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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크립토코크스  수막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fluconazole 단독  요법과  

amphotericin B 단독  또는  flucytosine 병용  요법의  효과  비교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치료는 현재까지 amphotericin B (이하 AmB 라고 함)와 

flucytosine (이하 5-FC 라고 함)의 병용요법이 대표적인데, 치료 실패율이 30%에 

이르며, 각종 부작용과 함께 장기간 정맥 주사를 해야만 하고 입원 기간이 길

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fluconazole (이하 FCZ 라고 함)은 경구 복용이 가

능하고 부작용이 적어 환자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 성공

률이나 사망률이 큰 차이가 없다면 급성 감염의 초기 치료제로 FCZ 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1984 년 1 월부터 1999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으로 치료 받은 39 예를 AmB 단독 또

는 5-FC 병용 요법 군 (이하 AmB 군이라 함)과 FCZ 단독 요법 군 (이하 FCZ 

군이라 함)으로 나누어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mB 군에 있어서 AmB 의 치료 용량은 평균 0.5 mg/kg/day (범위 0.2-0.8)로, 

평균 42 일 (범위 10-120) 사용하였다. AmB 군 중 14 예가 5-FC 를 함께 복용

하였는데, 5-FC 평균 용량은 116 mg/kg/day (범위 46-200)로, 평균 49 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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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사용하였다. 19 예의 FCZ 군 중 1 예만 일일 치료 용량이 200 mg 이

었으며 나머지 환자는 400 mg 으로, 평균 치료 기간은 43일 (범위 9-112)이었

다. 

 

2. FCZ 군의 47%, AmB 군의 60%가 치료에 성공되었으나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다. 그리고 치료 실패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FCZ 군과 

AmB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3. FCZ 군의 47%, AmB 군의 95%가 부작용이 생겨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 (p=0.006). 열감 (p=0.003),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 (p=0.001), 

저칼륨혈증 (p=0.001), 빈혈 (p=0.047)은 AmB 군 중에 빈번히 나타났다 

 

4.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악화로 인한 사망률은 21%였으며, AmB 군의 5 예

(25%), FCZ 군의 3 예 (16%)가 사망하였다. 의식 저하 (p=0.006)만이 사망과 

연관된 요인이었다. 

 

5. 치료 중 사망한 8 예를 제외한 31 예 중 23 예의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으며 

추적 기간은 평균 32 개월 (범위 1-110) 이었다. AmB 군은 10 예로 평균 추적 

기간은 39 개월 (범위 1-110)이었고, FCZ 군은 13 예로 평균 추적 기간은 26

개월 (범위 1-79)이었다. FCZ 군의 2 예만이 추적 기간 중 재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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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후향적 임상 연구이지만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일

차적 치료에 있어서 amphotericin B 단독 또는 flucytosine 의 병용 요법을 

fluconazole 단독 요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크립토코크스 수막염, fluconazole, amphotericin B, flucyt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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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단독  또는  flucytosine 병용  요법의  효과  비교  

 

 

최   일   생    교수  

박   수   철  조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  사업단  

김  규  식 

 

 

I. 서  론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Cryptococcus neoformans 에 의

한 뇌수막의 염증 질환이다.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대부분 환자

가 사망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었으나 amphotericin B (이하 AmB 라고 함)

가 분리되어 사용됨으로써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 1. 또한 피리미딘 길항제로 

진균 DNA 합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flucytosine (이하 5- FC 라고 함)을 병용하여 

70%의 치료 성공률을 보여 현재 가장 널리 치료에 사용된다 2. 그러나 이러한 

병용 요법으로도 환자의 30%는 치료가 안되며, 신장 독성과 같은 각종 부작용

과 6 주 이상 정맥 주사를 해야 하는 등, 임상 치료 시 어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여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5. 1990 년 대 초반부터 fluconazole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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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FCZ 라고 함)이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 환자가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다. 급성 감염 시 FCZ 단독 요

법만으로도 효과적이었다고 하며 6, AmB 와 FCZ 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비슷하

다는 보고와 AmB 가 치료 및 사망률 면에서 더욱 우수하다는 보고 등 연구자

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9. 국내에서는 임상 양상과 예후에 대한 보고는 있

