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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칼슘 결정의 침착을 동반한 Aspergillus niger 폐 진균종

-1예 보고-

폐에 생기는 진균종 중에는 Aspergillus에 의한 것이 가장 흔

하며 이는 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폐의 공동 내에 균사체들이

증식함으로써 생긴다. 폐의 아스페르길루스종은 주로 공기에 의

해 감염되며 Aspergillus fumigatus, Aspergillus niger 및

Apergillus flavus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난다. 수술로 제거된 폐

의 아스페르길루스종은 병리조직학적 검사 때 많은 균사들이 관

찰되나 분생자두(conidial head)나 포자(conidia) 등은 자주 관

찰되지 않아 Aspergillus의 정확한 종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를 위해서는 배양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병리

조직학적 검색으로 특징적인 분생자두, 분생자병(conidiophore)

및 포자를 관찰함으로써 A. niger에 의해 생긴 것으로 진단하

고, 또한 특징적인 수산칼슘 결정 침착이 관찰된 폐의 아스페르

길루스종 한 예를 경험하 으므로 문헌검색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64세 여자 환자가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시작되어

내원 20일 전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왼쪽 흉부의 불쾌감이

동반되어 내원하 다. 이학적 소견상 폐의 좌상엽 부위에 호흡

음이 거칠고 건성 수포음이 들렸으며 호기성 천명이 들렸다. 과

거력상 10년 전에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4년 전 폐

결핵 진단 후 치료로 완치되었다. 흉부 전산화단층촬 상 왼쪽

폐 허탈이 있으면서 좌상엽에 공동을 형성하는 병변이 있고 공

동 내에 공기방울이 있는 연부종괴가 관찰되어 진균종을 의심하

다. 치료를 위하여 폐의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 다. 육안소

견상 불규칙한 공동을 가지는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이 공동의

내부는 부분 비어 있었으나 일부에서 공동의 벽 부위에 붙어

있는 부서지기 쉬운 갈색의 물질이 관찰되었다. 주변의 흉막은

섬유화로 비후되어 있었다. 조직학적으로 공동의 내부는 일부에

서는 중층 편평 상피세포로 피복되어 있었으나 부분은 상피세

포가 탈락되고 심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함께 육아조직 증식이

있었다. 공동 내에는 벽에 인접하여 서로 평행하게 열을 이루어

모여 있는 균사체가 관찰되었으며 이 균사체는 가늘고 크기가

고르며 격막과 함께 45도 각도의 두 갈래 분지가 관찰되었다.

또한 많은 분생자두, 분생자병, 포자가 관찰되었다(Fig. 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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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Aspergillus niger Fungus Ball Associated with 
Calcium Oxalate Crystal
- A Case Report -

Eunhee Lee, Heejung Kim, Eundeok Chang, Kyo Young Lee and Byung K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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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ulmonary aspergillomas are considered to represent saprophytic growth of hyphae within
the preexisting lung cavity. Causative Aspergillus species are mostly composed of A. fumiga-
tus and A. flavus and, occasionally, A. nig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se species using
histopathologic evaluation without a culture of sputum and bronchoalveolar lavage.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pulmonary Aspergillus niger infection associated with charac-
teristic calcium oxalate crystal formation. A large cavity contained hyphae with a typical coni-
dial head, conidiophore, and conidia. Characteristic birefrigent calcium oxalate crystals were
demonstrated in the cavity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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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두는 포자가 달린 특징적인 소낭이 있었으며 소낭 주위로

phialide와 포자가 방사형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또한 주

변에도 포자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암갈색으로 HE 염색에

염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찰된 분생자병은 길고 분지가 없

었으며 일부에서는 갈색을 띠고 있었다. 궤양과 미란이 동반된

강의 일부 벽에서는 복굴절의 수산칼슘 결정이 침착되어 있었

고, 이 결정은 둥근 모양의 방사형 바퀴살로 구성되었으며 이물

질 반응이 있었다(Fig. 2). 주변 폐실질이나 혈관으로의 침윤은

없었다.

고 찰

폐에 생기는 Aspergillus에 의한 감염은 흔히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침습성, 부패성, 알레르기성으로 나뉜다. 박 등1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의 아스페르길루스종 환자는 반

수 정도가 결핵의 기왕력이 있으며 반수 정도 상엽에 생기고 방

사선 소견상 균종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가래의 배양검사에서는

21% 정도에서 배양되었다. 본 증례의 경우도 결핵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좌상엽에서 관찰되었다. 수 백 종의 Apergillus 종 중

약 20종이 사람에 감염을 일으키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균종는

A. fumigatus와 A. flavus가 부분이며 A. niger에 의한 감염

은 흔하지 않다.2 이들은 부분 가래나 기관지 세척물의 배양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다. Aspergillus는 septate hyaline mold로

서 phialoconidia를 가진다. 분생자병이 부푼 형태인 소낭을 가

지는 것이 특징이며 소낭 위에 1-2층의 phialides가 있다.

