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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Amphotericin B, Flucytosine,
Fluconazole 투여로 완치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Candida albicans에 의한 다발성 뇌농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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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 albicans Brain Abscesses i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Treated with Amphotericin B, Flucytosine, and Fluconazole
*

Yoo-Rha Hong, M.D., Ai-Rhan E. Kim, M.D., Hyun-Woo Koo, M.D. ,
*
Chong-Hyun Yoon, M.D. , Ki-Soo Kim, M.D. and Soo-Young Pi, M.D.
*

Departments of Pediatrics, Radiology ,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ystemic candidiasis in premature infants often involves the central nervous system
(CNS) but only a few reported cases of candidiasis involving the brain parenchyma were
found in a recent search of the literature and there is no uniformly accepted approach for
treatment of CNS Candida infection in neonates. We report a case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who had candiduria and Candida meningitis with multiple abscesses formation in brain parenchyma who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long term amphotericin B,
flucytosine, and fluconazole therapy without surgical drainage. (J Korean Soc Neonatol
2005;12:227-232)
Key Words :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Candida albicans, Brain Abscess

2)

서는 9.9-10%까지 보고되고 있다 . Candida albi-

서

cans는 미숙아 진균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

론

3)

려져 있으며

4)

국내 보고에서도 조 등 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진균에 의한 패혈증은 9.6%였으며 이 중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술의 발달로 인해 극소 저출

65.4%가 C. albicans에 의한 감염이었음을 보고한 바

생 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에서의

있다. 미숙아에서의 전신적 진균 감염은 27-64%에서

전신적 진균 감염증의 유병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

중추 신경계의 감염과 동반하지만 뇌실질 내에 농양

국의 보고에 의하면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21%에서

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신생아에서 중추 신경계

지발형 패혈증이 생기며 이 중 10%를 칸디다 감염이

의 칸디다 감염에 대한 정립된 치료 방법은 알려진

1)

차지한다고 하였고

전신적 진균 감염의 빈도는

5, 6)

바 없다

저자들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칸디다 요로감

1,500 g 미만의 신생아에서는 3-4%, 1,000 g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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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010-3382, Fax : 02)3010-6978
E-mail : arkim@amc.seoul.kr

.

염증 및 뇌막염과 더불어 amphotericin B만으로는 치
유되지 않았던 다발성 뇌농양을 장기간의 amphotericin B, flucytosine, fluconazole의 병합요법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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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공환기요법을 유지하였다. 출생 9일째 제대 동맥관을
제거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후 총정맥 영양을 시행

증

하였고 인공환기 이탈을 위해 dexamethasone을 사용

례

하였다. 생후 17일째 환아의 활동력이 감소하고 백혈
구 증가, 혈소판 감소의 소견이 있어 vancomycin과

환 아 : 안○○, 남아

amikac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생후 19일째부터는

주 소 : 미숙아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아의 전신적 상태가 호

출생력 및 가족력 : 산모는 27세의 초산모로 조기진

전되지

않아

진균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과 96시간의 조기파수가 있었다. 환아는 재태기간

amphotericin B를 0.5 mg/kg로 시작하였다. 생후 20

25주 3일로 자연분만을 통해 출생한 쌍생아 중 첫째

일째 뇌막염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DIC)의 상태임

아기로 출생시 Apgar 점수는 1분에 4점, 5분에 6점이

을 확인하고 중심정맥관의 제거와 DIC의 치료 및

었다. 출생시 체중은 645 g (10-25 백분위수), 키 31

amikin을 imipenem으로 대체하여 14일을 사용하였

cm (10-25 백분위수), 두위

다.

23.5 cm (25-50 백분위

수)였다.

