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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yptococcus neoformans is a fungus that primarily causes opportunistic infections in 
immunocompromised hosts. It can also cause various infections in immunocompetent 
patients. Pulmonary cryptococcosis involving the lymph node is relatively rare in 
immunocompetent patients. In this report, a previously healthy 17-year-old girl presented 
with high-grade fever and persistent cough. Chest X-ray and computed tomography (CT) 
scan revealed an anterior mediastinal conglomerate mass that expanded to the right 
supraclavicular area. Ultrasound-guided gun biopsy revealed histological evidence of 
cryptococcosis. Immunological screening tests did not identify immunodeficiency. She 
recovered completely with a combination therapy of amphotericin B and flucytosine for 2 
weeks, followed by fluconazole for 8 months. The characteristics of cryptococcosis involving 
the mediastinal lymph node and the lung should be understood, and the possibility of 
cryptococcosis even in immunocompetent host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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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ryptococcus neoformans 감염인 크립토코쿠스증은 일반적으로 비둘기를 포함한 조류의 분비
물에 오염된 토양에 존재하는 곰팡이 포자의 흡입으로 발생하며 폐에 국한되거나 전신으
로 전파될 수 있다. 크립토코쿠스증은 주로 세포매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환자에서 발생하고, 그 외에도 장기이
식, 악성 종양,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같이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 발생하나 간
혹 정상 면역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서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1) 임상 양상은 면역이 결핍
되어 있는 환자에게 휠씬 심한 소견을 보이며 정상 면역 환자에게는 증상이 없이 저절로 치
유되기도 하지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다.2) 폐 크립토코쿠스증
은 비특이적인 방사선 소견을 보이고 임상 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양, 폐 결
핵 및 다른 폐 진균증으로 잘못 진단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은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매
우 중요하다.3)

저자들은 발열과 기침을 주소로 입원한 이전까지 건강하였던 17세 청소년에서 크립토코쿠
스증을 경험하였기에 임상 양상과 진단 및 치료 경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평소에 건강하였던 17세 여자 환자가 10일 동안 지속된 발열과 기침 및 호흡 곤란으로 외래에 

왔다. 10일간 4 kg의 체중감소와 전신 쇠약감이 있었다. 5일 전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다. 과거력과 가족력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68 mmHg, 맥박수 82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8.0°C이었
다. 환자는 체중 50.8 kg (25–50 백분위수), 키 165.6 cm (75–90 백분위수)로 발육상태는 양호
하였으나, 만성 병색이었다. 우측 쇄골상부에서 2×1 cm의 동통을 동반한 림프절이 촉지되었
고 가슴 청진에서 우측 폐하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복부진찰에서 간비종대가 발견
되었고 배꼽 주변으로 가벼운 압통을 호소하였다. 사지 진찰에서 특이 소견 없었고 피부 병
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1,560/mm3 (중성구 86%, 림프구 9%, 단핵구 4%, 호산구 

1%), 혈색소 9.7 g/dL (평균 적혈구 용적 76 fL, 평균 적혈구 혈색소 24.7 pg, 적혈구 크기 분포 

폭 14.6%), 혈소판 506,000/mm3이었다. 말초혈액펴바른표본에서 중성구가 증가하였으며, 

미성숙세포는 없었다. 적혈구 침강 속도는 120 mm/hr, C-반응단백질은 12.16 mg/dL (정상치 

<0.3 mg/dL)로 상승되어 있었고, 총 단백 6.9 g/dL, 알부민 3.2 g/d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
효소 16 I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13 IU/L이었다. 가슴X선 영상검사에서 우상엽의 경결
이 관찰되었다 (Fig. 1A).

발열, 체중 감소, 림프절 비대 등의 전신 증세를 보여 림프종을 의심하였고 폐 결핵 및 폐 진
균증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계획하였다. 폐렴이 의심되어 시행한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 중합효소사슬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IgM 항체,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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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배양검사 및 대변배양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결핵피부반응검사는 음성이
었다. 경험적 항생제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과 클라리스로마이신을 정주하였다.

