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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 is the most common etiologic agent causing endogenous endophthalmitis resulting due to
hematogenous spread from a remote primary focus. Risk factors for the infection include intravenous
drug use, hyperalimentation, surgery, malignancy, diabetes, neutropenia, and the use of broadspectrum antibiotics and immunosuppressive agents, especially corticosteroids. The outcome of
candida endophthalmitis is disappointing. One main problem in the management of this infection is
that early diagnosis is difficult. Thus, treatment may be delayed and this which often leads to a poor
outcome. Candida endophthalmitis, particularly candida guilliermondii endophthalmitis, is extremely
rare, although it is becoming more common as the number of chronically debilitated patients and the
use of invasive procedures increase. It is an ophthalmologic emergency and commonly takes a tragic
course. Therefore, early suspicion and aggressive management are imperative to prevent visual loss.
The authors report a case of candida endophthalmitis caused by Candida guilliermondii in a
65-year-old man with mixed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GIST) and stomach adenocarcinoma.
Key Words : Candida endophthalmitis, Candida guilliermondii, Adenocarcinoma
(3, 4). 최근 내시경 검사의 증가, 스테로이드를 포함 한

서

론

면역억제제나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 약물중독 환자의
증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전파, 당뇨병이나 만성

눈속염(endophthalmitis)은 미생물의 안구내 조직손상

신부전 등의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회감염 균

을 유발하는 염증성 반응으로 안과적 수술이나 안구 외

주의 보고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칸다디는 정상적

상에 기인하는 외인성 눈속염이 대부분이며, 2%에서

으로 위장관 내에 분포하며 특히 위장관에 점막손상이나

15%는 이러한 기왕력이 없이 전신 감염증의 경과 중 신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칸디다혈

체 다른 조직의 원발병소에서 미생물의 혈행성 파종으로

증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칸디다혈증은 칸디다 눈속염의

발생하는 내인성 눈속염이 있다(1). 세균성 눈속염도 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안구침범 빈도가 28%에서 37%에 달

히 보고되고 있으나(1, 2) 최근 문헌은 진균 눈속염, 특히

한다고 한다(5). 칸디다혈증으로 인한 칸디다 눈속염은

Candida albicans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단이 지연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뿐
만 아니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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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저자들은 간전이와 소장의 위장관 간질종양(GIST)
를

동반한

위

샘암종

환자에서

발생한

Candida

guilliermondii에 의한 눈속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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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위 분문부와 근위 소장 내벽에 미

증

례

만성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간좌엽에 국한된 고립
성 전이병변이 있었다.

환 자 : 65세, 남자
주 소 : 5일간의 발열과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안구통 및 시력저하
현병력 : 환자는 10년 전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였고,

심전도 및 심초음파 소견 : 내원시 심전도에서 좌심실
비대와 굴빠른맥(sinus tachycardia)이었고, 눈속염의 원
발병소를 찾기 위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증식(vegetation)은 없었다.

2003년 8월부터 간헐적인 식후 상복부 불쾌감 및 소화불

안소견 : 우안의 육안 및 세극등검사에서 결막충열과

량이 있었으나 개인 약국에서 제산제를 포함 한 보존적

부종, 각막부종과 혼탁이 있었고, 안구 B-scan 초음파에

치료 외는 추적검사 및 정밀치료 병력은 없었다. 2004년

서 초자체염증(Figure 1)이 있었다.

11월 초부터 5일간의 근육통과 발열로 인근 병원에서 치

배양검사 소견 : 혈액배양검사에서 배양되는 균주는 없

료 중이었고 내원 2일 전부터 우측 안구통과 시력저하가

었으나, 안과에서 시행한 전방천자술 및 초자체흡인술에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서 얻은 채취물의 그람염색에서 효모(yeast)를 확인하였

안과소견은 우안의 내인성 눈속염 이었으나 상복부 압통,

고, 배양검사에서 중등도의 백색의 점액성(creamy) 집락

빈혈, 및 흑색변 등의 병력이 있어 위장관 출혈이나 암종

을 형성하며 자란 균을 API kit(API 20 C AUX II QC

의 가능성이 높아 내과 입원 후 협진하기로 하였다.

Set)를

가족력 및 과거력 : 특이 사항은 없음.

이용한

동화반응(assimilation

test)에서

C.

guilliermondii를 확인하였다.

이학적 소견 : 입원 당시 급성 병색이나 의식은 명료하

치료 및 경과 : 환자는 5일전부터 열이 있었고 내원시

였고, 혈압 150/90 mmHg, 맥박 9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8℃였으나 감염병소를 찾지 못하여 1시간 간격으

체온 37.8℃ 였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혀는 건조하였으나,

로 3회의 혈액배양검사를 한 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

공막에 황달은 없었고, 경부 림프절은 만져지지 않았다.

