of narrow fungal hyphae  and surrounded by inflammatory cells 
including neutrophils and  lymphocytes. (H&E stain, × 200) The fungal hyphae are regularly thin and show septa 
and acute angle branching (arrows) (GMS stain, × 2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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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루스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6].
뇌실질 내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부비동과 인접하지 

않더라도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면역이 
저하된 경우에 잘 발생하여 중추 신경계를 침범하는 
아스페르질루스증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쁘다. 경막 
외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부비동에서 시작하여 안와 
신경 등을 통하여 경막 외까지 아스페르질루스증이 구조적 
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며, 안와 및 뇌 기저부의 뼈를 
침범하는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면역 정상인에서 
호발하며 뇌 실질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중추신경 
계를 침범하는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다[6].

면역 정상인에서 중추 신경계의 침습성 아스페르질 
루스증의 위험 인자로는 당뇨, 만성 중이염, 이전의 
두경부 수술의 과거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보고에서도 당뇨, 두경부 수술 이후 발생한 경우, 만성 
중이염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으며 발생 위치는 
안와 및 뇌 기저부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상악동, 뇌 
실질을 침범하여 농양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7-10].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대부분 예후가 불량 
하 며 ,  특 히  중 추  신 경 계 를  침 범 하 는  경 우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처럼 중추 
신경계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의 임상 양상은 
전형적이지 않고 영상 소견은 면역 저하의 정도, 
감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면역 
저하자에서는 캡슐에 쌓여 있는 종괴와 주변의 소량의 
뇌부종으로 나타나고, 면역 정상인에서는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중금속이 진균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영상에서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이 
고밀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11] 
특이적인 소견이 없어서 간혹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다.

아스페르질루스 항원 검사로 갈락토만난 항원 
검사(Galactomannan assay)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특이도는 높으나(87-89%) 민감도는 낮고 (22-82%), 
특히 혈액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면 민감도는 
더욱 낮은 경향을 보여 면역 정상인에서 진단 검사의 

유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12]. 본 증례의 
환자도 이통에 대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측두엽 컴퓨터 단층 촬영 시행하여 용골성 
종괴가 관찰되었으나 가장 먼저 의심되는 소견은 악성 
종양의 뼈 전이나 형질세포 종양으로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다. 조직에서 균사가 발견되어 진균 감염으로 
확인되었고 확인된 균사에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임상적으로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진균 감염에 있어서 
멜라닌은 세포벽이나 세포질 등 여러 위치에서 발견될 
수 있고 발견 위치에 따라 진균의 종류를 가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아스페르질루스에서는 
멜라닌이 균사 내에서 발견되며 균 독성을 나타내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13].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의 치료 원칙은 면역 
저하자의 경우, 기저 질환의 치료와 함께 수술 및 
항진균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수술은 병변의 범위와 
위치에 따라 결정하며, 혈관을 침범하였거나 괴사의 
정도가 심하여 항진균제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아스페르질루스 감염에 의한 심내막염, 농흉, 인공 
구조물의 감염, 골수염 등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중추 신경계의 아스페르질루스증에 
대해서는 항진균제를 사용하면서 수술을 했을 때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14] 최근에는 
항진균제 만으로 중추 신경계의 아스페르질루스증이 
호전 보일 수 있어서 먼저 항진균제를 사용한 후에 
연쇄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여 필요 시에 수술한다[15].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예후가 좋지 않아 
효과적이고 독성이 적은 약물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voriconazole이 amphotericin B과의 비교 
연구 결과 높은 생존율이 확인된 이후 1차 약제로 
권장되고 있다[16]. 한국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기준으로 인하여 1차 약제로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2 0 1 3 년  4 월 에  급 여  기 준 이  변 경 된  이 후 부 터 
voriconazole의 사용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진단 목적으로 clivus의 용골성 종괴를 절제한 
뒤 조직 검사 결과 아스페르질루스증을 진단 받고 
voriconazole 400 mg/day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중추 신경계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주로 



76 계명의대학술지 제33권 1호 2014

면역 저하자에서 발생하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지만 면역 정상인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면역 정상인에서의 두부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뇌실질 침범 없이 주로 접형동과 연계된 머리뼈만을 
침범하여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 
정상인에서 발생할 경우 면역저하자와는 달리 
특징적인 소견이 없어 두부의 종양과 오인될 수 있는 
종괴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면역 정상인에서 
두경부의 종괴가 발견될 경우, 종양뿐만 아니라 
아스페르질루스증 가능성도 있음으로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필요하다.

요 약

두부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면역저하자에서 
호 발 하 는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으 나 ,  최 근  면 역 
정상인에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면역 저하 
환 자 가  신 경 학 적  증 상 을  호 소 하 여  뇌  컴 퓨 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있거나, 혹은 특별한 증상 없이 두부의 종괴가 우연히 
발 견 된  경 우 에  침 습 성  아 스 페 르 질 루 스 증 은 
통상적으로 감별 진단에 포함된다. 면역 정상인에서는 
영상학적으로 특징적이지도 않고 위험인자가 없어 
보통의 경우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을 먼저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면역 정상인에서 발견된 
두 부 의  침 습 성  아 스 페 르 질 루 스 증 은  종 양 으 로 
오인되기 쉽다. 면역 정상인에서 두부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은 뇌실질보다는 머리뼈를 침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예후는 좋은 편이다.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본 저자들은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서 종양으로 오인되었으나 원발 부위 
조직 검사를 통해 두부의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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