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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코쿠스증

크립토코쿠스증은 Cryptococcus neoformans라는 독특한 협막을 형성하는 효모균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감염 부위는 폐로 임상적으로는 수막염(meningitis)
이 가장 흔하며 일반적으로 호흡에 의해 폐로 들어온 균에 의해 발생한다. 크립토코쿠
스성 수막염은 효모균이 침입한 장소에서 중추신경계 조직에 이르러 발생한다. 이 질
환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만성형인 경우 여러 형태의 궤양을 발생시킨다. 크립토
코쿠스증은 특히 면역억제환자에서 기회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체
크립토코쿠스 속에는 약 37종의 많은 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람에게 주로 병원성
을 일으키는 것은 C. neoformans var. neoformans이고 C. albidus, C. laurentii 종
등은 환자가 쇠약해졌을 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5, 7, 11]. 크립토
코쿠스는 원형에서 난형 모양의 효모로 그 크기는 3.5～8 ㎛이상 정도이며 단일 이분법
에 의해 번식한다. 특이하게 커다란 효모세포 (60 ㎛까지) 모양을 띠기도 하는데 이는
고온에서 배양했을 경우 가끔 관찰이 된다 [10]. 크립토코쿠스의 세포벽은 매우 약해서
특히 조직 염색에 의해 관찰할 때 부서진 모양의 세포가 자주 관찰된다. 세포는 효모균
계통이나 사용된 배지에 따라 크기가 다양한 다당류 협막 (capsule)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India ink 염색에 의한 협막 관찰이 용이하다. 배양특성으로는 배양 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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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락으로 신속발육하며, 납작하거나 약간 융기되었고, 광택이 있고 점액성이며
가장자리는 부드럽다. 군락은 협막물질로 인해 전형적인 습윤의 형태로 세포가 오래 될
수록 여러 색 (크림, 황갈색 분홍, 노랑)을 띠고 짙어진다 (그림 1). 25℃와 37℃에서
모두 잘 자라지만 다른 종의 일부는 37℃에서 자라지 않는다. Cornmeal-tween 80
agar에서 72시간 배양했을때 세포의 크기는 4～8 ㎛로 다양하다. 원형의 출아세포를
가지며 Cornmeal-Tween 80 agar에서 협막을 형성하며, 발아관 시험, India ink 표본
검사로 구분하다. 1% 펩톤 용액에서 협막 형성이 증가 된다 (그림 2). 모든 크립토코쿠
스 종은 우레아제 (urease)을 생산하고 여러 탄수화물을 이용하며 비발효성이다 [11].
또한 자연환경에서 협막은 두께가 얇아지고 균 크기 또한 작아지는 반면에 조직에 감염
될 경우에는 반대로 협막이 두꺼워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크립토코쿠스증은 후천성면
역결핍증과 관련된 질환 중 하나로 크립토코쿠스증을 나타내면서 혈청학적으로 면역결
핍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는 환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의심한다. 거의 45%에 달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크립토코쿠스증이 첫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과정에
서 먼저 감염되어 있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어 감염에 의한 균동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크립토코쿠스의 병인성 인자로는 다당류 협막, 페놀산화효소, 37℃ 성장능 등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phospholipase 또한 병인성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C. neoformans의
혈청형은 협막 응집 반응에 따라 구분되며 적어도 4가지 혈청형인 A, B, C, D형을 갖는
다. 혈청형 A, D는 Filobasidiella neoformans라는 유성세대를 갖고, 혈청형 B, C는
Filobasidiella bacillispora라는 유성세대로 불렸으나 B, C의 경우 후에 C. neoformans
var. gatti라는 유성세대를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8]. 지역적으로 A 혈청형은 일본,
동남 아시아, 브라질, 호주, 남캘리포니아 같은 열대, 아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C 혈청형이 대부분 남 캘리포니아에 분포하는데 비해 B 혈청형은 C형보다 훨씬 더 널
리 분포한다 [6, 8]. 모든 크립토코쿠스 종은 비발효성 호기성균이다. 종간 분류는 여러
탄수화물과 질산칼륨 (KNO3) 동화작용에 기초하여 동정한다 [11]. C. neoformans는 생화
학적 반응 차이와 37℃ 성장능에 의해 다른 크립토코쿠스종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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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크립토코쿠스균의 배지상 집락 특성
(자료 출처 : http://www.doctorfungus.com)
(a) SDA 배지상의 크립토코쿠스균으로 전형적으로 짙은 크림색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성 군락을 띤다.
(b) 이분법으로 분열하는 크립토코쿠스균 가성 균사는 없으며 협막을 관찰할 수 있다.

