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진균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0

대한의진균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0

증례 보고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진단한 백선의 중복감염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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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oncomitant Tinea Infection Diagnosed with
Molecular Biologic Technique
Jong Hyun Ko, Young Ji Hwang, Ji Young Kim, Yang Won Lee,
Yong Beom Choe and Kyu Joong Ahn
Department of Dermat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richophyton(T.) rubrum is known to be the most common causative agent of tinea cruris, tinea
corporis, and tinea pedis, and hygiene, nutritional status, and high temperature/humidity are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athogenesis. Although there has been a report on a case of co-infection in
which tinea pedis subsequently developing tinea cruris with the foot lesion being a reservoir of the later
lesion, there is of yet no report which confirmed co-infection of two different lesions through
identification of definite causative organisms. This case concerns a 32 year-old patient who presented
with erythematous annular scaly patches on the groin and axilla. Although no organism was identified
on mycosel culture, DNA base sequence and RFLP analysis of the scales revealed T. rubrum in both of
the lesions. Considering that this is a rare case of tinea cruris accompanied by tinea corporis in the axilla
and groin confirmed by molecular biological techniques, the authors present it with review of literature.
[Kor J Med Mycol 2010; 15(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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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백선의 원인균으로는 Trichophyton (T.) rubrum,

서

론

T. mentagrophytes, Epidermophyton (E.) floccosum 등
이 있으며, 주로 족부백선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샅백선 (tinea cruris)은 사타구니에 발생하는 피

경우가 많다1,2.

부사상균에 의한 진균성 감염증으로 백선 환자

몸백선 (tinea corporis)은 두피, 수염, 손발, 얼굴

의 20~30%를 차지하며, 대부분 성인 남자에서

및 샅고랑을 제외한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성 및

호발하고, 고온 다습한 여름에 악화되고 겨울에

비염증성 피부사상균 감염증을 말하며, 지역이나

1~3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연령에 무관하게 발생한다. 전형적인 병소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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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구진이나 잔물집으로 둘러싸여 분명한
경계를 나타내고 중심부는 치유되어 인설이 덮힌
과색소반이나 정상 피부 색깔이 나타난다4.
우리나라에서는 1924년부터 최근까지 몸백
선의 원인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었으
며5 원인균으로는 T. rubrum이 가장 많고,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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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T. mentagrophytes, Microsporum (M.) canis,
Epidermophyton

floccosum,

T.

violaceum,

M.

ferrugineum, T. verrucosum, M. gypseum, T. tonsurans
등이 보고되었다6~9.
족부백선 (tinea pedis)의 경우 T. rubrum에 의해
발에서 사타구니로 자가감염 (autoinfection)되어
샅백선을 일으키는 병원소 (reservoir)로 역할을
하나4,5, 아직까지 다른 백선의 예가 보고된 문헌
은 없는 실정이다.
본 증례는 32세 남자 환자로 사타구니 및 겨드

A

랑이에 발생한 홍반성 윤상형 인설성 반을 주소
로 내원하였으며, Mycosel 배양 검사상 균주가
동정되지 않았으나, 신체 두 부위에서 채취한 인
설로부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RFLP 분석

B

Fig. 1. Multiple variable sized erythematous scaly
patches on the axillary area (A) and erythematous scaly
annular patches on the crural area (B).

방법에 의해 원인 균주를 규명하고 구분을 시도
과거력 및 가족력: 특기사항 없었다.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T. rubrum 감염에 의

이학적 소견: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고 피부 소

하여 사타구니에 발생한 병변이 겨드랑이로 자
가감염된 양상의 샅백선과 몸백선을 동시에 갖

견 이외의 특기사항 없었다.

