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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sonism Hyperpyrexia Syndrome Mimicking Fever of Unknown Origin in 
Advanced Parkinson’s Diseas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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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arkinsonism hyperpyrexia syndrome (PHS) is a rare but potentially fatal disorder. We reported an advanced Parkinson’s 
disease (PD) patient who was initially diagnosed with fever of unknown origin and finally with PHS, together with a review of the litera-
ture. 
Case Report: A 67-year-old woman with PD presented with high-grade fever accompanied by altered consciousness and rigidity. Prior 
to the symptom onset, she had a couple week’s history of poor feeding due to her dental problem. However, she had regularly taken 
her anti-Parkinsonian medication even during that period, which hampered early recognition of PHS at the emergency room. Her anti-
Parkinsonian medication was withheld for more than 30 hours during her stay in our emergency room and extensive diagnostic work-up 
to identify the fever focus. Her neurologic symptoms deteriorated with concurrent acute hepatic failure and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Levodopa treatment was resumed on correction of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The patient recovered dramatically with 
normalization of laboratory tests. 
Conclusion: This case indicated that PHS could occur in patients without prior history of withdrawal of antiparkinsonian medication, pos-
sibly due to poor absorption or poor fee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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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병 고열 증후군(Parkinsonism hyperpyrexia syndrome, 

PHS)은 파킨슨 환자에서 파킨슨병 약물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감소가 원인이 되어 발열, 근육경직, 의식 저하 및 자율신경계 

이상과 혈청 크레아틴 키나아제(creatine phosphokinase, CK)의 

상승을 보이는 임상 증후군이다.1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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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 나타나는 악성증후군과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여 항

정신병 제제 연관 악성 증후군 양 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like syndrome)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며, 파킨슨병 

약물의 중단 이외에도 장내 약물흡수 농도의 저하, 기저의 감

염, 주변의 온도상승, 탈수 등도 원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2,3 

저자들은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서 지속되는 약물흡수의 저

하에 의해 파킨슨병 고열 증후군이 촉발된 후 갑작스런 약물 

중단으로 인해 보다 악화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67세 여자가 3일 전부터 발생한 고열과 내원 당일 아침 악

화된 의식 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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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파킨슨병 진단 후 항파킨슨병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증

상 발생 이전까지는 수정호엔야척도(H & Y) 2.5로 독립 보행

은 가능한 정도였다. 음주력, 흡연력 및 기타 다른 병력은 없

었다. 약물은 levodopa 125 mg 하루 4회, Sinemet CR (levodopa/

carbidopa 200 mg/50 mg) 취침 전 1회, pramipexole IR 0.25 mg 

하루 3회, pramipexole ER 1.5 mg 아침 1회 복용하였으며, 간

헐적인 환시로 clozapine 12.5 mg 하루 2회 복용중이었다. 상기 

약물은 최근 6개월 이상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

다. 내원 2주 전부터 치과 치료로 진통소염제를 복용중이었으

며, 이로 인해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식사량의 저하가 있었

다고 하였다. 3일 전부터는 전신의 오한, 열감으로 개인 내과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를 복용하였으며 기존 항파

킨슨병 약물은 의식저하가 발생하기 전까지 규칙적으로 복용

하였다고 하였다. 내원 당시 생체 징후는 혈압 140/65 mmHg, 

맥박은 125회/min, 호흡 24회/min 및 체온 39.9℃였다. 신체진

찰에서 전신의 발한 및 떨림 증상이 있었고, 전신경직이 관찰

되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기면(drowy)상태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고 묻는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외 뇌신경 검사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국소 신경학적 징후나 뇌막자극징후, 병적 반사는 없었

다. 운동기능 검사에서 양측 상하지는 Medical Research Coun-

cil (MRC) G3 이상으로 관찰되었으며, 사지의 심부건반사는 

저하되었다. 악화되는 의식 저하 및 산소포화도의 감소로 기

관삽관이 시행되었으며 고열과 의식저하의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와 적혈구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는 각각 5300/μL, 35 mm/

hr로 정상이었으나, C 반응성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9.29 mg/dL(정상 0-0.5)로 증가하였다. 이외 혈청 크레아틴

(creatinine) 1.6 mg/dL 및 젖산탈수효소(lactate dehydrogenase 

test, LDH) 522 IU/L의 경미한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혈청 CK

는 228 IU/L로 정상이었으며, 혈청전해질, 간기능, 혈청응고

검사에서 특기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열에 대한 중추

신경계 감염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과 뇌

척수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추가로 복부 및 흉부 전

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발열의 뚜렷한 원인이 될만

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의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지속되는 고열과 CRP의 상승으로 불명열