였고, 안과와의 협진으로 우안 전방천자술 및 초자체흡인

흉부 청진에서 호흡음은 정상이었고, 심잡음은 들리지 않

술을 시행하여 얻어진 채취물로 균배양를 시행하였다. 이

았다. 간장과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고, 심와부에 압통은

후 vancomycin과 amikacin을 국소점안, 결막하 및 초자

있었으나, 복부에 종물은 촉지되지 않았다. 하지에 부종

체강내 그리고 전신적으로 투여하였으며 스테로이드 투

은 없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여와 atropine 국소점안을 병행하였다. 제 2병일에 시행한

검사실 소견 : 내원 당시 시행 한 말초 혈액 검사에서
3

내시경에서 위 분문부와 위저부에 내부에 궤양을 동반한

백혈구 11,200/mm [대상형(band) 14%, 호중구 80%, 림

위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원발 감염병소

프구 2%], 혈색소는 7.0 g/dL, 적혈구용적률 22.9%, 혈소

와 위암의 전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화 단층 촬영

3

판 448,000/mm , 적혈구 지수는 MCV 61.9 fL, MCH 18.9

을 실시하였으나 명백한 감염병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

pg, Fe2＋ 9 ug/dL, TIBC 397 ug/dL로 저색소성 소구성

지 위 분문부와 근위 소장의 내벽이 비후된 소견과 간좌

철분결핍빈혈 소견이었고, 급성 염증 반응의 지표인 적혈
구 침강 속도는 50 mm/hr, C-반응성 단백질은 18.96
mg/dL 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BUN 22.8 mg/dL, 혈청
Cr 1.2 mg/dL, 총 빌리루빈 0.8 mg/dL, 알부민 3.6 g/dl,
AST 68 IU/L, ALT 33 IU/L, ALP 180 IU/L 이었고,
CK 462 U/L, CK-MB 13 U/L 이었다. 혈청 전해질은
Na 130 mEq/L, K 3.2 mEq/L, Cl 99 mEq/L, tCO2 24
mEq/L였다. 면역학에서 AFP 3.0 ng/mL, CEA 25.33
ng/mL였고, 혈청학에서 간염바이러스는 음성이었다. 대
변 잠혈시험은 양성이었고, 소변 검사는 단백뇨 1(＋) 외
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방사선학적 소견 : 단순 흉부 X-선에서 고혈압성 심비
대 소견은 있었으나 활동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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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scan ultrasonograph (right eye of the patient)
shows some dense vitreous echoes.

는 기회감염 균이다. 150여종 중 단지 10여종 만이 인간
에서 병을 유발하며, 그 중 C. albicans가 가장 흔하고 칸
디다혈증의 주 원인균이지만(3, 4), 암환자에 있어서는 C.
guilliermondii, C. tropicalis, C. parapsilosis 등의 nonalbicans 칸디다 종이 칸디다혈증을 유발하는 일차 원인
균으로 알려져 있다(6).
위장관에서 칸디다는 구강 30%, 소장 55%, 대변 90%
의 분포를 보이나 위에서는 위점막의 높은 산도가 칸디
다의 성장을 억제하여 낮은 분포를 보인다. 위칸디다증을
유발하는 병인으로는 첫째,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 미주
신경절제나

유문성형술,

그리고 cimetidine이나

ome-

prazole 등의 위산억제제의 복용 등으로 위액 성상의 변
화, 위장 운동 장애 및 점막 손상 등과 같은 내부환경의
변화가 있고, 둘째, 당뇨환자에서 당뇨성 혈관질환 및 신
경질환, 고혈당의 대사인자로 인한 칸디다 집락형성, 그리
Figure 2. Fundoscopic finding after 1st vitrectomy shows
remnant retinal and vitreous hemorrhages with some surrounding exudates.

고 다핵구나 단핵구 등의 백혈구내 과립에 존재하면서

엽 S3 분절에 국한된 고립된 전이병변이 관찰되었다. 제

생할 수 있으며, 셋째, 위점막의 방어체계, T세포 및 항원

4병일에

배양검사에서

자란

균을

동정한

결과

큰포식세포의 진균에 대한 방어기전에 이용되는 myeloperoxidase의 결핍 및 화학주성(chemotaxis)의 저하로 발

C.

