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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이 선행한 중추신경계림프종 1예

A Case of Aspergillus Endophthalmitis as a Preceding Symptom of Central 
Nervous System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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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rare case of Aspergillus endophthalmitis as a preceding symptom of central nervous system (CNS) lymphoma.
Case summary: A 66-year-old female was admitted to our clinic with mental change for 3 days. Seven months earlier, she had 
been diagnosed with retinal vasculitis in an ophthalmology clinic because of blurred vision in both eyes and was administered 
steroid therapy. Three months earlier, because of progressive symptoms, vitreous fluid culture had been performed and showed 
Aspergillus endophthalmitis. She was treated with intravitreous voriconazole injection and oral voriconazole. Initial brain mag-
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cerebrospinal fluid study was normal. Two months later, a second MRI showed multiple en-
hancing lesions, which were aggravated on the third MRI at admission to our clinic. Although brain biopsy was not performed due 
to the poor condition of the patient, CNS lymphoma was suspected based on the neuroimaging. After steroid pulse therapy and 
whole brain radiation, follow-up neurologic examination showed improved mental state, and follow-up MRI showed remarkable 
shrinkage of multiple lesions. 
Conclusions: As Aspergillus endophthalmitis is an opportunistic infection in those with an immune-compromised state and the orbit is 
near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clinician should be alert to concomitant disorders in CNS. For a prompt and accurate diagnosis 
of CNS disorder, early evaluation of neurologic symptoms beyond symptoms of endophthalmitis and neuroimaging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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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는 스테로이드 치료, 호중구

감소증 등 면역이상이 있을 때 기회감염(opportunistic in-

fection)으로 발현되며, 폐를 침범한 후 여러 장기로 퍼지는 

것이 흔한 형태이다.1,2 안구의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은 각

막염(keratitis), 안와 연조직염(orbital cellulitis), 안내염(endo- 

phthalmitis) 등이 있는데, 안내염은 드물지만 중한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흔히 실명으로 이어진다.3 저자들은 아스페르

길루스 안내염이 선행한 후 중추신경계림프종(central nerv-

ous system lymphoma, CNSL)이 발현된 사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66세 여자 환자가 병원 방문 3일 전부터 발생한 의식저

하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7개월 전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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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dus photograph. Bilateral vitreous opacity with whitish infiltration inferiorly and venous beading is demonstrated. 
Both optic disc swelling and blurred margin are also observed. Right eye (A) and left eye (B).

Figure 2. Fluorescein angiograph. Filling defect and early leakage from bilateral optic discs is shown. Both vein and artery beading 
are observed. Multiple hyperfluorescent dots represent diffuse capillary leakage. Right eye (A) and left eye (B).

양안의 시력저하로 안과를 방문하였다. 당시 최대 교정시

력은 우안 0.3, 좌안 0.4였으며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양

안 전방염증세포가 1+로 측정되었다. 안초음파 검사에서 

정상이었으나, 안저 검사상 좌안 하방 3-7시 사이에 흩뿌려

진 모양의 백색 혼탁소견을 보였으며(Fig. 1), 형광안저촬영

상 양안 망막혈관충만장애, 시신경 유두 주위 과형광 누출, 

정맥의 염주성 변화, 미세혈관류 누출 소견(Fig. 2)이 있어서 

양안 망막혈관염을 의심하였다. 혈청검사에서 톡소플라즈마 

IgM 항체(toxoplasma IgM antibody)가 양성이었으나 톡소플

라즈마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은 음성이었다. 스테로이드,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설

파디아진(sulfadiazine),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 호전은 없었다. 

입원 3개월 전 안과 입원 시 시력이 더욱 저하되어 우안 

안전수지 30 cm, 좌안 안전수지 10 cm로 측정되었고, 양안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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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C, E) gadolinium (Gd) T1-weighted imaging (T1WI). (B, D, F) T2 fluid-at-
tenn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Brain MRI, taken 2 months before admission to our Department of Neurology, shows multiple 
enhancing lesions in Gd-enhanced T1WI in the right frontal cortex and the left basal ganglia (A), with surrounding edema noted in 
T2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B). Follow-up MRI at admission shows enlargement of Gd-enhancing lesions in the 
frontal lobe and basal ganglia (C). Surrounding edema is also aggravated (D). MRI after completion of radiation therapy reveals re-
markable shrinkage of the multiple Gd-enhancing lesions (E) and edema (F).

을 시행하였다. 수술 당시 유리체액를 채취해 시행한 검사에

서는 안구 내 백혈구가 증가되었다(우안 백혈구 120/mm3, 

림프구성 백혈구 32%; 좌안 백혈구 39/mm3, 림프구성 백

혈구 30%). 유리체액 검사에서 Aspergillus famigatus가 동

정되어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 진단하에 유리체 내 보리코

나졸 주입술(intravitreal voriconazole injection), 보리코나졸 

정맥 주사 및 경구 요법을 시행하였다. 아스페르길루스 안내

염 진단 당시 뇌척수액 검사와 뇌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

onance imaging, MRI)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퇴원 당시 전방 염증세포 3+, 안저검사상 유리체내 염증세

포가 4+로 측정되었다. 안저검사에서 우안 유리체 내 진주

목걸이 혼탁(string of pearls)이 있었으며 시력은 최대교정

시력으로 우안 0.4, 좌안 0.2로 호전되었다.