검사소견 : 생후 17일째 말초혈액 검사결과 백혈구

현병력 : 출생 후 제대 동맥관을 삽입하였고 혈액배

3

3

32,600/mm , 혈색소 14.2 g/dL, 혈소판 102,000/mm

양 검체 채취 후 ampicillin, cefotaxime을 5일간 사

이었고 생후 20일째 CRP는 15.9 mg/dL까지 상승하

용하였으며 유리질막증으로 폐표면 활성제 사용후 인

였으며 뇌척수액 검사상 RBC 0/mm , WBC 210/

3

A

B

C

D

Fig. 1. (A) Sagittal head ultrasonogram on day 48 showing newly detected fungal ball and
cavitary lesion, left cortex. (B) Sagittal head ultrasonogram on day 64 showing slightly increased size of abscesses in left frontal and temporal lobe and hyperechoic lesion in left mid
brain. (C) Coronal head ultrasonogram on day 75 showing increased size of multiple fungal ball,
left superior frontal and left medial temporal lobe. (D) Coronal head ultrasonogram on day 148
showing left posterior frontal cystic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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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호중구 82%, 림프구 12%, 단핵구 6%), 단백

병변은 완전히 사라졌고,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병

161 mg/dL, 당 78 mg/dL (혈청 당 : 89 mg/dL)이었

변도 크기가 현저히 감소되어 거의 사라졌다.

으며 antithrombin Ⅲ 70%, PT/aPTT 98.1% (INR
1.02)/40.4

sec,

FDP

320

µg/mL

이상,

치료 및 경과 : 생후 22일째 복부 팽만의 소견이 있

혈소판

어 시행한 복부 초음파 및 복부 X-선상 장천공을 확

460,000/mm 였다. 당일 채취하였던 뇌척수액과 소변

인하였고 metronidazole 추가 투여 및 응급 수술을

에서 C. albicans가 동정되었고 생후 27일째(ampho-

시행하여 공장의 원위부와 회장의 근위부 천공을 봉

tericin B 투여 9일) 뇌척수액 배양은 음성화되었다.

합후 회장루를 설치하였고 설치 후 7개월에 봉합하였

항균제와 항진균제를 사용하면서 생후 34일째 CRP가

다. 뇌척수액 분석 검사의 비정상 소견이 지속되어

4.3 mg/dL로 감소하였고

생후 66일째(amphotericin

amphotericin B를 liposomal amphotericin B로 14일

B 투여 48일, flucytosine 투여 13일, fluconazole 투

간 대체한 기간도 있었다.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중 주

여 9일) 음전되었다.

기적으로 시행한 신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 안과검사

3

방사선 소견 : 생후 26일까지 시행한 뇌초음파에서

는 모두 정상이었다. 진균에 의한 농양으로 생각되는

는 특이소견 없었으나 생후 32일째의 뇌초음파에서

병변이 발견된 생후 54일째부터는 amphotericin B

다수의 뇌실막하 낭포가 발견되었고 생후 48일째 시

외에 flucytosine 120 mg/kg/day을 4회로 나누어 장

행한 뇌초음파(Fig. 1A)에서는 좌측 피질에 1×1 cm

관으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생후 57일째 시행한 뇌

크기의 진균에 의한 농양으로 생각되는 병변이 발견

초음파에서 두 군데의 새로운 병변을 확인 후 생후

되면서 그 수와 크기가 점차 증가하여 생후 57일째

58일째(amphotericin B 투여 40일, flucytosine 투여

(amphotericin B 투여 39일, flucytosine 투여 4일)
시행한 뇌초음파에서는 좌측 측두엽의 심부에 새롭게
생긴 1.5 cm 크기의 동공과 좌측 중뇌에 농양의 초기
소견으로 의심되는 저에코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났다.
생후 78일째(amphotericin B 투여 60일, flucytosine
투여 25일, fluconazole 투여 21일)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Fig. 2A, B)에서 좌측 상부 전두엽(1.9×1.5
cm)과 좌측 내측 측두엽(1.3×1.2 cm)에 있던 농양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우측 안구 근처의 전두엽(0.5×0.5

A

B

C

D

cm)과 좌측 시상(0.5×0.5 cm)에 미세 농양을 확인하
였다. 생후 105일째(amphotericin B 투여 87일, flucytosine 투여 52일, fluconazole 투여 48일)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측 안구 근처의 전두엽, 좌
측 내측 측두엽과 좌측 상부 전두엽의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생후 120일째(flucytosine

