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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Penicillium species에 의한

서

10, 11)

진균성 복막염이 2예 보고되어 있으나

론

, Penicil-

lium merneffei에 의한 진균성 복막염은 지금까지 보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진균성 복막염은 복막투

10-14)

고된 예가 없었다

1)

.

본 저자들은 감염 호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석의 중단과 높은 사망률이 동반되는, 드물지만 심각
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 진균성 복막염의 발생빈

과거력이 없으며, 호발 지역 거주자들과 접촉한 경험

도는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총

이 없고, HIV와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게서 복

복막염 중에서 약 3-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막투석과 관련된 Penicillium marneffei 복막염이 발

2)

로 보고되고 있으며 , 가장 흔한 원인 진균은 Can-

생한 증례를 경험하였으며, 도관제거와 Amphotericin

dida species로, 진균성 복막염 중 약 60-100%가

B, 경구 fluconazole로 치료 후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

1, 3-5)

Candida species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 Peni-

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cillium species는 지속성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에서 매우 드물게 복막염을 일으키거나 도관 균집을

증

례

일으키는 원인 균주로, Penicillium species에 의한
진균성 복막염은 세계적으로 그 증례가 드물게 보고
6, 7)

되어 왔다

환 자 : 황○식, 남자, 43세

5)

. Goldie 등 은 1984년에서 1994년까지

주 소 : 복통 및 설사, 투석 배액 혼탁

702명의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총 1712건의 복막

현병력 : 환자는 12년 전 낙상 후 하반신 마비로 거

염이 있었고, 이중 진균성 복막염이 55건으로 3.2%임

동이 힘든 상태로 지내오면서 배뇨 곤란 증상이 있어

을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Penicillium species는

오다가, 6년 전 소변량이 줄고 요독 증세가 심해져 부

Candida species에 이어 두번째로 흔한 진균성 복막

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말기신부전증을 진단받고 혈

염으로 그 빈도는 Candida species가 74.5%, Peni-

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해

3, 5)

cillium species가 5% 정도라고 한다

.

지속성 복막투석으로 바꾼 후 복막염 등 특별한 합병

Penicillium marneffei 감염은 대부분 면역결핍 환

증 없이 복막투석을 시행해 오다가 내원 2주 전부터

자들에서 발생하며, 특히 AIDS 환자에서 흔히 발생

투석 배액이 혼탁해지고, 내원 3일 전부터 복통 및 하

8)

한다 . 동남 아시아의 일부지역에서는 P. marneffei는

루 수 차례의 설사 증상이 지속되어 본원 응급실에

HIV 감염환자에게서 세번째로 흔한 기회 감염이기도

내원하였다.

8, 9)

하다

. 과거에는 P. merneffei 감염이 일부 감염 호

발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발생하였으나, 세계여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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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부, 입, 결막에 균락화를 형성할 수 있는 sarophytic

16)

진균이다 .

Penicillium

species에는

있을 경우 Penicillium marneffei 복막염을 감별해야

P.

하며, 진균성 복막염이 의심될 경우 진균 배양 검사에

marneffei, P. citrinum, P. brevicompactum, P.

서 진균이 배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 증례에서

chrysogenum, P. decumbens, P. pinophilum이 있

와 같이 direct DNA sequencing을 통한 조기진단을

으며, 동정되었을 경우 오염균일 수도 있으나, HIV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같은 면역결핍환자에게서는 침습적이고 생명에 위험
9, 16-20)

을 주는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진균성 복막염의 잘 알려진 위험 인자로 투석용액
내의 고농도 dextrose 사용, steroid 등의 면역억제제

11)

오국환 등 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복막투석을

의 사용, 당뇨병, 전신질환, 과립구의 기능 이상, 장기

시작한 환자 총 376명 중 진균성 복막염으로 진단 받

간의 항생제 사용, 면역 결핍, 저알부민 혈증 등이 보

은 15예를 후향적으로 관찰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에

고되고 있으나

따르면 진균성 복막염의 원인균으로는 Candida spe-

인자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14, 21-23)

, 본 증례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

cies가 9예(56%)로 가장 많았으며, Aspergillus 2예,

Penicillium marneffei 감염은 Amphotericin B나

Cryptococcus 2예, Penicillium species 1예, Toru-

경구 itraconazole, fluconazole 복용으로 치료할 수

lopsis 1예, Trichosporon beigelii 1예 등이었다. 모

있으며, 그 치료 효과는 동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든 환자에게서 복막투석 카테터는 진단 즉시 제거하

