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주 등: 백반증 환자의 표피이식 부위에 발생한 표재성 칸디다 감염

대한의진균학회지 제 5권 제 4호 2000

증례 보고

백반증 환자의 표피이식 부위에 발생한 표재성 칸디다 감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하 동 주·이 무 형
=Abstract=

Superficial Candidal Infection Occurred on the Site of Epidermal Transplantation
Dong Ju Ha and Mu Hyoung Lee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An epidermal grafting using the top of suction blister has been used successfully for the treatment of
depigmented skin, such as vitiligo, achromic areas after dermabrasion, and burns.
A 9-year-old girl showed the delayed wound healing of epidermal grafting site for the treatment of
vitiligo on popliteal fossa. Direct microscopic examination (KOH) from the wound showed numerous
hyphae. Fungus culture and germ tube test confirmed Candida albicans from the wound surface. The
wound healed by antifungal treatment, leaving scar. [Kor J Med Mycol 5(4): 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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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수포 표피를 이용한 표피이식은 백반증, 박
피술 (dermabrasion) 및 화상 등에 의한 탈색소 병
변의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1. 흡입수포
표피이식의 부작용으로는 과색소침착, 비후성 반흔,
주변부 저색소침착증, 쾨브너현상 등이 주로 보고
되어 있다2. 저자들은 9세 여아의 백반증 치료로서
흡입수포 표피이식을 시행한 수혜부에서 발생한 표
재성 칸디다 감염 1예를 경험하고 보고한다.

증

례

환 자: 김○○, 9세, 여아
주 소: 표피이식술 후 수혜부인 좌측 슬와부의
지연된 창상 치유
현병력: 환자는 내원 약 2년 전 발생한 좌측 슬
와부의 백반증을 개인의원에서 국소 스테로이드제
†

제 도포로 6개월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피
부이식술을 권유받고 내원하였다. 환자의 백반증
병변에 대하여 흡입수포 표피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하복부의 공여부에서 분리한 흡입수포를 수혜부에
이식 후 Sofratulle 로 덮고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
후 멸균적 방법으로 수술부위를 덮었다. 항생제 경
구요법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14일째까지 수혜부
의 창상 치유는 지연되었고 자각증상은 없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피부 병변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음.
피부소견: 표피이식 수혜부인 좌측 슬와부에 두
꺼운 백색 내지 황색의 습윤한 조직파편으로 덮인
1.5×1.5 cm 크기의 무통성 표재성 궤양이 있었으며
주변부는 홍반성 반으로 융기된 불명확한 경계를
나타냈다 (Fig. 1).
검사소견: 일반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신
장기능검사에서 정상 또는 음성소견을 보였다. 습
윤한 조직파편 및 창상 기저부에서 시행한 KOH
도말검사에서 많은 수의 균사가 관찰되었다.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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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unhealed wound with yellowish oozy crust
4 weeks after the procedure of epidermal grafting.

Fig. 2. The formation of germ tubes in human serum
after 2 hours' incubation at 37℃ (×400).

배양검사에서 표면이 윤기있는 크림형태의 우윳빛
집락이 관찰되었고, 발아관 시험 (germ tube test)에
서 발아관이 관찰되어 (Fig. 2) Candida albicans로
동정되었다. 세균배양검사는 음성이었다.
치료 및 경과: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으로 표재성
칸디다증으로 진단하고 2주간의 itraconazole 1일
150 mg 경구투여와 1% terbinafin 크림 국소도포로
치료하여 병변은 반흔을 남기며 치료되었다.

장관, 여성의 질에 상재하는 정상 균총이며 때로 정
상인의 피부에도 존재한다. 분리되는 균주의 대부
분은 C. albicans이며 피부에서는 C. parapsilosis나
C. guilliermondii가 C. albicans 보다 많은 빈도로 분
리된다4. C. albicans는 표재성 칸디다증의 가장 흔
한 원인 균종으로서 효모감염의 85~90%가 이 균에
의한다7. 이 증례에서는 병변부에서 시행한 KOH
도말검사, 진균배양검사 및 발아관 시험을 통하여
C. albicans가 동정되었다.
표재성 칸디다증의 발병기전에는 균주의 병원성,
상피에 대한 부착성 및 침습도, 숙주의 방어기전이
관여한다3. 이 질환의 유발요인은 국소적 요인과 전
신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8. 국소적 유발요인 중
표피장벽의 파괴, 국소 항균제 및 장기간의 밀폐가
중요하다5. 이 중 장기간의 밀폐가 가장 중요한 요
소로 Maibach과 Kligman9은 상표피접종 (epicutaneous inoculation) 후 표피밀폐만으로 C. albicans가
36~72시간 이내에 전형적인 각질하 홍반성 농포를
발생시킴을 확인하였다. 이 증례의 유발요인은 백
반증의 치료로 이용된 스테로이드 국소도포에 의한
병변부의 면역기능억제와 표피이식술에 의한 표피
장벽의 파괴, 국소 항균제를 포함한 1주간의 밀폐
드레싱으로 생각된다.
표재성 칸디다증의 임상양상은 병변위치에 따라
다양하며 홍반성 반으로 나타나고 표재성 미란, 수
포, 가피, 중심부 및 주변부 위성농포를 동반한다.
창상을 동반한 칸디다 감염의 임상양상은 재상피화
(再上皮化)가 일어나지 않아 창상 치유가 지연되는
것이 특징이며 뚜렷한 염증반응이나 농포가 안 나
타나기도 한다4. 이 증례에서도 표피이식 후 14일
째까지 창상 치유가 지연되었으며 명확한 염증반응

고

찰

표재성 칸디다증은 Candida 속의 진균들에 의한
피부, 조갑, 점막감염으로 주로 숙주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여러 유발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기회
감염이다3. 최근 다양한 항생제 및 면역억제제의 사
용과 항암 화학요법, AIDS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칸디다 감염증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표재성 칸디다증은 구강 칸디다증, 칸디다 구순
염, 칸디다 귀두염 및 외음부질염, 칸디다 간찰진,
칸디다 조갑주위염, 칸디다 조갑진균증, 선천성 피
부칸디다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4. 때로 창상과 동
반하여 칸디다증이 보고되었으나 그 수는 적은 편
이다. Giandoni 등5은 이러한 이유를 일반적으로 영
구적인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는 질환이며 KOH 도
말검사 및 진균배양검사가 빈번히 시행되지 않음으
로 인하여 그 감염 여부가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최근 Weiss 등6의 2만 7명의 창상감
염 환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Candida가 차지하
는 비율이 6.5~7.9%라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주
고 있다.
Candida 속의 진균들은 건강한 사람의 구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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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농포도 관찰할 수 없었다.
백반증의 치료에 표피이식술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진균감염증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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