투여 67일,

fluconazole 투여 63일, amphotericin B 중단 10일)
시행한 뇌초음파에서 좌측 상부 전두엽에 새로운 낭
포가 발견되었고, 우측 안구 근처의 전두엽에도 에코
음영이 증가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퇴원 후 외래에서
생후 7개월째(fluconazole 투여 6개월) 시행한 뇌전산
화 단층촬영에서 좌측 전두엽, 좌측 측두엽, 우측 안
구 근처 전두엽과 좌측 시상의 병변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생후 12개월째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Fig. 2D)에서 우측 안구 근처 전두엽, 좌측 시상의

Fig. 2. (A), (B) Head CT scan on day 78 showing
multiple fungal balls, left superior and left medial
temporal lobe and small fungal abscess in right
orbitofrontal lobe. (C) Head CT scan on day 141
showing decreased in size of fungal balls in right
orbitofrontal, left medial temporal and left superior
frontal lobe. (D) Head CT scan obtained 4 month
after termination of amphotericin B, flucytosine, and
fluconazole therapy showing marked decrement in
size of fungal ball in left front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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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fluconazole 투여를 시작하여 총 56일을 투여 후

시행하였다. 환아는 출생 77일째 미숙아 망막증으로

경구 투여로 바꾸었다. 병변의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

Laser 치료를 받은 후 21개월까지의 안과 검사는 정

한 생후 111일에 투여 92일째인 amphotericin B를

상이었다.

중단하였고 flucytosine과 fluconazole 투여를 지속하
던 중 시행한 뇌초음파에서 좌측 상부 전두엽에 새로

고

운 낭포의 출현과 우측 안구 근처의 전두엽에도 에코

찰

음영이 증가되는 소견이 있어 출생 121일째 amphotericin B 투여를 재개하여 출생 133일째까지 총 105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신적 칸디다

일을 사용 후 중단하였다. 출생 152일째 뇌초음파의

감염율과 이와 동반한 각종 후유증이 증가하고 있다 .

병변에 변화가 없어 투여 99일만에 flucytosine은 중

Haruda 등 은 정상적인 면역상태에서도 병이나 수술

단하였고 fluconazole만 외래에서 뇌전산화 단층촬영

로 인해 장관 점막의 손상이 올 경우 칸디다 전신 감

을 통한 추적관찰을 하면서 유지하기로 하고 퇴원후

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밖에 알려

외래에서 6개월을 더 투여하였다. Amphotericin B는

진 위험요소로는 미숙아, 선천적 면역 결핍상태, 장기

총 90 mg/kg을 91일, liposomal amphotericin B는

간의 광범위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의 사용, 중심 정

총 63 mg/kg을 14일 투여하였고, flucytosine은 총

맥관 사용, 심각한 기저질환 , 총정맥 영양과 정맥용

99일, fluconazole은 입원 상태에서 95일, 외래에서 6

지방 용액의 사용, 기관 삽관, theophylline의 사용 ,

개월을 투여하여 총 9개월을 투여하였다.

7)

7)

3)

5)

장기간의 입원, H2 차단제의 사용, 복부 내 질환, 요

환아는 교정연령 10개월에 경도의 근긴장도 저하와

로 기형, 복부 수술이나 흉관삽입 등의 외과적 처치,
8-10)

운동지연이 있었고 앉는 자세가 불안정하였으나 교정

산모의 질 칸디다증

연령 14개월에 앉는 자세의 균형이 호전되었고 근긴

아에서도 장기간의 광범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의 사

장도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였으며 교정연령 19개월

용, 중심 정맥관 사용, 총정맥 영양과 정맥용 지방 용

에 보행시 우측 다리를 약간 끄는 경향을 제외하고는

액의 사용, 기관 삽관, theophylline의 사용 등의 위험

다른 쌍둥이와 비교시 발달장애는 없었다. 교정연령

인자를 갖고 있었다.

