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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발생한 Trichophyton rubrum 에 의한 백선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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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rion Celsi Caused by Trichophyton rubrum in an Elderly
Sang Youl Yun1, Min Woo Park1, Moo Kyu Suh1†, Gyoung Yim Ha2,
Jong Im Lee3 and Jong Soo Choi4
Departments of Dermatology1, Laboratory Medicine2 and Pathology3,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Departments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4, Daegu, Korea
Kerion celsi is a severe inflammatory type of tinea capitis that presents as a boggy mass studded with
broken hairs, oozing purulent material from follicular orifices. This infection is caused most commonly
by zoophilic or geophilic pathogens. Trichophyton(T.) rubrum is an anthropophilic dermatophyte that is
found all over the world.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ative agents in tinea unguium and
tinea pedis. But, kerion celsi caused by T. rubrum is rare. Kerion celsi is uncommon in adult. We report
a case of kerion celsi caused by T. rubrum in a 72-year-old woman. She presented with localized tender
erythematous plaques with pustules with oozing purulent material on the frontal scalp. A fungal culture
from tissue of the lesions was grown on Sabouraud's dextrose agar and showed typical whitish cottony
colonies of T. rubrum. The nucleotide sequence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 region for clinical isolate
was identical to that of T. rubrum strain UZ1588_14 (GenBank accession number KP326579.1). She
was treated with 200 mg of oral itraconazole daily for 3 months. The skin lesions improved 1 month
after treatment, and recurrence has not been observed. [Korean J Med Mycol 2016; 21(3): 92-97]
Key Words: Elderly, Kerion celsi, Trichophyton rubrum

침범하여 발생되는 머리백선(tinea capitis)의 심한

서

론

형태로 염증을 유발하여 두피에 동통을 동반한
농종을 형성하는 질환이며, 주로 소아에서 흔히

백선종창(kerion celsi)은 피부사상균이 모발을

발생하며 성인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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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에 의해 발생한 예를 경험하고 드문 예라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환 자: 조 OO, 72세, 여자
주 소: 전두부 두피의 압통을 동반한 농포와
홍반성 판
현병력: 내원 6개월 전부터 전두부에 압통을
동반한 홍반성 판과 염증성 농포가 발생한 후 점
차 크기가 증가하여 본원 피부과 내원하였음
과거력 및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피부 소견 외 특기사항 없음
피부 소견: 전두부에 압통을 동반한 홍반성 판
과 염증성 농포가 관찰되었고 병변 내의 모발은
쉽게 탈락되었음(Fig. 1A, 1B).
진균학적 소견: 전두부 두피의 병모 및 인설의

A

KOH 검사상 균사가 관찰되었으나 Wood 등 검사
는 음성이었다. 두피 병소 부위의 인설 및 병모
를 Sabouraud's dextrose agar에 접종하여 25℃에서
2주간 배양한 결과 융기된 솜털 모양의 균집락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배지의 뒷면은 검붉은 색을
나타내었다(Fig. 2). 또한 이 집락을 슬라이드 배
양표본으로 만들어 lactophenol-cotton blue로 염색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눈물방울 모양의

B

소생분자가 관찰되어 T. rubrum으로 동정하였다
(Fig. 3A).

Fig. 1. (A) Localized tender erythematous plaques with
pustules with oozing purulent material on the frontal scalp
(B) Close up view of frontal scalp lesion

검사 소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와 매독혈청반응 검사, 흉부 X-선 검
사, 심전도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 내지 음성이
었다.
병리조직학적 소견: 전두부의 병변부에서 시행

원인균은 주로 동물친화성 및 토양친화성 피부

한 피부생검의 H & E 염색 상 모낭 주위 및 진피

사상균으로 Microsporum(M.) canis, M. gypseum,

층으로 림프구, 조직구 등으로 구성된 염증세포의

Trichophyton(T.) verrucosum 등이 있다1. T. rubrum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3B). Periodic acid-Schiff 염

은 머리를 제외한 백선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균

색 상 모낭 주위에서 붉은 균사와 분생자가 관찰

중의 하나이나 머리백선을 일으키는 예는 비교적

되었다(Fig. 3C).

2-5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분자생물학적 검사: 환자의 배양된 균집락으로

저자들은 백선종창이 72세 된 노인에서 T.

부터 DNA를 분리하여 진균핵 내의 internal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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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2. Whitish cottony colonies on Sabouraud's dextrose agar slant at 25℃ for 2 weeks

B

scribed spacer (ITS) 부위의 염기서열을 얻은 후
BLAST를 이용하여 GenBank에 있는 T. rubrum
strain UZ1588_14 (GenBank accession number KP326579.1)의 ITS 부위의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과
100% 일치하여 T. rubrum으로 동정하였다(Fig. 4).
치료 및 경과: 1일 itraconazole 200 mg을 경구
투여하고 sertaconazole의 국소도포로 치료를 시작
하였다. 치료 시작 1개월 째 병변부 염증의 현저

C

한 호전을 보였다. 이후 2개월간 치료를 지속하
여 탈모를 포함한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이
후 6개월 동안 외래 추적관찰 하였으나 재발 소
견은 없었다.