(a)
(b)
그림 2. 크립토코쿠스균의 india ink 염색후 현미경 관찰
(자료 출처 : http://www.doctorfungus.com)
(a) 전형적인 크립토코쿠스의 india ink 염색 협막 관찰
(b) 크립토코쿠스 수막염 환자의 뇌척수에서 관찰된 크립토코쿠스균 넓은 협막과 가운데 분열하는 크
립토코쿠스.

그림 3. CGB 배지를 이용한 C. neoformans var. gattii와
C. neoformans var. neoformans의 감별.
Canavanine-glycin-bromothymol blue 배지를 이용하여 C. neoformans var. neoformans (배지
황색으로 불변)와 C. neoformans var. gattii (2-3일후 짙은 푸른색으로 변화)을 분별 동정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http://www.doctorfu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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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감염은 기도를 거처 폐에 처음 감염되고 그후 자주 혈행성으로 피부나 중추신경을
걸쳐 여러 장기에 전파된다. 폐 크립토코쿠스증에서는 가벼운 발열, 기침과 객담 외에
특유한 증상은 없고 임상증상과 X-선상에 의해 폐결핵, 폐종양, 유육종증 (sarcoidosis)
과의 감별은 쉽지 않다. 폐 감염으로서는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균이 중추신경에
이행하여 중추신경계 크립토코쿠스증을 일으키는 것이 많다. 이 경우에는 수막염을 일
으켜 심한 두통, 가벼운 발열, 현기증, 구토, 경부 강직, 복시, 안구진탕 등의 증상이 나
타나며 급성이 아닌 만성의 경과를 취하며 사망률이 높다. 유행성 수막염 또는 바이러
스성 수막염, 일본뇌염 및 뇌종양 등과도 감별을 요한다. 척수액의 성상은 유행성 수막
염보다 결핵성 수막염의 척수액과 비슷하다. 피부 크립토코쿠스증은 통상적으로 폐 감
염에 이어서 생긴다. 두부나 안면에 호발하고 담 자홍색의 여드름 모양의 작은 구진,
농포, 작은 궤양 등을 만든다. 점막의 감염은 혈행성 또는 피부병소의 확대에 의하여
생기며 구강 및 비강에 결절, 육아종 및 표재성의 궤양을 형성하며 때로는 골, 간, 심내
막과 전립선 등에도 병소가 생긴다.