으나, 두 약제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10-11.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치료 시 AmB 와 5-FC 의 병용 요법과 FCZ 의 선택 중 약물 자체의 신장 독성

이 있고 장기간 정맥 주사하는 약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으며 복용이 간편한 

FCZ 을 투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부담을 적게 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인 크

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초기 치료제로 FCZ 이 AmB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mB 단독 또는 5-FC 병용 요법 군 (이하 AmB 군이라 함)

과 FCZ 단독 요법 군 (이하 FCZ 군이라 함)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고 , 

두 군 간에 있어서 치료 실패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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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와  방법  

 

1. 연구  대상  

 

 1984 년 1 월부터 1999 년 12 월까지 만 16 년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

원에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으로 입원하였던 환자는 49 예였다. 크립토코크스 수

막염의 진단 기준은 뇌척수액 진균 배양 검사, india ink 검사 혹은 크립토코크스 

항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로 하였다. 총 49 예 중 항진균제 투여 후 3 일 

이내에 사망한 5예, 진단되기 전에 항진균제가 투여 된 1예,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2 예와 진단명이 불명확한 2 예를 제외한 39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후향적 방법으로 입원당시 병록지에 기록된 병력 및 임상소견과 검

사결과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환자는 처음 사용된 항진균제의 종류에 따라서  

AmB 군과 FCZ 군으로 분류하였다. 처음 사용된 항진균제는 최소 7 일 이상 투

여 되었다. 임상 증상 및 징후 또는 진균학적인 소견의 악화된 경우에는 AmB

를 FCZ 로 또는 FCZ 를 AmB 로 변경하여 치료하였다. 모든 환자는 치료 전 뇌

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여 백혈구 , 당, 단백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 38 예는 india 

ink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크립토코크스 항원 검사는 29 예를 시행하였다. 항진

균제를 투여하면서 1-2 주 간격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치료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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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정은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며, 임상적으로 증상 및 증후의 소

실을 보이는 경우를 치료 성공 (success)으로 정의하였다. 치료 실패 (failure)는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임상 증상 및 증후가 악화되거나 (progressive), 임

상 증상 및 증후는 회복되었으나 진균학적인 소견이 변화가 없거나 나빠진 경

우 (quiescent)로 정의하였다. 임상 양상의 악화는 입원한 동안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하는 경우, 경련, 수두증이나 혈관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겨 임상 증상이 나

빠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항진균제의 부작용은 임상적으로 혹은 검사실 소견상 

비정상적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전혈구 검사, 간과 신장 기

능 검사를 매주 시행하였다. AmB 군과 FCZ 군의 임상양상, 뇌척수액 소견, 약

제의 부작용, 예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의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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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임상 양상 

 

대상 환자 39예 중 남자는 22 예, 여자는 17 예였으며, 연령은 3세에서 74세

로 평균 44 세였다. FCZ 군은 평균 연령 51 세였고, AmB 군은 평균 연령 38 세

로 FCZ 군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다 (p=0.017). 또한 입원 당시의 환자의 주증

상으로는 두통이 35 예 (90%), 발열이 27 예 (69%), 오심과 구토가 20 예 (51%) 

순으로 많았고 , 그 이외에 의식장애, 경련, 근력 약화 등으로 두 군 간의 차이

는 없었다.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29 일 (범위 1-120)이 걸렸으

며, AmB 군이 평균 30일 (범위 5-120), FCZ 군이 평균 27일 (범위 1-90)으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크립토코크스 수막염 발병 이전에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거나 정상이었던 경우가 15 예 (38%)였으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24 예 (62%)로 AmB 군이 13 예 (65%), FCZ 군이 11 예 (51%)로 두 군 간의 차

이는 없었다 (Table 1). AmB 군은 신장이식 4예, 전신성홍반성낭창 3예, 자가면

역용혈성빈혈 2예, 중증근무력증, 신증후군, 급성림프종 , B 형 간염 보균자가 각

각 1예씩 있었다. FCZ 군은 신장이식 2예, 폐결핵 2예, 악성빈혈, 당뇨병, 간경

화, 폐암, 위암, 혈관염, 중증근무력증이 각각 1 예씩 있었다. 기존 질환으로 인

해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는 15 예였으며, AmB 군이 11 예, FCZ 군

