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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각막염의 임상분석: 선행인자와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

Clinical Analysis of Candida Species Keratitis: Predisposing Factor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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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epidemiology, predisposing factor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results of Candida spe-
cies keratitis.
Methods: Eighteen eyes of 18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Candida species keratitis (C. albicans [CA], 9 eyes; non-CA
[NCA], 9 eyes) via corneal culture and hospitalized at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The epidemiology, predis-
posing factors, initial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s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Treatment success was de-
fined as the successful healing of corneal lesions after medical intervention.
Results: The mean age was 67.5 ± 15.4 years and polymicrobial infection was observed in seven eyes (39%). The mean dura-
tion of symptoms was 23.9 days. The common predisposing factors were previous ocular surface disease (8 eyes, 44%), corneal 
trauma (8 eyes, 44%), and previous topical steroid use (7 eyes, 39%). Common initial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round infiltra-
tion (13 eyes, 72%), hypopyon (8 eyes, 44%), and an initial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of less than 0.1 (13 eyes, 72%). 
In terms of treatment outcomes, we recorded a mean corneal epithelial healing time of 23.5 ± 18.9 days, a final BCVA <0.1 in 
12 eyes (75%), and treatment success in 6 eyes (35%). Surgical treatments were performed in 11 eyes (61%), five of which ex-
perienced evisceration or enucle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or treatment outcomes be-
tween the CA and NCA groups. In the treatment failure group, previous topical steroid use (64% vs. 0%, p = 0.04) was more com-
mon and symptom durations were relatively longer than in the treatment success group (31.3 vs. 13.5 days, p = 0.08).
Conclu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Candida keratitis is associated with old age, previous ocular disease, and surgical 
treatment. Compared with the group in which successful outcomes were achieved, the treatment failure group was associated 
with previous topical steroid use and longer symptom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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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각막염은 심각한 시력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세

균각막염에 비해 진단과 성공적인 치료가 어렵다.1 진균각

막염의 원인 균주는 기본적으로 지리 및 기후 특성과 관련

이 깊으며, 또한 그 지역의 시기에 따른 인구와 사회경제적 

특성과도 연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2,3 이 중 Candida 
species는 진균각막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균 중 하나이

다. 특히 진균각막염 중 Candida의 발병 빈도는 기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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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 비해 온대 및 한대지방에서 더 높

게 보고되고 있다.1,4 

Candida 각막염은 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각막에서 일

종의 기회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충분

한 항진균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

다.5 Candida 각막염에 대해 보고된 흔한 선행 요인으로는 

고령, 안질환의 기왕력, 노출성 각막염, 만성 각막염, 각막 

내 이물, 각막 수술력, 만성적인 스테로이드 사용 및 면역

결핍 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6 이 외에도 감염된 콘택트렌즈

에 의해 발생하거나, 백내장수술 후에 발생한 외인성 Candida 
안내염에서 Candida 각막염이 발병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

다.4,7

진균각막염은 기후와 지역에 따라 원인 균주의 발병 빈

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임상적으로 필요하다.1,4 하지만 국내에서는 진균각막염의 

임상 분석에 대한 연구는 Hahn et al8
이 1990년 후반에 다

병원 역학조사 연구를 시행한 이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Candida 각막염은 진균각막염의 주요 원인 균주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Candida 각막염에 대한 

보고는 단편적인 증례 보고가 대부분이며 임상양상 및 예

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9-12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

서 미생물검사를 통해 Candida 각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Candida 각막염의 역학, 선행인자, 

임상경과 및 치료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대상과 의무기록 조사

200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남대학교병원 안과

에서 감염각막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각막찰과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Candida spp.가 검출된 18명 18안을 대상으

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군의 임상적 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Candida albicans (CA)와 non-albicans (NCA) 

두 군 간의 임상적 비교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

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영남대학교병

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었다(승인 번호: 2019-08-089).

역학, 선행인자 및 초진 임상양상 조사

본원 내원 전까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나이

와 성별, 증상내원 기간(증상 발생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

간) 및 선행인자(외상력, 안구표면 질환, 안수술력, 콘택트

렌즈 착용, 내원 전 점안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

를 조사하였다. 증상내원 기간은 진균각막염이 일반적으로 

세균각막염에 비해 느린 진행과 긴 증상내원 기간을 보이

는 점을 고려하여 14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12-15 임상양

상의 분석으로 초진 교정시력, 각막병변의 위치와 크기, 기

질 침윤의 형태학 소견과 깊이, 각막내피반 및 전방축농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기질 침윤은 형태학적 소견에 따라 원형, 

불분명한 경계, 위성병변 유무, 깃털 모양 침윤으로 분류하

였으며, 또한 깊이에 따라 표층부(0-50%)와 심부(50-100%)

로 분류하였다. 각막병변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각막 중심

에서 3 mm 이내를 중심부, 각막윤부에서 3 mm 이내를 주

변부로 정의하였다. 각막병변의 크기는 기질 침윤 및 각막

상피 결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병변의 가장 긴 직

경과 그에 수직인 직경을 곱한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계산

하였다.16

진단과 미생물검사

각막염의 원인균을 동정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서 각막찰

과를 통해 검체를 채취하고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를 시행하

였다. 도말검사를 위해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Alcon Laboratory, Fort Worth, TX, USA)로 각