역 학
우리나라 크립토코쿠스 수막염의 환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
술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감염되기 쉬운 숙주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후
천성면역결핍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모든 인종에 감수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
로 발생하고 가끔 소, 말, 개에도 이환된다 [6, 11].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비둘기 및
조류 판매점의 새의 분변에서 높은 비율로 분리되며 이들이 병원소 또는 감염원이 된
다. 전파양식은 균을 가진 먼지를 흡입하는 경우 전파되며 잠복기는 확실치 않다. 폐
감염이 뇌 감염보다 수개월 혹은 수년 선행하는 것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크립토코
쿠스증 환자로 자가면역환자, 스테로이드 치료 등에 의해 세포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다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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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관리
환경내 이환도는 감염된 동물의 제거 및 특히 비둘기의 구제가 바람직하다. 환자 발
생시 환자의 격리나 행동의 제한은 필요 없으며 오염된 의류 등은 소독한다. 예방접종
은 없으며 환자에게는 비둘기와의 접촉 유무를 확인한다. 암포테리신 B를 신속히 정맥
주사 하면 치료가 빠르고 이미다졸계 혹은 트리아졸계의 내복제도 유효하다. 그러나 암
포테리신 B는 부작용으로 발열, 신장 이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병합요법을 사용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암포테리신 B만을 처방하는 경우나, 암포테리신 B와 플루코나졸
(fluconazole)을 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암포테리신 B, 플루코나졸, 5-플루사이토신
(flucytosine) 세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암포테리신 B와 5-플루사이토신를 병용 처
방하는 경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플루코나졸의 사용은 최근 내성균
의 발생으로 인해 처방시 주의하여야 한다. X-선 또는 균학적 검사에 의하여 진단된
폐 크립토코쿠스증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집단 유행은 없으며 통상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비둘기 집을 고치거나 비둘기 똥이 있는 장소를 청소할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실험실 진단
1. 검체
크립토코쿠스의 검출은 검체로 뇌척수액 (CSF)을 주로 사용하며 그밖에 피부농양,
피하조직, 뇨, 피부, 객담, 기관지 세척액등에서 드물게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
크립토코쿠스증은 피부 조직편 채취, 병소 표면의 표피 또는 점조성 삼출액, 농즙 등을
채취하여 검사 재료로 사용한다.

2. 검사방법
뇌척수액은 무균적으로 3～5 ㎖를 채취하며 검체를 원심침전하여 슬라이드 위에 한
방울을 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C. neoformans 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묵즙 표본
을 통해 협막을 확인하고 남은 검체는 SDA 배지에 접종한다. 배양 온도는 37℃이며
우레아제 시험 양성을 확인한다. C. neoformans 병원체와 크립토코쿠스 속의 다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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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다른점은 37℃에서 발육하고, 당 동화양상, 페놀 산화효소 (phenol oxidase) 시험
등에 의하여 감별된다. 혈청학적 진단법으로는 척수액 또는 혈청내의 항원 검출법이 우수
하며 항체 감작 라텍스를 사용하여 응집반응을 실시한다.

1) 페놀 산화효소 시험
C. neoformans는 caffeic acid을 기질로 이용하는 페놀 산화효소를 생산한다 [1]. 이
효소는 멜라닌 생성 기능을 하며 멜라닌 생성은 숙주의 면역 방어 기작이나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균을 보호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효소의 검출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지는 birdseed 한천을 이용한 배지이며 그밖에 포함되는 성분에 따라 결과를 판독한
다. 사용 배지에서 C. neoformans 군락은 2～5일내에 암갈색을 띤다. 호흡기 검체의
주 배지로 birdseed agar을 사용함으로써 조기에 C. neoformans 감지가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 우레아제 시험
적절한 기질을 사용함으로써 우레아제는 뇨를 분해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pH을
높여서 phenol red 지시약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색깔 변화를 발생시킨다. 우레아제 시
험은 크립토코쿠스 종과 Rhodotorula 종 동정에 이용되며 모두 우레아제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3) 라텍스 입자 응집 (LPA; Latex particle agglutination) 시험
크립토코쿠스증의 가장 유용한 혈청학적 진단법으로 크립토코쿠스의 다당류 항원을
검출하는 라텍스 입자 응집 시험법을 사용한다. 다당류 항원 검출은 매우 특이적이며
크립토코쿠스 수막염 진단, 만성적 크립토코쿠스 질환에 특이적이며 현미경과 배양에
의한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감염환자의 뇌척수액을 시료로 사용시 90%
이상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며 혈청을 시료로 사용시 수막염 환자의 50% 양성을 나타낸
다. 크립토코쿠스 항원은 효소면역측정법 (ELISA) 으로도 검출할 수 있으며 항원 역가
결정으로 감염 경로의 모니터링에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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