가슴X선 영상검사에서 보인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균질한 조영 

양상의 기관지와 상대정맥(superior vena cava) 편향을 일으키는 전방 종격동 내 종괴가 우측 

쇄골 상부까지 돌출된 양상으로 내부에 석회화나 출혈,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은 명확하지 않
았다 (Fig. 1B). 복부에서는 간비종대 외에 이상 림프절 종대는 보이지 않았다. 종격동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 촬영한 몸통 양전자단층촬영(torso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에서 우측 쇄골 상부, 우측 갑상선 주위, 전방 상부 종격동, 우측 기관 옆 및 흉골
에 과신진대사 종괴가 보였고 폐 우하엽의 과신진대사 경결이 보였다. 전신 증세를 동반하
고 영상검사에서 보인 병변이 광범위해서 면역이 저하된 상태를 의심하여 면역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T 세포, 혈청 면역글로불린 수치를 측정하고, 

보체 결핍에 대한 검사로 보체 농도를 측정하였고, 포식세포 수, 형태 및 nitroblue tetrazolium 

검사를 통해 포식세포의 면역기능을 알아봤으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2차성 면역결
핍증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HIV 항체는 음성이었다 (Table 1). 파종성 진균 감염이 동반되었
는지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혈청 크립토코쿠스 항원검사는 음성이었고, 중추신경계 감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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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chest X-ray and CT scan revealed an anterior mediastinal conglomerate mass that expanded to right supraclavicular area, compressing the trachea and 
the SVC (A, B). Follow-up chest X-ray and CT scan were taken 1 week after starting antifungal treatment, revealing a slightly decreased main anterior mediastinal 
mass. A newly developed consolidation in the right upper lobe having pleural effusion suggested an immune reconstitution inflammatory syndrome (C, D). After 8 
months, chest X-ray and non-enhanced CT scan revealed near complete resolution of the main mass and consolidation in the right upper lobe (E, F). 
Abbreviations: CT, computed tomography; SVC, superior vena cava.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뇌척수액의 india ink 염색도 음성, 뇌
척수액의 크립토코쿠스 항원검사도 음성이었다. 혈액종양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골
수생검에서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우측 쇄골 상부의 림프절에서 초음파 유도하 총생검(ultrasound-guided gun biopsy)을 시행하
였고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병리조직 검사에서 괴사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육아종 

염증이 보였고 (Fig. 2A) 두꺼운 막을 갖고 있는 몇 개의 조그마한 원형의 효모균이 관찰되었
다. 균사 및 포자체를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고모리메테나민은(Gomori methenamine silver) 

염색에서 4–7 μm 크기의 원형의 효모균이 다수 관찰되었고 이들의 일부는 기저부가 좁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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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boratory findings of the patient on admission
Variables Value
Complete blood count

White blood cells 11,560/mm3

Neutrophil 86.2%
Lymphocyte 8.7%
Monocyte 3.7%
Eosinophil 1.1%
Hemoglobin 9.7 g/dL
Hematocrit 29.8%
Platelet 506,000/mm3

Blood chemistry
BUN 7 mg/dL
Creatinine 0.66 mg/dL
Total protein 6.9 g/dL
Albumin 3.2 g/dL
AST 16 IU/L
ALT 13 IU/L

CRP 12.16 mg/dL
ESR 120 mm/hr
Tumor marker

Total-HCG <0.1
AFP <0.6

Ig
IgG 1,527.5 mg/dL
IgA 194.0 mg/dL
IgM 184.7 mg/dL

Lymphocyte subset
CD3 72.7%
CD4 41.8%
CD8 26.2%
CD4/CD8 T cell ratio 1.6

Complement
C3 184.7 mg/dL
C4 32.8 mg/dL
CH50 70.6 U/mL

Nitroblue tetrazolium test Normal
Microbiology study

HIV Ag/Ab Negative
HIV PCR Not detected
Serum cryptococcal Ag Negative
CSF cryptococcus Ag Negative
CSF India ink stain Negative

Abbreviations: 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CRP, 
C-reactive 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Total-HCG, total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AFP, 
alpha fetoprotein; Ig, immunoglobulin; CD, cluster of differentiation; Ag, antigen; Ab, antibody;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CSF, cerebrospinal fluid.



물 양 형태로 발아하는 소견을 보여 (Fig. 2B) 크립토코쿠스 감염으로 진단하였다. 검사 결과
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문진을 하였으며, 환자가 다니는 학교에 비둘기가 많아 

비둘기 및 분비물에 노출이 많았으나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하였다.

입원 7일째 조직검사 결과 확인 후 항생제를 끊고 항진균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는 암포
테리신 B와 플루시토신 병합요법으로 2주간 사용하였고, 이후 경구 플루코나졸 12 mg/kg로 

유지하였다. 치료 시작 후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및 메스꺼움과 같은 약물 부작용 증
상을 보였지만 모두 교정되었다.