고 있는 임상적으로 드문 증례를 경험하고, 두

피부 소견: 사타구니에 10.5×9.0 cm 크기의 경

부위에서 발생한 백선증이 동일 균주에 의한 것

계가 명확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인설을 동반한

임을 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증명하였으

홍반성 반이 관찰되었고, 겨드랑이에서도 다발성

며, 이는 기존의 형태학 및 생화학적 동정에 비

의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유사한 병변을 보였다

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Fig. 1).
검사 소견: 일반혈액검사, 요 검사 및 일반화

기법임을 확인하고 임상적용 가능성 여부 및 유
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

학검사상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진균학적 소견: 병변부에서 시행한 KOH 도말

어 보고하는 바이다.

검사상 모외사상균이 관찰되었고, 환자의 사타구

증

례

니, 겨드랑이의 인설을 Mycosel에 각각 접종하여
25℃에서 4주간 배양한 결과 2군데 모두 아무
것도 배양되지 않았다 (Fig. 2).

환 자: 이 O O, 32세, 남자

분자생물학적 동정: Mycosel에서 배양이 이루

주 소: 사타구니 및 겨드랑이의 윤상형의 홍

어지지 않은 관계로 병변부 인설을 직접채취 후

반성 인설성 반 및 구진
현병력: 내원 1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애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13종 dermatophytes

완동물 (강아지)과 접촉하여 왔던 환자로, 내원

의 염기서열을 Align Sequence ClustalW2를 사용

15일 전부터 사타구니에 윤상형 홍반성 인설성

하여 비교하였으며, rDNA의 18S와 5.8S사이인

반 및 구진이 발생되고 약 1주일 후 겨드랑이에

internal transcribed spacer 1 (ITS1), 5.8S와 25S 사이

도 다발성의 유사한 병변이 동반되었다. 환자 평

인 internal transcribed spacer 2 (ITS2)를 선택적으로

소 땀이 많고, 사타구니와 겨드랑이를 습관적으

증폭시키기 위해 forward 5'-ATCATTAACGCGC-

로 자주 동시에 긁었다고 하였다.

3', reverse 5'-TCCTCCGCTTATTGATATGC-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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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μl되도록 하였고 37℃에서 12시간 반응 후
TAE buffer 상에서 4% (w/v) Seakem LE agarose
gel (FMC, Rockland, ME, USA)을 100 volt로 전
기영동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로 DNA 분절의 크기와 수를 확인
하였다. RFLP pattern은 13종 dermatophytes 표준
균주의 RFLP pattern과 비교한 결과 T. rubrum
strain의 RFLP pattern으로 확인하였다11. 최종 PCR
산물을 sequence analysis하여 GenBank에서 Blast

A

search하여 T. rubrum gene sequence와 matching 시
켜본 결과 사타구니에서는 100%, 겨드랑이에서
는 99%에서 동일염기임을 확인하였다 (Fig. 3).
치료 및 경과: Fluconazole (Plunazole®) 1주
150 mg씩 4주간 경구투여하였으며, antihistamine
(Allelock®) 경구투여 및 amorolfine (Loceryl®) 연
고의 국소도포 병용으로 병변이 호전되었다.

고

찰

B
Fig. 2. Long hyphae, suggestive of Trichophyton
rubrum, were shown on microscopy (A: crural area, B:
axillar area) (KOH, ×400).

샅백선 (tinea cruris)은 피부사상균에 의해 발
생하는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서 원인균은 T.
rubrum이 가장 많고 T. mentagrophytes, E. floccosum
등이 있으며, 족부백선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

primer를 사용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우가 많다고 한다1~3. 중복감염의 경우 임 등12의

을 시행하였다10. 0.25 mM deoxynucleoside triphos-

연구결과에 따르면, 샅백선에서 족부백선이 동반

phate (dNTPs), 10× PCR buffer, 0.5 M primer, 1 U

된 경우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병

Takara Ex Taq polymerase, genomic DNA 용액 1 μl

기간도 족부백선이 샅백선보다 긴 경우가 69.1%

을 포함하여 PCR amplification 반응 혼합물이 50

로 대부분이었고, 배양에서 같은 원인균인 T.

