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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mavirus Renal Infection Confirmed by Electron Microscopy
in a Patient with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 An Autopsy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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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olyomavirus infection commonly occu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remaining in a latent
status and reactivated in an immunocompromised status. We report herein an autopsy case
of HIV-positive 41-year-old male, who succumbed to disseminated Kaposi sarcoma and
cytomegalovirus infection involving the gastrointestinal tract, lung and brain. The involved
kidney showed minimal inflammatory infiltrates and tubular injury: the nuclei of tubular epithe-
lial cells were markedly enlarged with central clearing and peripheral chromatin margination
or bore basophilic nuclear inclusions. Inclusion-bearing tubular epithelial cells were negative
for the viral immunostains including herpes simplex virus, Epstein-Barr virus and aden-
ovirus. Electron microscopy disclosed 42 nm intranuclear viral particles compatible with the
BK polyomavirus. The viral particles were icosahedral in paracrystalline array and nonen-
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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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전자현미경검사로 확진된

폴리오마바이러스의 콩팥 감염

- 1부검례 보고 -

사람의 폴리오마바이러스는 진행성다발백질뇌병증을 일으키

는 JC virus와 청장년기의 비증후성 요로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BK virus 등의 papovaviridae에 속하는 이중나선구조의 DNA

바이러스이고, 특히 이중에서 BK virus는 비증후성 감염 후 오

랜 잠복기간 후 면역억제상태에서 재활성화되거나 혹은 일차로

감염된다.1-3 폴리오마바이러스의 신장감염은 신장이식이나 골수

이식환자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이식장

기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문제보다는 거부반응에 한 조직학

적 감별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천성면역결핍

증 환자의 경우 폴리오마바이러스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기회감염이 된다는 점이 주목되어왔다.4-7 

저자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부검한 결과 그 콩팥에서

우연히 폴리오마바이러스에 감염된 초점성 병변을 관찰하고 이

를 전자현미경검색을 통해 BK 폴리오마바이러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1예를 경험하 기에, 그 특징적 병리소견을 기술하고 후

천성면역결핍 환자에 발생하는 기회감염의 감별진단으로서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증 례

41세 남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위장의 종괴 때문에 서울

학교병원으로 입원되었다. 내원 1년 전부터 전신쇠약감, 복부

팽만감으로 외부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받았고, 폴립을

발견하 다. 당시 혈청검사상 HIV 항체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다. 본원 입원 6개월 전부터 복통

과 혈변이 간헐적으로 생겨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카포

시육종이 의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선박회사에서 노동일

을 하던 환자는 6년간 동성연애를 하 으며 상 는 이미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사망하 다. 내원 당시 전신쇠약감,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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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5 kg의 체중 감소, 오한, 기침, 운동시 호흡 곤란, 설사, 흑

색변 등이 있었고 내원 당시 시행한 검사상 백혈구/적혈구/혈소

판 수치는 각각 2,100/mm3, 8.1 g/dL, 75,000/mm3이었다.

CD4/CD8은 각각 10/ L와 340/ L이었다. 흉부방사선촬 상

양측 폐음 이 증가되어 Pneumocystis carinii 폐렴을 의심하여

bactrim과 solumedrol로 치료하 다. 그러나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은 지속되었고 흉부방사선촬 상 폐울혈의 소견이 보 다.

이후 다량의 흑색변이 있은 후 의식소실과 허혈성저혈압이 지속

되던 중 입원 30일만에 사망하 다. 사망 후 전신부검을 시행하

다. 조직은 10% 포르말린고정 후 파라핀에 포매하 다. 전자

현미경 검색을 위하여 2.5% glutaraldehyde에 고정한 후 1 m

박절후 toluidine blue용액으로 염색하 다.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 처리 후 투과형 전자현미경(Hitachi model 7100)

으로 75 kv에서 관찰 촬 하 다. 

좌우측 폐(900 g, 1,000 g)는 흉막면에 진한 적갈색을 띠는

결정성 병변을 보 는데 이 병변은 주변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중심부가 함몰되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큰 것은 직경이

1.5 cm이고 크고 작은 병변이 폐의 흉막면의 상당 부위에 분포

하여 있었다. 폐단면상 실질은 부분 적갈색을 띠고 있으나 주

변과의 경계가 뚜렷하며 좀더 밝은색의 회백색을 띠는 결정성

병변들이 정상 폐실질과 섞여 미만성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흉

막 및 기관지에 연하며 다수의 진한 적갈색을 띠고 있는 경계가

불명확한 병변은 부분적으로 연한 노란색이었다. 광학현미경상

폐포세포는 흔히 거 세포화되었고 핵내봉입체가 관찰되었다.

