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Number 98
February 2018

크립토코쿠스병(C. gattii)
Cryptococcal Disease (C. gattii)
크립토코쿠스병이란?
크립토코쿠스병은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만스 또는 크립토코쿠스 가티(C.
gattii)에 의한 곰팡이 감염입니다. 이 문서는
크립토코쿠스 가티가 일으키는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크립토코쿠스는 수목 및 흙 속에 살면서
공기 중에 포자를 방출합니다. 이 포자를
들이마시면 감염됩니다. 야생 동물 및
가축도 크립토코쿠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자체는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또는
사람에게서 동물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크립토코쿠스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대부분의 경우, 이 곰팡이에 노출되어도
병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날
경우에는 노출된 지 몇 달 뒤에 증상이
나타나 몇 달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크립토코쿠스 감염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지속되는 기침



숨가쁨



두통



발열



구토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특히 장기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지만, 순전히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병 위험이 얼마나 되나?
BC 주에서는 매년 10-25 명의 주민이
크립토코쿠스 가티로 병이 나며, 이중 약
16%가 사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코쿠스병에 걸릴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만 50 세 이상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할 경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암 등의
질병이나 장기 이식 수술로 면역 체계가
약화되었을 경우



만성 폐질환 환자



흡연자

이 병은 어떻게 진단하나?

크립토코쿠스 가티가 발견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방문자가 크립토코쿠스병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혈액, 폐 또는 척수액
샘플로 크립토코쿠스 감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이 있나?
예. 항곰팡이제를 6-12 개월 투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병은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나무가 병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환경 표본을
검사해보아야 이 곰팡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예방할 수 있나?

동네에 있는 나무들을 다 검사해야 하나?

이 곰팡이는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립토코쿠스 노출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중한 증상을 경계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음으로써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밴쿠버섬, 밴쿠버코스털 및 프레이저
보건국 관할 지역의 여러 곳에서 이
곰팡이의 일반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수목 및 토양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특정
동네의 수목을 모조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작업입니다. 그 지역의 몇몇 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곰팡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립토코쿠스병 백신은 없습니다.
이 곰팡이는 어디서 발견되나?

크립토코쿠스종은 전 세계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BC 주에서는 1999 년에 처음 크립토코쿠스
가티가 나타났습니다. 밴쿠버섬 동쪽
연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가끔 로어메인랜드
또는 BC 주 본토 동남부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크립토코쿠스 가티가 BC 주 및
미국 태평양 연안 서북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가 어느 나무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나?
아닙니다. 이 곰팡이는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곰팡이가

우리 집 나무를 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종류의 곰팡이를 막을 수 있는 환경적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 뿌릴 수 있는 살진균제 또는
기타 화학품도 없습니다. 사유지의 나무를
베는 것은 곰팡이 노출을 방지해주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밴쿠버섬, 밴쿠버코스털 및 프레이저 보건국
관할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것은
안전한가?
예. 이 병에 걸릴 위험은 매우 낮으며,
걸려도 대부분의 경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야외 활동에서 얻는 이득이
크립토코쿠스병의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 (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