이 4 예로 AmB 군이 더 많았다 (p=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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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소견 

 

  39 예 전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백혈구 수치는 0-1250/µl 까지 다양

하였으나 대부분 100~300/µl 였고, 임파성 백혈구가 대부분 이었다. 단백 수치는 

24-1100 mg/dl였으며 당은 3-125 mg/dl로 나타났다. 뇌척수액 압력은 35예를 측

정하였는데 70-600 mmCSF 사이였다. 크립토코크스 항원 검사는 실시한 29 예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중 28 예의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 (cryptococcal 

antigen titer)를 측정하였으며, 1:1 부터 1:10000 였다. India ink 검사는 실시한 38예 

중 17 예 (45%)가 양성으로 나타났고 , 진균 배양 검사는 39 예 전례 실시하였고 

이중 27 예 (69%)가 양성이었다. AmB 군의 개방 압력이 320 mmCSF, FCZ 군이 

141 mmCSF 로 AmB 군의 개방 압력이 의미 있게 높았다 (p=0.001). 뇌척수액 

단백, 당,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 india ink 검사, 배양 검사, 신경계외 배양 검

사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 치료 결과 

 

가.  치료 용량 

 

AmB 군에 있어서 AmB 의 치료 용량은 평균 0.5 mg/kg/day (범위 0.2-0.8)로, 

평균 42 일 (범위 10-120) 사용하였다. 치료 결과가 좋았던 AmB 군은 AmB 의 

일일 평균 용량은 20.9 mg/kg (범위 4.1-43.3) 이었고, 치료 결과가 나빴던 환자는 



- 10 - 

 

20.1 mg/kg (범위 5.3-77.1)으로 차이가 없었다 (p=0.917). AmB 군 중 14예 환자

가 5-FC 를 함께 복용하였는데 , 평균 용량 116 mg/kg/day (범위 46-200)로 평균 

49 일 (범위 7-120) 사용하였다. 19 예의 FCZ 군 중 1 예만 일일 치료 용량 200 

mg 으로 복용하였고 나머지 환자는 400 mg 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2 예의 환자

는 간기능 수치의 증가로 200 mg 으로 줄여 사용했다. 사용 기간은 평균 43 일 

(범위 9-112)이었다.  

 

나. 추적 관찰 기간 및 재발 

 

  치료 도중 사망한 8 예를 제외한 31 예 중 23 예의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다. 

추적 기간은 평균 32개월 (범위 1-110)이었다. AmB 군은 10예로 39 개월 (범위 

1-110)이었다. FCZ 군은 13예로 26개월 (범위 1-79)이었다. FCZ 군의 2예만 추

적 기간 중 재발을 하였다 (Table 3). 이 중 1 예는 중증근무력증으로 스테로이

드제를 계속 복용하던 환자로써 치료 10 개월 후 수막 자극 증상과 함께 뇌척

수액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의 상승이 있었다. FCZ 를 재투여하여 증상의 소실

과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의 감소가 있었다. 다른 1 예는 혈관염으로 스테로이

드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환자로써 치료 종결 후 5개월째 재발하였다. AmB

단독 요법으로 치료했으나 임상 양상과 뇌척수액 배양 검사 소견의 호전이 없

어 AmB 와 FCZ 를 병용하여 치료에 성공하였다.  

 

다.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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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Z 군은 47%가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보였으며 , AmB 군은 60%였다 

(p=0.527). FCZ 군의 1예, AmB 군의 2예는 소위 비활동적 상태였다. 비활동 상

태도 포함하면 전체적인 반응률은 FCZ 군은 54%였고 AmB 군은 70%였다 

(p=0.333). 병의 악화는 FCZ 군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

다 (FCZ:32%, AmB:5%). 치료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실패는 두 군 모두 

없었다.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악화로 인한 사망률은 21%였으며, AmB 군의 5

예 (25%), FCZ 군의 3 예 (16%)가 사망하였다 (Table 4). 