입원 2개월 전 내원하였을 때 시력은 최대교정시력 우안 

0.02, 좌안 광각유로 악화되었고, 양안 각막후면침착물이 

있었으며, 우안 전방 염증세포 1+, 좌안 전방 염증세포 3+

가 측정되었다. 안저검사에서 양안 모두 진주목걸이 혼탁

이 보였으며, 우안 망막의 백색 병변이 11시, 1시, 5시 방향

에서 관찰되었고, 좌안에는 유두부종과 함께 아래쪽 유리

체강 내 연노란색의 눈덩이 염증침착물(snowballs)이 관찰

되었다. 유리체액 배양 추적검사에서 아스페르길루스는 배

양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과적 소견에 비해 시력저하가 심

하여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다.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과 T2 강조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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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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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좌측 기저핵과 부챗살관, 우측 시상 및 전두엽에 고

신호 강도의 병변이 있었고 해당 병변은 T1 강조영상에서 

저신호강도이며 덩이 전체가 균일하게 조영증강되었다

(Fig. 3A, B). 당시에 신경학적 결손은 뚜렷하지 않고 아스

페르길루스의 중추신경계 전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

으며 보리코나졸 투여 중인 상태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경

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신경과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간 및 비장 비

대는 없었다. 신경계 진찰에서 의식저하(drowsy mental sta-

tus)와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 저하가 있었다. 사지 마비

는 없었고 뇌간 반사는 정상이었으며 경부강직은 없었다. 

재차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추적검사에서 뇌병변은 더욱 

커졌다(Fig. 3C, D).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흉부 전산화단

층촬영,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는 

정상이었다. 조직검사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다.

뇌자기공명영상 소견을 근거로 중추신경계림프종 가능

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고 스테로이드 투여요법 및 뇌

압조정 치료를 시작하였다. 증상 호전이 뚜렷하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였다(whole brain radiation therapy, 6 

MeV, 1,500 cGy/1회). 2주간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신경학적으로도 의식 회복, 부분적인 의사표현, 

자발적 사지 움직임 등을 보이며 호전되었다(Fig. 3E, F). 그

러나 갑자기 발병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고 찰

아스페르길루스는 지름 2-4 μm 정도의 유격벽 균사(septa- 

tehyphae)를 갖고 있는 사상형(mold) 진균으로서 일상 환경

에 널리 분포하며 포자의 형태로 흡입되어 퍼진다.4 안구에 

발생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invasive aspergillosis)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여 뇌수막염, 뇌농양, 뇌혈관 동맥류를 

일으킬 수 있다.4-6 안구 아스페르길루스증은 당뇨병, 만성

중이염, 뇌종양 수술 후에 드물게 발생한 보고도 있으나 대

부분 면역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다.6 

이 증례에서는 뇌자기공명영상이 처음에는 정상이었다

가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 진단 후 병변이 발생하였으므로 

안내염의 중추신경계 전파를 의심할 수 있었다. 중추신경

계를 침범한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육아종을 동반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자기공명영상은 T1 강조영상에서 중심 

저음영과 띠 모양 주변 고음영,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

(FLAIR)에서 중심 고음영과 띠 모양 주변 저음영, 주변 고

음영 부종이 특징이고 병변은 띠 모양의 주변 조영증강을 

보인다. 이 증례에서는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FLAIR)에서 

띠 모양의 주변 저음영이 없고, 병변이 균질하게 조영증강

(homogeneous enhancement)되어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과는 다른 양상이었고, 중추신경계 병변도 안구 인접 부위

에서 벗어난 다발성으로 존재하며 보리코나졸 투여에도 불

구하고 서서히 성장하는 소견이었다. 따라서 중추신경계 

병변은 아스페르길루스의 침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었다.

이 환자에서 뇌병변에 대한 조직학 진단은 내릴 수 없었

다. 그러나 뇌자기공명영상의 특징적 소견과 더불어 방사

선 치료에 대한 좋은 감수성은 중추신경계림프종에 부합하

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병기결정검사(staging workup)

에서 중추신경계 외에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임상진단은 원발성중추신경계림프종(primary CNSL)이라

고 할 수 있다.

원발성중추신경계림프종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장기이식, 선천적 면역저하, 엡스타인-바 바이

러스(Epstin-Barrr virus) 감염 등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B림프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발생하며 정상인

에서는 매우 드물다.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도 면역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기회감염이다.7 원발성중추신경계림프종

은 임상경과가 다양하고 뇌영상소견도 다양하며 조직 검사

는 뇌수술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

이 양호하므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면 임상적인 호

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은 중추신경계

에 근접한 장기의 기회감염으로서 중추신경계 종양 등의 병

발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

와 뇌영상검사를 이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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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이 선행한 중추신경계림프종 1예

목적: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이 선행한 중추신경계림프종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66세 여자가 3일 전부터 발생한 의식저하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7개월 전 양안의 시력저하로 양안 망막혈관

염을 진단 받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입원 3개월 전 유리체액배양을 시행하였는데 아스페르길루스가 

동정되었고,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 진단하에 유리체 내 보리코나졸 주입술, 보리코나졸 정맥주사 및 경구요법을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한 뇌척수액검사와 뇌자기공명영상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입원 2개월 전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 조영증강병변이 발견되었

고, 입원 시에 더 악화되었다. 조직검사는 환자 상태가 나빠서 시행할 수 없었다. 중추신경계 림프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

다. 스테로이드 투여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 후 종양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신경학적으로도 호전되었다.

결론: 아스페르길루스 안내염은 면역저하상태에서 기회감염으로 발생하며 안구가 중추신경계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중추신경계 질환

을 고려해야 한다. 안내염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인지 및 신경학적 검진이 중요하며 적시에 영상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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