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진

1

정희선

1

김준성

1

김태석

1

조병식

1

최수미

2

김명신

3

1

이연수

이석

1

신완식

Su-Jin Oh, M.D.1, Hee-Sun Jeong, M.D.1, Joon-Sung Kim. M.D.1, Tae-Seok Kim, M.D.1, Byung-Sik Cho, M.D.1
Su-Mi Choi, M.D.1, Myungshin Kim, M.D.2, Youn Soo Lee, M.D.3, Suk Lee, M.D.1, and Wan-Sik Shin, M.D.1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disseminated fusarial blood stream infection with varicelloid skin
eruptions, who had suffered from persistent neutropenic fever after salvage chemotherapy for relapsed
acute lymphocytic leukemia (ALL). Neutropenia continued in spite of G-CSF and granulocyte transfusion, and he failed to respond to conventional amphotericin B initially, and then liposomal amphotericin B and voriconazole combination therapy. Disseminated fusariosis can be diagnosed by blood
cultures in 50% of patients and present skin lesions in more than 80% of patients. So, typical skin
lesions are important clue to diagnose of the disseminated fusariosis. However, many skin lesions in
immunocompromised hosts are due to various infectious and non-infectious causes. So, this case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obtain biopsy specimens of skin lesions for histopathologic examination,
culture and staining. Here, we present our case with the review of the literatures reported in our country,
so far.

Fusarium, Leukemia, Neutropenia, Skin
파종성 또는 침습성 심부

감염은 치명적인 경

과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데 혈액배양에서
균주가 분리되는 경우는
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토

에 머물기 때문에

이상

에서 나타나는 피부병변을 관찰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양부패균으로 주로 식물 병원균이다 사람에서는 드물지

될 수 있다

만 각막염을 가장 흔히 일으키며 조갑진균증 피부감염

병변은 초기에 발적이 있는 홍반이나 구진 또는 통증을

특히 상처나 화상부위 감염 등의 표재성 감염을 유발하나

동반한 결절로 나타나며 수일내에 주변부에 발적을 동반

최근 면역저하환자의 증가로 파종성 피부감염 심부조직

하며 중심부 조직이 괴사되어 검은색의 괴사딱지

감염이나 전신성 감염의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 앉거나 궤양이 발생하는 양상으로 진행한다

파종성

감염의 특징적인 피부

저자

들은 최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광범위 항균제
에 반응하지 않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과 함께 초기 피부
병변이 수두양으로 나타나 진단에 혼란을 주었던 파종성
혈류 감염 예를 경험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침습성 또는 파종성

감염 환자에서 나

고

을

으로 교체 투여하였다 화학

타난 피부병변과 임상 양상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요법

일 무렵부터 발목 부위에서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

바이다

해서 점차 몸통으로 퍼졌는데 초기에는 구진
주로 소포

에서

로 변하였고 일부 구진 결절성 발진 등

여러 단계의 피부병변이 같이 공존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헤르페스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인한 파종성 대상포진이나
세 남자

단순포진 또는 수두 등을 감별하기 위해 피부과에 생검을

빈혈 및 혈소판 저하증

의뢰하였고 피부과 협진 결과

환자는 내원

년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정형 수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양성 진단받고

하루 번 정맥내 를 시작하였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년전 타인간

년 후 재발하여 재관해유도

화학요법을 시행받고 글리벡

일을 복

증량하였다 발진 발생

양성으로 비
일를

일 경과시 소포의 크기가 점차

커지면서 수도 늘어나고 농포로 변하였다

용하던 중 다시 재발하여 구제 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내

요법

원하였다

하였고 이당시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특이 사항 없었다

가 분리되었다

내원 당시 활력증후는 혈압
맥박수 분당

회 호흡수 분당

일에 다시 발열있어

화학

를

까지 증량

피부조직 검사에서는 진피에서

피하 지방층까지 균사가 관찰되었고 균사는 주로 작은 크

회 체온

였다 만성

기의 혈관벽과 그 근처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의 괴사를 유

병색을 보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다 흉부 청진에서 심음과

발하고 있는 혈관염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호흡음은 정상이었고 복부 촉진 및 청진에서도 특이 소견

배양검사 결과 확인 후

없었다

를
일 이하

내원 당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호중구
혈색소

림프구

미성숙 세포

혈소판

총단백

크레아티닌

알부민
총

빌리루빈

나트륨

이었다 흉부

칼륨

선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다
내원

병일에 고용량
로 구제 화학요법을 시작하

였다 화학요법 일째 인후통 연하장애를 호소하며 호중
구 감소성 발열이 발생하여 입인두 점막염에 의한 발열로
생각하고 경험적 항균제로
을 투여하였다
이