 

라.  부작용 

 

  FCZ 군의 47%, AmB 군의 95%가 부작용이 생겼다 (p=0.006). 열감 (p=0.003),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 (p=0.001), 저칼륨혈증 (p=0.001), 빈혈 (p=0.047)과 같은 

부작용은 AmB 군 중에 빈번하였다. 두통은 FCZ 군의 1 예 (5%), AmB 군의 5

예 (25%)가 생겼으며 , 오심 또는 구토, 빈혈, 저혈압, 혈소판 감소 등은 AmB 

군은 생겼으나 FCZ 군은 없었다. 간효소 수치의 상승은 7 예씩 두 군에서 생겼

다 (Table 5). AmB 군의 2예, FCZ 군의 2예가 부작용으로 감량해야 했고, AmB 

군의 1 예는 부작용으로 투약 중지 후 재투여를 했다. 

마.  예후 예측 인자 

 

  AmB 군의 8 예 (40%)와 FCZ 군의 10 예 (53%)가 치료에 실패하였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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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요인을 나이 40 세 이하, 성별, 치료 전 의식의 저하, 뇌척수액 백혈구 

수치가 20/µl 이하인 경우, 초기 뇌척수액 india ink 양성, 뇌척수액 배양 검사 

양성, 뇌척수액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와 뇌척수액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의 

상승 등으로 열거하고 분석하였는데 AmB 군과 FCZ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면역억제제의 복용은  AmB 군의 6예 (75%), FCZ 군의 2예 (20%)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6).  

의식의 저하 (p=0.006)만이 유일하게 사망과 관련된 예측 인자였다. 그 외의 

다른 인자 즉 1:1024 이상의 크립토코크스 항원 역가, 혈액 배양 검사 양성, 신

경계외 배양 검사 양성, 항진균제의 사용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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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features of the treatment groups at base line

Features Fluconazole Amphotericin B

plus flucytocine
(N=19) (N=20)

Sex(M:F) 10:9 12:8
Mean age,years 51 38

Range,years 28-74 3-70
Associated diseases,No. (%) of patients 11(56) 13(65)

Time from symptom onset to diagnosis1 27+ 24.81 30+ 29.92
days,mean+ SD

Symptoms, No. (%) of patients
Headache 17(90) 18(90)
Fever 13(68) 14(70)
Nausea or vomiting 9(47) 11(55)
Confusion or obtundation 6(32) 3(15)
Seizure 3(16) 2(10)
Paralysis 1(5) 1(5)

Non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mean age (P value=0.017).
P values were based on Fisher exact test except 1 that was based on 

  independent sample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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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llow-up after discharge according to treatment regimens

Features Fluconazole Amphotericin B
plus flucytocine

(N=19) (N=20)
Patients, No.(%) 13(68) 10(50)
Duration, months,mean+SD 26+27.25 39+31.33

Range, months 1-79 1-110
Relapse,No. (%) of patients 2(10) 0(0)

 

 

 

 

 

 

 

Table 2. Initial CSF findings of both groups with cryptococcal meningitis

CSF findings Fluconazole Amphotericin B P value

plus flucytosine
(N=19) (N=20)

Cryptococcal antigen titer 861.7+ 2007.46(18) 165+ 291.46(10) 0.258
Pressure,mm of CSF 148+ 82.07(19) 320+ 143.33(16) 0.001
Protein,mg/dl 239.6+ 316.99(19) 141.7+ 75.63(20) 0.188
Glucose,mg/dl 45.1+ 33.29(19) 36.8+ 22.38(20) 0.367

Data were expressed as mean+ SD.
 P values were based on the independent sample t test.

 ( ) : No.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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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Outcome at discharge according to treatment regimens

Outcome Fluconazole Amphotericin B
plus flucytocine

(N=19) (N=20)
Successful treatment 9(47) 12(60)
Treatment failure 10(53) 8(40)

Quiescent disease 1(5) 2(10)
Disease progression 6(32) 1(5)
Death 3(16) 5(25)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the number (percentage) of patients.

P=0.527 by Fisher exact test for the comparison of the treatment groups 

 for successful outcome and treatment failure.

