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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증가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 상 표

개원의 연수강좌

서  론

호산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분화와 성숙 과정을 거친 호

산구는 혈중으로 유리되며 대부분이 조직으로 유입된다. 사

람에서는 조직과 혈액의 호산구 비율이 약 100:1 정도이고, 

특히 위장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호흡기와 생식기의 상

피조직, 유방 및 흉선에도 소수의 호산구가 정상적으로 존재

한다. 혈액 내 호산구의 정상 범위는 백혈구의 1-3%이며, 건

강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1 uL당 400개를 넘지 않는다. 

조직 내 호산구의 비정상적인 증가는 조직 및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호산구 과립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

질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주염기단백질(major basic protein, 

MBP), 호산구 과산화효소(eosinophil peroxidase, EPO), 호산구 

양이온단백질(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은 심장, 뇌, 기

관지 상피조직 등 다양한 장기에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1]. 

또한 면역글로불린과 보체 및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활성화

된 호산구는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IL-2, 4, 5, 10, 12, 13, 16, 

18, TGF-α/β 등)과 케모카인(RANTES, eotaxin, MCP-3, MIP-1α 

등) 및 지질 유래 매체(PAF, cysteinyl leukotrienes 등)를 분비

하여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야기한다. 호산구증가증의 가

장 흔한 원인은 기생충 감염이며,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질

환과 약물 반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호산구증가증의 원인

호산구증가증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성

(가족성) 호산구증가증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매우 

드문 질병으로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중등증 이상의 호산

구증가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증상이며, 호산구

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조직 손상이 미약하여 양성적 임상

경과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후천성 호산구증가증

은 이차성, 클론성 및 특발성 호산구증가증으로 분류된다

(Table 1). 이차성 호산구증가증은 알레르기 질환, 감염, 약물 

및 독소, 악성 종양, 결체조직 질환 및 내분비 질환 등에 수

반된다.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은 백혈병 및 만성 골수성 질환

에서 볼 수 있다. 특발성 호산구증가증은 임상적 평가 및 검

사에서 이차성 및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이 배제된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1,500개/uL 이상의 말초혈액 호산구증

가증이 주요 장기의 침범과 동반되면 특발성 과호산구증가증

후군(idiopathic hypereosinophilic syndrome)으로 정의한다[3].

과호산구증가증후군

과호산구증가증후군에서 호산구의 과도한 생성은 호산구 

생성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 체계의 이상, IL-3, IL-5, GM-CSF

와 같은 호산구 생성 인자의 과도한 분비, 호산구 생성 과정

을 정상적으로 억제하는 조절기전의 결함 등의 기전에 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과호산구증가증이 골수증식성 아형

(myeloproliferative variant)과 림프구성 아형(lymophocytic variant)

으로 분류되고 있다(Table 2) [1]. 골수증식성 아형에서는 혈

중 vitamin B12와 leukocyte alkaline phosphatase (LAP)의 

증가, 빈혈, 혈소판감소증, 간 · 비장 종대 및 말초혈액 내 백

혈구 전구세포의 출현 등이 관찰되며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

응이 저하되어 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

병의 치료제인 imatinib mesylate (Gleevec®)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약제가 새로운 tyrosine kinase인 fip 1 

like 1-platelet driven growth factor receptor alpha (FIP1L1-PDGFRA) 

융합 유전자에 작용함이 발견되었다[3]. 호산구증가증후군

의 일부 환자들에서 골수성 악성 종양이 발견되거나 골수증

식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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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호산구증가증의 원인

1. Familial

2. Acquired

  (1) Secondary

Infectious causes

Tissue-invasive parasitosis (most common)

Bacterial or viral infections (rare)

Noninfectious causes

Drugs (sulfa, carbamazepine, etc)

Toxins (associated with eosinophilia-myalgia 
syndrome, toxic oil syndrome, etc)

Allergy (asthma, atopic dermatitis, etc)

Idiopathic/autoimmune inflammatory conditions

Vasculitis (Churg-Strauss, Wegener)

Kimura disease

Eosinophilic fasciitis

Systemic sclerosis or scleroderma

Polyarteritis and other Connective Tissue Disease

Sarcoidosis

Inflammatory bowel disease

Malignancy (metastatic cancer, Hodgkin lymphoma)

Endocrinopathies (Addison disease, etc) 

  (2) Clonal

Acute leukemia

Acute myeloid leukemia

Acute lymphocytic leukemia

Chronic myeloid disorder

Molecularly defined chronic myeloid disorder

Bcr/Abl + chronic myeloid leukemia

PDGFRA-rearranged eosinophilic disorder

PDGFRB-rearranged eosinophilic disorder

Kit-mutated systemic mastocytosis

8p11 Syndrome

Clinicopathologically defined chronic myeloid disorder

Myelodysplastic syndrome

Myeloproliferative disorder

  Classic myeloproliferative disorder (polycythemia 
vera, etc)

