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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rty P. acnes were isolated from the 30 acne patients who visited some skin care shops from Feburary of
2001 to August of 2001. They were identified by morphological features (gram stain), biochemical properties. Only P. acne
strains are isolated among Propionibacteria sp. and biochemical properities of P. acnes were not different from P. acnes
ATCC 11827 strain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e biotyping was as follow: twenty three strains of biotype I from come-
done, 1 strain of biotype II from pauple, 5 strains of biotype III from pauple and pustule, and 1 strain of biotype IV from
pauple were isolat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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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드름은 모피지낭(pilosebaceous follicles)의 만성 염증성질

환으로 주로 12~15세에 많이 발명하며, 이 시기의 85%가 여

드름을 경험한다(김문주, 2000). 그러나 여드름은 일반인에게

너무나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경미한 피부 병변이 있

는 경우, 생리적인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드름은

때에 따라서 2차 감염에 의한 농포 형성뿐만 아니라 치유 후

에도 반흔이 형성되기도 하고, 중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도 하여, 환자의 정신상태와 대인 관계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에 반흔이 존재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김현주 외, 1998; 전

장원·김중환, 1982).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모피지선의 단위가 가장 밀집되어 있

는 얼굴, 가슴 등에 호발한다. 피부에 300만개 이상이나 되는

피지선에서 모공을 통하여 많은 양의 피지를 모공 밖으로 분비

되는데, 안드로겐등에 의한 피지생성의 촉진과 비정상적인 모

낭의 정체 과각화, 피지분비의 증가, 모낭내에 상주하는 세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성진하, 1999)의 증식으로 인한 지

방분해산물인 지방산과 글리세롤중 지방산 유리에 의한 모낭벽

의 자극과 화학주성(Chemoattractant)의 역할 등 여러 인자의

상호작용으로 모낭내 염증반응이 진행된다(Strauss·Kligman,

1960). 

피지선에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요인으로는 선천적으로 피

지를 많이 분비하는 유전형인 경우 안드로겐에 의한 피지선의

반응정도가 다른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Higaki et al., 2000),

사춘기가 되면 피지선의 피지 생성능력이 커지는 경우도 역시

안드로겐에 의한 피지 생성능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며(Harris

et al., 1983; Mills·Kligman, 1983; Pierard-Franchimont et al.,

1991),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

비되며, 코티솔이 부신에서 만들어질 때 안드로겐도 같이 만들

어져 피지가 많이 생성 및 분비되고 월경의 경우 생리 1주일

전쯤에 혈중에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증가하며, 임신의 경우

이 기간 중에 임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이

촉진되어, 이 호르몬에 의해 피지분비가 가촉진된다

(Mugglestone·Rhodes, 1982; Peck, 1979). 

모공을 막아 여드름으로 이어지는 요인들로는 안드로겐에 의

한 피지선 자극에 의한 피지을 과다생성 및 피부의 각화현상

촉진작용으로 모공안쪽의 각질층을 막음으로서 여드름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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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며, 모공 둘레나 모낭의 누두부에 주로 서식하는 프로피

오니박테리움 아크네(P. acnes)는 피지를 주 영양원으로 하므로,

이 균은 피지의 주성분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분해하여 지방산

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며, 이때 생성된 유리 지방산은 피부에 심

한 자극을 주어 모낭벽이나 모공주위의 세포에 염증을 일으킨

다. 또한 이 균에 의해 자극을 받은 상피세포는 각질세포 생성

능이 증가하여 정체 과각화가 이루어져 여드름 형성 초기단계

인 미세면포를 형성하며, 계속해서 각질과 피지가 분해됨으로

모낭벽이 얇아지고, P. acnes를 탐식한 백혈구가 분비하는 가수

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 모낭벽이 파열되고 모근 내용물이 진

피내로 유리되어 염증반응이 가속화된다(안성구 외, 1993; 정

해윤·지선영, 1997; Fitzpatrick et al., 1999; Puhvel·Sakamote,

1977). 이외에도 모낭충에 감염이나, 화장품이 모공을 막아 피

지가 모낭에 뭉쳐지거나, 약물등에 의해서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김낙인, 1991; 김주덕 외, 1997).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 (comedones)는 모낭상피의 과각

