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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Multiple Primary Cutaneous Mucormycosis Caused by
Cunninghamella Species
Jeong Nan Kang1, Do Hyeong Kim1, So Hee Park1, Jung Eun Seol1,
Hyojin Kim1† and Jeong Hwan Shin2,3
Department of Dermatology1, Busan Paik Hospital,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2,
Paik Institue for Clinical Research3,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A 71-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erythematous ulcerative patches on her right cheek, chest and
right upper arm. She admitted to neurosurgery intensive care unit (NSICU) with mental change related
to intracerebral hemorrhage. She had no underlying disease. Histopathologic examination of her right
upper arm showed multiple non-septated broad hyphae with right-angled branching in dermis. She was
diagnosed as primary cutaneous mucormycosis. The fungal culture demonstrated Cunninghamella species.
We postulated that mucormycosis occurred after inoculation of fungi following fall down trauma.
Mucormycosis, which commonly affects immunocompromised patient, is a rare fungal infection caused
by the order Mucorales. Cutaneous mucormycosis is caused either by direct inoculation of fungal spores
or by hematologic spread from another primary source. Clinical manifestations are various from indolent
ulceration to rapidly progressive necrosis. Mucormycosis can be diagnosed based on the histologic findings
and the fungal culture. Mucormycosis by Cunninghamella species have been increasingly reported, but
most of them are pulmonary mucormycosi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Herein, we report a rare
case of multiple primary cutaneous mucormycosis caused by Cunninghamella species in a patient without
underlying disease. [Korean J Med Mycol 2016; 21(4):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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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동측 엉덩이와 허벅지에 찰과상이 관찰된

서

론

다는 점에서 낙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었다.

털진균증은 Mucorales 목에 의한 드문 진균 감

검사 소견: 혈액검사 상 호중구(12,591/mm3)의

염증으로,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장기이식

중등도 증가, C-reactive protein (4.99 mg/dL) 및

1

자, 혈액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서 호발한다 . 혈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57 mm/hr)의 증가가

관침범으로 연부조직 파괴와 급속한 진행을 보이

관찰되었고, 간 및 신기능 검사, 혈당검사에서는

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원발성 피부털진균증은

정상범위를 보였다. 혈액배양검사에서는 Acineto-

털진균증의 드문 형태로, 일반적인 양상으로는 진

bacter baumanii가 배양되었고, 경기관흡인 배양검

균 포자의 접종 이후로 발생하는 단발성의 괴사

사에서는 Serratia marcescens가 배양되었다. 뇌척

1

성 출혈 궤양을 보인다 .

수액 성상분석은 정상 소견을 보였고, 뇌척수액

Cunninghamella 속 진균에 의한 털진균증은 드물
게 보고되며, 이 중 대부분은 폐 털진균증으로 원

배양검사에서 세균도 관찰되지 않았다. 소변검사
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발성 피부털진균증은 매우 드물다. Cunninghamella

방사선학적 소견: 흉부 X선 검사에서는 특이

속 진균에 의한 원발성 피부털진균증은 현재까지

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두개 CT 사진에서는 체

총 4례2-5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면역저하자

외뇌실배액술이 시행된 상태로, 좌측 기저핵과 좌

에서 발생한 증례이다. 저자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측 시상에 뇌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었

71세 환자에서 Cunninghamella 속에 의해 우측 볼,

다. 입원 당시 시행한 고해상도 흉부 CT에서는

흉부 및 우측 팔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원발성 피

우상엽 폐에 다수의 중심소엽 결절과 양측 폐의

부털진균증 1예를 경험하고, 이를 드문 증례로 생

미만성 기관지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다.

각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병리조직학적 소견: 우측 팔 병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상 H&E 염색에서 표피로 궤양, 딱지,

증

례

표피내 미세농양 및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진
피 내에서는 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윤된 호

환 자: 전 OO, 71세, 여자

중구, 조직구 및 다핵거대세포로 구성된 육아종성

주 소: 우측 볼, 흉부 및 우측 팔에 발생한 홍

염증반응이 관찰되고, 90도의 분지를 보이며 얇은
벽을 가지는 균사가 다수 관찰되었다(Fig. 2).

반 궤양성 반
현병력: 환자는 내원 2주 전 의식을 잃고 쓰러

진균학적 소견: 우측 팔 병변 피부 생검조직을

진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였

25℃에서 Sabourauds dextrose agar에 배양한 결과

으며, 두개내 출혈 진단 하에 신경외과적인 응급

배양 5일 째 빠르게 성장하는 흰색의 솜털 모양

수술 시행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신경외과 중환자

집락이 배지 표면을 뒤덮는 소견을 보였으며, 배

실 입원중이었다. 피부 병변은 입원 10일째에 협

지의 뒷면은 황색을 띠었다(Fig. 3A, 3B). 집락 일

진 의뢰되었고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지 못하였다.