Atypical myeloproliferative disorder

  Chronic eosinophilic leukemia

  Systemic mastocytosis

    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

  Unclassified myeloproliferative disorder

  (3) Idiopathic including hypereosinophilic syndrome

PDGFR,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과호산구증가증후군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예후 또한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매우 어린 소아와 노인의 증

례가 보고되기는 하지만 약 70%가 20-50대의 성인기에 시작

되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 내지 9 대 1로,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절반의 환자들에서 쇠약감, 피로, 기침, 근육통, 

발열, 설사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무증상인 경

우도 있으며, 호산구의 침범에 의한 장기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

하는 심장이나 신경계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

도 있다. 대표적인 침범 장기는 심장, 신경, 폐, 간, 피부, 소

화기계이다[1].

호산구증가증후군은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료하지 않는 경우 5년 생존율이 80%, 15년 생존율

은 42% 으며 이때 대부분의 환자는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

증으로 사망하 다는 보고가 있다[4].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로는 빈혈, 울혈성 심부전,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 100,000 cells/uL), 혈중 vitamin B12, tryptase 및 LAP의 증가 

등이 있다. 반면, 좋은 예후인자로는 맥관부종, 높은 스테로

이드제 반응성, 혈중 IgE의 증가,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의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이다[4].

진단적 접근

일반 혈액검사에서 호산구의 백분율이 증가되어 있으면 

호산구증가증을 의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호산구의 절대수(absolute eosinophil count)를 측정하여야 한

다. 조직 내 호산구는 Fisher’s Giemsa 또는 isothiocyanate 염

색을 이용하거나, 항ECP 또는 항MBP 항체를 이용한 면역 

형광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1].

호산구증가증으로 진단되면 자세한 문진을 통해 모든 약

물의 복용력을 확인하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피

부염의 유무와 가족력을 확인한다. 또한 기생충 감염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여행력과 동물 생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생충 감염이 

많고, 야생 동물과 가축의 간이나 육회 및 민물 생선을 생식

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으며 대개 환자도 자각이 없기 때문

에 문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체 진찰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피부질환, 염증성 장질환 및 종양 질환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며, 호흡기계, 복부, 피부, 림프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밖의 기본적인 검사로 간 기능 검사와 흉부 

X-선 촬 을 실시하고, 기생충 대변 검사 및 혈청 내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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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과호산구증가증의 아형

Myeloproliferative variant Lymphocytic variant 

Definitive Evidence
  FIP1L1-PDGFRA fusion by RT-PCR or FISH
  Eosinophil clonality by HUMARA analysis, karyotype 

or other modality

Definitive Evidence
  Phenotypically aberrant T cell population*
  Clonal T cell rearrangement pattern by PCR
  Increased T cell production of eosinophilopoietic cytokines

Supportive Evidence
  ≥ 4 of following:

Increased serum tryptase level
Increased serum vitamin B12 level
Splenomegaly
Anemia, thrombocytopenia
Ancreased circulating myeloid precursors
Dysplastic eosinophils
Myelofibrosis
Increased spindle shaped mast cells in BM

Supportive Evidence

  Increased serum TARC**

  Increased serum IgE level
  Predominantly cutaneous manifestations
  History of atopy
  Steroid responsive

*Antibodies specific for the following additional markers should be included if routine phenityping is normaland the Lymphoprolierative
variant is suspected: CD2, CD4, CD5, CD6, CD7, CD8, CD25, CD27, CD45RO, TCRα/β, TCRγ/δ, HLA-DR, CD95.
**TARC-CC thymus and activation related chemokine (CCL17).

Figure 1. 호산구증가증의 진단 알고리즘.

항체 검사를 시행하되 개회충의 ELISA 검사를 포함하도록 

한다[5].

이차성의 호산구증가증을 시사할 만한 병력이나 임상 소

견이 없고 초기 검사실 소견상 이상을 보이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호산구증가증 환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클론

성 또는 특발성 호산구증가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진단

하기 위해서는 호산구 증가에 의한 조직 침범 유무를 확인

하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심전도, 심초음파, 폐기능 및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단층촬 (CT)을 시행한다. 혈청검사

상 개회충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들 검사가 필요하다[6]. 

한편 혈중 troponin치의 상승은 과호산구증가증후군 환자의 

심근병증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장기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가능하다면 해당 장기의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1).

