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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폐암으로 추정된 폐효모균증

김 종 인*ㆍ조 성 래*ㆍ계 여 곤*

Pulmonary Cryptococcosis That Was Suspected to be Metastatic Lung Cancer

Jong In Kim, M.D.*, Sung Rae Cho, M.D.*, Yeo Kon Kye, M.D.*

Cryptococcosis is a subacute or chronic inflammation that’s caused by infection from cryptococcus neoformans in 
the soil or dust that’s contaminated by pigeon droppings. Pulmonary cryptococcosis occur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and particularly in HIV positive patients, but it rarely occurs in immunocompetent individuals. It is most of-
ten detected as asymptomatic single or multiple nodules that are found by chest X-ray examination. In these sit-
uations, the diagnosis for most cases is made by the histology of the resected lesion. We report here on a case 
of solitary nodular pulmonary cryptococcosis that occurred in a 32 years old female patient who underwent thyroi-
dectomy for treating her thyroid cancer.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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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32세 여자로 내원 5년  갑상선암으로 본원 이비인후

과에서 범  림  제술을 동반한 갑상선 제술

을 시행하고 추가 인 항암치료 없이 정기 인 추 찰 

 단순 흉부 X-선 검사에서 좌하부 폐에 종괴가 의심되

는 이상소견이 찰되었으며 흉부단층촬 에서 림  

비 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좌하엽 폐의 후구역에 

2×3 cm 크기의 종괴와 경계가 불분명한 결 들이 찰되

어 갑상선암의 폐 이가 추정되어 과되었다(Fig. 1A). 

  환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것 외에 고 압, 당

뇨, 결핵 등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기침, 가래, 열 

등의 신 인 증상은 없었고 체 감소도 없었으며 이학

 소견에서 흉부청진에 이상소견이 없었고 심 도 검사

도 정상이었다. 액화학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으

며 T3, TSH, Free T4는 각각 151.55 ng/dL, 0.028μIU/mL, 

1.50 ng/dL, Thyroglobulin, Anti Thyroglobulin Ab는 각각 

0.48 ng/mL, 15.3 U/mL로 정상범 고, ESR과 CRP는 2 

mm/hr, 0.1 mg/dL로 정상이었다. 기 지경 검사를 시행하

으나 기 지 내에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

으며 세포진 검사와 병리조직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신 PET-CT 검사에서 pSUV가 6.77로 증가된 좌하엽

폐의 종괴 외에는 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B). 흉부단층촬 을 이용한 경피하침흡입 병리조직검사

를 시행하 으나 실패하여 확진을 해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은 좌측 제6늑골 상연을 따라 좌측개흉술을 시행하

다. 수술소견에서 좌하엽폐의 심부에 주 종괴가, 주변

에 작은 1개의 종괴가 진되었으며 수술시 시행한 냉동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고 염증성 질환이 의

심되는 소견이었지만 범  림 제술을 동반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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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CT scan shows small enhanced mass in the posterior segment of left lower lobe (A). PET-CT shows hypermetabolic solitary 
nodule in left lower lobe which pSUV is 6.77 (B).

Fig. 2. Gross specimen of resected left lower lobe shows each 
2×1.8 cm, 1×1 cm sized whitish and yellowish soft masses.

하엽 폐 제술을 시행하 다(Fig. 2). 술 후 병리조직검사

에서 육안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하얗고 노란 2개의 

부드러운 종괴가 보 으며 400배 H&E염색에서는 거 세

포 세포질 안에 폐 효모균이 찰되었고, GMS (Gomori 

Methenamic Silver)염색에서는 선명한 black coccus가 각각 

찰되어 폐에서 발생한 효모균증으로 확진되었다(Fig. 3). 

  술 후 시행한 뇌 척수액 검사에서 효모균항원이나 백

구는 찰되지 않아 폐에 국한된 효모균증으로 확진되어 

약 6주간의 fluconazole을 투여 후 문제없이 재 약 1년간 

외래 추  찰 에 있다. 