막을 점안마취한 뒤, No. 15 Bard-Parker blade로 궤양의 가

장자리와 기저 부위를 긁어서 유리슬라이드에 도말 표본을 

만들었다. 검체의 도말 후 그람염색과 KOH mount 도말검

사를 실시하였다. KOH mount를 피부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두 곳의 검사실에 의뢰하여 한 곳에서라도 KOH 양성으로 

나올 경우 KOH 양성으로 간주하였다. 배양검사를 위해 검

체를 묻힌 면봉을 이송배지에 넣어 미생물검사실로 보내고 

도착 즉시 바로 이송배지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thioglycolate 

broth, blood agar, MacConkey agar medium에 접종하고 배

양을 시행하였다. 또한 진균 배양을 위하여 Sabouraud’s 

media에 검체를 접종한 후 실온에서 혹은 30°C에서 3주간 

배양하였으며 배양된 진균은 슬라이드 배양검사를 통해 동

정하였다. 검출된 Candida spp.의 세부 균종을 확인하였으며, 

그람염색, KOH 도말 결과, 복합감염 유무를 조사하였다.

약물요법

진균각막염의 치료는 점안약으로 5% natamycin (Natacyn®; 

Alcon Laboratory)을 매시간 점안하였으며, 전신적으로 flu-

conazole (Diflucan®; Pfizer, NY, USA) 100 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고 amphotericin-B (Fungizone®; Bristol-Mayers 

Squibb, Rueil-Malmaison, France) 1 mg/kg 정맥주사를 병

합하였다. 5% natamycin 점안제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0.2% amphotericin-B 점안약을 대신 사용하였다.1,17 항진균

제의 사용은 임상경과에 따라 용량을 줄여가며 8주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동반된 세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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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ge
/Sex

Isolates
Gram 
stain

KOH 
smear

Predisposing factor 
& Previous OSD & 

ocular surgery

Prior 
use of 

steroids 

Systemic 
disease

Symptom 
duration 
(days)

Location 
& depth 
& size 

(mm
2
)

Hypopyon
Complete 

epithelialization 
time (days)

Surgical 
treatment

Initial 
BCVA

Final 
BCVA

1 71/F CS, EC, 
SA

G+ 
cocci

- Unknown, 
Excision of 
pterygium

- DM 6 P, S, 4.9 + N/A* None HM N/A*

2 65/F CA - - Unknown, NK, BK + None 3 C, S, 6.0 + 39 Conjunctival 
flap

HM HM

3 69/M CS Yeast 
+

+ Soil, Cataract 
surgery

- None 20 P, S, 6.2 + 21 None 0.02 0.08

4 70/F CA Yeast 
+

+ Vegetable, CRVO, 
Hypertensive 
retinopathy

- HTN 15 C, D, 
25.0

- N/A Evisceration NLP AE

5 19/M CA, SM, 
KP, PA

- - Contact lens - None 3 C, S, 4.0 - 10 None 0.01 1.0

6 78/M CA Yeast 
+++

+ Soil - None 60 C, S, 4.6 - N/A Enucleation 0.08 AE

7 51/F CA - + Unknown, DES, 
Cataract surgery

- TB 7 C, D, 
3.3

- 8 None 0.5 N/A†

8 64/F CS, 
Fusarium 

spp.