과

일 후에도 해열되지 않고 점막염
로 점차 심해져

을 추가하였고 다음날 해열되었다 화학요법

일에 다시

열이 발생하였고 이 당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절대 호중구 수

로 중증의 호중구 감소 상태

가 지속되고 있었다 투여 중이던
을

으로 교체하고
일 이하

화학요법

를 추가하였다

일에도 발열 지속되어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

서 메티실린 내성

시간 간격으로 두번 투여 후
하루 두번 을 병합하였다 화학요법

이었고 혈청 생화학검

사에서 혈중요소질소

로 교체하였고

가 동정되었

전히 백혈구

절대 호중구 수

일에도 여
로 중증 호

중구 감소가 지속되어 과립구 수혈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침입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환자의 경우는

과립구 수혈과

카테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카테터 부위의 염증소견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중구 감소증에서 회복되
지 않았고 화학요법

일에 흉부

은 관찰되지 않았고 입원시 엄지 발가락에 손발톱주위염

에서 폐문 주변으

이 있었으나 혈액배양검사에서

이

로 폐침윤이 발생하여 급성 호흡곤란증후군과 다장기 기

동정될 당시에는 발톱주변에 감염의 증후가 있거나 악화

능부전으로 진행 화학요법

소견이 없어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침입부

일에 사망하였다

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다
은

배지에서 실온 배양시

일내

에 흰 솜털 모양의 균사로 덮인 집락을 빠르게 형성하며 배
는 식물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사상형 진

양 후기에는 종에 따라 황색 분홍색 녹색 자주색 적색 등

균으로 식물과 동물에 모두 병원성을 갖는다

을 나타내고 집락 뒷면은 연한 색을 띈다

은 약

초자양진균에 속하므로 투명하고 격벽이 있는 균사를 가지

여종의 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및

가 사람에서 주로

며 분생포자는 대분생포자

은
와 소분생포자

감염증을 일으킨다 최근 면역저하환자 특히 혈액종양환자

의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에서 그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에

는 집락의 색깔이나 분생자병 소분생포자 대분생포자의 모

이어

번째로 흔한 병원성 사상균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양과 형성 방법 소분생포자를 형성하는 세포의 모양으로 종

경로로 인체에 침투하여 전신성 감염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을 감별한다 그러나 배양이 쉬운 것과는 달리 집락의 형태

알려진 바가 없다

변화가 빨라 균종의 동정은 쉽지 않다

주로 공기를 매개로 분생포자

가 호흡기를 통해 폐나 부비동으로 들어가거나
중심정맥관이나 상처 화상부위 등의 손상된 피부를 통해

른
가지

은다

와는 달리 형태학적으로 분생포자 균사체
가 짧은

형태이고 소분생

포자가 많으며
생포자는

만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또 대분
보다 가늘고 끝이 좁아지며

개의 격벽

이 있고 벽이 얇고 미세하다 국내에서 보고된 침습성
예 중 균종이 동정된 예는 모두

신쇠약 등이 나타난다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의 차
이점이자 진단을 위한 단서는 파종성
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에 의한 감염증이었다 본 증례의 경우

배양에서 약

염색에서 끝이 뾰족한 낫 모양의 대분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종까지 구분은 불가능하였다 최근

지 않아 광범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발열 근육통 전

와

특히

파종성 감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진균혈증보다 약 일까지
도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있으나 본 증례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시 화학요법
감염

까지 나타난다는 점과 혈액

에서 균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같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면역저하환자에서 침습성 또는 파종성

감염에서

본 예도 피부병변이 처음 발생할 당

일째 혈액배양검사에서는

분리되었고 일주일 후 화학요법

가

일째 시행한 혈액배양

은 치명적인 경과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나

검사에서

이 분리되었다 물론 초기 피부병변이

배양이나 조직검사 이외의 다른 진단 방법이 제한되어 있

다른 원인에 의하거나 헤르페스 감염이 같이 있었을 가능

고 침습적인 진단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의 불안정한

성도 있으나 혈액배양검사와 피부조직 검사에서 증명된

상태 등의 이유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상 증

사상형 진균 그리고

상도 아스페르길루스와 같은 다른 진균 감염과 크게 다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헤르페스 감염에 의한 소견보

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 파종성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에 강등이 보고한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파종성 또는 심부장기를 침
범한 침습성

