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진균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6

대한의진균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6

증례 보고

http://dx.doi.org/10.17966/KJMM.2016.21.3.84

Purpureocillium lilacinum 에 의한 진균 각막염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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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Fungal Keratitis Caused by Purpureocillium lilacinum:
A Microbiological Review of Korean Cases
Jaeryuk Kim, Duckhee Kim, Jeonghyun Jang, Heungsup Sung and Mi-Na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nd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ureocillium(P) lilacinum is a ubiquitous, saprophytic filamentous fungus that is infrequently
reported in keratitis and cutaneous infections. However, the microb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culture
isolates is limited in Korea. A 56-year-old male who suffered a pine needlestick to his right eye 10 days
previously presented with ocular opacity and pain. A microscopic examination of a corneal scraping by
Gram staining and calcofluor white staining was negative for bacteria and fungi. Fungal culture yielded
pure white cottony molds on Sabouraud's dextrose agar after a 3-day incubation. Microscopic examination
further revealed a mixture of a verticillate arrangement of phialides resembling the Penicillium structure
and sparsely branched conidiophores bearing single to small clusters of conidia. This was initially presumed
to be a species of Penicillium but the colonies never turned green with further incubation. It was
subsequently identified as P. lilacinum by 28S rDNA sequencing and MALDI-TOF mass spectrometry.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 revealed that this organism was resistant to flucytosine, amphotericin B,
fluconazole, itraconazole, voriconazole, and caspofungin. After treatment with topical 5% voriconazole
and oral itrazonazole combined with multiple debridements for 2 weeks,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
improved visual acuity. We thus report the first case of P. lilacinum infection that required molecular
identification due to mixed conidiogenesis features and that showed laboratory-confirmed antifungal
resistance in Korea. [Korean J Med Mycol 2016; 21(3):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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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과에 내원하였다. 안과검사에서 나안시력은

서

론

우안 0.63, 좌안 0.8이었으며 세극등 검사상 우안
에서 익상편과 결막충혈이 관찰되었으며 각막상

Purpureocillium lilacinum은 hyphomycetes에 속

피 결손과 결손주위로 깃털 모양의 각막기질 침

하는 진균으로 토양, 곤충, 부패식물 등에 서식하

윤 소견을 보였다. 이외 다른 신체적 특이 사항은

며 임상 검체에서는 대개 오염균으로 분리된다. P.

관찰되지 않았다. 혈당수치가 입원기간 중 정상보

lilacinum은 드물게 각막염, 내안구염 등의 안감염

다 높았으나 이외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

과 국소 피부감염을 일으키며 면역저하자에게서

능 및 신기능 검사와,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

카테터 관련 진균혈증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

사는 모두 정상 범위 내지 음성이었다.

어 있다1. 국내에는 현재까지 P. lilacinum에 의한
2,3

4-7

감염은 각막염 2예 , 국소 피부감염 4예

미생물학적 소견: 우안에서 채취한 각막도찰의

등총

calcoflour white-KOH 염색 표본에서 진균이 관

6예가 보고되었다. P. lilacinum은 처음에 Penicillium

찰되지 않았다. Sabouraud dextrose agar (Shinyang

lilacinum으로 명명된 이후 1974년 Paecilomyces

Chemical, Seoul, Korea)에 접종하여 배양했을 때

lilacinus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계통발생학적 분

37℃에는 자라지 않지만 25℃에서 3일만에 흰색

석을 통해 Paecilomyces 속에서 분리되어 Purpureo-

의 보풀이 있는 집락이 자랐으며, 집락의 뒷면의

cillium이라는 새로운 속으로 분류되었다8. 따라서

색깔은 담황색이었다(Fig. 1A, 1B, 1C). 이 집락으

검사실에서 형태학적 감별을 시도할 경우 Paecilo-

로 슬라이드 배양 표본을 만들어 lactophenol cotton

myces 속의 특징과 함께 Penicillium 속의 특징을

blue로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을 하였다. 격막이 있

9-11

보이기 때문에 동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는 균사(hyphae)로부터 분생자병(conidiophore)이

