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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syndrome is the association of thymoma with immunodeficiency, characterized by hypogamma＋
globulinemia, B-cell lymphopenia and variably defects in cellular immunity with CD4 T-cell lympho＋
＋
penia and an inverted CD4 :CD8 T-cell ratio. We report a 43-year-old male patient who presented
with a 18-month history of productive cough and postnasal drip. One year ago, he underwent the operation for resection of a thymoma. Despite of appropriate management, sinusitis relapsed multiple times.
He was found to have hypogammaglobulinemia with nearly absent B cells(4/μL). The CD4＋ T-cell count
＋
＋
was 554/μL with an inverted CD4 :CD8 T-cell ratio of 0.6. His symptoms and signs improved with
antibiotic treatment and monthly administration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400 mg/kg).
Good syndrome, Thymoma, Immunodeficiency, Hypogammaglobulinemia

증후군은 흉선종과 면역결핍이 동반되는 질환으
로

세포의 감소로 인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과 체액성

면역결핍

세포의 감소로 인한 세포성 면역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년

에 의해 흉선종과 면역 결핍의 연관성이 처음 보고
되었으며

이후 흉선종과 면역결핍이 동반되는 질환을

증후군으로 부르게 되었다
종 환자의 약

이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던

근 병원에서 부비동염으로 진단받고 수주간 약물을 복용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지속되었다
년 전 종격동 종괴가 발견되어
을 시행받았으며

율은 유사하며 보통

남녀의 발생비

종괴 절제수술

형 흉선종으로 진단되었다 현재

분류 과거 분류상 림프 상피세포혼합형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월 전부터

발생한 기침 후비루 등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인

증후군은 흉선

인에서 발생한 후천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환자의 약

세 남자가

수술 후에도 기침이나 후비루 등의 증상
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개월 전부터는 하루

회 정도의

설사 증상도 동반되어 내원하였다

세 사이에 진단된다

반복되는 부비동 감염과 설사로 면역결핍증을 의심하여
시행한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림프구
판

단핵구

호중구

혈색소

였으며

혈소

수치는 각각
로 모두 감소되어 있었다

말초

세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포는 감소

되어 있었고

세
세포비는

으로 역전되어 있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며 매달 정기적으로 면역글로불린을 정주 투여하며 경과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는 음성이었
으며 식물성 적혈구 응집소

관찰 중이다

에

대한 자극검사는 정상이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점막
부종 이외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흉선종과 면역결핍 반복적인 부비동염의 병력이 있어

례 가량이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흉선종 절제 년 후 반복적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경험적 항생제
와 함께 면역글로불린

증후군은 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약

을 정주

하였으며 이후 기침 후비루 설사 등의 증상이 호전되었
다 인플루엔자 및 폐알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

인 폐렴과 구강 및 질내 칸디다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던
세 여자 환자

와 흉선종 절제술 뒤 년 개월이 경과

한 후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였던

세 여자 환자에 대

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 증례보고가 있다
반복적인 부비동염으로 내원하였던 본 증례처럼 부비동
폐 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

포 매개성 면역기능 감소로 인해 캔디다 단순포진 바이러

흉선종을 절제하더라도 면역학적 결핍이 호전되지는 않는

등이 정리하여 보고하였던

본 증례와

명의

증후군

에 의한 부비동염은 경험적 항생제
와 함께 정주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후에야 호전되
었다 이후 년 정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다른 기회감염
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의 검사소견 및 임상소견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현재까지

과 같다

본 증례에서도 면역결핍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및 주폐포자충 등에 의한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후군에서는 대부분

증후군 환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의 시행

여부 및 효과에 대해 보고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감염에

본 증례의 경우 흉선종 절제술 당시의 면역결핍증 동반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주로 발생하는 감염합병증이 부비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수술 후 년 뒤에 면역결핍에 대한

동 폐의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및

검사를 시행한 후

폐알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흉선종과

면역결핍 발생 진단의 시간적 연관성을 살펴본

무비증을 비롯한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의 다른 면역저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하자의 경우 폐알균에 대한 백신 재접종이 추천된다는 점

예 중 흉선종 진단 후 저감마글로불

린혈증이 진단된 경우가 약
도였다

반대 순서의 경우가

정

대개 진단까지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개월 이내에 진단된 경우는

이하에 불과하였다

을 고려할 때

증후군 환자에서도 년 후 폐알균에

대한 백신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

다른 복합면역결핍 질환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부분 흉선종 진단 당시 면역결핍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는

증후군의 조기 진단을 위해

파악하기 어렵지만 흉선종 진단 당시 면역글로불린 수치

자에서 혈청 면역글로불린 수치를 반드시 측정할 것을 권

를 검사한 일부 보고에서 당시는 정상이었으나 수년 후 면

고하고 있다

역글로불린이 감소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면역글로불린 감

에서 혈청 면역글로불린 수치와

소가 선행한다는 보고도 있다

을 시행하고 정상일 경우에도

등에 의하면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증

등 다른 복

합면역 결핍질환의 년 및
인 것에 비해

년 생존율이 각각

증후군의 경우 각각

등은 모든 흉선종 환자
세포

세포의 아형분석

년마다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관성 무감

마글로불린증

또한

등은 모든 흉선종 환

결론적으로

증후군은 흉선종 환자의

정도에

서만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지만 감염에 의한 사망의 위험
이 다른 면역결핍질환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모든 흉

로 예후

선종 환자에서 혈중 면역글로불린 수치와

세포

세포의

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에 흉선종 절제술 여부

아형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흉선종 절

는 관련이 없었으며 심각한 감염합병증이 가장 많은 원인

제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반복적인 감염증이 발병하는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우 면역학적 이상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치

불량한 예후를 보이

는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저감마글로불린혈증 뿐만

료를 시행해야 하겠다

아니라 세포 매개성 면역결핍이 동반되며 이로 인한 감염
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우 식물성 적혈구 응집소

본 증례의
에

대한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정상이
었다 이를 통하여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이 정상적인 수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무반응

상태가 아니

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치료방법은 정기적인 면
역글로불린의 정주투여

이다 면역

증후군은 흉선종과 면역결핍이 동반되는 질환으
로

세포의 감소로 인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과

세포의 감소로 인한 세포성 면역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증례는

개월 전부터 발생한 반복

적인 부비동염을 주소로 내원한

세 남자 환자로 내원

년 전 흉선종절제수술을 시행받았으며 면역학적 검사상

글로불린 투여는 반복적인 감염과 만성설사 등의 예방 및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견되었다 정주 면역글로불린과 경험적 항생제

중증 근무력

증이나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 등은 흉선종을 제거하면 호

세포의 감소 등의 이상 소견이

사용 후 부비동염이 호전되었으며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특이 합병증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