항진균제 치료율이 59% 정도로 itraconazole이나 flu-

였으며, Amphotericin B, fluconazole, flucytosine 등

conazole에 잘 반응한다고 한다 . 또한 감염된 복막투

을 단독 혹은 병합 투여한 결과 완치 후 복막투석을

석용 도관 제거가 진균성 복막염 치료에 중요한 역할

지속한 환자가 3예(20%), 혈액투석으로 전환한 환자

을 하며, 항진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도관 제거만으로

가 9예(60%)이었고, 3예(20%)에서는 진균성 복막염

도 진균성 복막염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복막투석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용 도관에 Penicillium이 균락화만 형성하고 있는 경

2)

8)

Alberto Ortiz 등 은 1998년 10월까지 발표된 논

우에도 복막투석용 도관의 제거만으로 치료될 수 있

문들을 검색하여 Penicillium species에 의해 복막염

다 . 본 환자에서도 도관 제거 후 liposomal ampho-

이 발생하거나 복막투석용 도관에 균락화를 이루고

tericin B를 2주간 투여하였고, 이후 경구 fluconazole

있는 아홉 증례를 보고하였다. 아홉 증례를 분석해 보

을 2주간 더 복용하였다. 진균성 복막염으로 도관 제

았을 때 복막염으로 인한 첫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날

거 후 재삽입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치료 효과는

때부터 진균성 복막염으로 진단 될 때까지의 평균기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 없으나, 본 환자의 경우

간은 31±24일로 진단기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이렇

불가피하게 혈액투석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항 진

게 진단이 늦어진 이유는 Penicillium species가 병

균 치료 1개월 후 다시 지속성 복막투석을 시행하였

원균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Penicillium

고 지금까지 복막염 등 합병증 없이 유지되고 있다.

19)

species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 및 증

본 저자들은 HIV에 감염되지 않고, 감염 호발 지

후를 이해하지 못한데 있을 수 있다. 복막투석액에서

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과거력이 없으며, 호발 지역

Penicillium species가 동정되었으나 오염균으로 간

거주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서 복막투석

주된 경우도 있었다. 이중 한 증례에서만 Penicillium

과 관련된 Penicillium marneffei 복막염이 발생한

pinophilum으로 종이 확인되었으며, 복막염 발생 없

증례를 경험하였으며, 도관제거와 Amphotericin B,

이 수개월 동안 복막투석용 카테터에 균락화를 형성

fluconazole로 치료 후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하고 있었던 경우가 두 예가 있었다. 복막염이 발생한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다섯 증례 중 복막염으로 인한 증상 없이 복막투석액
만 혼탁한 경우가 두 예가 있었다. 모든 증례에서 복
막투석용 도관은 제거되었고, Amphotericin B나 itra2)

conazole과 같은 항진균제 사용 후 회복되었다 . 이에
본 저자들은 복막투석과 연관된 복막염 진단으로, 특
히 복막투석용 도관이 변형되고 갈색의 판들이 엉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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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enicillium merneffei
CAPD Peritonitis
Sang Hoon Han, M.D., Hoon Young Choi,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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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Chang, M.D., Shin Wook Kang, M.D.
Kyu Hyun Choi, M.D., June Myung Kim, M.D.
Ho Yung Lee, M.D., Dae Suk Han, M.D.
*
Young Dong Eun, M.D.
*
Kyung Woon Lee, M.D.
†
and Jong Hee Shi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
Clinical Pathology , Colla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
Collage of Medicine, Ch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P. marneffei is a fungus that causes life-threatening disseminated infection in a geographically distinct areas of the world. Following the first case of
human infection in 1959, the incidence of this infection has risen markedly during the past 5 years.
However, even in the midst of such rapid increase,
the infection has always occurred only in a limited
geographic distributions or in persons who have visited this limited geographic areas. These areas include Myanmar, Hong Kong, Indonesia, Laos, Malay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Vietnam, and the
Guangxi province of southern China. P. marneffei
infection occurs mostly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particularly AIDS patients. P. marneffei infection commonly presents with skin and subcutanous
tissue infection, fungemia, diarrhea, bone marrow
infection, and generalized lymphadenopathy with hepatosplenomegaly. We report the case of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associated peritonitis
caused by P. marneffei. The case occurred in Korea,
a non-endemic area of P. marneffei, in a non-AIDS
patient who has not been exposed to any of the endemic areas. This warrants further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yet unknown transmission route of
this fungal organism. P. marneffei was diagnosed
without delay by 18sRNA PCR and sequencing, and
was later confirmed by culture. PCR and sequencing
may contribute to the early diagnosis of the P. marneffei infection, which is important given this infection's ability to progress to a systemic infection
with high mortality rate when diagnosis and management are delayed. (Korean J Nephrol 2002;21

Words : Penicillium marneffei,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associated perito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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