을 들 수 있는데 본 증례의 환

18개월에 환아의 성장은 체중 8.8 kg (5-25 백분위

두경부의 방사선학적 검사가 신경계 침범을 진단하

수), 키 80.5 cm (50-75 백분위수), 두위 45.5 cm

는데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심하게 아픈 환아들에서 신

(5-25 백분위수)로 따라잡기 성장을 하고 있었다. 상

경학적 증상을 검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전신감염

기 항진균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시행한 추적 전

상태에서도 혈액 배양에서 흔히 음성일 수 있기 때문

해질 검사상 일시적으로 나타난 저칼레미아증은 전해

이다 . 중추신경계 칸디다증의 뇌초음파 소견은 조직

질의 보충으로 정상화되었고 저나트륨혈증(Na 128

손상의 형태에 따라 작고 다수의 둥근 병변과 고에코

mEq/L)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퇴원 1

의 변연을 보이는 전형적인 둥근 농양부터 허혈성 또

개월까지 염분의 보충을 필요로 하였다. 주기적 간기

는 저산소성 뇌출혈과 구별이 어려운 출혈을 동반한

능 검사에서 출생 91일째, AST/ALT는 최고 259/

경색까지 다양한데

119 IU/L, 총 빌리루빈(직접/간접) 14.8 (8.9/5.9)

한 다형핵 백혈구 침윤과 진균 균사체를 포함하고 있

mg/dL까지 증가하고 무담즙변을 배설하였으나 52일

다 . C. albicans에 의한 뇌농양은 생존한 미숙아에

간의 금식 이후 진행한 경구영양과 ursodeoxycholic

서는 드물게 진단되지만 사망 후 부검에서는 종종 발

acid 투여 이후 출생 145일째 AST/ALT 60/48 IU/

견되며

3)

3)

조직학적으로는 농양 내에 뚜렷

11)

5)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치사율이 높

7)

전신 진균 감염시에는 신경계 침범의 가능성

L, 총 빌리루빈(직접/간접) 3.6 (2.1/1.5) mg/dL까지

으므로

호전되었고 이후 외래 추적관찰에서 정상화됨을 확인

을 배제하기 위하여 뇌초음파를 꼭 시행해야 한다 .

하였다. 환아는 퇴원후 외래에서 1-2개월 간격으로

Huang 등 은 중추신경계의 칸디다 감염의 가장 흔

말초혈액 검사와 생화학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한 초음파 소견은 피질하, 뇌실 주위, 기저핵에 분포

정상이었으며 뇌전산화 단층촬영은 2개월 간격으로

하는 여러 개의 고에코의 환상의 미세농양들이며 둘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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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는 융합성의 뇌농양이고 다음으로 뇌실염의 소견

tosine, fluconazole을 장기간 병합 투여하여 ampho-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칸디다에 의한

tericin B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던 중추신경계 병변을

중추신경계 감염으로는 뇌수막염, 뇌염, 육아종성 농

치료하였다. 임상의에 따라 미숙아에서 중추신경계 감

양, fungal ball, 뇌실염, 진균성 동맥류, 출혈성 뇌경

염에는 amphotericin B와 flucytosine을 처음부터 함

색 등이며 뇌염과 육아종성 농양은 뇌초음파에서 각

께 투여할 것을 권장하며 두 약제로 부족할 경우

각 여러 개의 피질내 저에코의 병변과 뇌실질내에 경

fluconazole의 추가 투여를 추천한다 . 치료 중에도

13)

5)

계가 불확실한 점상 병변으로 보인다 . 본 증례의 환

지속적인 농양이 있다면 중심정맥관의 진균에 의한

아에서도 출생 32일과 39일째 시행한 뇌초음파에서

집락화나 적절한 농양이 치료되기 이전에 설치한 뇌

뇌실막하 낭포와 뇌실염의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칸

실루(ventriculostomy) 또는 과립백혈구 활성을 방해

디다 침범에 의한 소견으로 생각되며 이후에 점차 진

하는 theophylline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행하여 환상의 미세농양과 fungal ball이 나타났다.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 본 증례의 환아에서는 fluco-