치료 시작 1주일 후 추적 검사로 촬영한 가슴X선 영상검사 및 가슴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종격
동 종괴의 크기는 줄고 우상부 폐야의 병변과 감염성 결절 및 흉수가 생긴 소견을 보였으나 

(Fig. 1C and D), 치료 시작 3주일 후 추적 촬영한 가슴X선 영상검사에서 가슴 병변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발열, 기침 증상도 호전되어 플루코나코졸 경구로 유지하여 퇴원하였다. 이
후 경구 플루코나코졸을 12 mg/kg로 2개월, 5 mg/kg로 6개월 유지하였고, 임상 증세 및 이학
적 진찰에서 특이 소견 없으며 추적관찰 한 가슴X선 영상검사 및 가슴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완전관해에 가까운 호전을 보여 (Fig. 1E and F) 치료 종결하였다.

본 증례 보고는 이대목동병원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후 승
인을 받았다(IRB No. EUMC 2019-03-017).

고찰

C. neoformans는 자연에 널리 산재해 있는 진균으로 주로 비둘기를 포함한 조류의 분비물에서 

발견되며1) 특히 공공장소에 많이 있는 비둘기 배설물은 병원성 진균이 환경에 퍼지고 그에 

따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4)에 따르
면 비둘기 배설물이 채취된 곳 중 25%에서 C. neoformans가 분리되었고, 임상과 환경에서 분리
된 균주의 유전적 유연관계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5) 균이 포함된 먼지를 흡입하는 경우 인체
에 전파되고 폐에서 잠복기 상태로 있다가 면역 결핍 상태에서 감염을 일으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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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ight supraclavicular lymph node biopsy was performed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chron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without necrosis (hematoxylin-eosin stain, ×100) (A). Gomori methenamine 
silver stain revealed 4 to 7 μm-sized fungal spores and some of them exhibited narrow-based budding (×400) (B).



폐 크립토코쿠스증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중요한 기회 감염 진균증이지만 면역이 정상
인 환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서의 폐 크립토코쿠스증은 1/3 정도에서 

무증상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나 때때로 기침, 흉통, 가래, 체중감소, 발열 등 다
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방사선학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게는 단일 혹은 다발성 폐 결절이 흔하다.1) 림프절 병증 및 폐 실질 침윤은 면역이 결핍
된 환자에서 더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폐 감염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상
태는 대개 무증상이다. 유기체는 혈행성 전파를 통해 전신의 장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로 

수막뇌염을 유발하지만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본 증례에서 치료 시작 1주일 

후 추적 검사로 촬영한 가슴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관찰되는 우상부 폐야의 경결과 실질 침윤 

및 감염성 결절로 보아 폐 감염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상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종격동의 크립토코쿠스 림프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대개는 결핵이나 림프구성 악성 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바늘 흡
인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진은 가래 배양 혹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흉수 천자, 

개흉 폐생검, 바늘 흡인 등을 통해 얻은 검체로부터 균체를 확인함으로써 내릴 수 있다. 한편 

본 증례에서 혈청 크립토코쿠스 항원은 음성이었다. 이전 연구에서 폐 크립토코쿠스증 환자 

중 혈청 크립토코쿠스 항원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폐 질환으로 국한된 환자에서 더 흔했
고, 반대로 혈청 크립토코쿠스 항원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신으로 전파된 환자에서 더 

많았으며,7) 혈청 크립토코쿠스 항원 검사 또는 혈액의 진균배양 검사에서 크립토코쿠스는 

파종성 감염이 아니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8)

미국감염학회(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는 중추신경계 감염 및 중증 폐 크립
토코쿠스증에서 암포테리신 B와 플루시토신을 병합하여 사용하고 이후 플루코나코졸을 유
지하는 것을 권장한다.9) 본 증례에서는 기관지와 상대정맥 편향을 일으키는 전방 종격동 내 

종괴가 우측 쇄골 상부까지 돌출된 양상으로 기관은 커진 림프절에 의해 편위 되어 있어 중증 

크립토코쿠스증에 준하여 암포테리신 B와 플루시토신으로 치료했다.