(fever of unknown origin, FUO) 진단하에 경험적 항생제 치료

가 시작되었다. 당시 응급실 체류 동안 레보도파를 포함한 항

파킨슨 약제는 마지막 약물 복용 시간을 기준으로 약 30여시

간 이상 중단되었다. 이후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시작되었으며 

추적 검사실 검사가 진행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120 /

㎕) 및  CRP (9.69 mg/dL) 수치는 큰 변화 없었으나, 혈청 CK 

2985 IU/L, AST 1471 IU/L, ALT 302 IU/L, 혈중 myoglobin 671 

ng/mL, 뇨중 myoglobin 312 ng/mL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응고검사에서 PT 16.3 sec 및 INR 1.41 로 연장 소

견 및 D-dimer 68.65 mg/L의 상승을 보였다. 의식상태는 혼수

(stupor)로 악화를 보였으며 전신 근육경직은 지속되었다. 경

험적 항생제 사용에도 고열(39.7℃)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세

균배양검사에서 균은 동정되지 않아 항생제는 중단 후, 비감

염성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감별 위해 본과에 협

의 진료가 문의되었다. 파킨슨병 고열 증후군 의증 하에, 수액

요법 및 냉각요법, 해열제 등의 대증요법을 유지하며 내원 3

일째부터는 기존에 복용하던 항파킨슨 약제를 다시 유지하였

다. 이후 환자는 점진적인 의식의 호전을 보였으며, 5일째부

터는 근육 경직이 호전되었고 체온도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

하였다. 증가된 혈중 CK 및 간효소 수치, 비정상적인 응고인

자 수치도 모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고     찰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은 시상하부, 흑질선조체계(nigrostriatal 

system) 및 중뇌변연계(mesolimbic system)에서 급격한 도파민

의 활성 저하로, 고열과 자율신경계의 이상 및 운동증상의 악

화, 의식저하와 혈청 CK 수치의 상승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

후군이다.2-4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의 갑작스런 사용 중

단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Toru 등에 의해 최초 보

고된 이후,5 약물의 중단 외에 고열과 탈수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보고되고 있다.1-3 Harada 등6의 

보고에 의하면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은 전체 파킨슨 환자의 

2-3% 이내에서 발생하며, 특히 장기적인 레보도파 치료를 받

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분비 감소에 대한 도

파민성 신경원 및 수용체의 보상작용이 저하 때문에 더욱 취

약하다는 보고도 있다.7 진단 후 빠른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횡문근융해증의 악화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며, 흡인성 

폐렴 및 호흡 부전 이외에도 본 환자처럼 급성 간부전과 파종

성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등의 치

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다.1,2 사망률은 전체 환자의 4%까지도 

보고되어 있으며, 3분의 1에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기 때문

에4,6 약물 복용력 및 유발원인이 될만한 촉진 인자에 대한 자

세한 문진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응급실에서 시행된 초기 병력 조사에서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약물 복용력상 특이점이 없었고, 

당시 근육 효소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던 점이 응급 상황에서 

조기 진단을 지연시키게 되었던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본 환자는 내원 2주 전부터 치주염을 동반한 치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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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부터 통증으로 평소 식사량

의 절반가량으로 섭취량의 저하를 보였다.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충분한 섭취가 이뤄지지 않아 병전까지는 일정하게 유

지되던 도파민의 흡수에 불균형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

며, 이로 인해 위장 및 소장에서의 일시적인 도파민 흡수저하

가 혈관뇌장벽을 통한 도파민의 흡수저하를 유발시켜 파킨슨

병 고열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8 

의식저하와 고열로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파킨슨 약물

의 중단으로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을 일으키는 경우는 임상에

서 간혹 경험할 수 있으나, 초기에 약물중단 병력 없이도 파킨

슨 고열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 환자에서 보여지는 흥

미로운 점이며, 처음 환자 문진 시 약물중단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약물의 흡수 불균형이 유발 될 수 있는 식욕저하나 섭

취량 저하 등 자세한 병력청취가 중요하고9, 약물중단력이 없

다고 파킨슨 고열증후군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경각

심을 본 증례를 통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환자에서처럼 약물 중단 이외에도 병발감염, 식욕감퇴, 

탈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파킨슨 고열증후군이 발병한 다

양한 증례 보고들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haloperidol이나 

fluphenazine 등의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 추체외로 증

상 및 항정신약물 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유발이 덜하다고 알려진10 clozapine, risperidone 등 비정

형 항정신병 약물에 의한 파킨슨 고열증후군도 보고되고 있으

며,11,12 국내에서도 olanzapine에 의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어,13 

파킨슨 환자에서 고열 및 의식저하 등 임상증상이 파킨슨 고

열증후군을 시사하고 있다면 이를 촉진시킬 만한 다양한 원인

에 대한 문진 및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예

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므로, 의식

저하와 고열을 동반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항파킨슨

병 약물중단의 과거력이 없을지라도 파킨슨병 고열증후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유발 가능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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