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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ve fungal infections contribute substantially to death and illness. Invasive aspergillosis usually
occur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and is associated with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Primary
infection usually involves the respiratory tract following environmental exposure to Aspergillus and may,
in severely immunocompromised patients, disseminate to other organs. A 35- year- old woman with
history of rheumatoid arthritis for more than 10 years, developed dysphagia for 2 months following the
combination therapy with prednisolone and etanercept. The patient was hospitalized and diagnosed as
esophageal aspergillosis by gastroduodenoscopic biopsy. Fourteen days after initiation of itraconazole,
dysphagia recovered completely. It is very rare case to develop only esophageal aspergillosis without
invasion of any other organs. We report here, the case of localized aspergillosis in patient who took
immunosuppressants for rheumatoid arthritis.
Key Words : Aspergillosis, Esophagitis, Immunocompromised, Etanercept
액 질환이나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고 당뇨 환자

서

론

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1-3).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은
거의 증상이 없고 급성 질병경과를 보인다. 만성 감염은

자연계에는 약 300여 종의 아스페르길루스 속 진균이

그 빈도는 드물지만 주로 에이즈, 만성육아종증, 당뇨병,

존재하는데 특히 Aspergillus fumigatus가 아스페르길루

알콜 중독, 스테로이드 복용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스증의 90%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페르길

(3-5).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식도 아스페르

루스 속 진균의 포자는 주로 호흡기계를 통해 인체로 유

길루스증은 급성 백혈병환자, 골수 이식술 시행 환자에서

입되고 피부나 상처, 각막이나 귀를 통해서도 인체로 들어

발생한 2예가 있었다(6, 7). 다른 나라에서도 혈액암으로

올 수 있다(1-3).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주로 상부 호흡기계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받던 환자들의 식도 아스페르길루스

및 부비동에 감염을 일으키나 드물게 일차성 식도염을 일

증 사례들이 몇 건 보고된 바 있지만 대부분 예후가 불량

으킬 수 있다.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주로 백혈병과 같은 혈

하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8, 9).
저자들은 당뇨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면역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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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NF-α antagonist인 etanercept 를 복용하던 환자에
서 발생한 식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진단하고 itraconazole로 치료 후 호전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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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mg/dL) 이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

증

례

에서는 동정된 균주가 없었다.
방사선 소견 :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나 심장에 이상소

환 자 : 35세, 여자

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하지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정맥

주 소 : 연하곤란, 식욕부진

혈관 혈전은 없었고 좌측 하지 말단부에 봉와직염 소견

현병력 :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연하곤란과 식욕부진으로

보였다.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10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 : 식도 중간에서 하부에 걸쳐서

로 프레드니솔론 하루 7.5 mg을 복용 중이었고 내원하기

발적과 얕은 궤양을 동반한 백색의 크림 같은 반이 덮여

2달 전까지 etanercept 주 1회 50 mg씩 피하주사를 맞았

있는 식도염 소견이 관찰되었고(Figure 1) 양성 위궤양 소

으며 2년 전 진단받은 제 2형 당뇨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견을 보였다.

있었다. 환자의 입원 당시 혈당은 399 mg/dL, 공복 혈당

조직검사 소견 : 식도 점막의 조직생검에서 격막이 있는

220 mg/dL, 당화 혈색소 11.6%로 혈당 조절이 매우 불량

균사가 45도의 예각으로 분지하는 사상균이 관찰되었고

한 상태였다.

(Figure 2) 위궤양 조직에서는 만성염증 소견을 보였다.

이학적 소견 : 만성 병색을 보였고 내원 당시 혈압은

치료 및 경과 : 환자는 내시경 소견 상에서 진균증 의심

140/100 mmHg, 맥박 분당 120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되는 소견 있었으나 먼저 조갑 진균감염증에 대해 itraco-

36.6℃ 였다. 부비동 진찰시 압통 등의 이상소견 관찰되지

nazole (400 mg/일, capsule) 복용을 시작하였고 병리소견

않았고 청진시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복부에서 간 및 비장
종대는 없었고 만져지는 림프절은 없었다. 좌측 하지 말단
에서 국소 열감과 피부궤양을 동반한 장경 2센티미터 크
기의 딱딱한 갈색 난원형 결절이 관찰되었고 함요부종은
없었다. 양측 손톱, 발톱은 두껍게 비후되어 있었다.
검사실 소견 : 말초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1.0 g/dL, 헤
3

마토크리트 35.5%, 백혈구 8100/mm (중성구 65.4%), 혈
3

소판 198,000/mm 이었다. 생화학 검사상에서 총단백질 6.7
g/dL, 알부민 3.9 g/dL, AST/ALT 46/49 IU/L, ALP 276
IU/L, 총 빌리루빈/직접 빌리루빈 0.7/0.3 mg/dL, 공복 혈
당 220 mg/dL, BUN/creatinine 16/1.6 mg/dL, CK/LDH
79/1573 IU/L, ESR 23 mm/hr, CRP 2.2 mg/dL (정상범위

Figure 1. There were white patches and hyperemic mucosal
lesion with several shallow ulcers in mid to lower esophagus
on gastroduodenoscopy. This finding corresponds with fungal
esopha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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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gi suspicious of aspergillus species with typical
three dimensional 45°angle branching of hyphae are scattered within esophageal tissue. (A) (X400, PAS stain) (B) (X200).