Yeast 
+

+ Soil, Vegetable - None 8 C, S, 2.3 + N/A Conjunctival 
flap, 

Evisceration

0.5 AE

9‡ 71/M CA Yeast 
+

+ Vegetable + HTN, TIA, 
Angina

60 P, D, 
4.8

+ N/A Evisceration 0.1 AE

10 88/M CA - - Soil - HTN 60 P, D, 
4.0

+ 74 AMT,
Conjunctival 

flap

LP LP

11 74/F Candida 
tropicalis, 

SP

G+ 
cocci

- Vegetable - None 7 C, D, 
5.3

+ 17 None 0.01 0.4

12 71/F CS Yeast 
+ 

+ Unknown, 
Exposure 

keratopathy

- HTN 14 P, S, 3.0 - 14 None 0.1 0.04

13 60/F CA Yeast 
+ 

+ Unknown, HSV 
keratouveitis, 
Removal of 

retrobulbar mass

+ DM, HTN, 
HBV

60 C, D, 
4.0

+ N/A AMT, 
Scleral 
lamellar 
graft, 

Conjunctival 
flap, 

Evisceration

HM AE

14§ 75/M CA Yeast 
+

+ Soil
DES, SPK, 
Blepharitis, 
Excision of 
pterygium

+ HTN, 
CVA

13 P, S, 9.0 - 28 AMT #2 0.2 0.2

15 54/M CS, 
Candida 

tropicalis, 
PS

- - Unknown, HSV 
keratitis, AMT for 
corneal perforation

+ HTN 4 C, D, 
25.0

- 18 AMT HM HM

16 87/F Candida 
famata

Yeast 
+

+ Unknown, NK, 
HSV keratitis, 

Cataract surgery

+ HTN 60 C, D, 
36.0

- 34 AMT HM HM

17 70/M CS, 
Candida 
famata

- - Unknown, 
Pseudophakic BK, 
ACL implantation

+ None 1 C, S, 6.0 - 14 AMT 0.02 HM

18 78/M CS, SE - - Vegetable, HSV 
keratitis

- Liver 
cirrhosis

30 C, S, 2.3 - 5 None HM 0.2

KOH = potassium hydroxide; OSD = ocular surface diseas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CS = Candida species; EC = Enterobacter cloacae; SA = 
Staphylococcus aureus; G = Gram; DM = diabetes mellitus; P = peripheral; S = superficial; N/A = not applicable; HM = hand motion; CA = Candida albicans; NK = 
neurotrophic keratopathy; BK = bullous keratopathy; C = central; CRVO =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HTN = hypertension; D = deep; NLP = no LP; LP = light per-
ception; AE = artificial eye; SM = Serratia marcescens; KP = Klebsiella pneumoniae; PA = Pseudomonas aeruginosa; DES = dry eye syndrome; TB = tuberculosis; TIA 
= transient ischemic attack; AMT =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SP=Streptococcus pneumoniae; HSV = herpes simplex virus; HBV = hepatitis B virus; SPK = 
superficial punctate keratopathy; CVA = cardiovascular disease; PS = Pseudomonas species; ACL = anterior chamber lens; SE = Staphylococcus epidermidis.
*Due to follow up loss; †due to missing record; ‡photographs of case 9 were showed in Figure 2. §photographs of case 14 were showed in Figure 1.

Table 1. Clinical data of patients with Candida species ker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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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n = 18)
CA

(n = 9)
NCA

 (n = 9)
p-value*

Sex (male) 9 (50) 5 (56) 4 (44) 1.00
Age (years) 67.5 ± 15.4 64.1 ± 20.0 70.9 ± 9.1 0.63†

Age subgroup (years) 1.00
0-19 1 (6) 1 (11) 0 -
20-39 0 0 0 -
40-59 2 (11) 1 (11) 1 (11) -
60-79 13 (72) 6 (67) 7 (78) -
≥80 2 (11) 1 (11) 1 (11) -

Symptom duration (days)‡ 23.9 ± 24.0 31.2 ± 27.6 16.7 ± 18.6 0.21†

Median (IQR) 13.5 (5.5-60.0) 15 (5.0-60.0) 8 (5.0-25.0) 0.49
≥14 days 9 (50) 5 (56) 4 (44) 1.00

Urban residency 9 (50) 5 (56) 4 (44) 1.00
Seasonal distribution 0.64

Spring (Mar-May) 4 (22) 1 (11) 3 (33) -
Summer (Jun-Aug) 7 (39) 4 (44) 3 (33) -
Autumn (Sep-Nov) 4 (22) 3 (33) 1 (11) -
Winter (Dec-Feb) 3 (17) 1 (11) 2 (22) -

Gram stain result
Positive result 11 (61) 5 (56) 6 (67) 1.00
  Yeast 9 (50) 5 (56) 4 (44) 1.00
  Rod or cocci 2 (11) 0 2 (22) 0.47

KOH smear positive 10 (56) 6 (67) 4 (44) 0.64
Polymicrobial infection 7 (39) 1 (11) 6 (67)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CA = Candida albicans; NCA = non-CA; IQR = interquartile range; KOH = potassium hydroxide.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Fisher’s exact test;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independent t-test; ‡interval from the onset of symptoms 
to the time of initial presentation.

Table 2.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Candida species keratitis

염을 고려하여 2% tobramycin, 5% cefamandole 및 fluo-

roquinolone (0.5% levofloxacin, Cravit®, Santen, Osaka, 

Japan, 2000-2005; 0.5% moxifloxacin, Vigamox®, Alcon Inc., 

Fort Worth, TX, USA, 2005-2017) 점안약을 사용하였다.

치료 결과의 평가

치료 결과로 상피재생 기간 및 치료에 대한 반응(합병증, 

수술 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최종 교정시력을 조사

하였다. 상피재생 기간은 진균각막염이 일반적으로 세균각

막염보다 치료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14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18 또한 치료 결과를 치료 성공과 치료 실패 두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치료 성공은 약물 치료로 각

막 침윤이 감소하고 각막상피재생이 완료된 경우로 정의하

였고, 치료 실패는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한 각막상피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막천공, 안내염 등의 합병증이 발

생한 경우 또는 결막편수술, 양막이식술 및 안구적출술 등

의 수술 치료를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체 군을 치료 

성공군과 치료 실패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시력은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기법으로 범주형 자료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형 자료는 평균값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기

준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미생물학적 특성

Candida 균주는 18안에서 20균주가 검출되었다. 그중 

Candida albicans가 9안(50%), Candida tropicalis와 Candida 

famata 각 2안(11%), other Candida species가 7안(39%)이

었다. 균 배양검사에서 Candida spp.의 단독 검출이 11안

(61%)이었고 나머지 7안(39%)은 복합감염의 형태였다. 복합

감염 균주로는 세균이 5안(Candida tropicalis & Strept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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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sposing factor
Total

