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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oplasmosis is one of the most common opportunistic infect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n
patients with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There have been few reports of cerebral
toxoplasmosis in patients with AIDS in Korea. In most cases, the diagnosis was assisted by serology
and neuroradiologic findings. Making a reliable diagnosis of acute cerebral toxoplasmosis is difficult in
patients with AIDS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city of serologic data and neuroradiological findings.
We report a case of 32-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decreased mentality and fever. Brain MRI
showed multiple ill-defined mass-like lesions in both basal ganglia and right thalamus. Stereotatic brain
biopsy revealed small parasitic cysts which were filled with toxoplasmic bradyzoites in inflammatory brain
tissue.
Key Words : Cerebral toxoplasmosis, AIDS
는 바이다.

서

론
증

례

뇌톡소플라즈마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발생
하는 중추신경계 기회감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
이며, 대부분 CD4 세포 수가 100/µL 이하의 환자에서 발
생한다. 그 빈도는 지역마다 다양하며 아프리카, 유럽, 라
틴아메리카등에서는 흔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매우 드물게 보고 되고 있다(1-5). 지금까지 우리

32세 남자가 내원 12일 전 부터 발생한 고열과 의식저
하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1년 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을 처음 진단 받았으며 HIV 감염으로 인한 기회감염
이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환자는

나라에서 보고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발생한 뇌

직업이 없었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환자는 해외여행,

톡소플라즈마증 증례들은 대부분 혈청학적으로 진단한

수혈, 마약의 병력은 없었지만 과거에 고양이를 키운 적

것으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없었다(2, 4, 5). 이에

은 있었다. 환자는 4-5년 전부터 두통이 간헐적으로 있었

저자들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으나 최근 심해졌고 오심, 구토가 동반되었다. 내원 12일

서 발행한 뇌톡소플라즈마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

전에 발열과 의식저하로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모 종합병
원에 입원하였으며, 뇌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뇌에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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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괴가 발견 되었다. 입원 경과 중 환자는 발열, 오한,
기침, 가래를 호소하여 폐렴으로 진단하고 ceftriaxone을
투여하였으며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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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저하가 진행되었고 HIV 항체검사가 양성으로 보고되어

원, 항산균 및 India ink 염색은 모두 음성이었다. 세균배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양, 결핵배양, 진균배양에서 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단순

내원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는 혼미하여 질문에 제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는 우측 중 폐야에 폐 침윤이 관찰

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혈압은 140/80 mmHg,

되었지만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맥박수가 94회/분, 호흡수가 24회/분, 체온은 37.8℃이었

과 비교해서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다. 두경부, 복부, 피부 진찰 소견은 정상이었다. 심잡음은

는 우측 측두엽, 전두엽 및 양측 뇌 기저핵에 T1 영상에

들리지 않았고, 우측 중 폐야에서 흡기시에 수포음이 들

서는 불균일한 고 신호강도 및 불규칙한 고리 조영증강

렸다. 동공은 양안 모두 정상이었고 안저 검사에는 특이

소견을 보였고(Figure 1A), T2 영상에서는 종괴 주위의

소견이 없었다. 경부강직 및 Kernig 징후는 없었으나 상

부종에 의한 다발성 고 신호강도와

하지 근력이 감소되어 있었다.

뇌
3

중앙선

이동소견을

보였으며

종괴 영향에 의한
FLAIR

(Fluid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7,000/mm (호중구 82.7%,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영상에서도 불균일한 고

림프구 9.1%, 단핵구 2.6%), 혈색소는 12.0 g/dL, 혈소판

신호강도 내부에 저 신호강도를 보이는 출혈성 병변 소

3

수는 216,000/mm 이었다. 적혈구 침강 속도는 53 mm/hr,

견이 관찰 되었다. 정위적 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CRP는 4.74 mg/dL 이었다. 혈청 포도당은 95 mg/dL,

toxoplasmic bradyzoites로 채워진 parasitic cyst가 염증

AST/ALT 52/95 IU/L, ALP/LDH 267/790 IU/L, 총단백

성 뇌조직에서 관찰되었다(Figure 2). 희귀약품센터에

6.3 g/dL, 알부민 2.7 g/dL이었다. BUN/Cr 16/1.0 mg/dL

pyrimethamine/sulfadiazine을 신청한 후 경험적으로 tri-

이었으며 소변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HBsAg

methoprim (20 mg/kg/일)/sulfamethoxazole (100 mg/kg/

음성, HBsAb 음성, anti-HCV Ab 음성, VDRL 음성,

일) (TMP-SMX)을 정주하였다. 환자는 TMP-SMX 투

CMV IgG 양성이었다. 혈청 Toxoplasma 항체검사에서

여 4일 후에 체온이 정상화 되었으며 5일 후에 의식수준

IgM은 확실치 않았으나 IgG는 92 IU/mL (0-4 IU/mL)로

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TMP-SMX 투여

양성이었다. CD4 림프구 18/µL (8.8%), HIV-1 RNA 역

16일 후에 다시 발열, 오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투

가 100,000 copies/µL 이상(target amplification with

여 20일 후 검사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뇌 부종과 종

internal standard, COBAS AMPLICOR HIV MONITOR

괴 크기는 치료전과 비교해서 줄어 뇌 병변은 호전 소견

TEST with ultrasensitive specimen, USA)이었다. 뇌척

을 보였으나 출혈성 변화는 다소 증가하였다(Figure 1B).