고      찰 

  폐 효모균증은 비둘기의 배설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나 

토양에 주로 존재하는 곰팡이의 일종인 cryptococcus neo-

formans에 의한 아 성 는 만성 감염으로, 면역이 하

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감염 의 하나이

다. Crptococcus neoformans는 A, B, C, D 네가지 serotype이 

있는데 cryptococcus neoformans, serotype A와 D는 주로 면

역 하 환자에게서 발병되고 cryptococcus neoformans var-

gattii, serotype B와 D는 호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로 면

역 하가 없는 정상인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과거 에이즈가 만연하지 않았던 때에는 매우 드문 질

환이었지만 재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는 가장 흔

히 발견되고  요한 기회감염 의 하나이다[1].  장

기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 

추신경계, 호흡기, 피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에 발

병하는 질환으로 무증상의 형태도 있으나 면역 하나 타 

질환과 합병된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

우가 많다[2].

  폐 효모균증은 뇌를 침범하여 심각한 뇌막염을 일으키

기도 한다. 뇌막염의 발생은 같은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virus 감염의 증가와 비례하고 4번째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심각한 감염이다[3]. 

  폐에 발생한 효모균증 1/3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기침, 흉통, 가래, 체  감소, 발열, 객  등의 비특이 인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부분 로 증상이 없어지기도 

한다. 방사선학  소견으로는 폐 외측부 의 고립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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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power examination of 
resected lung specimen showing 
multinucleated giant cell that contain 
many fungal spores (H&E stain 
×400) (A). GMS (Gomori Methena-
mic Silver) stain revealed numerous 
positively stained fungal spores (B). 

과 다발성 결 의 형태로 나타나고 부분 악성 종양을 배

제하기 한 조직검사나 수술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4]. 

  본 증례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

게서 추 찰  우연히 발견된 고립성 결 과 주  두 

세 개의 작은 결 들이 찰되었으며 기 지경검사로 균

검사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 으나 이상소견이 없었고, 

시행한 PET-CT 소견에 양성으로 정되어 갑상선암의 폐

이로 추정하 으며 확진을 한 경피하침흡인술을 시

행하 으나 실패하여 수술로 확진된 경우이다. 

  병리학 인 진단으로는 배양검사와 조직검사가 있다. 

확실한 진단은 균배양검사인데 객담검사에서도 10%정도

에서 균이 검출되지만 부분 기 지경검사나 조직검사

가 필요하다. 형  항체로 염색하는 방법은 유용한 진단

방법이지만 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H&E, GMS, PAS 

염색으로 작고, 둥 고,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들로 확진하

는 경우도 있다[5]. 

  폐 효모균증의 치료는 확실히 정해진 바 없지만 개 

증상의 심한 정도와 동반 질환의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된

다. 폐에 국한된 경우에는 부분의 환자에서 항진균제인 

fluconazole이 한 치료이다[6]. 면역 하의 소견이 없

는 무증상의 고립성 결 의 경우에는 200∼400 mg fluco-

nazole을 6주간만 투여하지만 뇌막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amphotericin B를 추가하고 면역 하가 있는 경우는 장기

간의 유지요법을 필요로 한다[7]. 

  고신 학교 복음병원 흉부외과에서는 갑상선 암의 기왕

력이 있는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좌하엽 폐의 고립성 결

로 나타난 폐 효모균증 1 를 갑상선암의 폐 이로 추정

하여 좌하엽 폐 제술을 시행한 후 항진균제를 투여하 으

며 술 후 1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외래추 찰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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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효모균증은 비둘기의 배설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나 토양에 주로 존재하는 cryptococcus neoformans
에 의한 아 성 는 만성 감염이다. 폐의 효모균증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면역이 

하된 환자 특히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서 호발 한다. 일반 으로 증상이 없이 단순 흉부 X-
선 검사에서 고립성 는 다발성 폐 결 이 찰되며,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제된 조직의 병리학  

소견으로 진단된다. 본 증례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 받은 32세 여자환자에서 추 찰 에 발견된 좌

하엽폐의 종괴가 이성 폐암으로 추정되어 좌하엽폐 제술을 시행한 후 폐 효모균증으로 확인되었

다.

중심 단어：1. 폐종양 

2. 폐감염 

3. 곰팡이 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