(n = 18)
CA

(n = 9)
NCA

 (n = 9)
p-value*

Corneal trauma 8 (44) 4 (44) 4 (44) 1.00
Contact-lens wear 2 (11) 1 (11) 1 (11) 1.00
Previous OSD† 8 (44) 3 (33) 5 (56) 0.64
Previous ocular surgery‡ 7 (39) 2 (22) 5 (56) 0.34
Previous topical antibiotics use 11 (61) 5 (56) 6 (67) 1.00
Previous topical steroid use 7 (39) 4 (44) 3 (33) 1.00
Systemic disease 11 (61) 6 (67) 5 (56) 1.00

Hypertension 8 (44) 5 (56) 3 (33) 0.64
Diabetes mellitus 2 (11) 1 (11) 1 (11) 1.00

No apparent cause 8 (44) 3 (33) 5 (56) 0.6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A = Candida albicans; NCA = non-CA; OSD = ocular surface disease.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Fisher’s exact test; †CA group included neurotrophic keratopathy with bullous keratopathy (1 case), herpetic 
keratouveitis (1 case), and punctate epithelial keratitis (1 case); NCA group included herpetic keratitis (2 cases), herpetic keratitis with neuro-
trophic keratopathy (1 case), exposure keratopathy (1 case), and pseudophakic bullous keratopathy (1 case); ‡CA group included cataract sur-
gery (1 case) and excision of pterygium (1 case); NCA group included cataract surgery (2 cases), excision of pterygium (1 case), anterior cham-
ber lens implantation (1 case), and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for corneal perforation (1 case).

Table 3. Predisposing factors of Candida species keratitis

pneumoniae, Candida spp. & Staphylococcus epidermidis, 
Candida spp. & Enterobacter cloacae & St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 Pseudomonas aeruginosa & Klebsiella 

pneumoniae & Serratia marcescens, Candida spp. & Candida 

tropicalis & Pseudomonas spp.)이었으며 다른 진균이 2안

(Candida spp. & Candida famata, Candida spp. & Fusarium 

spp.)이었다(Table 1).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시행한 그람염색검

사에서 미생물이 발견된 경우는 11안(61%)이었으며, 효모

균 9안(50%) 및 그람양성구균과 그람음성간균 각 1안(6%)

이 관찰되었다. 초진 시 시행한 KOH 도말검사는 10안

(56%)에서 양성의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2).

역학 특성 

성별 분포는 남자 9명, 여자 9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67.5 

± 15.4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79세가 13명(72%)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2명(11%), 40-59세가 2명(11%) 및 

20세 미만이 1명(6%)이었다. 증상이 발생한 후 본원 내원

까지의 평균 기간은 23.9일이었으며(median 13.5, interquartile 

range 5.5-60.0), 14일 이상인 경우가 9안으로 50%를 차지

하였다. 

계절 분포로는 여름(7안, 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봄과 가을(각 4안, 22%)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도시 지

역 거주 비율은 9안으로 50%를 차지하였다(Table 2). 추적 

관찰 기간은 타 병원으로의 전원으로 경과 관찰이 불가능

하였던 1명을 제외하고 평균 19.7 ± 25.7개월(range 1-84개

월)이었다.

선행인자

Candida 각막염의 선행인자로는 기저 안구표면 질환과 

관련된 경우와 각막외상이 각 8안(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내원 전 스테로이드 사용(7안, 39%), 안수술력(7안, 

39%), 콘택트렌즈 착용(2안, 11%) 등이었다.

기저 안구표면 질환으로는 헤르페스각막염이 4안(25%)

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영양각막염(2안, 13%), 수포각막병

증(2안, 13%) 등이 있었다. 안수술력으로는 백내장수술(3안, 

17%), 군날개제거술(2안, 11%), 양막이식술(1안, 6%), 앞방

인공수정체삽입술(1안, 6%)이 있었다. 전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11안(61%)이었으며 그중 고혈압(8명, 44%)과 당뇨

(2명, 11%)가 많았다. 전신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임상양상 

초진 시 교정시력은 0.1 미만이 13안(72%)이었다. 병변

의 위치는 중심부 발생이 12안(6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주변부 발생은 6안(33%)이었다. 기질 침윤의 양상은 원형

(13안, 72%)이 가장 많았고 불규칙한 경계(4안, 22%)가 그 

다음이었다. 심부 기질 침윤은 8안(44%)에서 관찰되었다. 