감염증

예 중 폐렴으로 발생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부병변이 있었고 피부병변은 모
두 통증을 동반한 결절 또는 구진 홍반이 초기에 발생하
여 이후 중심부의 괴사가 동반되었다
변도 일부에서 관찰되었으나

소포성 병

본 예에서와 같이 전반적

으로 소포가 주 병변이었고

환자에서

에 의한 폐렴이 보고된 이래 침습성 심부

감염

증 또는 파종성 감염이 보고된 것은 모두 급성 백혈병 환
자에서 호중구 감소 상태에서 발생한 예들이다
중 예가 사망하여

이

의 사망률을 보였고 이는 약

의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양성으로 헤르

국내 증례에서는 치료제로 대부분

또는

를 사용했으며 본 증례를 포함하여 최

페스바이러스 감염 즉 파종성 단순포진이나 대상포진 또

근 보고된 예에서

는 수두와 같은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사

다 현재

례와 다른 점이다 이제까지 보고된 증례를 고찰해 본 결

료제로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유일하게 받은 상태이고 새

과 파종성

로 개발되고 있는

감염은 주로 사지에 피부병변이 먼

을 병합요법으로 사용하였
만이

에 대한 치
도

감염에 효과

저 나타나지만 수두의 경우 발진이 얼굴부터 시작하여 사

적이라는 보고가 최근 발표된 바 있어 이들 약제를 초기

지로 퍼진다는 점에서 피부발진의 진행양상이 감별점이

에 사용하거나 병합요법을 한 경우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혈액종양 환자 특히 호

기대된다

중구 감소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는 피부병변이 진균 감염

조기 진단 조기 치료와 함께 예방이 중요한데 중증의

외에도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제관련 피부병변 백혈

면역저하환자는 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병 세포의 피부침윤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유사한 피부병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부에 상처가 있는

변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감별진단에 주의를 요하며 파

경우는 수도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목욕을 할 때는

종성

샤워보다 멸균된 스폰지에 물을 묻혀하도록 한다 이는 병

감염이라도 비특이적이거나 다양한 양상

으로 피부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

원내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에

다

시에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서 파종성

감염의 치료

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고용량의
등
항진균제의 실험실내 감수성검사 결과와 위 약제로 치료
한 예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항진균제에

에 노출

이 오염되어 샤워

되어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혈모세포이식 병동 같은 곳에서는 환

자가 샤워하기 전 욕실바닥과 같은 환경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 항균제를 투여받는 호중구 감소증 환
자에서 지속적인 발열이 있을 때는 반복적인 혈액배양검사

대한 실험실내 감수성검사 결과와 실제 임상에서 치료 결

를 통해 항진균제에 내성을 갖는 진균감염이나

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여서 항진균제에만 의존

감염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한 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호중구 감소증이 회복되지 않은

력을 해야하며 피부병변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지금까지 예도 치유된 적이 없는 것처럼 항진균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나 배양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제와 더불어 호중구 감소증을 회복시키기 위해

할 것이다

과립구 수혈 등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환자
의 경우는 재발성 급성백혈병에 대한 구제 화학요법 이후
장기간 지속된 중증의 호중구 감소 상태에서 비특이적인
감염증

수두양 병변으로 나타난 전신성 파종성
으로 혈액에서

가 동정된 예이다 지속되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로 광범위 항균제와 함께

최근 면역저하환자의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도 점차 침
습성 파종성

감염증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가 점

감염은 아스페르길루스 감염과 유사한 임상양

차 증량되면서 투여되었지만 용량이 충분치 않았을 것으

상을 보이지만 특징적인 피부병변을 동반하고 혈액배양에

로 판단되며

서 균이 분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저자들은 급성 림프구

이 동정된 후

와

병합요법 및 과립구 수혈을 시행했으나 회복되지

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세 남자 환자에서 중

못한 점에서 지속적인 호중구 감소증이 환자 예후 결정에

증의 호중구 감소 상태에서 비특이적인 피부병변을 동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국내에서는

한 파종성

년

혈류감염을 경험하였기에 국내 증례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의 초기 피부병변은 구
진에서 시작하여 주로 소포성 병변과 일부 통증을 동반한
결절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도말검사 양성으로

비정형 수두로 오인되었다 이후 피부병변은 농포로 변하
였고 혈액배양 및 피부 조직검사에서 파종성
감염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병합요법과

투여 과립구 수혈을 받

았으나 호중구 감소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호흡곤
란증후군과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본 증례는
파종성

감염의 경우에도 수두양 병변으로 비특

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진단을 위해 적
극적으로 혈액배양과 피부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함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