P. lilacinum은 Paecilomyces 속이나 Penicillium 속

불규칙하게 분지하고 그 위로 경자(phialide)의 윤

과 달리 일반적으로 amphotericin B에 내성을 보

생(verticillate)구조가 관찰되었다. 경자 끝에는 타

이기 때문에 정확한 균종 동정이 임상적으로 중

원형의 분생자가 사슬 모양으로 분포하여 Peni-

1

요하다 . 저자들은 진균성 각막염이 의심되는 환

cillium 속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경자는 대체

자의 각막도찰 배양에서 분리된 진균을 관찰했

로 길쭉하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를

을 때 현미경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분생자형성

보였다. 종종 균사로부터 바로 분지하는 한 가닥

(conidiogenesis)이 혼재되어 있어 종 동정을 할 수

의 분생자병 끝에 분생자가 소수 달려있거나 군

없었다. 이에 28S ribosomal DNA (28S rDNA)의

집을 이루는 형태가 함께 관찰되었다(Fig. 1D). 집

D1-D2 부위의 염기서열 분석과 matrix-assisted laser

락의 형태는 단일하였고 2주간 배양에서도 계속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MALDI-TOF)

흰색으로 남아있어 집락이 청록색으로 변하는

mass spectrometry (MS)를 이용하여 P. lilacinum으

Penicillium 속과는 구분되었다. 3주째부터는 변연

로 동정하였기에 그 미생물학적 특성을 국내 문

부가 라벤더 색깔로 변하였다. 이상의 집락과 현

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미경 소견으로는 정확하게 종 동정을 할 수 없
었다.

증

례

배양된 집락으로부터 핵산을 추출하여 28S
rDNA 내의 D1-D2 부위를 PCR법으로 증폭하여

당뇨병으로 약물치료중인 56세 남자가 솔잎에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542 bp의 염

우안을 찔린 후 우안의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개

기서열을 GenBank에서 BLAST (The Basic Local

인의원에서 9일간 항바이러스제 및 항생제 점안

Alignment Search Tool)로 검색한 결과 Paecilomyces

과 항생제 경구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

lilacinus strain ATCC 10114 (GenBank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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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ny and microscopic morphology of the culture isolate (A) White floccose colony on Sabouraud's dextrose
agar after incubation at 25℃ for 10 days (B) Colony showing a white floccose center with a lavender-colored periphery
on Sabouraud's dextrose agar after incubation at 25℃ for 3 weeks (C) Colony showing a yellowish tan reverse after
incubation at 25℃ for 3 weeks (D) A slide culture showed two kinds of conidiogenesis, which was consistent with
Purpureocillium lilacinum. Arrows indicate verticillate phialides supporting chains of ellipsoidal conidia on their long
tapering ends. Arrowheads indicate perpendicular conidiophores bearing a few or clustered conidia.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 ×400)

number AY213717.1)와 Isaria takamizusanensis strain

로 동정할 수 있었다.

NHJ 3497 (GenBank accession number EU369033.1)

배양된 균을 BACTECTM Plus Aerobic/F 배지(BD

와 100% 일치하였다. 다음 순위로 Tolypocladium

Diagnostics, Sparks, MD, USA)에 접종하여 하룻밤

sp. RG-2013a와 97% 일치하여 염기서열 분석에

증균한 다음 70% formic와 acetonitrile로 전처리 후

서는 Paecilomyces lilacinus / Isaria takamizusanensis

MALDI biotyper (Bruker Daltonics, Breme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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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 for Purpureocillium lilacinum using ATB FUNGUS 3 (bioMérieux, France) (A) and
an Epsilometer test (bioMérieux, France) (B) Antifungal agents and their concentrations (μg/mL) were denoted under the
ATB FUNGUS 3 strip (shaded boxes indicate growth in the wells).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n the ATB
FUNGUS 3 test were >16 μg/mL for flucytosine, >16 μg/mL for amphotericin B, >128 μg/mL for fluconazole, >4 μg/
mL for itraconazole and 4 μg/mL for voriconazole, respectively. The isolates were fully resistant to caspofungin (left
plate) and amphotericin B (right plate) on the Epsilometer tests.

의 진균 동정모드로 분석하였다. MALDI biotyper

amphotericin B는 >16 μg/mL, fluconazole은 >128

의 스코어값(score value)은 Paecilomyces lilacinus가

μg/mL, itraconazole은 >4 μg/mL, voriconazole은 4

2.035로 1순위, Aspergillus terreus가 1.205로 차순위

μg/mL를 보였다. Epsilometer test에서 amphotericin

여서 Paecilomyces lilacinus로 종 동정되었다. 최종

B와 caspofungin에 대해 억제대가 관찰되지 않았

적으로 이 균종의 형태학적 특성과 분자생물학적

다(Fig. 2).

동정결과를 종합하여 P. lilacinum으로 동정하였다.

