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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phyton tonsurans에 의한 미만성 흑점 두부 백선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피부과학교실

이동경·이해웅·장성은·이미우·최지호·문기찬·고재경
=Abstract=

A Case of Diffuse Black Dot Tinea Capitis Caused by Trichophyton tonsurans
Dong Kyung Lee, Hae Woong Lee, Sung Eun Chang, Mi Woo Lee,
Jee Ho Choi, Kee Chan Moon and Jae Kyoung Koh
Department of Dermat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lack dot" tinea capitis is a clinical form of tinea capitis, which is a dermatophytosis of the scalp
and associated hair. It is caused by the anthropophilic endothrix organisms. We report a case of black
dot tinea capitis caused by Trichophyton(T.) tonsurans in an 18-year-old woman who is a judoist in the
college. She had suffered from a diffuse hair loss involving nearly entire scalp hair for 1 year. The scalp
lesion showed diffuse multiple black dots with minimal inflammatory sign or scales. KOH examination
revealed arthroconidia of endothrix pattern. On mycological studies, T. tonsusrans was identified. She
was treated with oral itraconazole pulse therapy (2 cycles) and ketoconazole shampoo.
[Kor J Med Mycol 2005; 10(4): 160-165]
Key Words: Trichophyton tonsurans, Black dot tinea capitis, Hair loss
특징적인 검은색의 점 (black dot)의 소견을 보이게

서

론

되고,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처

두부 백선은 두피와 두발에 발생하는 진균감염증

음 레슬링 선수에서 생긴 흑점 두부 백선에서 T.

으로 원인 균은 전세계적으로 Microsporum(M.) canis

tonsurans가 분리2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T. tonsu-

가 가장 흔하며 북미 지역에서는 Trichophyton(T.)

rans에 의한 백선이 보고되고 있다.

tonsurans가 흔한 원인 균이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

저자들은 유도 선수인 18세 여자에서 T. tonsurans

비염증형과 염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흑점 두부

에 의한 미만성 흑점 두부 백선이 발생한 증례를 경

백선 (black dot tinea capitis)은 모내사상균인 T. ton-

험하고 보고한다.

surans, T. violaceum 등에 의해 발생하는 두부 백선
의 한 형태이다. 모발이 두피 직상부에서 끊어져서

증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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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A. Diffuse hair loss on the entire scalp
Fig. 1B. Multiple well-demarcated evenly distributed round dark black dots measured about 0.5 mm in diameter on
the scalp.
모대학 유도 선수로 약 1년 전부터 두피의 미만성

락을 형성하였고 개개의 집락의 전면은 융모 위에

탈모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히 비듬이나 홍반, 소양

흰색 분말을 골고루 뿌린듯한 형태를 보였고 시간

증 등의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다.

이 지나면서 중심부에 굴곡을 형성하였다. 집락 후

과거력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면의 주변부는 호박색 내지는 갈색을 띠고 중심부

피부 소견: 두피 전반에 걸쳐 다수의 지름 0.5 mm

로 갈수록 마호가니색을 나타내었다 (Fig. 2A, 2B).

정도의 검은 점과 부러진 모발이 산재하였고 흑점

집락의 표면을 scotch tape mount 후 lactophenol

은 두피의 직상방에 균일한 모양과 크기로 관찰되

cotton blue stain하여 검경한 소견상 격벽이 있는 실

었다 (Fig. 1A, 1B).

모양의 균사와 눈물방울 모양 혹은 구형의 소분생

진균학적 소견

자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균사의 중간부위 혹은 말

① 우드등 검사: 두피 병소에서 시행한 소견상 음

단부에 후막포자가 종종 관찰되었다. 균사의 외측

성이었다.

벽에서 수직으로 자라는 분생자병 (conidophore)도

② KOH 검사: 환자의 두피 병변부 모발에서 시

보였으며 여기에는 눈물 모양의 소분생자가 붙어 있

행한 KOH 검사에서는 모발 내에 다수의 연쇄상

어 특징적으로 성냥개비 모양을 보이기도 하였다

분절형포자가 관찰되었다.

(Fig. 3).

③ 배양 소견: 환자의 병변에서 채취한 모발 및

인설을 긁어서 Mycosel agar에 접종한 후 30℃에서

이상의 진균학적 검사 소견으로 분리균을 T. tonsurans로 동정하였다.

3주간 배양하였다.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다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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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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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Powdery to velvety, white to graysh colonies
with centrally folded surface
Fig. 2B. The reverse is red-brown to mahogany-red.

Fig. 4. Numerous arthroconidia within a degenerated
hair shaft from biopsy specimen (A, H & E, ×100; B,
Gomori methenamine silver stain, ×200).
GMS (Gomori methenamine silver) 염색상 진균 포자
로 확인되었다 (Fig. 4A, 4B).
치료 및 경과: Itraconazole을 pulse 요법 (하루 400
mg씩 1주간 투여 후 3주간 휴약)으로 2주기간 시
행하면서 ketoconazole shampoo와 terbinafine spray 사
용을 병행하여 호전을 보였고, 세 번째 주기요법 계
획 하에 있었으나 환자가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불가능 하였다.

고
Fig. 3. Abundant microconidia including match head
shaped microconidia attached to conidiophore perpendicularly projected from hyphae, and intercalary or terminal chlamydoconidia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
×200).