병변의 크기는 평균 8.6 ± 9.6 mm2 (범위 2.3-36.0 mm2)였

고, 전방축농은 8안(44%)에서 동반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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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n = 18) CA (n = 9) NCA (n = 9) p-value*

Central lesion† 12 (67) 6 (67) 6 (67) 1.00
Infiltrate characteristic

Round infiltration 13 (72) 6 (67) 7 (78) 1.00
Irregular border 4 (22) 2 (22) 2 (22) 1.00
Satellite lesion 1 (6) 1 (11) 0  1.00
Feathery like projection 1 (6) 0 1 (11) 1.00
Deep infiltration‡ 8 (44) 5 (56) 3 (33) 0.64

Epithelial defect size (mm2) 8.6 ± 9.6 7.2 ± 6.9 10.1 ± 12.0 0.54§

≥5 mm2 8 (44) 3 (33) 5 (56) 0.64
Hypopyon 8 (44) 4 (44) 4 (44) 1.00
Endothelial plaque 3 (17) 2 (22) 1 (11) 1.00
Epithelial healing time (days)Π 23.5 ± 18.9 31.8 ± 26.9 17.5 ± 8.8 0.53§

≥14 days 10 (83) 4 (80) 6 (86) 1.00
Complications 11 (61) 6 (67) 5 (56) 1.00

Corneal perforation 8 (44) 4 (44) 4 (44) 1.00
Corneal melting 5 (28) 3 (33) 2 (22) 1.00

Surgical treatment 11 (61) 7 (78) 4 (44) 0.34
AMT 6 (33) 3 (33) 3 (33) 1.00
Conjunctival flap 4 (22) 3 (33) 1 (11) 0.58
Evisceration 5 (28) 4 (44) 1 (11) 0.29

Presenting BCVA (logMAR) 1.85 ± 0.91 1.90 ± 0.82 1.81 ± 1.05 0.93§

<0.1 (Snellen) 13 (72) 6 (67) 7 (78) 1.00
Final BCVA (logMAR)# 2.07 ± 1.14 2.32 ± 1.25 1.81 ± 1.03 0.23§

<0.1 (Snellen) 12 (75) 6 (75) 6 (75) 1.00
Decreased BCVA# 6 (38) 3 (38) 3 (38) 1.00
Treatment outcome¶

Success 6 (35) 2 (22) 4 (50) 0.34
Failure 11 (65) 7 (78) 4 (50)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CA = Candida albicans; NCA = non-CA; AMT =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Fisher’s exact test; †corneal lesion is located within the 1/2 radius from the center of the cornea; ‡depth of 
infiltration was assessed in 2 categories: superficial (more than 0% to 50%), deep (more than 50% to 100%);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independent t-test; Πtotal (n = 12): 1 case of followed up loss (NCA) and 5 cases of evisceration or enucleation (CA 4 case and NCA 1 case) 
were excluded; #total (n = 16): 1 case of followed up loss (NCA) and 1 case of missing record (CA) were excluded; ¶total (n = 17): 1 case of 
followed up loss (NCA) was excluded. Treatment success was defined that corneal lesions were successfully healed after medical treatment.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s of Candida species keratitis

치료 결과

상피재생 기간은 평균 23.5 ± 18.9일이었으며, 83%에서 

14일 이상의 상피재생 기간을 보였다. 최종교정시력 0.1 미만

인 경우는 75%로 나타났다. 총 18명 중 타 병원으로의 전

원으로 경과 관찰이 불가능했던 1명을 제외한 17명 17안에

서 치료 성공은 6안(35.3%), 치료 실패는 11안(64.7%)이었다.

치료 성공 6안에서 각막상피재생이 완료된 기간은 12.5 

± 6.0일이었다. 치료 중 합병증 발생은 11안(61%)에서 관

찰되었으며, 각막천공 8안(44%) 및 기질융해 5안(28%)이 

포함되었다. 수술적 치료는 11안(61%)에서 이루어졌으며, 

양막이식술(6안, Fig. 1), 안구적출술(5안, Fig. 2), 그리고 

결막편수술(4안) 순이었다.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5안 중 

2안은 결막편수술이나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후에 안구적출

술을 시행한 경우였다(Table 4).

Candida albicans군과 Non-albicans군의 비교

CA와 NCA군 사이 역학 특성의 비교에서, 복합감염의 

비율이 NCA군에서 더 높았다(11% vs. 67%, p=0.050). 성

별, 나이, 증상내원 기간, 계절 분포, 선행인자의 비교에서

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초진 임상양상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치료 결과에서 상피재생 기간은 CA군에서 31.8 ± 

26.9일로 NCA군의 17.5 ± 8.8일에 비해 길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3). 안구적출술은 CA군에

서 4안(44%), NCA군에서 1안(11%)이 시행되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29). 치료 실패의 

비율 또한 CA군에서 7안(78%), NCA군에서 4안(50%)으로 

CA군에서 더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34)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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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Photographs of Candida albicans keratitis (Table 1, 
Case 14). (A) At initial visit, the left eye showed mild con-
junctival injection, 4.0 × 3.5 mm sized epithelial defect with 
thinning of corneal limbal area, and 1.5 × 1.5 mm sized stro-
mal infiltration. Candida albicans was isolated by corneal 
culture. (B) Five days after admission, corneal perforation de-
veloped at thinning limbal area. Amniotic membrane trans-
plantation was performed for repair of corneal perforation. 
After one month of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cor-
neal lesion was stable with opacification.

A B

Figure 2. Photographs of Candida albicans keratitis (Table 1, 
Case 9). (A) At initial visit, the right eye showed severe con-
junctival injection, 5.8 × 5.5 mm sized epithelial defect with 
2.0 × 2.0 mm sized dense stromal abscess, and linear hypopyon.
Candida albicans was isolated by corneal culture. (B) After 
eight days of antifungal agent treatment, dense stromal abscess 
and hypopyon were increased. Despite of 10 days intensive 
antifungal therapy after admission, evisceration was ulti-
mately performed due to corneal perforation & severe intra-
ocular dissemination of inflammation.