Table 5. Side effects of drug and laboratory abnormalities during treatment   
             for cryptococcal meningitis

Abnormality Fluconazole Amphotericin B P value
plus flucytocine

(N=19) (N=20)
Chill or rigor 3(16) 13(65) 0.003
Headache 1(5) 5(25) 0.182
Nausea or vomiting 0(0) 4(20) 0.106
Rising alanine aminotransferase 7(37) 7(35) 0.999
Hypokalemia < 3.5 mmol/L 1(5) 13(65) 0.001
Rise in serum creatinine > 1.5 g/dl 1(5) 11(55) 0.001
Fall in hemoglobin > 2.0 g/dl 0(0) 5(25) 0.047
Systolic blood pressure < 90 mmHg 0(0) 2(10) 0.487
Thrombocytopenia < 150,000/ul 0(0) 1(5) 0.999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the number (percentage) of patients.
P values were derived using Fisher exact test.



- 16 - 

 

 

Table 6. Predictive factors for treatment failure according to treatment regimens

Features Fluconazole Amlphotericin B P value

plus flucytosine

Age < 40years 1/10(10) 3/8(38) 0.275
Male sex 5/10(50) 5/8(63) 0.664
Underlying disease 7/10(70) 6/8(75) 1.000
Immunosuppresive agents 2/10(20) 6/8(75) 0.054
Mental change 5/10(50) 3/8(38) 0.664
CSF WBC <  20 3/10(30) 3/8(38) 1.000
CSF culture(+) 8/10(80) 6/8(75) 1.000
CSF india ink preparation 7/10(70) 4/7(57) 0.644
Rise in CSF cryptococcal antigen titer 5/9(56) 0/2(0) 0.455

CSF cryptococcal antigen titer1 1463+ 2763.83 429+ 506.74 0.546

All values unless otherwise indicated were expressed as the number (percentage) of patients.
1Data are expressed as  mean+ SD.

P values were based on Fisher exact test except 1 that was based on  

 independent sample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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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경우 1957 년 Applebaum 과 Shtokalko12 가 AmB 의 치

료 효과를 보고한 이후 AmB 가 가장 유효한 치료 약제로 알려져 있으며 , AmB

가 개발되기 전에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었다. AmB 의 작용 기전은 세포벽을 

침투하여 세포 내 K+을 세포 밖으로 나오게 하여 정진균성 (fungistatic) 혹은 살

진균성 (fungicidal)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1968 년부터 피리미딘 길항제로 진

균 DNA 합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5-FC 가 사용되었으며 , 이 약물은 경구 투여 

후 충분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독성이 적으며 경과를 단축시키기도 하나, 단

독 사용 시 치료율이 30%이내로 낮고 치료 도중 약제 내성이 생겨 실패율이 

높으며 심한 골수 억제 작용이 있어 단독 치료에는 문제점이 있다 3-5,8. AmB 는 

5-FC 의 세포 내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5-FC 의 제거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효

과를 높여 AmB 단독 사용보다 병용 요법 시 재발이나 실패가 적고 뇌척수액의 

진균이 빨리 소실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이 두 약제의 병용 요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13-14. 이와 같은 병용 치료로도 약 30%는 치료가 실패 되었으

며 AmB 가 신기능 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있고, 오직 정맥 주사만 해야 한다

는 점 때문에 1990 년 대부터 FCZ 가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FCZ의 작용 기전은 진균 세포막의 싸이토크롬 P-450 효소의 작용을 방해

하여 14-alpha-methylsterole 로부터 ergosterole 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15. 

FCZ 의 치료 효과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즉, FCZ 의 치료 효과는 

AmB 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비슷하다는 보고들도 있다 7-9. F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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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정맥 투여만 하는 AmB 의 

치료 성공률과 비슷하다면 대체 약제로 충분할 것이다 8. 이 연구의 경우 FCZ

의 치료 성공률은 47%로 AmB 보다 13%가 낮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어 두 약물 

간의 치료 효과면은 차이가 없었다.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결핵성 수막염으로 오진되어 진단이 늦어진 경우, 만성

