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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ea Capitis Caused by Microsporum canis Misdiagnosed as
Seborrheic Dermatitis in a 79-Year-Old Woman
Min Woo Park1, Jun Suk Hong1, Moo Kyu Suh1†, Gyoung Yim Ha2,
Tae Jung Jang3 and Jong Soo Choi4
Department of Dermatology1, Laboratory Medicine2 and Pathology3,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4
Microspoum canis is a zoophilic dermatophyte that is often transmitted to humans from cats and dogs.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ative agents in tinea capitis ane kerion celsi. Tinea capitis
is uncommon in an adult. Moreover, tinea capitis caused by Microspoum canis is rare in an elderly. The
location of the lesion and the clinical course of tinea capitis might have led physicians into misdiagnosis
as the seborrheic dermatitis. Therefore, we report this cas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KOH mount
and fungal culture of the skin lesions mimicking seborrheic dermatitis. We report a case of tinea capitis
caused by Microspoum canis in a 79-year-old woman. The lesions were manifested by fine scaly
erythematous patches on the fronto-vertex scalp for 2 weeks. She was diagnosed as seborrheic dermatitis
in local clinic and was treated with topical steroid. However, the lesion was not improved. She kept a
cat as a pet. Culture from biopsy specimen on Sabouraud's dextrose agar showed typical cottony colonies
of Microspoum canis. The nucleotide sequence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 for clinical isolate was
identical to that of Arthroderma otae strain ATCC 23828 (GenBank accession number AY213657). She
was treated with 200 mg of oral itraconazole daily for 12 weeks. The skin lesions improved after treatment,
and recurrence has not been observed. [Korean J Med Mycol 2017; 22(3):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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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머리백선은 모발 주위의 피부와 모낭에 백선균
이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는 피부진균증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백선증 환자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머리백선은 주로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성인에서는 비교적 드

A

물지만 발생하는 경우 폐경기 이후의 고령의 여
성에서 발생한다4-8. 또한 성인에게서 드물게 발생
하기 때문에 지루피부염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5,8. 머리백선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으로는 Microsporum(M.) canis, M. gypseum,
Trichophyton(T.) violaseum, T. mentagrophytes, T.
tonsurans, T. rubrum 등이 있다1. 그 중에 M. canis
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머리백선의 주된 원인균으
로 보고되며 주로 소아에게서 흔하게 나타나고

B

6,9,10

성인에서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

저자들은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M. canis에
의한 머리백선을 고령의 여성에서 경험하고 이는

Fig. 1. (A) Localized, asymptomatic fine scaly erythematous patches on the front-vertex scalp (B) Close
up view of fronto-vertex scalp lesion

드문 예로 임상적으로 지루피부염의 모습을 보일
지라도 좀 더 주의 깊은 관찰 및 조기 진균학적
검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헌고찰과 함께
농포와 같은 염증성 소견은 없었고 일부 탈모반

보고한다.

이 관찰되었다(Fig. 1A, 1B).

증

례

진균학적 소견: 두정부의 피부병변에서 채취한
병모 및 인설로 시행한 KOH 검사상 균사가 관

환 자: 정 OO, 79세, 여자

찰되었으며 Wood 등 검사는 양성이었다. 병변부

주 소: 전두부 및 두정부 두피의 인설성 홍반

위에서 채취한 병모 및 인설을 Sabouraud's dextrose agar에 접종하여 25℃에서 8일간 배양한 결

성 반과 인설
현병력: 내원 2주 전 전두부 및 두정부 두피에

과 노란색의 방사형 균집락과 주위로 넓게 퍼지

경계가 명확한 인설성 홍반성 반과 인설이 발생

는 양상의 흰색 균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배지

한 후 점차 크기가 증가하여 개인의원에서 지루

의 뒷면은 짙은 노란색을 나타내었다(Fig. 2A, 2B).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증상 악화되

또한 이 집락을 슬라이드 배양표본으로 만들어

어 본원 내원하였다.

lactophenol-cotton blue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

과거력 및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찰한 결과 6개 이상의 격벽으로 나누어진 대생분

이학적 소견: 피부 소견 외 특기사항 없음

자와 가시형의 표면이 관찰되어 M. canis로 동정

피부 소견: 전두부 및 두정부 두피에 경계가

하였다(Fig. 2C).

명확한 인설성 홍반성 반과 인설이 관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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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D

Fig. 2. (A) White to light yellowish fluffy colonies on
Sabourand's dextrose agar slant at 25℃ for 8 days (B) Deep
yellow pigmentation on the reverse side (C) Numerous
spindle-shaped, more than six cells in macroconidia with
echinulated surface was shown in slide culture of M. canis
(lactophenol-cotton blue stain, ×400) (D) Many hyphae and
conidia were found around the hair shaft (PAS stain, ×400)

B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환자가 기르고 있는 고

었다.