고

Fig. 3. (A) Tear-drop shaped microconidia and long
hyphae (Lactophenol cotton blue, ×400) (B) Infiltration
of mixed inflammatory cells in the dermis and pronounced
inflammatory infiltration surrounding hair follicle (H&E
stain, ×100) (C) Many hyphae and conidia were found
around the hair shaft (PAS stain, ×400).

찰

백선종창은 M. canis, M. gypseum, T. verrucosum
등 동물친화성 및 토양친화성 진균에 의해 발생

균의 차이가 있다1. 국내에서는 최근 M. canis가

하는 염증성 머리백선으로 지역에 따라 주 원인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나2-4,6, 1986년 Kim 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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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phyton rubrum strain UZ1588_14 (GenBank accession number KP326579.1)

Score

Expect

Identities

1009 bits(546)

0.0()

546/546(100%)

Gaps

Strand

Frame

0/546(0%) Plus/Plus

Features:
Query 1
Sbjct 49

ATCATTAACGCGCAGGCCGGAGGCTGGCCCCCCACGATAGGGACCGACGTTCCATCAGGG 60
||||||||||||||||||||||||||||||||||||||||||||||||||||||||||||
ATCATTAACGCGCAGGCCGGAGGCTGGCCCCCCACGATAGGGACCGACGTTCCATCAGGG 108

Query 61

GTGAGCAGACGTGCGCCGGCCGTACGCCCCCATTCTTGTCTACCTCACCCGGTTGCCTCG 120
||||||||||||||||||||||||||||||||||||||||||||||||||||||||||||
Sbjct 109 GTGAGCAGACGTGCGCCGGCCGTACGCCCCCATTCTTGTCTACCTCACCCGGTTGCCTCG 168
Query 121 GCGGGCCGCGCTCCCCCTGCCAGGGAGAGCCGTCCGGCGGGCCCCTTCTGGGAGCCTCGA 180
||||||||||||||||||||||||||||||||||||||||||||||||||||||||||||
Sbjct 169 GCGGGCCGCGCTCCCCCTGCCAGGGAGAGCCGTCCGGCGGGCCCCTTCTGGGAGCCTCGA 228
Query 181 GCCGGACCGCGCCCGCCGGAGGACAGACACCAAGAAAAAATTCTCTGAAGAGCTGTCAGT 240
||||||||||||||||||||||||||||||||||||||||||||||||||||||||||||
Sbjct 229 GCCGGACCGCGCCCGCCGGAGGACAGACACCAAGAAAAAATTCTCTGAAGAGCTGTCAGT 288
Query 241 CTGAGCGTTTAGCAAGCACAATCAGTTAAAACTTTCAACAACGGATCTCTTGGTTCCGGC 300
||||||||||||||||||||||||||||||||||||||||||||||||||||||||||||
Sbjct 289 CTGAGCGTTTAGCAAGCACAATCAGTTAAAACTTTCAACAACGGATCTCTTGGTTCCGGC 348
Query 301 ATCGATGAAGAACGCAGCGAAATGCGATAAGTAATGTGAATTGCAGAATTCCGTGAATCA 360
||||||||||||||||||||||||||||||||||||||||||||||||||||||||||||
Sbjct 349 ATCGATGAAGAACGCAGCGAAATGCGATAAGTAATGTGAATTGCAGAATTCCGTGAATCA 408
Query 361 TCGAATCTTTGAACGCACATTGCGCCCTCTGGCATTCCGGGGGGCATGCCTGTTCGAGCG 420
||||||||||||||||||||||||||||||||||||||||||||||||||||||||||||
Sbjct 409 TCGAATCTTTGAACGCACATTGCGCCCTCTGGCATTCCGGGGGGCATGCCTGTTCGAGCG 468
Query 421 TCATTTCAACCCCTCAAGCCCGGCTTGTGTGATGGACGACCGTCCGGCCCCTCCCTTCGG 480
||||||||||||||||||||||||||||||||||||||||||||||||||||||||||||
Sbjct 469 TCATTTCAACCCCTCAAGCCCGGCTTGTGTGATGGACGACCGTCCGGCCCCTCCCTTCGG 528
Query 481 GGGCGGGACGCGCCCGAAAAGCAGTGGCCAGGCCGCGATTCCGGCTTCCTAGGCGAATGG 540
||||||||||||||||||||||||||||||||||||||||||||||||||||||||||||
Sbjct 529 GGGCGGGACGCGCCCGAAAAGCAGTGGCCAGGCCGCGATTCCGGCTTCCTAGGCGAATGG 588
Query 541 GCAGCC 546
||||||
Sbjct 589 GCAGCC 594
Fig. 4. Alignment of ITS sequences of the sample from the patient. The sequences of ITS region of clinical sample
was 100% match to that of Trichophyton rubrum strain UZ1588_14 (GenBank accession number KP32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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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 verrucosum에 의한 백선종창을 처음으로 보