부를 채취하여 lactophenol cotton blue 염색을 통해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곧은 분지형의 포자낭병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sporangiophore)이 관찰되고 말단부가 부푼 작은

이학적 소견: 피부 소견 외에 우측 허벅지에 찰

이(denticle) 모양의 잔물집(terminal vesicle)을 보였

과상이 관찰되었다.

다. 이 부위에서 난원형의 단세포의 포자낭 포자

피부 소견: 우측 볼, 흉부 및 우측 팔에 홍반

(sporangiospore)가 다수 발달되어 있었다(Fig. 3C).

궤양성 반이 관찰되었고 괴사딱지가 동반되었다

분자생물학적 검사: 배양된 균집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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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rythematous patches with ulcer and necrotic tissues were observed on the right cheek (A, B), chest (C, D)
and right upper arm (E, F).

DNeasy® Plant Mini Kit (Qiagen)를 이용하여 균

고

D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DNA는 D1 (F) (5'-

찰

GCATATCAATAAGCGGAGGAAAAG-3'), D2 (R)
(5'-GGTCCGTGTTTCAAGACGG-3') primer를 사

털진균증은 Mucorales 목에 속한 진균에 의한

용하여 28S rRNA gene을 증폭한 후 ABI PRISM®

드문 혈관 침습성(angioinvasive) 감염증이다6. 임상

3130 Genetic Analyzer (Life Technologies)를 이용하

형에 따라 비뇌형, 호흡기형, 파종형, 피부형, 위

여 얻어진 염기서열을 NCBI BLAST에서 Cun-

장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5가지 모두 면역저

ninghamella (C.) bertholletiae, C. elegans의 염기서

하자에게 더 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7,8. 이 중 피

열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모두와 100% 일치하여

부털진균증은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드문

Cunninghamella 속으로 동정되었다(Fig. 4).

아형으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진균 포자의 접종으

치료 및 경과: 피부털진균증으로 확진된 후

로 발생하거나, 다른 일차병소, 특히 폐로부터 혈

괴사조직제거술과 함께 amphotericin B를 매일

행성 전파를 통해 감염이 발생한다9. 원발성 피부

50 mg 정맥 내로 주사하였으며 피부 병변 호전되

털진균증은 피부 외상력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으

던 중 신경외과적인 보존적 치료를 위해 타병원

며, 그 외에도 화상, 수술, 수술부목, 혈관 및 근

으로 전원되었다.

육주사, 조직검사, 문신, 곤충물림, 과도한 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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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Histologic examination revealed ulcer and necrosis of epidermis and dense inflammatory infiltration in the
dermis (H&E, ×40). (B) High-powered view of specimen showed multiple large, nonseptated, broad hyphae with rightangled branching (H&E, ×200).

Fig. 3. (A) Cottony to wooly whitish colonies were observed on Sabouraud dextrose agar after incubation for 5 days
at 25℃. (B) The colonies are yellowish in color on the reverse side. (C) Lactophenol cotton-blue wet mounts showed
erect, branching sporangiophores ending in swollen vesicles from which several one-celled, globose to ovoid sporangiola
developed (lactophenol cotton-blue stain ×200).

부착밴드 등이 모두 유발사건이 될 수 있다7,10. 공

복용을 들 수 있으며12, 일부 문헌에서는 원발성

통 분모는 피부 보호장벽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

피부털진균증 환자의 5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

이며, 잇따라 일어나는 진균 포자의 접종으로 원

다고 언급한다13. 본 증례는 기저질환이 없는 환

발성 피부털진균증이 발생하게 된다7. 한 문헌에

자에서 낙상으로 인해 다수의 외상 부위에 피부

서는 피부털진균증 증례의 선행요인으로 34%에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 관통상이 있었고, 드레싱 15%, 수술 15%, 화

원발성 피부털진균증은 표재형 또는 괴사형의

상 6%, 자동차 사고와 낙상이 각각 3%였다고 보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다14. 이 중 표재형 감염증

고하고 있다11. 피부털진균증의 전신 위험요인으

은 점진적인 발병과 느린 진행을 보이는 것이 특

로는 당뇨병, 악성종양, 백혈구감소증, 면역억제제

징으로, 조직검사에서 심부조직 혹은 혈관 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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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1
Sbjct 935
Query 61
Sbjct 995

AAGCTCAAAGTTGGAACCTGGTAGGCATAGCTTACCCGGATTGTAAACTAAAGTTTTCGA 60
||||||||||||||||||||||||||||||||||||||||||||||||||||||||||||
AAGCTCAAAGTTGGAACCTGGTAGGCATAGCTTACCCGGATTGTAAACTAAAGTTTTCGA 994
GTCGTTTAGTCAGCCAGGTAAATAAGTCCTCTGGAAAGGGGCGACATAGAGGGTGAAATC 120
||||||||||||||||||||||||||||||||||||||||||||||||||||||||||||
GTCGTTTAGTCAGCCAGGTAAATAAGTCCTCTGGAAAGGGGCGACATAGAGGGTGAAATC 1054