양이를 관찰하고 진균학적 검사를 시행하지는 못

병리조직학적 소견: 두정부의 병변부위에서 시
행한 피부생검의 periodic acid-Schiff 염색 상 모낭

하였다.
검사 소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와 매독혈청반응 검사, 흉부 X-선 검

주위 각질에서 붉은 균사와 분생자가 관찰되었다
(Fig. 2D).

사, 심전도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 내지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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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DNA를 분리하여 rDNA internal transcribed

있어 애완동물이 전염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spacer (ITS) 부위의 염기서열을 얻은 후 BLAST

생각된다.

를 이용하여 GenBank에 있는 Arthroderma otae

머리백선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후에서는 드

strain ATCC 23828 (GenBank accession number

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 이유는

AY213657)의 ITS 부위의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

사춘기 이후에는 피지분비의 양적인 증가 및 질

과 100% 일치하여 M. canis로 동정하였다

적인 변화에 의해 항진균 효과를 갖는 머리 지방

치료 및 경과: 1일 itraconazole 200 mg을 경구

산의 정균작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투여하고 sertaconazole의 국소도포로 치료를 시작

생각되며, 또한 사춘기 이전에는 완전히 발달하지

하였으며 이후 12주간 치료를 지속하여 모든 증

않은 국소 및 전신적인 면역학적 체계가 사춘기

상이 호전되었으며 탈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를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

6개월 동안 외래 추적관찰 하였으나 재발 소견은

다11,14.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제제의 오 · 남용, 당뇨,

없었다.

면역억제제의 투여 등의 면역저하 상태가 증가함
에 따라 성인에서 머리백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찰

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춘기 이전의 소아에서 발
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6,10,12,13. 성인에서 발생하

머리백선은 두피와 모발에 피부사상균이 침범
1-3

는 경우에는 주로 국소 혹은 전신적인 면역기능

하여 발생하는 표재성 진균증이다 . 주로 성인보

이 억제되어 있거나 피지분비가 감소하는 폐경기

다는 소아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성인에게서 머리

이후 고령의 여성들의 경우가 주로 보고되었다8,11.

백선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으로 오인될 가능

본 증례에서도 79세 여성으로 스테로이드제제 장

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또한 당뇨,

기복용이나 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과거력은 없었

전신홍반루푸스, 장기 이식 및 면역억제제 복용

으나 폐경기에 따른 체내 호르몬 대사 영향으로

등과 같은 면역저하 상태에서는 성인에서도 발생

머리 지방산의 분비 감소로 인하여 정균작용 감

할 수 있고, 주거지의 위생이 좋지 않고, 사회 경

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백선은 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균이 침범한

제적 여건이 나쁜 곳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
다5,7,11.

모발이 윤택을 잃고 쉽게 빠지거나 뽑히는 것이

국내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M. fer-

특징이며 원형 또는 타원형의 병변을 나타내고,

rugineum이 주 원인균이었으나 M. canis가 1970년

인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1-3. 일부에서 심한

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머리백

염증이 발생하여 모낭염을 일으켜 고름물집을 형

6,10,12,13

. M. canis는 동

성하며 서로 융합되어 고름집을 형성하는 백선종

물 친화성 진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축이나 집

창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가 늦어지거나

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사

방치되며 영구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치료가 필수적이다1-3,15.

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1,2.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국내에서 M. canis에

성인에서 머리백선이 발생한 경우 지루피부염,

의한 머리백선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건선, 원형탈모증, 농가진, 원판상홍반성루푸스 등

수준의 향상과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나아지면서

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며 이때에는

M. ferrugineum은 감소하였으나, 애완 동물을 기르

임상적 소견, KOH 검사 및 진균배양 등으로 쉽게

는 가구의 증가로 인한 생활 환경 변화 때문인

감별하여 진단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

6,8,12,13

.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집

적 동정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소요시간으

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접촉한 과거력을 가지고

로 정확도 높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3,7,16,17. 또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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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mes WD, Berger TG, Elston DM. Andrew'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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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kin. 12th ed. Elsevier, Inc. 2016:285-318

을 보이고 뒷면에는 진황색 빛의 착색을 보일 수
있으며, 현미경 검사상 결과 6개 이상의 격벽으로

3. Ann HH, Park SD, Kim KM, Park CJ, Kim HW, Kim

나누어진 대생분자와 가시형의 표면을 보이는 특

JP, et al. Dermatomycosis. In: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editors. Textbook of dermatology, 6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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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가지고 있다 . 본 증례에서도 동일한 진균

Seoul: Korean medical books, 2014:3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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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21

증반응이 있는 경우 이 때문에 반흔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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