균사가 풍부하며 작은 눈물방울 모양 내지는 쐐

고한 이후에 점차 그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 모양의 소생분자가 균사의 양 옆으로 배열되

외에도 T. violaceum, T. tonsurans, T. mentagrophytes

는 특징을 보인다1. 본 증례에서는 병변부에서 시

2-4,8

. T. rubrum은 사람

가 국내에서도 보고되었다

행한 KOH 검사에서 균사가 관찰되었으며 사부로

친화성 진균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

배지에서 2주간 실온 배양했을 때 융기된 솜털

고 있으며, 머리백선 이외의 몸백선, 샅백선, 손백

모양의 균집락이 보였고, 이 집락을 슬라이드 배

선, 발백선, 손발톱백선과 같은 다른 표재성 진균

양표본으로 만들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눈물방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이다. 그러나 T.

울 모양의 소생분자가 관찰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rubrum이 머리백선의 원인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병리조직 검사상 H&E 및 PAS 염색으로 모간 주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

위에서 균사와 포자를 잘 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

5,9,10

며

, T. rubrum에 의한 백선종창도 국내 피부과

로 원인균의 동정은 형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11

문헌에서는 Kim 등 이 처음 1예를 처음 보고한

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2-4,12-15

이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신체의

정확한 동정은 형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한정된 부위와 지리적인 편재를 보이는 이유는

이루어졌으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유전학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지

동정을 위해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에

만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16.

비해 분자생물학적 동정은 소요시간이 적으며 정

백선종창은 사춘기 이후 연령에서는 잘 발생하

확도가 높아 진균 동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20. 본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춘기 이후에는 피

증례에서는 환자의 배양된 균집락으로부터 DNA

지 분비의 양적인 증가 및 질적인 변화에 의해

를 분리하여 진균핵 내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

항진균 효과를 갖는 두부 지방산의 정균 작용이

(ITS) 부위의 염기서열을 얻은 후 BLAST를 이용

활성화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또한

하여 GenBank에 있는 T. rubrum stain UZ1588_14

사춘기 이전에는 미숙했던 면역학적 체계가 사춘

(GenBank accession number KP326579.1)의 ITS 부

기를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의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과 100% 일치하여 T.

17

고 한다 .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오남용,

rubrum으로 최종 동정하였다.

당뇨, 면역억제제의 투여 등으로 성인에서 백선종

본 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별해야 할 질환으

창의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여전

로는 절종증, 농가진, 탈모성모낭염증이 있으며,

히 사춘기 이전의 소아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보

반흔을 남긴 뒤에는 원판상홍반성루푸스, 모공성

2-4

고된다 . 성인에서는 면역기능이 억제되어 있거

편평태선, 가성원형탈모증, 방사선피부염 등과도

나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감별이 필요하다1. 본 증은 임상적으로 모발이 쉽

이 주로 보고되어 왔다17-19. 본 증례에서도 72세

게 탈락되는 점과 KOH 검사와 진균 배양으로 상

여성으로 스테로이드 제제 장기복용이나 면역억

기질환들과 감별할 수 있었다.

제제 투여 등의 과거력은 없었으나 폐경기에 따

치료로는 항진균제의 경구복용과 함께 염증반

른 체내 호르몬 대사 영향으로 머리 지방산의 분

응에 의한 반흔이나 영구 탈모를 줄이기 위해 코

비 저하가 유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르티코스테로이드호르몬과 항생제를 같이 투여하

진단은 병변부의 KOH 검사와 진균 배양으로

기도 한다1. 항진균제로 griseofulvin이 주로 사용

이루어지며 조직생검상 모발 주머니 주위의 심한

되었으나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고 저항균주의 발

염증세포 침윤과 모발줄기 주위의 균사를 관찰할

생을 줄일 수 있는 itraconazole과 terbinafine 등이

수 있다. T. rubrum은 배양 배지의 자홍색 또는 포

이용되고 있다1. 본 증례는 itraconazole 200 mg을

도주 빛의 착색을 보일 수 있으며, 현미경 검사상

3개월 투여하였다. 치료시작 1달 째 병변부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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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통증의 현저한 호전을 보였다. 이후 2개월간

9. Schwinn A, Ebert J, Brocker EB. Frequency of Tri-

치료를 지속하여 탈모를 포함한 모든 증상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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