상에서 아스페르길루스증 확진되어서 Amphotericin B

에서 발생한 2예가 있었으나(6, 7) 전신으로 파급된 아스페

deoxycholate (1.0 mg/kg/일, 정주) 로 전환하였으나 환자

르길루스증으로 발현되었고 본 증례는 전신파급의 증거없

가 조기퇴원을 원하여서 이틀 만에 다시 itraconazole 경구

이 식도에만 국한된 감염을 일으킨 경우였다. 감염성 식도

치료로 전환하였다. 경구와 정주 포함하여 총 2주 동안 항

염을 일으키는 진균류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칸

진균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의 연하곤란 증상은 호전되었고

디다 식도염은 내시경을 통하여 백색 혹은 노란색의 크림

cefazolin 하루 3 g씩 투여 후 약 10일 경, itraconazole 투

같은 반이나 위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침범된 조직의 생

여 5일 뒤부터 피부병변은 호전되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검에서 균사나 가성균사를 증명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다.

대해서는 내원 당시부터 etanercept는 이미 중단한 상태였

아스페르길루스 식도염과 칸디다 식도염은 통상 내시경

고 methotrexate (7.5 mg/주), cyclosporine (100 mg/일),

소견 만으로는 이 두가지를 감별할 수 없어 병변 부위의

프레드니솔론(7.5 mg/일)으로 퇴원하였으며 현재 외래에서

내시경적 조직검사를 통하여 병리소견을 확인함으로써 감

1년 째 추적 관찰 중이다. 환자 내시경 추적 검사는 거부하

별할 수 있다(10).

여서 식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처음 진단받은 후로의 내시

아스페르길루스처럼 조직학적 소견에서 예각으로 분지

경 소견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더 이상 연하곤

하는 유격막의 균사를 보이는 진균류로는 Penicillium,

란을 호소하지 않아 itraconazole 투여로 호전된 것으로 추

Fusarium, Scedosporium 등이 있으며 조직학적 소견만으

정하였다.

로는 이들 진균류 간의 감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스
페르길루스증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병리 소견 뿐만 아

고

찰

니라 배양검사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침범장기
혹은 혈액, 뇌척수액, 골수 등에서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아스페르길루스증은 급성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환자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동정되었을 때 비로소 아스페르길

에 호중구 감소증이나 기타 면역저하 상태에서 기회감염

루스 진균증으로 확진 가능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내시경

으로 칸디다에 이어 두 번째로 호발하는 진균성 감염 질

시 칸디다 식도염이라 생각하고 배양 검사를 의뢰하지 않

환이다(4). 아스페르길루스증은 폐질환이나 다른 감염증에

았고 결국 조직 검사로만 추정하여 그 중 흔한 아스페르

병발하는 경우가 많고 식도 등 소화기로의 침범은 상대적

길루스증이라고 진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면역억제 환자

으로 드물며 호발인자는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 백혈병,

에서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와 함께 배양검사

악성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백혈병, 호지킨 림프종 등의

를 같이 보내는 것이 향후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혈액암과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고형장기 이식 등을 들

될 것으로 본다.

수 있다(3, 4).

본 환자의 경우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초래한 원인 중 하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침범부위에 따라서 폐흉막부 감염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복용해 왔던 TNF-α ant-

증과 비폐흉막부 감염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폐흉막부

agonist인 etanercept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약제는 류마티

에서는 aspergilloma나 allergic bronchopulmonary asper-

스 관절염 뿐만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 건선, 크론병 등에

gillosis의 형태로 발현된다(5).

대한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11). 이러한 TNF-α에 대한

비폐흉막부 질환 중에서 특히 식도염의 경우 궤양성 병

antagonist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변을 동반하며 주로 전신으로 파급된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에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이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서 발생하므로 전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가 불량

각종 감염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 그 기전은

하다(5). 따라서 본 증례와 같이 아스페르길루스증이 다른

급성 및 만성 염증반응에 있어서 육아종을 형성하고 감염

부위로의 침범없이 단독으로 식도염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증의 전신적인 파급을 막는 TNF-α의 작용이 봉쇄되는