치료 성공과 치료 실패군 간의 비교 분석

치료 성공군과 치료 실패군 사이의 비교에서, 치료 실패

군의 내원 전 점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0% vs. 64%, p=0.04). 증상 발생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은 치료 실패군(31.3 ± 27.8일)에서 

치료 성공군(13.5 ± 10.1일)에 비해 비교적 길었다(p=0.08). 

치료 실패군에서 CA (7안, 64%)의 비율이 NCA (4안, 

36%)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0.34). 치료 실패군에서 이전 안구표면 질환은 

55%로 치료 성공군의 33%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62). 이 외 성별, 나이, 초진 시 병변의 위

치와 크기, 전방축농의 유무, 복합감염의 유무 및 초진 시

력(logMAR) 등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시력(logMAR)은 0.72 ± 0.55와 2.68 ± 0.70으

로 치료 성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Candida 각막염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서 

안구표면 질환 또는 각막외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임

상양상으로는 원형의 기질 침윤, 심부 기질 침윤과 전방축

농이 흔했다. 치료 결과로 전체의 61%의 환자에서 합병증

으로 인해 수술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치료 실패군에서 이

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의하게 많았고(p=0.04) 증상 발생 

후 내원까지의 기간이 치료 성공군보다 더 긴 경향을 보였

다(p=0.08). CA군과 NCA군의 비교에서는 NCA군에서 복

합감염의 비율이 높았으며, CA군에서 치료 실패 비율이 다

소 높았지만 두 군 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Candida species는 인체나 동물의 입안, 피부 등에 존재

하며 면역 체계가 정상인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나 고령, 

면역억제제 사용, 광범위 항생제 사용, 항암 치료와 장기이

식 등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키는 주

요 기회감염원이며, 진균각막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효

모균이다.5,14,17,19,20

진균각막염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그중 

Candida 각막염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진균각막염 중에서 

0.8-60.6%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8,14,21-25 특히 열대 및 

아열대지역보다 온대 및 한대지방에서 Candida의 발병률

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1 국내의 보고에서는 Candida 각막

염은 진균각막염 중 3.6-50.0%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보

고되었다.8,25-27 국내에서 Candida 각막염의 임상양상에 대

한 보고로는 Choi et al11
의 무동성 무어증(akinetic mutism) 

환자에서 항생제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와 

Candida parapsilosis가 복합감염된 각막염 1예, Kim et al10

의 Stevens-Johnson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한 Candida para-
psilosis 각막염 1예, Yang and You12

의 Candida와 세균의 

복합 각막염 5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년 간 배양 

양성 감염각막염 391안 중 23안(5.9%)에서 진균이 검출되

었으며, 그중 Candida는 18안으로 진균 중 78.3%를 차지하

여 타 연구(0.8-60.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8,14,21-25

국내에서 이루어진 진균각막염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진

균각막염은 60대에서 33.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각막

외상의 과거력이 56.7%에서 동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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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reatment success*

(n = 6)†
Treatment failure

(n = 11)† p-value‡

Age (years) 60.3 ± 22.3 71.1 ± 10.5 0.19§

Sex (male/female) 3/3 6/5 1.00
CA 2 (33) 7 (64) 0.34
NCA 4 (67) 4 (36) 0.34
Symptom duration (days) 13.5 ± 10.1 31.3 ± 27.8 0.08§

Previous OSD 2 (33) 6 (55) 0.62
Previous topical steroid use 0 7 (64) 0.04
Central location 4 (67) 7 (64) 1.00
Epithelial defect size (mm2) 7.2 ± 6.9 9.5 ± 12.3 0.64§

Hypopyon 2 (33) 5 (46) 1.00
Polymicrobial infection 3 (50) 3 (27) 0.60
KOH smear positive 3 (50) 7 (64) 0.64
Gram stain: yeast positive 2 (33) 7 (64) 0.34
Presenting BCVA (logMAR) 1.60 ± 0.82 1.93 ± 0.99 0.50§

Final BCVA (logMAR) 0.72 ± 0.55 2.68 ± 0.70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CA = Candida albicans; NCA = non-CA; OSD = ocular surface disease; KOH = potassium hydroxid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
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Treatment success was defined as the completion of corneal epithelial healing by medical treatment; †total n = 17: 1 case of followed up loss 
(NCA) was excluded;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Fisher’s exact test;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Mann-Whitney U-test.

Table 5. Comparisons between treatment success group and treatment failure group

각막외상의 과거력 중 식물에 의한 것이 22.4%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콘택트렌즈에 의한 것도 6.0%로 나타

났다. 기저 안구표면 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15.8%였다. 