전체 폐는 폐포면이 유리질막으로 싸여 있는 미만성폐포손상

(diffuse alveolar damage)의 소견을 보 다. 거 세포바이러

스항체에 한 면역염색상 거 세포화된 폐포세포는 양성이었

다. 양쪽 폐에 산재한 적갈색 병변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CD68 양성인 방추세포와 소량의 적혈구가 섞인 카포시육종이

었으며, 식도, 간, 소장, 장에도 다양한 크기의 카포시육종이

관찰되었다. 거 세포바이러스병변은 소뇌와 양측 부신에서도

관찰되었고 이들은 CMV항체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양성이

었다. 콩팥은 육안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피막을 제거한 콩팥

겉질은 매끈하며 적갈색을 띠었고 단면상 겉질과 속질의 경계는

뚜렷하 다. 현미경으로 확인하 을 때 겉질은 전반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극히 일부에서 다수의 점상출혈이 관찰되었다.

Fig. 1. Photomicrograph of kidney. Inclusion-bearing desquamat-
ed tubular epithelial cells (arrows) show enlarged size and
marked nuclear clearing with peripheral marginated chromatin
and basophilia.

Fig. 2. Electron micrograph of polyomavirus infection shows paracrystalline array of icosahedral intranuclear nonenveloped viral particles of
42 nm in diameter (original magnification ×50,000, bar: 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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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 변화나 괴사, 석회화 등의 이차적 변화는 없었다. 세뇨관상

피세포의 핵이 수포성 변화를 보 고 핵내봉입체와 유사한 과염

색성을 보이기도 하 다(Fig. 1). HE 염색한 표본의 세뇨관상

피세포의 과염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서 미세절제를 하여 전자

현미경검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상피세포핵내에서 규칙적인

이십면체 결정의 격자구조를 갖는 42 nm 지름의 바이러스 과

립이 보 다(Fig. 2).

고 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의 기회감염은 잘 알려져 있다. 세

균 감염, 진균 감염, Pneumocystis carinii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다양하게 일어나며 이 중 바이러스 감염에는 거 세포바이

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다. 그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홍역바이

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유두종바이러스, 폴리오마바이러스 등

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폴리오마바이러스는 Papovaviridae군

의 바이러스로서 BK virus, JC virus, SV40 virus의 3가지 형

이 있다. 이 중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BK virus와

JC virus이다.8 폴리오마바이러스 중 콩팥과 폐 친화성을 보이

는 BK virus는 신세뇨관간질염과 미만성폐포손상을 일으키며

청소년기에 무증상의 초기 감염 후 콩팥, 폐, 뇌 등에서 잠복 상

태로 있게 된다. 이 후 숙주의 면역기능저하상태에서 요로폐색,

요로협착 등에 의한 요로상피의 손상이 있는 병터가 바이러스

재활성의 병인이 되어 림프류, 혈뇨, 요로폐색, 출혈성방광염,

콩팥부전, 뇌염 등의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7,9 특히 BK

virus는 콩팥 이식환자에서 급성세포성거부반응 때의 중요한 조

직학적 소견인 세포독성 T림프구의 침윤으로 인한 세뇨관간질

염과 감별하여야 한다. 

재활성화된 이차적 폴리오마바이러스(BK virus) 감염의 혈

청학적 증거는 이식환자의 45%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 90%는

무증상이다.10 그러나 이식환자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는

무증상이 아닌 전신감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오마바이

러스 감염의 중요성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부각되었다.5,11 본례

에서와 같이 재활성된 감염의 경우에는 혈청 항체치의 상승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생검 조직에 의한 광학현미경, 면역조직

화학, 전자현미경 소견과 polymerase chain reaction 및 in situ

보합법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다.10,12

바이러스봉입체의 크기와 모양에 한 광학현미경상 특징을

비교하면 거 세포바이러스는 상피세포 외에 혈관내피세포의 거

화와 핵내 호염성의 봉입체를 보이는 반면, 단순포진바이러스

는 유리모양 봉입체와 핵주위 달무리를 보이거나 다핵거 세포

와 주변조직의 괴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

된 세포는 핵이 짓눌리고 Cowdry 제 1형의 핵내봉입체를 특징

으로 한다. 한편 폴리오마바이러스 중 BK virus는 JC virus와

달리 SV40 항체와 교차 반응이 있어 사람의 폴리오마바이러스

두 종간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BK virus에 한 단

클론항체에 한 면역화학염색외에 SV40 항체와 교차반응이

있으면 BK virus 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13 본례에서는 BK

virus나 SV40 항체에 한 단클론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지 못

했다. 