μl가 되도록 하였다. 반응 조건은 pre-denaturation

rubrum이 동정된 경우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

단계 94℃에서 14분, denaturation 단계 94℃에서

으므로 족부백선이 샅백선을 일으키는 병원소로

30초, annealing 단계 55℃에서 30초, 72℃에서 1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간 extension을 35회 반복하였고 마지막 extension

몸백선 (tinea corporis)은 두피, 수염, 손발, 얼굴

은 72℃에서 10분간 시행하였다. 병변부 인설의

및 샅고랑을 제외한 피부에 발생하는 표재성 진

TM

gel and PCR

균증으로 족부백선, 샅백선, 손발톱백선 다음으

clean-up kit (Cosm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정제

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4. 발병 양상으로는

하였다. 병변부 인설의 RFLP 분석을 위해 MvaI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fermantas, U.S.A)을 이용하였으며, 제한효소반응

계층에서 호발하며 고온 다습한 환경이 발생에

은 10× PCR buffer, 10 U restriction endonuclease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13, 특히 최

(MvaI), PCR 산물 17 μl을 포함한 반응 혼합물이

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 상태나 영양

PCR product를 확인 후 Labo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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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T. rubrum ITS1,5.8S rDNA and ITS2 amplification product of 583bp isolated from crural area of patient.

ATAGGGACCGACGTTCCATCAGGGGTGAGCAGACGTGCGCCGGCCGTACGCCCCCATTCT 60
TGTCTACCTCACCCGGTTGCCTCGGCGGGCCGCGCTCCCCCTGCCAGGGAGAGCCGTCCG 120
GCGGGCCCCTTCTGGGAGCCTCGAGCCGGACCGCGCCCGCCGGAGGACAGACACCAAGA 180
AAAAATTCTCTGAAGAGCTGTCAGTCTGAGCGTTTAGCAAGCACAATCAGTTAAAACTTT 240
CAACAACGGATCTCTTGGTTCCGGCATCGATGAAGAACGCAGCGAAATGCGATAAGTAAT 300
GTGAATTGCAGAATTCCGTGAATCATCGAATCTTTGAACGCACATTGCGCCCTCTGGCATT 360
CCGGGGGGCATGCCTGTTCGAGCGTCATTTCAACCCCTCAAGCCCGGCTTGTGTGATGGA 420
CGACCGTCCGGCCCCTCCCTTCGGGGGCGGGACGCGCCCGAAAAGCAGTGGCCAGGCCGC 480
GATTCCGGCTTCCTAGGCGAATGGGCAGCCAATTCAGCGCCCTCAGGACCGGCCGCCCTG 540
GCCCCAATCTTTATATATATATATATCTTTTCAGGTTGACCTC 583

D

T. rubrum ITS1,5.8S rDNA and ITS2 amplification product of 582bp isolated from axillar area of patient.

ATAGGGACCGACGTTCCATCAGGGGTGAGCAGACGTGCGCCGGCCGTACGCCCCCATTCT 60
TGTCTACCTCACCGGTTGCCTCGGCGGGCCGCGCTCCCCCTGCCAGGGAGAGCCGTCCGG 120
CGGGCCCCTTCTGGGAGCCTCGAGCCGGACCGCGCCCGCCGGAGGACAGACACCAAGAA 180
AAAATTCTCTGAAGAGCTGTCAGTCTGAGCGTTTAGCAAGCACAATCAGTTAAAACTTTC 240
AACAACGGATCTCTTGGTTCCGGCATCGATGAAGAACGCAGCGAAATGCGATAAGTAATG 300
TGAATTGCAGAATTCCGTGAATCATCGAATCTTTGAACGCACATTGCGCCCTCTGGCATTC 360
CGGGGGGCATGCCTGTTCGAGCGTCATTTCAACCCCTCAAGCCCGGCTTGTGTGATGGAC 420
GACCGTCCGGCCCCTCCCTTCGGGGGCGGGACGCGCCCGAAAAGCAGTGGCCAGGCCGCG 480
ATTCCGGCTTCCTAGGCGAATGGGCAGCCAATTCAGCGCCCTCAGGACCGGCCGCCCTGG 540
CCCCAATCTTTATATATATATATATCTTTTCAGGTTGACCTC 582
Fig. 3. (A)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ducts of Trichophyton rubrum (ATCC 28188). M, 100-base pair marker; (B)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atterns by MvaI. Patterns were designated M, 100-base pair (bp) marker, 1.
Crural area 2. Axillar area; T. rubrum genes for ITS1, 5.8S rRNA, ITS2 and 28S RNA, partial and complete sequence
Length = 632. (C) Crural area (Identities = 583/583 (100%), Gaps = 0/583 (0%)); (D) Axillar area (Identities = 582/583
(99%), Gaps = 1/5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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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몸백선