Query 121

CCCGTCTTTGGCCTGAGTTTTGATTAGGCGTTTGGCTTGGAAACGAAGAGTCAGGTTGTT 180
||||||||||||||||||||||||||||||||||||||||||||||||||||||||||||
Sbjct 1055 CCCGTCTTTGGCCTGAGTTTTGATTAGGCGTTTGGCTTGGAAACGAAGAGTCAGGTTGTT 1114
Query 181

TGGGAATGCAGCCTAAAATGGGAGGTAAATCTCTCCTAAAGCTAAATATTGACGAAAGAC 240
||||||||||||||||||||||||||||||||||||||||||||||||||||||||||||
Sbjct 1115 TGGGAATGCAGCCTAAAATGGGAGGTAAATCTCTCCTAAAGCTAAATATTGACGAAAGAC 1174
Query 241

CGATAGCGAACAAGTACCGTGAGGGAAAGATGAAAAGCACTTTGAAAAGAGGGTCAAAAA 300
||||||||||||||||||||||||||||||||||||||||||||||||||||||||||||
Sbjct 1175 CGATAGCGAACAAGTACCGTGAGGGAAAGATGAAAAGCACTTTGAAAAGAGGGTCAAAAA 1234
Query 301

GTACGTGAAATTGCTGAAAGGGAACCGTATGAAATCAGATCTACTGGTAGGTAATCAATC 360
||||||||||||||||||||||||||||||||||||||||||||||||||||||||||||
Sbjct 1235 GTACGTGAAATTGCTGAAAGGGAACCGTATGAAATCAGATCTACTGGTAGGTAATCAATC 1294
Query 361

TTTCCTTTGGGAAGGATGCACTTGCCTACTATGTATGCCAGCGACATTTTGGTTGGGAGG 420
||||||||||||||||||||||||||||||||||||||||||||||||||||||||||||
Sbjct 1295 TTTCCTTTGGGAAGGATGCACTTGCCTACTATGTATGCCAGCGACATTTTGGTTGGGAGG 1354
Query 421

aaaaaaaTAAAGGAAATGTAGCTTAGGTTTCGGCTTAGGTGTTATAGTCCTTTATAAAAT 480
||||||||||||||||||||||||||||||||||||||||||||||||||||||||||||
Sbjct 1355 AAAAAAATAAAGGAAATGTAGCTTAGGTTTCGGCTTAGGTGTTATAGTCCTTTATAAAAT 1414
Query 481

ACTCTCGGCTGGAATGAGGAACGCAGCAAACCGTAAGGCGAAGATTTCAGGCGCTTAGAG 540
||||||||||||||||||||||||||||||||||||||||||||||||||||||||||||
Sbjct 1415 ACTCTCGGCTGGAATGAGGAACGCAGCAAACCGTAAGGCGAAGATTTCAGGCGCTTAGAG 1474
Query 541

GGAATAATTAGAGAATTTCTGCTTCGGGTGGTGCTTTGATTATTACCTTTAACACGCTTG 600
||||||||||||||||||||||||||||||||||||||||||||||||||||||||||||
Sbjct 1475 GGAATAATTAGAGAATTTCTGCTTCGGGTGGTGCTTTGATTATTACCTTTAACACGCTTG 1534
Query 601

GAGT 604
||||
Sbjct 1535 GAGT 1538
Fig. 4. Alignment of D1 and D2 sequences of the sample patient was as above. The sequence of D1 and D2 of clinical
samples were 100% match to that of Cunninghamella bertholletiae strain ATCC 42115 (GenBank accession number
FJ345351) and C. elegans strain NRRL28624 (GenBank accession number AF11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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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고 발열 등의 전신증상을 보이지 않

성 피부털진균증은 해외문헌에서는 4례2-5가 보고

는다7. 피부 병변은 고름물집(pustules)으로 관찰되

되었으나 국내문헌에는 보고가 없다. Cunningha-

3

며 궤양이나 가피 형성은 드물다 . 대부분 무통성

mella 속에 의한 이전 보고들은 각각 당뇨병 환자,

이며, 치료는 항진균제의 전신투여 없이 국소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 신장이식환자, 당뇨

괴사조직제거술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7.

병 및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로 모두 면역저하

괴사형 감염증은 빠른 발병과 급속한 진행이

자에게 발생하였으나 본 증례는 면역억제제 등의

특징적이다. 유발사건 48~72시간 후 홍반성 반

복용력이 없고 특이 기저질환이 없다는 점에서

8

이 나타나며 , 다수의 홍반성 반이 빠르게 융합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하면서 궤양과 가피를 형성하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Cunninghamella 속 진균에 의해 발생한

다7. 병변은 계속해서 넓어지며, 하부 피부 구조물

다발성 원발성 피부털진균증을 경험하고 드문 증

의 경화를 유발한다7. 혈관 침습과 그에 따른 조

례로 생각되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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