5)

Amphotericin B의 단독 사용이 칸디다 뇌수막염

nazole의 투여 후에도 뇌농양의 크기와 수는 증가하

치료로 이용되어 왔으나 중추신경계 침투가 용이하지

다가 생후 85일째(amphotericin B 투여 67일, flucy-

않고 치료 기간을 연장하여 독성의 위험을 증가시키

tosine 투여 32일, fluconazole 투여 28일)부터 더 이

므로 flucytosine과의 병합요법이 최근 추천되는 치료

상의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으면서 기존 농양의 크

5)

방법이며

뇌실내 amphotericin B의 주입이나 뇌농

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양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외과적 배농이 필요할 수도
10, 14)

있다

. Flucytosine은 중추신경계의 무균화를 신속

본 증례와 같이 장기간 항진균제를 쓴 증례를 살펴
보면 전신성 칸디다 감염에서 가장 흔히 침범을 받는
3, 20)

6주간의 liposomal

히 하며 혈뇌장벽을 잘 통과하고 amphotericin B와

기관 중 하나인 신장에서는

상승작용을 할 수 있고, fluconazole 역시 중추신경계

amphotericin B 정맥 투여후 4개월간의 fluconazole

를 포함한 조직에 잘 침투하여 뇌농양의 치료를 신속

경구 투여로 완치한 신칸디다증과

8)

중추신경계에서는

2)

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출생 체중아에서 안

김 등 이 미숙아에서 뇌실질을 침범한 중추신경계 칸

전함과 더불어 뇌척수액, 뇌, 간, 비장, 신장으로의 침

디다증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 소견과 함께 각각

1, 15, 16)

. Amphotericin B,

56일과 45일의 장기간의 amphotericin B와 flucyto-

flucytosine, fluconazole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의 잠

sine의 병합치료로 완치된 증례 2예를 보고한 바 있

재적 상승 작용은 알려져 있으며 삼제 요법으로 인한

다. 중추신경계의 칸디다 감염은 치사율이 높으며 치

투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17)

독성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 각 항진균제의 독성

료되더라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각각 37일과 22

중 잘 알려진 amphotericin B에 의한 경한 신독성은

일의 amphotericin B, flucytosine 병합 투여 후 미세

치료 중단 후 해결되며 성인보다 신생아가 ampho-

뇌농양이 완치된 2례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추적관

18)

tericin B 치료를 잘 견뎌 낸다고 한다 . Liposomal

찰에서 경한 뇌성마비와 언어장애 및 경도의 인지 장

amphotericin B는 독성에 구애 받지 않고 고용량(1

애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

6)

결론적으로 미숙아에서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칸디

mg/kg/day에서 5 mg/kg/day까지)을 쓸 수 있고
19)

안

다 감염시에는 초기에 amphotericin B와 flucytosine

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Kamitsuka 등

5)

병합 투여를 시작 후 호전이 없을 경우 fluconazole의

은 25주 미숙아에서 발생한 C. albicans에 의한 뇌농

추가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증례와 같이 환아

양이 amphotericin B 25.5 mg/kg, flucytosine 32일

의 전신적 상태가 호전된 이후 뇌농양의 수와 크기가

사용에도 지속되자 fluconazole을 병합하였고 총 47.5

증가하더라도 꾸준한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뇌병변을

mg/kg의 amphotericin B와 66일의 flucytosine, 46

완치시킬 수 있다.

amphotericin B에 비해 혈뇌장벽을 잘 통과하며
1)

일의 fluconazole 치료와 퇴원 후 10일의 fluconazole
추가 투여로 다수의 농양이 치료된 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증례의 환아에서도 amphotericin B, flucy-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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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자들은 재태연령 25주 3일, 체중 645 g으로 출생
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 받던 중 출생 20
일째 소변과 뇌척수액 배양에서 C. albicans가 동정된
후 동반되어 나타난 다발성 뇌농양을 장기간의 amphotericin B, flucytosine, fluconazole을 병합 사용하
여 완치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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