찰

전세계적으로 두부 백선을 일으키는 진균으로 10
여 종 이상이 알려져 있고 비록 지역적으로 원인 균
의 빈도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M. canis가 가
장 흔한 원인 균이다1. T. tonsurans는 현재 북미 지

생검 소견상 진피 및 피하에 염증 반응은 거의 없었

역에서 두부 백선의 가장 흔한 원인 균이며 최근에

으며 모낭에는 변성된 모발과 손상된 각피 (cuticle),

는 유럽 전지역에서 M. canis 다음으로 흔한 원인

모간 내부에 다수의 포자양 구조물이 있었고, 이는

균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 지역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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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추세여서 공중 보건학적으로도 유의한
3,4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성 각질이나 부분적인 탈모로 나타나서 간혹 지루
피부염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염증성 병변은 농포,

T. tonsurans는 1848년 Malmstein에 의해 처음으로

독창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세균감염에 의한 절종

기술5된 피부사상균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

등으로 오인되기도 한다3. Babel 등의 연구7에 의하

게 분포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무증상의 보균자에서

면 소아가 T. tonsurans에 감염될 경우 탈모, 각질,

부터 두부 백선, 체부 백선, 안면 백선, 완선 등의

흑점, 임파선 비대, 농포 등의 빈도 순으로 임상적

6,7

표재성 진균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일본에서는 본

소견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성인에서는 무증

균에 의한 감염증이 1970년대에 보고8되었고 중국

상의 보균자 상태에서부터 각질이나 탈모로 나타나

과 대만에서도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보고되었다9,10. 우리나라에서는 서 등2이 1995년 경

환자가 장기간의 탈모를 자각증상으로 느꼈다는 것

북 지역에 거주하는 레슬링 선수에게서 흑점 두부

은 소아에서 보이는 염증성 병변과는 거리가 있다

백선의 임상형으로 나타난 T. tonsurans 감염증 1예

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 유도, 레슬링 선수를 대

를 보고한 이래, 주로 유도나 레슬링 등의 격투기

상으로 한 연구11,13에서 보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각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본 균에 의한 감염

질을 동반한 반상 병변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탈모

증이 보고되어 있다11~13. 또한, 운동 선수가 아닌

와 흑점이 약 반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소아와 운동 선수의 성인 가족에서도 본 균에 의

있는데 본 증례도 탈모와 흑점이 두피 전체에 퍼져

6,12,14~17

한 감염증이 일부 보고되었다

있는, 기존의 국내보고들과 유사한 임상상을 보이

.

인체친화성 사상균인 T. tonsurans는 주로 사람 사

는 비교적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이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며 빗, 침구류, 의복,

흑점 두부 백선은 모내피부사상균에 감염된 모발

이발용품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

이 부러지고 남은 모발이 검은 점 형태로 보이는

려져 있다20. 국내에서 T. tonsurans의 전파와 감염은

두부 백선의 한 형태인데, T. tonsurans, T. violaceum이

주로 유도, 레슬링 등의 격투기 선수들에 의해 일

원인 균종이다1. 이들이 각피 (cuticle)가 불완전한 근

어남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위부 모피질을 통해 모발 내에 침입한 후 근위부

11,13

18

가 있다. 투사 백선은 1966년 Frisk 등 이 tricho-

각질화 모피질 내에 집락을 형성한다. 균사들은 분

phytosis gladiatorum이라는 용어로 보고하였고, 1995

절포자 (arthrospore)로 변한 후 모발이 성장함에 따

년에 미국 선수들과 시합한 스웨덴 선수 19명에서

라 모낭상부로 이동하여 모낭 누두부에서 모피질이

19

동일 균종에 의한 백선이 보고 됨으로써 이 질환이

분절포자로 완전히 대치되고 약해진 모발이 모낭

국제적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누두부에서 부러져 임상적으로 검은 점의 형태를

증례의 환자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유도를 하였

띤다22. 국내에서 T. violaceum에 의한 흑점 두부 백

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일본, 홍콩 등지

선은 이 등22에 의해 한 증례만 보고되어 있다는 점

에서 외국 선수들과 시합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주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흑점 두부 백

아마도 국내외의 유도 시합, 합숙 등을 통해서 균에

선의 경우 본 증례처럼 거의 T. tonsurans에 의한 감

감염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도팀 내의 다른 선

염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수들도 피부의 다양한 부위에 발진, 소양증이 흔히

T. tonsurans는 배양시 비교적 천천히 집락이 형성

생기지만 굳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되는데 표면에는 미세한 분말이 얇게 깔려 흰색, 연

없으며 일반의약품인 국소제제를 구입해서 증상이

회색 내지는 황색을 띠며 시간이 지나면서 굴곡을

있을 때마다 도포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보이게 된다. 배지의 뒷면은 마호가니색 혹은 노란

데 이러한 비전문적인 치료가 투사 백선의 전파, 감

색을 띠게 된다23. 현미경 소견상 격벽이 있는 균사

염에 일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와 후막포자가 보이며 눈물방울, 실모양 등 다양한

T. tonsurans에 의한 두부 백선의 임상 양상는 매

모양의 소분생자가 다수 관찰되며, 곤봉 혹은 연필

우 다양하여, 비염증성인 병변의 경우 두피의 미만

모양의 대분생자는 아주 드물게 관찰된다. 일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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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생자는 균사와 직각으로 분리된 짧은 분생자병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진균학

(conidophore) 끝에 생성되어서 마치 성냥개비 모양

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의 특징적인 소견을 볼 수 있다23. 본 증례에서도
흰색 분말을 뿌린듯한 집락 앞면과 마호가니색의

감사의 글

집락 후면을 보이면서 다수의 소분생자와 후막포자

본 논문에서 동정된 균의 배양과 분리에 도움을

와 함께 성냥개비 모양의 소분생자가 특징적으로

주신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박숙자님께

보여 T. tonsurans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본 증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형태학적 소견만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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