국내에 현재까지 P. lilacinum 감염사례는 각막

ATB FUNGUS 3 (bioMérieux, Marcy-l'Etoile,

염 2예와 국소 피부감염 4예가 있었다. 이들 보고

France)와 Epsilometer test (bioMérieux, Marcy-l'Etoile,

와 이번 증례의 미생물학적 소견을 찾아서 비교

France)를 사용하여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를 시

하였다. 각막염 2예는 P. lilacinum의 미생물학적

행하였다. MIC는 각각 flucytosine은 >16 μg/mL,

소견에 대한 기술이 없었고 국소 피부감염 4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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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biological findings of Purpureocillium lilacinum infections from current publications in Korea
Microbiological findings

Author
(year)

Age
/gender

Infection
type

1

Cho et al.7
(1984)

19/M

Cutaneous

Rapidly growing
loose-textured, white
to lilac floccose
colony

Conidiogenesis with
verticillate phialides

None

2

Shin et al.6
(1998)

46/M

Cutaneous

Rapidly growing
velvety lilac colored
colonies with shallow
radiating furrows

Conidiogenesis with
verticillate phialides

None

3

Ko et al.5
(2007)

83/M

Cutaneous

Rapidly growing
velvety whitish
pink colony

Conidiogenesis with
verticillate phialides

None

4

Chung et al.2
(2011)

69/M

Keratitis

Not described

Not described

None

5

Won et al.3
(2013)

67/M

Keratitis

Not described

Not described

None

6

Jung et al.4
(2013)

72/M

Cutaneous

Velvety whitish to
pink colored colonies

Conidiogenesis with
verticillate phialides

None

7

Present case
(2016)

56/M

Keratitis

White floccose center
with lavender-colored
periphery

Mixed features of
conidiogensis;
1. Verticillate phialides,
2. A few or clustered
conidia directly on
conidiophores

Resistance for flucytosine;
amphotericin B, fluconazole,
Itraconazole, vorizonazole,
caspofungin

Case

Colony
morphology

Microscopic
morphology

In vitro antifungal
susceptibility

형태학적 소견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두 가지
형태의 분생자형성 중 윤생구조만 기술하여 Pae-

고

찰

cilomyces 속에 합당한 형태만 강조하고 있었다.
6예 모두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

이 증례는 우안의 각막염 병변에서 분리된 진
균을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검사로 P. lilacinum

다(Table 1).
치료 및 경과: 입원 중 우안의 병변에 대해 수

으로 동정하여 P. lilacinum에 의한 각막염으로 진

차례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5% voriconazole

단할 수 있었다. P. lilacinum에 의한 감염은 주로

을 30분 간격으로 점안하고 1일 2회 itrazonazole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생하나 면역 기

100 mg 경구 투여를 하였다. 2주 후 안통증이 호

능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각막

전되어 퇴원하였고 외래에서 5% voriconazole을

염, 내안구염 등의 안감염이 가장 흔하며 피부감

2시간 간격으로 점안하고 1일 2회 itrazonazole

염이 두 번째로 흔하다1. P. lilacinum에 의한 각막

100 mg 경구 투여하도록 처방 후 추적 관찰하였

염의 위험인자는 만성 각막병증 또는 안과적 수

다. 4주 후 시력과 각막상피 결손이 호전되었다.

술력, 각막외상, 콘택트 렌즈 착용 순으로 알려져
있다12. 이 증례의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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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저하 상태였으며 솔잎에 우안을 찔린 이후 각

takamizusanensis에 100% 일치하여 두 균종을 감

막염이 발병하여 각막이 손상될 위험인자를 가지

별할 수 없었다. I. takamizusanensis는 곤충에 기

고 있었다. 국내에는 P. lilacinum 각막염 2예가

생하는 진균으로 인체감염이 보고된 예는 없으며

보고되어 있으며 2예 모두 안과적 수술력이 있어

2015년 EF-1α (elongation factor 1-α) 유전자에 기

각막손상에 의해 P. lilacinum 감염이 초래되었다.

반한 계통발생학적 분석으로 Purpureocillium 속

P. lilacinum은 Paecilomyces 속의 P. variotii나

임을 확인하여 Purpureocillium takamizusanense로

Penicillium 속과 현미경적으로 유사하지만 집락의

새로이 명명되었다16. 따라서 이 증례에서 실시한

성상 및 현미경적 특징적 소견으로 감별할 수 있

D1-D2 부위의 염기서열 분석으로는 P. lilacinum

다. P. lilacinum의 집락은 라벤더색을 띠는 반면에

과 P. takamizusanensis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P. variotii의 집락은 올리브 갈색을 띠며 현미경적