본 증례에서 치료 중 방사선학적 소견의 부분적 악화를 관찰하였으나 새로운 감염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면역 재건 증후군(immune reconstitution inflammatory syndrome, IRIS)와 유사
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IRIS는 HIV 감염환자 혹은 면역저하자에서 치료시
작 후 이전에 있던 감염이 역설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9) 치료 실패로 해석
될 수 있어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본 증례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면역 관련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관련된 새로운 증상이 발생
하는지 면밀히 추적관찰 할 계획이다. 또한 과립구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에 대한 자가항체
(anti-GM-CSF-autoantibody)가 있는 성인에서 크립토코쿠스 감염에 취약하다10)는 보고가 있
으며 감마인터페론에 대한 자가항체(anti-gamma-interferon-autoantibody)가 있는 경우 동물
에서 침습 크립토코쿠스 감염 발생에 취약하다11,12)는 보고들도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이와 같
은 자가항체들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크립토코쿠스 감염 환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에 따라 감염되기 쉬운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크립토코쿠스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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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정상인 환자에서 발생한 크립토코쿠스 수막염,13) 폐 크립토코쿠스증,14) 피부 크립토코
쿠스증,15) 크립토코쿠스 림프절염,16) 그리고 파종성 크립토코쿠스증17)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
다. 정상 면역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서 발생한 폐 크립토코쿠스증의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본에서 사례 보고된 바 있다.3) 소아청소년의 크립토코쿠스증은 성인에 비해서 드물게 발
생하며9) 성인과 다르게 HIV 감염 외에 다른 면역 저하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더 높은 발병률
이 보고되었고,18) 한 연구에서는 기저 질환이 없던 환자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19) 소아
청소년에서 크립토코쿠스증의 역학이나 예후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소아청
소년에서 크립토코쿠스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의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기본적인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국내 현황에 맞는 세부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아청소년에서 크립토코쿠스증은 드문 질환으로 발생 시 기저 질환 동반을 의심해야 하나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상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며,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낮거나 합병증을 동반할 때 감별진단으로 고려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저자들은 정상 면역체계를 가진 청소년에서 초음파 

유도하 총생검을 사용하여 병리적으로 진단된 종격동 림프절과 폐 크립토코쿠스증의 사례
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Maziarz EK, Perfect JR. Cryptococcosis. Infect Dis Clin North Am 2016;30:179-206. 
PUBMED | CROSSREF

 2. Setianingrum F, Rautemaa-Richardson R, Denning DW. Pulmonary cryptococcosis: a review of 
pathobiology and clinical aspects. Med Mycol 2019;57:133-50. 
PUBMED | CROSSREF

 3. Okachi S, Wakahara K, Kato D, Umeyama T, Yagi T, Hasegawa Y. Massive mediastinal cryptococcosis in a 
young immunocompetent patient. Respirol Case Rep 2015;3:95-8. 
PUBMED | CROSSREF

 4. Chee HY, Lee KB. Isolation of Cryptococcus neoformans var. grubii (serotype A) from pigeon droppings in 
Seoul, Korea. J Microbiol 2005;43:469-72.
PUBMED

 5. Park SH, Choi SC, Lee KW, Kim MN, Hwang SM. Genotypes of clinical and environmental isolates of 
Cryptococcus neoformans and Cryptococcus gattii in Korea. Mycobiology 2015;43:360-5. 
PUBMED | CROSSREF

 6. Lewis JL, Rabinovich S. The wide spectrum of cryptococcal infections. Am J Med 1972;53:315-22. 
PUBMED | CROSSREF

 7. Baddley JW, Perfect JR, Oster RA, Larsen RA, Pankey GA, Henderson H, et al. Pulmonary cryptococcosis 
in patients without HIV infection: factors associated with disseminated disease.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08;27:937-43. 
PUBMED | CROSSREF

 8. Gazzoni AF, Oliveira FM, Salles EF, Mayayo E, Guarro J, Capilla J, et al. Unusual morphologies of 
Cryptococcus spp. in tissue specimens: report of 10 cases. Rev Inst Med Trop Sao Paulo 2010;52:145-9. 
PUBMED | CROSSREF

 9. Perfect JR, Dismukes WE, Dromer F, Goldman DL, Graybill JR, Hamill RJ,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ryptococcal disease: 2010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 Infect Dis 2010;50:291-322. 
PUBMED | CROSSREF

 10. Kuo CY, Wang SY, Shih HP, Tu KH, Huang WC, Ding JY, et al. Disseminated cryptococcosis due to anti-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autoantibodies in the absence of pulmonary alveolar 
proteinosis. J Clin Immunol 2017;37:143-52. 
PUBMED | CROSSREF