1990년대 초부터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의 발생 빈도가 줄지 않는 것은 애완동물에 감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Jackson

될 수 있는 M. canis 같은 동물호성균의 출현과

등20,21은 Southern blot을 이용하여 T. rubrum의

당뇨병 등의 성인성 질환의 증가, 스테로이드제

nonstranscribed spacer에 다형성의 반복 염기서열

제 오남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14.

이 존재할 것을 추측하였고, 이 염기서열을 분석

1945년 이전에는 국내 몸백선의 원인균으로

하여 TRS-1, TRS-2 두 개의 repetitive subelements

M. ferrugineum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1970년

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specific primer

대 중반에는 M. ferrugineum이 급격히 감소하면

들을 이용하여 증폭시켜, 101가지의 T. rubrum 균

서 T. rubrum과 T. mentagrophytes가 중요 원인균

주를 23가지 아형으로 구분하였다. Baeze 등22과

이 되었다15. 1970년대 말에는 T. rubrum이 가장

Kim 등23은 T. rubrum을 randomly amplified poly-

많이 동정되고 M. canis가 11%로 급격한 증가

morphic DNA (RAPD)를 이용하여 확정 동정을 하

추세를 보였으며 M. ferrugineum은 0.3%로 거의

고 Jackson 등20,21의 방법에 따라 nontranscribed

소멸되었다8. 이후 1989년 천 등16은 T. rubrum,

spacer 부분을 증폭하여 균주간 구분을 하였다. 하

M. canis, T. mentagrophytes, M. gypseum을 동정하

지만 Choi 등24은 Jackson 등20,21이 사용한 primer

였으나 M. ferrugineum은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

들은 T. rubrum에 특이하여 다른 균종에서는 반

13

고하였다. 1995년 서 등 의 조사에서도 T. rubrum

응하지 않아, Southern blot보다는 편리하고, 염기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T. verrucosum이 처

서열을 모르는 균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17

음으로 보고되었으며, 1998년 경 등 도 T. rubrum

즉, nontranscribed spacer 전체를 증폭하기 위한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중

primer 제작과 이상적인 PCR 조건을 찾으려는

M. gypseum에 의한 몸백선은 국내에서 1976년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보다 간

18

8

김 등 이 처음 보고한 이래 김 등 이 1.8%, 천
16

단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등 이 2%의 발생 빈도를 보고하는 등 꾸준히

으로 RFLP을 사용하였으며25, 결과상 두 부위 모

보고되고 있다.

두 T. rubrum에 의한 동일 균종의 감염임을 밝혀

본 증례에서는 사타구니 및 겨드랑이에서 시행

냈다.

한 KOH 도말 검사상 모두 양성이며, 비록 진균

이에 저자들은 건강한 32세 남성에서 T. rubrum

배양에서는 동정되지 않았으나, 병변부에서 채취

에 의한 샅백선으로부터 몸백선으로의 중복감염

한 인설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시행한 RFLP

을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진단한 1예를 경험하

에서 두 군데 모두 T. rubrum이 동정되었다.

고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인 중복감염이 보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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