Aspergillus의 동정을 위해서는 분생자두의 색과 모양, phialides

의 층수, 소낭의 형태, 분생자병의 형태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이 중 A. fumigatus는 phialides가 소낭의 1/2 또는 2/3를 덮

고 있기 때문에 phialides가 전체 소낭을 덮고 있는 A. niger와

구별이 된다. A. flavus는 소낭의 전체를 덮으나 분생자두가 A.

niger에 비해 엉성한 방사상이며 phialides도 1-2층이고 분생자

병도 거칠다. A. niger는 주로 두 층의 phialides이며 분생자병

이 편평하고 특징적으로 염색이 안 되는 암갈색의 포자를 가진

점이 A. flavus와 구별되는 점이다(Table 1). 드물게 세포학적

검색으로 특징적인 포자나 수산칼슘 결정을 관찰함으로써 A.

niger 감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3 그러나 통상적

인 병리조직학적검색에서 감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Fig. 1. The cavity contains a conidial head and black conidia
(arrows). 

Fig. 2. Surrounding tissue of aspergilloma shows numerous bire-
fringent calcium oxalate crystals. 

Species  Conidiophore                    Conidial head            Phialides Other

A. niger smooth-walled radiate biseriate brown to black 
cover entire space conidia

A. flavus roughened radiate, loosely uniseriate & biseriate
columnar cover entire space

A. fumigatus smooth-walled columnar uniseriate
upper 2/3 of vesicle

Table 1. Identification of the most common species of Asperg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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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들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 분생자두나 포자 등이 잘 관

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예에서는 드물게 공동 내에 균사와

함께 특징적인 분생자두와 짙은 갈색의 포자를 관찰할 수 있어

서 특이한 예라고 생각한다. 본 예의 경우 공동이 꽉 차 있지 않

고 부분 열려 있어 포자형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에서는 조 등4이 A. niger에 의한 급성 침습성 폐렴 1예를 보고

하 는데, 기관지세척물을 배양하여 진단하 고 이후 다시 검색

한 세포병리학적 검사에서 암갈색의 포자를 확인하 다고 하며

조직학적 검색은 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의 주위 조직에 A. niger 감염의 특징 중 하나인 수

산칼슘 결정의 침착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A. niger 감염에

있어서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에 관하여는 Nime 등5이 처음 보

고하 는데 68예의 아스페르길루스증 중 11예에서 수산칼슘 결

정이 관찰되었다. 이 중 3예는 A. niger이고 1예는 A. fumiga-

tus, 나머지는 구체적인 종이 밝혀지지 않았다. A. fumigatus로

밝혀진 1예는 가벼운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을 나타내었다. A.

niger로 밝혀진 모든 예에서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이 관찰되었

으나 A. fumigatus로 밝혀진 예 중 경한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

이 있는 1예를 제외한 나머지 5예와 A. flavus로 밝혀진 1예에

서는 관찰되지 않아,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이 A. niger에 의한

아스페르길루스증의 특징이라고 하 다.5 이러한 수산칼슘 결정

의 생성기전은 A. niger가 Krebs cycle을 통하여 옥살산을 생

산하고 이에 칼슘염이 침착해서 수산칼슘 결정이 만들어져 공동

과 주변 실질에 침착되는 것이다. A. niger에 의해 일어나는 조

직손상은 이 결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Ghio 등6은 수산칼

슘이 철이온과 화합물을 만들어 oxidant를 생성함으로써 조직손

상을 일으킨다고 하 다. 반면 Yoshida 등7은 쥐를 이용한 A.

niger 감염실험을 통해 Aspergillus 균사가 기관지벽 내에 침입

하기에 앞서 기관지 상피세포와 기저막 사이나 기관지 상피세포

사이에서 수산칼슘 결정이 침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또한

기관지 상피세포의 박리 탈락이 있는 부위에 수산칼슘 결정이

존재하므로, 조직 손상은 조직 내에서 성장한 수산칼슘 결정에

의해 결정 주위의 세포가 손상 받아 생긴다고 하 다. 본 예에

서도 공동의 기관지 상피의 탈락과 심한 염증 세포의 침윤과 함

께, 주변에 많은 수산칼슘 결정의 침착과 이물질 반응도 관찰되

어 이러한 수산칼슘 결정이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

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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