적인 두통으로 생각하여 병원에 늦게 내원한 경우, 또는 다른 내과적 문제가 

동반되거나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등이다 11. 이와 같은 경우에

는 AmB 혹은 FCZ 중 어떤 약을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여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에 실패한 예는 AmB 

군과 FCZ 군 모두 없었고, 발병부터 진단 받기까지의 기간도 평균 30 일 이었

으나 치료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였다. Larsen 등 16 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 발생한 크립토코크스 수막염 환자 32 예가 FCZ 과 5-FC 병용 요법을 받은 

결과 2 주만에 75%가 진균 배양이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 10 주 후 치료 성공률

은 63%였다. AmB 와 5-FC 병용 요법을 하다가 5-FC 의 부작용으로 인해 AmB

와 FCZ 병용 요법으로 치료에 성공한 예도 있고 17 , 이 연구의 1 예는 FCZ 치

료 종료 후 재발한 환자로 AmB 로 치료했으나 임상 양상과 진균학적인 소견의 

호전이 없어 FCZ 과의 병용요법으로 치료 되었던 경우로, 단일 약제에 의한 초

기 치료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약제의 병용요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FCZ 군의 47%, AmB 군의 95%가 부작용이 나타났다. FCZ 은 일반적으로 안

전하여 하루 1600 mg 까지 복용할 수도 있다 18. 부작용의 발생률은 16%로 독성

도 적고 치료 중단하는 경우도 1-2%로 낮다 15.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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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으로 1-4% 정도이며, 오심이 가장 빈번하고 그 외에 복통, 구토, 설사 등

이 있다. 또한 두통과 반점도 1-2% 정도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간효소 수

치가 오를 수 있으며 , 1% 경우는 정상의 8 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 드물지만 간

괴사도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20, 이 연구의 경우 간효소 수치 상승은 

FCZ 군의 37%가 있었고, 그 중 2 예는 간효소 수치의 상승으로 일일 치료 용

량을 400mg 에서 200mg 으로 감량하였더니 간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다. 신

경학적 소견으로는 혼돈, 기면, 지남력 상실, 악몽, 환각 등이 생길 수 있는데 18 

여기에서는 신경학적 부작용은 없었다. AmB 의 부작용은 신장 독성을, 5-FC 는 

골수 억제, 소화기와 간독성을 주로 보이는데 , 34%에서 64%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3-5,8. 또한 8%에서 18%의 환자는 부작용으로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4,8 . 이 연구의 경우 AmB 군은 대부분의 부작용이 FCZ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 열감,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 저칼륨혈증 , 빈혈 등이 

흔한 부작용이었다.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이 반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1 예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으로 8 일간 AmB 의 투여를 중지하였다가 정상으

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된 후 다시 투여를 하였다. 또한 AmB 군의 2 예는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으로 인해 감량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FCZ 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간효소 검사를, AmB 사용 시에는 전해질 검사와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질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있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2 주간의 AmB 와 5-FC 의 병용 요법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저용량의 FCZ 을 6-12 개월동안 사용하면 재발을 3-4%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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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15,20-21. 하지만 유지 요법의 기간은 일정하지는 않다. 

이 연구의 2예는 치료 종료 후 재발하였는데 , 2예 모두 면역억제제를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였다. 이처럼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요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취약점은 후향적 연구였고, 표본집단의 수가 적었으며 , 치료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치료 약제를 선택하였고, 환자의 임상 양상이 조금 

악화되거나 뇌척수액의 소견이 나빠지면 즉시 다른 약제로 대체하여 치료하였

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약제 간의 치료 성공률의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

고 부작용은 AmB 가 훨씬 많아 앞으로는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초기 치료제

로 AmB 와 5-FC 병용 요법 대신에 장점이 많고 약물 부작용이 적은 FCZ을 사

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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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1984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으로 치료받은 39 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AmB 군에 있어서 AmB 의 치료 용량은 평균 0.5 mg/kg/day (범위 0.2-0.8)로, 

평균 42 일 (범위 10-120) 사용하였다. AmB 군 중 14 예 환자가 5-FC 를 함

께 복용하였는데 평균 용량은 116 mg/kg/day (범위 46-200)로, 평균 49일 (범

위 7-120)간 사용하였다. 19 예의 FCZ 군 중 1 예만 일일 치료 용량이 200 

mg 였으며 나머지 환자는 400 mg였고 평균 치료 기간은 43일 (범위 9-112)

이었다. 