Candida 각막염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도 평균 연령은 67.5 

± 15.4세로 주로 고령에서 발병하였으며 토양의 흙이나 식

물과 관련된 각막외상이 44%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전에 안구표면 질환을 앓은 경우는 44%로 Hahn et 

al8
이 보고한 전체 진균각막염 중 1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Candida 각막염이 방어 기전이 

저하된 각막에서 기회감염으로 주로 발생한다는 기존 보고

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5

Candida 각막염의 임상양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병

변의 위치는 각막의 중심부가 61%, 각막병변의 크기는 8.4 

± 9.8 mm2, 그리고 전방축농은 39%에서 관찰되었다.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전체 진균각막염을 다룬 국내 진균

각막염의 다기관 역학조사에서 Hahn et al8
은 궤양의 발생 

부위는 중심부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크기는 10 mm2 

이하가 48.4%로 가장 많았고 전방축농은 76.1%에서 관찰

되었다고 보고하여 전방축농 비율 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Candida 각막염 29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평균 각막병변 크기를 9.6 mm2
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8 

Candida 균에 의한 감염각막염에서 다른 균주와는 구분

되는 특징은, 사상진균에 의한 각막염이 깃털 모양의 불규

칙한 경계를 가진 침윤을 보이는 반면에 Candida 각막염은 

병변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황백색 화농을 가진 작은 난원

형 궤양을 흔히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Staphylococcus 
aureus나 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각막염과 유사

하게 보일 수 있어 임상적 특징만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8 본 연구에서도 초진 시 72%에서 난원형 궤양이 

관찰되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Candida 각막염이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각막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감염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안구표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막병변의 경우 전형적인 각막 소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세균각막염, 헤르페스각막염이나 아칸트아메바각막

염 등과 혼동될 수 있다.6

또한 Candida 각막염에서는 복합감염도 흔히 보고되고 

있다. Yang and You12
는 Candida와 세균의 복합감염 5예를 

보고하였는데 이 중 4안(80.0%)에서 그람양성세균과 복합 

동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8안 중 7안

(39%)에서 복합감염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세균과 복합된 

경우가 5안, 다른 진균과 복합된 경우가 2안이었다. 정상적

인 방어기전이 저하된 각막에서 Candida 각막염이 잘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균주와의 복합감염

이 흔히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Candida 
각막염은 임상적인 측면에서 복합감염을 일으키는 균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상 특징 또한 전형

적인 Candida 각막염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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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세균각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

일지라도 적절한 치료 방향 설정을 위한 진단 노력과, 난원

형 궤양과 합당한 병력 조사 등 진균각막염에 대한 높은 수

준의 임상적 의심을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으로 Candida 각막염이나 다

른 진균각막염이 의심된다면 미생물 결과가 뒷받침되기 전

이라도 초기에 경험적 항진균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임

상적 판단이 중요하며, 약제 사용 후 주의 깊은 경과 관찰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균각막염의 1차 치료로 natamycin과 

amphotericin을 사용하였다. 두 약제는 진균각막염에서 비

교적 흔한 균주인 Candida, Aspergillus, 그리고 Fusarium에 

모두 감수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막침투력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3 하지만 amphotericin은 처방

이 비교적 용이하며, natamycin도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

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미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면 보험 기

준에 따라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Voriconazole은 각막

침투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지만, Fusarium에 대해서는 

상기 두 약제에 비해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가 높아 유효 치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29,30 

또한 voriconazole은 2004년 국내에 보험 등재되어 연구 기

간 동안 1차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고가의 약제 

및 국내의 보험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으

로 본 연구에서는 진균각막염의 1차약으로 사용하지는 않

았다.31

Candida 각막염의 일차 약물 치료로 0.15% amphoter-

icin-B가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32,33 이러한 약물 치료

에도 불구하고 Candida 각막염의 30-45% 정도는 치료에 

실패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4,5 Bhartiya et 

al34
은 Candida 각막염의 43%에서 각막천공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Sengupta et al5
은 Candida 각막염의 62.5%

에서 각막의 농양과 괴사가 존재해 각막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 보고들과 같

이 높은 빈도인 56%에서 각막괴사나 각막천공으로 양막이

식술, 결막편이식술이나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Candida 각막염에서 각막괴사나 천공의 빈도가 높

은 것에 대한 이유로는, 진균은 세균과 달리 데스메막을 뚫

고 전방 내로 침투할 수 있고,35,36 Candida 종은 단백질분해

효소나 인지질분해효소를 분비하고 이 효소들에 의해 항진

균제의 사멸 효과와는 별개로 각막융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7,38 이 외에도 각막염의 심

한 정도, 유병 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약의 사용, 항진균제의 

독성 등도 각막 융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5 

Lalitha et al39
은 진균각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 

실패의 위험인자를 조사하였는데 궤양의 크기가 14 mm2
로 

크거나 전방축농이 동반된 경우에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Lee et al40
은 궤양의 크기가 10 mm2

보다 큰 경우와 

이전에 안질환이 있는 경우에 진균각막염에서 치료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수

가 적어 회귀분석을 통한 치료 실패의 위험인자까지는 조

사할 수 없었으나 치료 성공과 치료 실패군의 비교를 통해 

치료 실패군에서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의하게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증상내원 기간이 비교적 

더 길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치료 

실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전 안

구표면 질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치료 실패군의 55%에

서 헤르페스각막염(3안), 신경영양각막염(2안), 수포각막병

증(2안), 표층점상각막병증(1안)이 확인되었으며, 치료 성공

군에서는 33%에서 헤르페스각막염(1안), 노출각막염(1안)