매우 드물다(8). 문헌에 의하면 식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을

데에 있다(11). 문헌에 의하면 TNF-α antagonist를 복용

촉발시키는 인자로는 소아,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알려져

하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감염증은

있다(9).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식도에만 국한된 아스페르

아스페르길루스증 외에도 결핵, 크립토코쿠스증, cocci-

길루스증은 소아와 성인 급성 백혈병 환자에 있어서 항암

dioidomycosis, histoplasmosis, 칸디다증, 주폐포자충폐렴,

화학요법 시행 중에 생긴 1예가 각기 보고된 적이 있었을

리스테리아증, 레지오넬라 감염, 노카르디아, 다른 바이러

뿐이다(8, 9).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보고된 식도 아스페

스 감염 등이 보고되었다(11). 현재 사용 중인 대표적인

르길루스증은 급성백혈병 환자와 골수 이식술 시행 환자

TNF-α antagonist로는 infliximab, etanercept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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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infliximab을 사용한 환자 군에서

균 예방 요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침

감염증이 훨씬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증

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기왕력이 있던 혈액암 환자들에게

례에서 다루었던 아스페르길루스증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이차성 항진균 예방 요법을 시행한 경우에서 그렇지 않았

때에도 infliximab 사용 군이 etanercept 사용 군에 비하여

던 예보다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재발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약 2배의 발생률을 보였다(11). 같은 기전의 약제임에도 이

보고가 있었지만(13) 아직까지는 항진균제의 종류, 투여기

렇듯 감염증 발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infliximab

간 등에 대해 표준치료가 정립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본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apoptosis 유도작용, 작용부위의 차

증례처럼 혈액암 환자가 아니면서 자가면역 질환 등으로

이, 반감기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11). 국내에서도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차성 항

이러한 약제간 감염증 발생률의 차이는 마찬가지여서

진균 예방 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

etanercept에 의한 감염증으로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보고

의 없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내원 당시 이미 etanercept는

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12).

중단한 상태였고 식도염 외에는 동반된 다른 전신적 증상

면역억제된 환자에게 식도염이 발생하였을 때 진균성

이 없었으며 퇴원 시에도methotrexate와 프레드니솔론을

식도염 여부는 바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칸

감량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2주 간의 약

디다증과 아스페르길루스증을 감별하는 것은 결국 조직검

물 투여 후 항진균 예방요법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도 1년

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검

동안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재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본 증례는 면역억제 환자에서 발생한 일차성 아스페르

된다. 즉 칸디다증과 아스페르길루스증을 내시경적 소견

길루스 식도염으로 내시경상 칸디다 식도염으로 생각했으

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

나 조직검사상 아스페르길루스 식도염으로 추정하여 치료

한 후에야 감별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병리 소견이 확인

를 시행해서 호전된 예로 향후 면역저하 환자에서 식도염

될 때 까지는 대부분 칸디다 식도염으로 추정하고

발생시 조직검사 뿐 아니라 배양검사를 같이 시행하여 정

fluconazole을 먼저 경험적으로 쓰게 된다.

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향후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

현재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치료에는 amphotericin B

할 것으로 생각된다.

deoxycholate, amphotericin lipid formulation, itraconazole

요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2차

약

약제로 voriconazole, caspofung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치료의 지속기간은 정립된 기간이 없고 일반적으로 아스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주로 상기도 감염이나 부비동염을

페르길루스증의 임상증상 및 징후가 없어지고 호중구 감

일으키지만 드물게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게다가 아

소증 등의 호발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로 규정한다(5).

스페르길루스증이 다른 장기로의 침범없이 식도염 단독으

본 환자의 경우 백혈병이나 장기 이식과 같은 일반적인

로 발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스페르길루스증의 호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류마티스

발인자로는 백혈병 같은 혈액종양 질환, 골수 혹은 장기이

관절염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중에 폐나 부비동과

식, 면역억제제의 장기복용 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는 다

같은 호발부위로의 침범은 전혀 없이 식도염으로만 아스

른 장기로의 침범은 전혀 없이 식도염만 단독으로 발생한

페르길루스증이 발현되었는데, 본원에 내원하기 전에 투

환자의 증례를 경험하였다. 35세 여자 환자가 2-3개월 전

여했던 etanercept 로 인하여 식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생

부터 발생한 연하곤란으로 내원하였고 내시경하 조직검사

긴 것으로 추정된다. 면역억제제 사용 중에 생긴 아스페르

를 통하여 식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추정되었다. 본 환자

길루스증은 보통은 그 예후가 불량하지만 본 환자의 경우

는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etanercept와 스테로이드를

진단 당시 이미 etanercept 를 중단한 상태라 사용 중인

복용했었다. 환자는 itraconazole (400 mg/일, 경구, cap-

면역억제제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었고 etanercept의

sule) 2주 동안 복용하였고 증상은 호전되었다. 이처럼 면

영향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경구 항진균제로도 호전될 수

역력이 저하된 환자에 식도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칸디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증 외에도 아스페르길루스증의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근래에는 항암 화학치료제, 면역억제제 등의 사용이 활
발해지면서 면역 저하자에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차성 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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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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