보체 매개성 큰포식세포 등의 균에 대한 방어기전의 저

guilliermondii로 확인되어 Amphotericin B 점안을 추가

하가 있으며, 그리고 항생제 사용에 따른 정상균총의 억

하였으나 안구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제 6병일에 망막

압으로 비타민 B 군의 형성저하와 점막 손상으로 진균에

및 초자체출혈이 합병되었고,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분

대한 유리한 환경 조성 등(7)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화도가 좋은(well-differentiated) 샘암종이 확진되어 외과

연령의 증가, 암종에 대한 항암치료 후, AIDS의 확산, 영

및 안과와 협진하여 위전절제술, 간좌엽 S3 및 근위 소장

양장애, 약물 중독,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의 과다 사

부분절제술, 그리고 초자체절제술(Figure 2)을 시행하였

용, 신질환이나 간질환 등의 만성소모성 질환 등도 병인

다. 수술 후 위암은 chromogranin 음성이었고, 분화도가

을 야기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병인의

좋은 샘암종을 다시 확인하였고, 근위 소장의 장막하층에

위험인자를 갖는 경우에 위장관에 칸디다의 집락이 발생

서 절제된 소결절 조직에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할 수 있고, 심부 조직으로 균이 침투하여 혈행성 파종을

(immunohistochemical stains)에서 CD117 양성, NSE 양

일으켜 칸디다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 비

성, S-100 양성, CD34 음성, smooth muscle actin 양성이

장, 신장, 심장 및 안구 등에 염증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며 유사분열수(mitotic count) <5/10HPF이고 신경요소

증례의 환자는 65세의 고령으로 간전이와 GIST를 동반

(neural components)를 포함한 GIST가 확인되었다. 이후

한 궤양을 포함한 위 샘암종과 1년여 동안 제산제을 복

에도 3회에 걸쳐 초자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국소 항생

용한 병력이 있었고, 이들 조건이 위장관 점막의 방어벽

제 점안을 병용하여 안구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시력은 호

의 파괴와 내부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칸디다의 집락을

전되지 않아 6개월 후 안구내용 제거술과 안구 적출술을

형성하고 심부 조직으로 침투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하였다.
진균 눈속염은 주로 내인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고

찰

특히 C. albicans가 흔한 원인균으로 1970년대까지는 드
물게 사체부검을 통해서 알려졌으나, 최근 항생제나 마약

칸디다는 토양, 무생물, 병원 환경 등에 서식하고, 인간

등의 장기간 정맥 투여,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의 사용,

의 피부, 호흡기, 위장관, 생식기 등에 상재하는 진균의

면역기능저하 환자의 증가, 위장관수술 증가가 늘면서 칸

일종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원성을 획득하

디다혈증으로 인한 눈속염의 보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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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uilliermondii에 의한 눈속염은 국내에서는 보고된 예

증례에서는 amphotericin B의 국소 점안은 하였으나, 다

가 없고 외국 문헌에서도 칸디다혈증의 보고 이외에는

른 전신증상이나 기저질환의 치료에 간과되어 전신적 진

눈속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여 그 빈도를 확인할 수 없

균제의 병행과 조기 수술의 권장을(14, 15)고려하지 못한

었다. 칸디다혈증에 있어서 Tanaka 등(8)은 기회감염에

점이 지적되며, 4차례에 걸친 초자체절제술과 국소적 항

이환되기 쉬운 환자의 72%에서 악성종양이 동반되었다고

생제 점안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소실을 막지 못

하였고, Urushizaki 등(9)은 위암 환자의 혈청에서 정상적

했던 예이다.

인 림프구반응이 감퇴된다고 하였으며, Takahashi 등(10)

요

은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큰포식세포가 caspase의 활성

약

도 증가와 뒤이은 T세포의 기능 손상 및 세포자멸사
(apoptosis)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Nucci 등(6)은 암환

저자들은 간전이와 소장의 위장관 간질종양을 동반한

자에서 칸디다혈증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non-albicans

위 샘암종 환자에서 발생한 C. guilliermondii에 의한 눈

칸디다 종이 C. albicans보다 그 빈도가 많았다고 하였고,

속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며, 칸

Krcmery 등(11)은 암환자에서 C. guilliermondii에 의한

디다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눈속염이 발생하는 경

칸디다혈증 3예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등(12)은 진균증

우에 칸디다혈증의 유무, 원발병소의 추적검사, 눈속염에

환자에서 기저질환으로 가장 흔한 것은 고형종양이며 C.

대한 안과적 정밀검사 및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리라 본

glabrata, C. guilliermondii가 가장 흔하다고 하였다. 본

다.

증례의 환자는 전방천자술과 유리체흡인술로 얻은 채취
물에서 시행한 그람염색에서 효모를 확인하였고, 배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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