수액 검사에서 결핵 중합효소 연쇄반응, 크립토콕쿠스 항

Pyrimethamine/sulfadiazine은 약을 구하는데 시간이 지

A

B

Figure 1. Axial postcontrast T1-weighted MR scan : A) Before the treatment with Trimethoprime/
sulfamethoxazole, multiple ill-defined hemorrhagic mass like lesions with peripheral enhancement and
surrounding cerebral edema in both basal ganglia and right thalamus were observed. B) After 20 days
following treatment, improvement of previous cerebral edema and mass siz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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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률에 대한 연구는 적지만, 충북
옥천군 주민 1,1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6%,
여자 7.2%로 보고 하였으며, 제주도 고교생 4,570명, 성인
4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교생 5.5%, 성인
12.9%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입원환자 542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7.7%의 항체 양성률을 보고하여 대
부분 10% 미만의 항체 양성률을 보였다(7-9)
AIDS 환자에서 뇌 종괴가 있을 경우, CD4 세포수가
100/µL 이하이고, 이전에 TMP-SMX을 예방적으로 투여
한 경우가 없으면서, 톡소플라즈마 혈청검사가 양성이며
다발성 고리 조영증강 병변이 보일 때, 그 원인이 뇌톡소
Figure 2. Brain biopsy findings : A small parasitic cyst (arrow)
is filled with toxoplasmic bradyzoites in inflammatory brain
tissue (H & E stain ×400).

플라즈마증일 가능성은 90%이상이며 추정진단을 할 수
있다(10). 이러한 경우 시험적 치료를 하면 약 50%에서 3
일 까지, 90%에서 7일 까지 임상경과의 호전을 보인다.

연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투약

투약 후 7일이 지나서도 임상경과의 호전을 보이지 않으

되지 못하였다. 환자는 TMP-SMX 투여 26일 후에 폐

면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0, 11). 또한 단발성

부종, 급성 신부전, 급성 간 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

종양이면 톡소플라즈마 혈청검사가 양성이라도 조직검사

다.

를 시행 하여야 한다(11). 이 환자는 CD4 세포수가 18/
µL으로

고

찰

낮았고, 이전에 TMP-SMX을 예방적으로 사용

한 병력이 없었으며, 다발성 병변을 보여 뇌 종괴의 원인
으로 뇌톡소플라즈마증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내

이 증례는 HIV 감염 후 약 10년 동안 특별한 치료를

원시 뇌압증가 소견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뇌톡스플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뇌의 다발성 종괴로 내원하여 뇌톡

즈마증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혈청학적검사 결과가 나오

소플라즈마증으로 확진된 증례이다. AIDS 환자에서 중추

기 이전에 정위적 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뇌 조직검

신경계에 종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사 동안에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결핵 및 진균에 대한 검

않다. 환자의 CD4 세포수가 200/µL 이하인 경우 가장 의

사를 시행하였다. 조직소견은 toxoplasmic bradyzoites로

심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감염과 AIDS 관련 종양이다. 주

채워진 parasitic cyst가 염증성 뇌조직에서 관찰되었다.

위 뇌 실질에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는 뇌톡소플라즈마증,

활동성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tachyzoite를 찾는 것

크립토콕쿠스등의 진균 감염증, 결핵, 거대세포바이러스

이 중요하지만 tachyzoite는 괴사부위에서는 찾기가 어렵

등의 바이러스 감염증, 일차성 중추신경계 림프 암 등을

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정위적 뇌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조

감별해야 하며 이 외에도 전이성 암, 전이성 감염 등이

직을 체취하였으며 대부분 괴사부위에서 체취된 것이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감염 또는 종양의 빈

로 tachyzoiet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도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특히 뇌톡소플라즈마증, 결핵,

TMP-SMX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은 4일 후 체온이 정

진균성 감염증은 그 지역의 유병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화 되었고 의식도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내원시 환자는

다. 뇌톡소플라즈마증은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이전의 병원에서 ceftriaxone 투여

에서는 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있

후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폐 침윤의 원인은 톡소플라즈

다(1-5). 국내에서 173명의 HIV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마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더 이상 검사는 진행하지 않

한 연구에서 톡소플라즈마 항체 유병률은 4%였으며, 뇌

았다. 그러나 약제 투여 16일 경에 다시 발열이 시작되었

톡소플라즈마증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2). 176명의 HIV

다. 이 때 추적 검사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뇌 종괴가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뇌톡소플라즈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톡소플라즈마에 의한 간 및

마증 환자는 3명(1.3%)으로 보고되었다(6). HIV 감염 환

폐 침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자는 간 부전, 폐부

자에서 뇌톡소플라즈마증 유병률은 그 지역사회의 유병

종이 진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나빠 더 이상의 침습

률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적인 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환자는 투약 26일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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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톡소플라즈마 감염의 빈도가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낮으므로 AIDS 환자에서도 뇌톡소
플라즈마증의 빈도가 낮다(1-6). 우리나라에 톡소플라즈

3)

마증의 감염의 빈도가 낮은 원인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
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AIDS 환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

4)

므로 우리나라에도 뇌톡스플라즈마증의 빈도가 향후 증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HIV 감염자중 CD4
세포수가 낮은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5)

들이 많으며 이러한 환자들에서 신경학적 증상이나 뇌
종괴가 주소일 경우 뇌톡소플라즈마증을 반드시 감별하

6)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7)

뇌톡소플라즈마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발생
하는 중추신경계 기회감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
이다. 그 빈도는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
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8)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발생한 뇌톡소플라즈마증 증
례들은 모두 혈청학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없었다. 저자들은 HIV 감염 후 약 10년

9)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뇌의 다발성 종괴
로 내원하여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뇌톡소플라즈마증 1례
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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