130https://doi.org/10.14776/piv.2021.28.e7

정상 면역체계를 가진 청소년에서 발생한 크립토코쿠스증

https://piv.or.kr

http://www.ncbi.nlm.nih.gov/pubmed/26897067
https://doi.org/10.1016/j.idc.2015.10.006
http://www.ncbi.nlm.nih.gov/pubmed/30329097
https://doi.org/10.1093/mmy/myy086
http://www.ncbi.nlm.nih.gov/pubmed/26392855
https://doi.org/10.1002/rcr2.111
http://www.ncbi.nlm.nih.gov/pubmed/16273041
http://www.ncbi.nlm.nih.gov/pubmed/26539057
https://doi.org/10.5941/MYCO.2015.43.3.360
http://www.ncbi.nlm.nih.gov/pubmed/5054723
https://doi.org/10.1016/0002-9343(72)90174-X
http://www.ncbi.nlm.nih.gov/pubmed/18449582
https://doi.org/10.1007/s10096-008-0529-z
http://www.ncbi.nlm.nih.gov/pubmed/20602024
https://doi.org/10.1590/S0036-46652010000300006
http://www.ncbi.nlm.nih.gov/pubmed/20047480
https://doi.org/10.1086/649858
http://www.ncbi.nlm.nih.gov/pubmed/28013480
https://doi.org/10.1007/s10875-016-0364-4


 11. Chen GH, McDonald RA, Wells JC, Huffnagle GB, Lukacs NW, Toews GB. The gamma interferon receptor 
is required for the protective pulmonary inflammatory response to Cryptococcus neoformans. Infect Immun 
2005;73:1788-96. 
PUBMED | CROSSREF

 12. Wormley FL Jr, Perfect JR, Steele C, Cox GM. Protection against cryptococcosis by using a murine gamma 
interferon-producing Cryptococcus neoformans strain. Infect Immun 2007;75:1453-62. 
PUBMED | CROSSREF

 13. Jeong SJ, Chae YT, Jin SJ, Baek JH, Chin BS, Han SH, et al. Cryptococcal meningitis: 12 years experience in 
a single tertiary health care center. Infect Chemother 2010;42:285-90. 
CROSSREF

 14. Oh HJ, Choi MY, Kim SH, Song EM, Baek DH, Kim JH, et al. Five cases of pulmonary cryptococcosis in 
immunocompetent patients. Ewha Med J 2010;33:99-104. 
CROSSREF

 15. Lee MK, Kang HC, Hahm JH, Kook HI. Two cases of primary cutaneous cryptococcosis. Korean J 
Dermatol 1990;28:216-21.

 16. Hyun JJ, Choi JH, Park S, Jeong HW, Jung SJ, Kee SY, et al. A case report on cryptococcal lymphadenitis in 
an immunocompetent adult patient. Infect Chemother 2005;37:350-4.

 17. Park SH, Choi SM, Kim YR, Lee DG, Kim SI, Wie SH, et al. A case of disseminated cryptococcosis in an 
immunocompetent adult. Infect Chemother 2004;36:245-50.

 18. Joshi NS, Fisher BT, Prasad PA, Zaoutis TE. Epidemiology of cryptococcal infection in hospitalized 
children. Pediatr Infect Dis J 2010;29:e91-5. 
PUBMED | CROSSREF

 19. Liu L, Guo L, Liu Y, Chen T, Li S, Yang Y, et al.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pediatric 
cryptococcosis in Beijing Children's Hospital, 2002-2014. Eur J Pediatr 2017;176:1235-44. 
PUBMED | CROSSREF

131https://doi.org/10.14776/piv.2021.28.e7

정상 면역체계를 가진 청소년에서 발생한 크립토코쿠스증

https://piv.or.kr

요약

Cryptococcus neoformans는 주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진균이다. 그러나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다양
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림프절을 침범한 폐 크립토코쿠스증은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한다. 

고열과 지속적인 기침을 주소로 병원에 온 17세 여자 청소년이 가슴X선 영상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전방 종격동에서 우
측 쇄골하 부위까지 침범된 종괴를 보여 초음파 유도하 총생검 검사로 크립토코쿠스증을 진단하였다. 각종 면역 검사에서는 이
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2주간 암포테리신 B와 플루시토신으로 치료 후 8개월간 플루코나졸로 치료하였고 완쾌되
었다. 본 증례를 통해 크립토코쿠스증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상 면역 환자에게서도 크립토코쿠스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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