 

2. FCZ 군의 47%, AmB 군의 60%가 치료에 성공되었으나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다. 그리고 치료 실패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FCZ 군

과 AmB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3. FCZ 군의 47%, AmB 군의 95%가 부작용이 생겼다 (p=0.006). 열감 

(p=0.003),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 (p=0.001), 저칼륨혈증 (p=0.001), 빈혈 

(p=0.047)은 AmB 군 중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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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악화로 인한 사망률은 21%였으며, AmB 군의 5예  

(25%), FCZ 군의 3 예 (16%)가 사망하였다. 의식 저하 (p=0.006)만이 사망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5. 치료 중 사망한 8 예를 제외한 31 예 중 23 예의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으며 

추적 기간은 평균 32개월 (범위 1-110)이었다. AmB 군은 10예로 평균 추적 

기간은 39개월 (범위 1-110)이었다. FCZ 군은 13예로 평균 추적 기간은 26

개월 (범위 1-79)이었다. FCZ 군의 2 예만이 추적 기간 중 재발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일차적 치료에 있어서 amphotericin B 단독 

또는 flucytosine 병용요법을 fluconazole 단독요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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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fluconazole alone, and amphotericin B alone or plus 

flucytosine in the treatment of cryptococcal meningitis  

 

 

 

                             Gyu Sik Kim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 Saing Choi & 

                    Assistant Professor Soo Chul Park) 

 

Administration of amphotericin B (AmB) plus flucytosine (5-FC) was the standard 

regimen until the late 1980s, despite a relatively high failure rate, a high incidence of 

adverse reactions, and the inconvenience of prolonged intravenous treatment. Since then, 

fluconazole (FCZ) has been tested as treatment for cryptococcal meningitis in patients with 

AIDS. 

On the basis of results of treatment given to patients with AIDS and because of its good 

tolerability and availability in oral form, FCZ has been widely prescribed to HIV-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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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cryptococcal meningitis, but its efficacy has never been analyzed in Korea. 

We retrospectively analyzed clinical outcome of cryptococcal meningitis in HIV-negative 

patients treated with FCZ alone (FCZ group) or AmB alone or plus 5-FC (AmB group). 

  

1. In AmB group, 20 patients were received intravenous amphotericin B (mean 0.5 

mg/kg/day) for 42 days (mean, range 10-120) and 14 patients among those were 

received oral flucytosine (mean 116 mg/kg/day) for 49days (mean, range 7-120). In 

FCZ group, 18 patients were received intravenous or oral fluconazole (400 mg/day) and 

only one patient was received oral fluconazole (200 mg/day). The duration for treatment 

of FCZ group was 43 days (mean, range 9-112). 

 

2. The treatment efficacy did not differ between the FCZ and AmB groups. Nine of the 19 

patients treated with FCZ (47%) and 12 of the 20 patients with AmB group (60%) were 

considered successful at the end of therapy. The pretreatment factors as predictive of 

treatment failure were did not differ between the FCZ and AmB groups.  

 

3. The side effects were more common in the AmB group than the FCZ group (95% vs. 

47%). Chill and rigor (p=0.003), a rise of serum creatinine (p=0.001), hypokalemia 

(p=0.001) and a fall in hemoglobin more than 2 g/dl (p=0.047) were more frequent in 

the AmB group than the FCZ group. 

 



- 28 - 

 

4. The mortality due to progressive cryptococcal meningitis was 21%. There were 5 

deaths in the AmB group and 3 in the FCZ group. The pretreatment factor predictive of 

death was an abnormal mental status (p=0.006). 

 

5. The follow-up was enabled in 23 patients for 32 months (range 1-110). The AmB group 

was 10 patients for 39 months (range 1-110) and the FCZ group was 13 patients for 26 

months (range 1-79). Two patients were relapsed during follow-up periods in FCZ group.  

 In conclusion, fluconazole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amphotericin B alone or plus  

flucytosine as primary treatment of cryptococcal meningitis in patients with non-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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