비해 MALDI Biotyper의 진균 동정모드로 분석

으로 유사한 형태의 경자의 윤생구조를 보이지만

을 시행했을 때는 2.0 이상의 높은 스코어값으로

P. lilacinum이 P. variotii에 비해 경자 사이의 공간

Paecilomyces lilacinus를 종수준까지 동정할 수

13

이 더 좁아 밀집된 구조를 보인다 . Penicillium 속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분자생물학적으로 확인

은 초기에는 P. lilacinum과 마찬가지로 흰색을 띠

된 9주의 Paecilomyces lilacinus에 대하여 MALDI

지만 성숙해지면 청록색으로 색깔이 변하여 감별

Biotyper로 동정이 된 6주는 모두 2.0 이상의 스

할 수 있다13. 현미경적으로 P. lilacinum은 경자의

코어값으로 Paecilomyces lilacinus로 종수준까지

윤생구조가 밀집되어 마치 Penicillium 속의 구조

동정이 되었고 나머지 3주는 동정에 실패하였다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P. lilacinum은 경자가

(No identification)17. P. lilacinum의 종수준 동정에

날씬하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분생자가 타

는 MALDI-TOF MS 등의 분자생물학적 동정법을

원형이어서 좀더 짧고 뭉툭한 모양의 경자와 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형의 분생자를 가진 Penicillium 속과 감별할 수
13,14

P. lilacinum에 의한 각막염의 표준 치료법은 아

. 또한 P. lilacinum은 경자의 윤생구조와

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항진균제 치료로 완치

함께 Fusarium 속 또는 Acremonium 속과 유사하

된 경우가 31%에 불과하고 전층각막이식 등의

게 균사로부터 바로 분지하는 한 개의 분생자 끝

수술을 받은 경우가 69%에 이른다12. 따라서 P.

에 분생자가 소수 또는 다수가 군집을 이루는 형

lilacinum의 항진균제 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있다

8,15

태가 혼재되어 보일 수 있다 . 따라서 형태학적

항진균제를 선택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하다. P.

동정만을 시도할 경우 한 가지 형태의 분생자형

lilacinum은 amphotericin B, flucytosin, fluconazole에

성만 관찰하여 오동정을 할 수 있다.

생체 외에서 고도의 MIC (minimum inhibitory con-

이 증례에서는 분리된 균주를 25℃에서 배양

centration)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Itracona-

했을 때 빠르게 자라 3일만에 평편하고 흰색의

zole, posazonazole, voricozole은 다양한 범위의 MIC

보풀이 있는 집락이 관찰되었으며 현미경적으로

를 보이며, 특히 voriconazole은 0.12~4 μg/mL의

Penicillium 속과 유사한 구조가 관찰되어 처음에

넓은 범위의 MIC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는 Penicillium 속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락의

Caspofungin과 micafungin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색깔이 2주간 배양에서도 청록색으로 변하지 않

MIC를 보이지만 낮은 MIC를 보이는 균주도 보

고 현미경적으로 Fusarium 속 또는 Acremonium

고된 바 있다18. 국내에서 P. lilacinum에 대한 항진

속과 유사한 형태의 분생자형성이 혼재된 양상을

균제 감수성 검사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이 증례

보여 형태학적으로는 동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에서는 amphotericin B, flucytosine, fluconazole, itra-

에 28S rDNA 내의 D1-D2 부위의 염기서열 분

conazole, voriconazole에 내성을 보였다. P. lilacinum

석을 시행하였고 Paecilomyces lilacinus와 Isaria

과 현미경적으로 유사하여 오인될 수 있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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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tii와 Penicillium 속은 amphotericin B에 감수
성인 반면에, P. lilacinum은 amphotericin B에 고도

lilacinus in a renal transplant patient. Korean J Med
Mycol 1998;3:185-189

종 감별에 유용하다.

7. Cho GY, Cho EH, Choi GJ, Hong NS, Houh W. Facial

이처럼 P. lilacinum은 다제내성을 보일 수 있기

cutaneous mycosis by Paecilomyces lilacinus. Korean

때문에 적절한 항진균제 선택을 위해서 정확한

J Dermatol 1984;22:89-93

8,10

의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8. Luangsa-Ard J, Houbraken J, van Doorn T, Hong SB,

균종 동정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이 증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염기서열 분석과
MALDI-TOF MS로 P. lilacinum을 동정하고 항진
균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P. lilacinum에 의한
감염 예이다. P. lilacinum은 형태학적으로 동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생물학
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히 종 동정하는 것이 유
용하며, 특히 MALDI-TOF MS를 이용하여 신속하
게 종수준의 동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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