이 확인되었다. 치료 실패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

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기존 안구표면 질환이 있

었는데 이러한 점이 높은 비율의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전 스테로이드 사용은 초기 진균각막염의 판단에 

어려움을 주며, 스테로이드로 인한 진균 증식 촉진, 상피재

생 지연 작용, 스테로이드의 중단과 관련된 염증 악화 등이 

본 연구의 스테로이드 사용군에서 치료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1-43 또한 스테로이드 사용

은 Candida의 점막 상피세포로의 부착을 촉진하며, 숙주의 

국소 면역체계와 면역반응을 약화시키며, 항진균제의 약제 

반응을 저하시킨다.41 병독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Candida
의 효모형에서 균사형으로의 전환이 병독성의 증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44-46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전환

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균주의 병독

성 증가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1,47 따라서 

Candida 각막염에서 상기 언급된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

에는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스테로이드 중단 시 염증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서히 

줄여가는 치료 계획에 대한 판단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전방내 amphoter-

icin-B 주입술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48,49 

본 연구에서 증상 발생 후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은 치료 

실패군에서 31.3 ± 27.8일로 치료 성공군의 13.5 ± 10.1일

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증상내원 기간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총 9안에서 14일 이상의 증상내원 기

간을 보였고, 그중 7안(78%)에서 전신 질환의 과거력, 7안

(78%)에서 KOH 양성 및 그람염색에서 효모균이 관찰되었

으며, 5안(55%)에서 심부 기질 침윤을 보여 증상내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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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일 미만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구적출술 

또한 증상내원 기간 14일 이상인 군(3안, 33%)에서 14일 

미만인 군(1안, 11%)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긴 증상내원 기간은 병변의 진행과 연관된다고 생각되

며, 따라서 빠른 병원 내원과 초기의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CA군과 NCA군의 비교에서는, CA군에서 수술 치료, 안

구적출술 비율이 비교적 더 높았고 따라서 치료 실패의 비

율 또한 더 높았다. 하지만 대상 수가 적으며, 증상내원 기

간이 CA군에서 비교적 더 길었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

과만으로 CA군이 NCA군에 비해 치료 결과가 반드시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NCA군에서 CA군에 비해 복합감염 비율이 더 많았는데

(67% vs. 11%, p=0.05), 본 연구에서는 복합감염 유무 그 

자체가 치료 실패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복합감염군의 치료 실패 3/6=50%; 단일감염군의 치료 

실패 8/11=73%, p=0.60 by Fisher’s exact test). 향후 더 많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 환자의 수가 적다는 점이

며, 따라서 치료 실패에 대한 위험인자를 직접 밝혀 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는 것

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신 치료 성공군과 

치료 실패군 간의 차이를 조사하여 치료 실패와 관련된 요

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미는 임상적으로 중

요한 진균각막염, 그중에서도 Candida 각막염에 대한 분석

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병원 연구와 

단일 균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Candida 각막염은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정

상적인 각막의 방어기전이 저하된 경우 기회감염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복합감염이 흔하고 각막천

공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 

평가의 어려움, 증상내원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점, 그리고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치료 실패군에서 많았던 점을 감

안하면, 감염 발생 후 빠른 병원 내원, 약물 사용력 확인, 

그리고 진균감염을 고려한 초기 미생물검사의 시행이 약물 

치료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 각막외상력이나 안구표면 질환이 있는 경

우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임

상적인 판단과 의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균각막염에서 

흔히 경험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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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칸디다 각막염의 임상분석: 선행인자와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

목적: Candida 각막염의 역학과 선행인자,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영남대학교병원에서 18년간(2000-2017) 감염각막염으로 치료한 환자 중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Candida가 동정된 18안

(C. albicans [CA] 9안, non-CA [NCA] 9안)을 대상으로 역학, 선행인자,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치료 성공

은 약물 치료로 각막상피재생이 완료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평균나이는 67.5 ± 15.4세, 복합감염은 7안(39%)이었다. 평균 증상내원 기간은 23.9일이었다. 선행인자로 이전 안구표면 질환

(8안, 44%), 각막외상(8안, 44%) 및 점안 스테로이드 사용(7안, 39%)이 흔했다. 임상양상으로 원형(13안, 72%)의 기질 침윤과 전방축

농(8안, 44%)이 흔하였고 초진시력 0.1 미만은 13안(72%)이었다. 치료 결과로 평균 상피재생 기간 23.5 ± 18.9일, 최종시력 0.1 미만 

12안(75%) 및 치료 성공 6안(35%)을 보였다. 수술 치료는 11안(61%)에서 시행되었으며, 그중 5안은 안구적출술이었다. CA와 NCA 

사이에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 실패군에서 치료 성공군에 비해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64% vs. 0%, 

p=0.04)이 많았고 긴 증상내원 기간(31.3일 vs. 13.5일, p=0.08)을 보였다.

결론: Candida 각막염은 고령 및 이전 안질환력과 관계 있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흔히 시행되었다. 치료 실패군에서 치료 성공군에 

비해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 및 긴 증상내원 기간과 더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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