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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Tinea Corporis Caused by Microsporum gypseum after
Scratch Injury by a Dog
Jung Eun Seol, Do Hyeong Kim, So Hee Park, Wonkyung Lee,
Jeong Nan Kang, Hyojin Kim† and Ho Suk Sung
Department of Dermatology, B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Microsporum(M.) gypseum, a geophilic dermatophyte, causes dermatophytosis that is characterized by
rapid development and resolution. M. gypseum infection is rare due to its low infectivity, and there have
been no previous case reports of infection with this dermatophyte after scratch injury by a dog. Here,
we report a case of annular, scaly, erythematous plaques on the right ankle of a 5-year-old female patient
after being scratched on the leg by a dog.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showed fungal hyphae on the
stratum corneum. M. gypseum was identified by tissue culture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She was
treated with sertaconazole cream. In this case, M. gypseum may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scratched
area from contaminated soil or from the claws of the dog. [Korean J Med Mycol 2015; 20(4):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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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헌상 M. gypseum에 의한 백선증은

서

1976년 Kim 등3이 처음 보고한 이래 현재까지 총

론

29예가 보고되어 있다2-9. 하지만 개와 연관 가능
Microsporum(M.) gypseum은 토양친화성 균으로,

성이 있는 증례는 5주 전 개에게 물린 후 외상

오염된 토양이나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부위와 떨어진 부위에 몸백선증이 발생한 1예8,

수 있으며1, 따뜻한 기후에서 어린이와 농촌 노동

수주 전 집에서 키우는 개가 털이 빠진 후 몸백

2

자에게 특히 감염이 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

선증이 발생한 1예8로, 현재까지 국내에 2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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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소견: 우측 발목에 홍반성 고리모양 판
병변이 2개 관찰되었고, 병변 가장자리에 다수의
각질이 관찰되었다 (Fig. 1).
이학적 소견: 양 하지에 열상을 봉합처치한 흔
적이 관찰되었고, 이외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
았다.
진균학적 소견: 병변 부위 가장자리에서 시행
한 KOH 도말 검사 상 다수의 균사가 관찰되었
다. 병변의 생검조직을 Sabouraud's dextrose agar에
접종하여 25℃에서 배양한 결과 배지의 전면에서
는 방사형으로 퍼지는 담황색과 백색의 과립형
집락이 관찰되었고 (Fig. 2A), 후면은 황갈색의 소
견을 보였다 (Fig. 2B). 이 집락을 슬라이드 배양
Fig. 1. Coin-sized annular, scaly, erythematous plaques
on the right ankle.

표본을 만들어 lactophenol-cotton blue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세포벽이 얇은 6개 이내
의 격벽으로 이루어진 특징적인 방추형의 대분생
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 이상의 진균 배양

되어 있으나 개에 의한 외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소견, 현미경 소견으로 M. gypseum으로 동정하

되는 증례는 아직 없다. 또한 해외 문헌에서는 개

였다.

에게 감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증례는 개와 같이

역학적 관찰: 환자는 시골에 거주하는 여아로,

잠을 자다가 옮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례가 보고

외상 장소는 흙이 있는 골목길이었고 개는 옆집

10

되어 있으며 , 직접적인 외상 이후 발생한 예는

마당에서 키우는 개였다.

아직 없다.

검사 소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및

이에 저자들은 개에게 긁힌 후 발생한 M.

신기능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를 보였다.

gypseum에 의한 몸백선증 1예를 경험하고 문헌고

병리조직학적 소견: 병변부에서 시행한 피부생
검의 H&E 염색 상 표피에서는 특이 소견 관찰되

찰과 함께 보고한다.

지 않았고, 상부 진피에서 소수 염증세포 침윤이

증

례

관찰되었다. PAS 염색 상 각질층에 붉게 염색되
는 다수의 균사가 관찰되었다 (Fig. 4).

환 자: 박 OO, 5세, 여자

분자생물학적 검사: 배양된 균집락으로부터

주 소: 우측 발목의 각질을 동반한 홍반성 고

DNA를 분리하여 ABI PRISM® 3130 Genetic
Analyzer (Life Technologies)를 이용한 검사에서 M.

리모양 판
현병력: 약 3주 전 개에게 양 하지를 물리고

gypseum으로 동정되었다.

우측 발목을 긁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죽은조직

치료 및 경과: 4주 간 sertaconazole 크림을 국소

제거술 및 봉합수술 후 항생제, 드레싱치료 시행

도포한 후 약간의 색소침착을 남기고 치유되었다.

하던 중, 2일 전부터 개에게 긁혔던 해당 부위에
무증상의 홍반성 고리모양 판이 발생하여 본원

고

찰

피부과로 의뢰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피부사상균은 병원소에 따라 토양친화성,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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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ny large, smooth, thin-walled pickle-shaped
macroconidia composed of < 6 cells (lactophenol cottonblue stain, ×1,000).

A

B
Fig. 2. (A) Flat and granular colonies with white to
buff pigmentation were seen on Sabouraud's dextrose agar
after 27 days at 25℃. (B) The colonies were brownishred in color on the reverse side.

Fig. 4. Biopsy specimen showed fungal hyphae on
the corneal layer of the epidermis (PAS stain, ×400).

만 사람에 대한 감염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인체친화성, 높은
친화성 및 인체친화성 진균으로 분류할 수 있으

자연 치유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2,12,13.

며, 토양친화성 진균과 동물친화성 진균은 인체에

M. gypseum은 몸백선증, 얼굴백선증, 손백선증,

감염 시 피부 병변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

머리백선증 및 손발톱백선증 등을 일으킬 수 있

이 있다11. 이 중 M. gypseum은 인체나 동물의 피

다2. 이 중 몸백선증은 병변수는 하나 혹은 2~3개

부, 두피 및 모발에 감염을 일으키는 토양친화성

이며 동전 크기 혹은 계란 크기 정도로 비교적

진균에 속한다. 국내에서 M. gypseum은 전국적으

현저한 염증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

로 토양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

어 있다2. 본 증례에서는 각질을 동반한 무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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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성 고리모양 판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심한

의한 외상이 원인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10,18.

염증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5세 여아에서 개에게 긁힌 후

M. gypseum에 의한 백선증의 진단은 병변부의

발생한 M. gypseum에 의한 몸백선증 1예를 경험

KOH 검사와 진균 배양 검사로 가능하며, 진균

하고 드문 예로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배양 검사 소견상 전면에서는 방사형으로 퍼지는

하는 바이다.

분말성의 흰색과 황갈색 집락균을 보이며 후면에
서는 적갈색의 모습을 특징으로 한다11,14. 이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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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이루어진 방추형의 대분생자와 곤봉형의
소생분자 소견을 볼 수 있다11,14. 본 증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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