이차적인 원인이 배제된 호산구증가증은 원칙적으로 골

수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빈혈, 혈소판 증가/감소증, 

비만세포증, 단핵구증가증이 있거나, 말초혈액 도말검사에

서 미성숙 과립백혈구증과 백혈구 모세포가 보이거나, 간과 

비장 종대를 보이는 경우에는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의 가능

성을 고려하며 초기에 골수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6개월마다 호산구 

수를 포함한 말초혈액 검사 및 신체 진찰을 시행하도록 하고, 

6-12개월마다 장기 침범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되, 위에 언급한 

소견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장기의 침범이 발견되는 경우

에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다[7]. 골

수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직병리 검사 및 세포

유전학적 검사 외에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의 감별진단을 위한 

PDGFRA, PDGFRB (platelet driven growth factor receptor beta) 

유전자 재배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FIP1L1-PDGFRA

를 확인하기 위해서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또는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검사를 한다. 그 밖에 T림프구의 면역표현형(CD3, CD4, CD8), 

혈청 IL-5, IgE, vitamin B12, LAP와 T세포 수용체의 유전자 

재배열에 대한 분석 등이 추천된다(Fig. 1) [3].

호산구성 폐질환, 위장관염, 피부질환과 같이 호산구가 

특정 장기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과호산구증가증후군의 특

징인 다장기(multi-organ) 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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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급성 호산구성 백혈병, 

Chrug-Strauss 증후군 및 Gleich 증후군 등은 때로 감별하기 

힘들다.

호산구증가증의 치료

호산구증가증은 진단과 마찬가지로 치료에 대한 지침 또

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호산구증가증은 특정한 원

인 질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시

해야 하고, 호산구에 의한 조직 손상이 있다면 이를 감소시

키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8].

알레르기 질환은 경우 대부분 경증의 호산구증가증을 보

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호산구의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호산구 증가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 약물 반응

에 의한 호산구증가증은 원인 약물을 중단하면 호전된다. 기

생충 감염의 경우에는 구충제 치료 후 호산구의 수가 일시

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개회충증은 원칙적으로 자연 회복되

는 질환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 대증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만성적인 감염 상태가 지속될 수 있

으며 치료를 통하여 유충의 수를 감소시키면 중추 신경계와 

안구의 유충 이행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혈청 항체치가 높고 내장 유충 이행증이 있거나 

중증 호산구증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albendazole) 치

료를 시행하며, 스테로이드제와 병합치료를 추천한다[8].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은 혈액학적 질환 분류에 따라 치료

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항암화학요법 및 골수 이식술을 

시행한다. Imatinib은 bcr-abl, c-kit 및 PDGFR의 유전적 이상

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이며, 임상적, 병리학적 관해 

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적인 관해가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주요 장기의 기능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무증상의 과호산

구증가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호산구에 의한 조직손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치

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

으며, 치료자체의 잠재적인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주의 깊게 관찰하며 3-6개월마다 troponin을 포함한 혈액 검

사를, 6-12개월마다 장기 침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1]. 초기에 단기간의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사용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환자

의 예후를 평가하고 후에 환자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치

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이 있는 과호산구증가증후군에서는 전신적 스테로이

드제가 일차적인 선택 약제이며 시작 용량은 1 mg/kg/일이

다. 스테로이드제는 호산구의 생성 과정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자사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반응률은 약 70% 정도이

다[2]. 특히 맥관부종과 두드러기가 있고 혈중 IgE가 증가되

어 있는 경우와 스테로이드 치료에 좋은 반응을 나타낸 환

자에서는 지속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 중

단 후 재발이나 장기간 사용 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대체

약물이나 스테로이드제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필요하

며, interferon-alpha, hydroxyurea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약제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보고는 증례 보고이지만, 투여 

환자의 대부분에서 임상적인 호전 및 호산구 수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

우에는 chlorambucil, etoposide, cyclosporine, vincristine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1].

Imatinib은 앞서 언급하 던 바와 같이 FIP1L1-PDGFRA 

양성이거나 PDGFRA 또는 PDGFRB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

에서 사용하여 볼 수 있으며,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는 1-2주 

이내에 호산구 수가 정상화되고 임상적인 증상이 소실되며, 

1-2개월 이내에 골수 검사소견이 호전된다. 최근 IL-5에 대한 

단클론 항체인 mepolizumab을 투여한 환자에서 말초혈액의 

호산구 수와 ECP의 감소 및 호산구성 피부염의 호전이 보고

된 바 있고, CD52 항원에 대한 단클론 항체인 alemtuzumab

도 새로운 치료약제로 등장하고 있다[1,2].

결  론

호산구증가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기생충 감염, 알레

르기 질환, 약물 반응 이외에 악성 종양,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중요하다. 이차적 원인에 

의한 호산구증가증이 배제되면 특발성 호산구증가증 또는 

클론성 호산구증가증을 염두에 두고 장기 침범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나, 임상 증상과 장기 침범의 증거가 없는 경증 및 

중등증 호산구증가증 환자는 주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시행

하며 관찰할 것을 권고한다. 장기 손상이 있는 특발성 과호

산구증가증후군 환자는 일차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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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며, 적응이 되면 imatinib 투여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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