전자현미경검색상 아데노바이러스는 60-90 nm 격자구조의

바이러스과립을 이루며, 단순포진바이러스는 150-200 nm, 거

세포바이러스는 100-300 nm의 이중막 구조이고 엔테로바이러

스는 30 nm, 유두종바이러스는 55 nm으로 40 nm인 폴리오마

바이러스와는 구별된다. 생검과 같은 침습적인 방법 이외에 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요탈락세포검사에서

decoy 세포를 확인하거나, 원심분리한 요의 전자현미경검색에

서 앞서 기술한 특징적인 40 nm의 바이러스과립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JC virus는 면역저하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의 백

질의 희소돌기세포에 감염되어 탈수초화를 일으키는 반면, BK

virus는 주로 방광, 요관 등의 요로와 폐를 침범하지만 별모양세

포에 광범위하게 감염되어 뇌척수액과 뇌실질의 파종성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7 백질을 침범하는 JC virus

와 달리 BK virus는 뇌실주위벽의 뇌실질 및 맥락얼기와 뇌막

면에 친화성을 보여 수두증을 일으킨다.7 건강한 성인의 30%에

서도 JC virus, BK virus가 검출된다.9 본례에서 중추신경계는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폴리오마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

는 데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vidarabine이나 prosta-

glandin E2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4,15

폴리오마바이러스 감염은 본례와 같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한 면역억제환자에서 무증상의 잠복 감염인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여 비가역적인 신장 손상 혹은 폐부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환자에서 혈뇨, 요로폐색, 출혈방광염, 콩

팥부전, 수두증,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감별진단으

로 폴리오마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Hogan TF, Borden EC, McBain JA, Padgett BL, Walker DL. Human

polyomavirus infections with JC virus and BK virus in renal trans-

plant patients. Ann Intern Med 1980; 92: 373-8.

2. Gardner SD, Field AM, Coleman DV, Hulme B. New human poly-

omavirus (B.K.) isolated from urine after renal transplantation.

Lancet 1971; 1: 1253-7.

3. Coleman DV, Mackenzie EF, Gardner SD, Poulding JM, Amer B,

Russel WJ. Human polyomavirus (BK) infection and ureteric

stenosis in renal allograft recipients. J Clin Pathol 1987; 31: 338-47. 

4. Hair LS, Nuovo G, Powers JM, Sisti MB, Britton CB, Miller JR. Pro-

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in patients with immun-



폴리오마바이러스의 신장 감염  171

odeficiency virus. Hum Pathol 1992; 23: 663-7.

5. Nebuloni M, Tosoni A, Boldorini R, et al. BK virus renal infection in

a patient with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rch

Pathol Lab Med 1999; 123: 807-11.

6. Cubukcu-Dimopulo O, Greco A, Kumar A, Karluk D, Mittal K,

Jagirdar J. BK virus infection in AIDS. Am J Surg Pathol 2000; 24:

145-9. 

7. Valbracht A, Lohler J, Gossmann J, et al. Disseminated BK type

polyomavirus infection in an AIDS patient associated with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 Am J Pathol 1993; 143: 29-39.

8. Shinohara T, Matsuda M, Cheng SH, Marshall J, Fujita M,

Nagashima K. BK virus infection of the human urinary tract. J Med

Virol 1993; 41: 301-5.

9. Elsner C, Dorries K. Evidence for human polyomavirus JC and BK

persistence in normal brain tissue. Virology 1992; 191: 72-80.

10. Gardner SD, Mackenzie EFD, Smith C, Porter AA. Prospective study

of the human polyomaviruses BK and JC and cytomegalovirus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J Clin Pathol 1984; 37: 578-86.

11. Boldorini R, Zorini EO, Vigano P, Nebuloni M, Mena M, Monga G.

Cytologic and biomolecular diagnosis of polyomavirus infection in

urine specimens of HIV-positive patients. Acta Cytol 2000; 44: 205-

10.

12. Howell DN, Smith SR, Butterly DW, et al. Diagnosis and manage-

ment of BK polyomavirus interstitial nephritis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ation 1999; 15: 1279-88.

13. Mann RS, Carroll RB. Cross-reaction of BK virus large T antigen

with monoclonal antibodies directed against SV40 large T antigen.

Virology 1984 ; 138: 379-85.

14. Chapman C, Flower AJ, Durrant ST. The use of vidarabine in the

treatment of human polyomavirus associated acute hemorrhagic

cystitis. Bone Marrow Transplant 1991; 7: 481-3.

15. Laszio D, Bosi A, Guidi S, et al. Prostaglandin E2 bladder instilla-

tion for the treatment of hemorrhagic cystitis after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Haematologica 1995; 80: 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