화로 인하여 각질과 피지가 정체되어 입구가 열려있는 개방면

포(open comedones)(Puhvel·Amirian, 1996)와 입구가 닫혀있는

폐쇄면포(closed comedones)가 있으며, 폐쇄면포는 흰색을 띄며,

개방면포는 멜라닌의 침착으로 검은색을 띤다. 면포가 오래되

면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의 정도에 따라 구진, 농포, 결

절 등이 형성되며, 이 중 어느 한 형태가 주로 되어있는 경우

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형태의 발진이 섞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진행되면서 색소 침착, 또는 점상의 반흔이

형성될 수도 있으며, 여드름 자체는 가렵다거나 아픈 증상은 없

으나, 자극을 받으면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깊게 퍼지면 통증이

올 수 있다. Fulton의 여드름의 형태적 분류법(Fulton·Black,

1983; Russel, 2000)에 따르면, 1등급은 흑두 여드름과 백두

여드름으로 구성된 가장 상태가 양호한 등급이고, 2등급은 흑

두 여드름이 변하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져 얼굴을 뒤덮고 있는

백두 여드름 집단을 가진 상태를 말하며, 이런 경우를 성숙 정

지 여드름(maturation arrest acne)이라고 한다. 3등급은 전문가나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등급으로 주로 구진 여드름과 농포로 구

성되어 있고, 백두 여드름이 약간씩이 있는 상태이며, 거의 모든

형태의 여드름을 다 가지고 있으며, 구진, 농포속절 여드름 및

가장 심한 여드름인 낭포(cyst) 여드름이 주로 분포하며, 이들 여

드름 중에서도 흑두와 백두 여드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이

다. 

여드름의 관리와 치료의 목적은 반흔의 생성을 방지하며, 통

증부위를 최소화하며, 심리적인 위축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데 있다(Puhvel· Amirian, 1996). 여드름 치료의 방향은 모

낭세포의 비정상적인 각화의 완화, 피지분비 증가의 정상화, 프

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의 과잉증식 억제 및 염증반응의 감소

를 목적으로 진행된다(Fulton·Black, 1983). 1등급의 흑두 여

드름과 백두 여드름등의 경증 여드름에는 환부 도포약제

(Topical treatment drug)를(Russel, 2000) 주로 사용하는데

Benzoyl peroxide와 Sulfur복합제, Sulfur와 Retinol 복합제등이

많이 이용되며, Benzoyl peroxide의 경우의 P. acne의 살균효

과가 뛰어나고, Sulfur 복합제는 백두와 흑두를 제거하는데 효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Bojar et al., 1995). 2등급과 3등

급의 성숙 정지 여드름 (maturation arrest acne)의 경우 환부

도포약제와 구강복용약이 동시에 이용되며, Benzoyl peroxide,

Clindamycin phosphate, Erythromycin, Tetracycline, Tretinoin

등이 주요 사용약제이다. 경구용 항생제로는 Tetracycline,

Minocycline, Doxycycline, Erythromycin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나, 항생제에 대한 P. acnes의 내성획득으로 인해 치료의 어려

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ligman et al.,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인의 여드름 피부로부터 여드름

환부 일부를 채취하여, 이들 시료로부터 P. acnes 균을 분리,

동정하고 이들 균주들의 생화학적특징 및 생물형의 분리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여 여드름의 보다효율적인 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균원 시료 및 표준 균주

여드름 시료는 2001년 2월부터 8월까지 피부 미용실을 방문

하는 남자 5명, 여자 25명 등 여드름피부를 가진 30명을 대상

으로, 얼굴 부위의 여드름 환부 일부를 압출하여 채취하였다

(Table 1).

2.2. P. acnes 균의 분리 및 동정

균의 배양과 분리는 Marshall 등의 방법에(Marshall et al.,

1987) 따라 실시하였다. 시료를 Brain Heart Infusion Broth(Difco,

Sparks, MD, USA)를 약간 변형하여, Brain Heart Infusion

Broth에 glucose 0.3%를 첨가한(BHIg) 액체배지(Table 2)에 접

종하여 파라핀 오일을 중층하고, 혐기성 배양기(candle jar)에

넣은 후 37
o
C, 10% CO2 배양기 에서 7일간 배양하였다. 탁

도(turbidity)의 유무에 따라 균증식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탁도

가 나타나는 배지를 대상으로 BHIg agar plate에 획선한 후

평판배지를 혐기성 배양기(candle jar)에 넣고 37
o
C, 10%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평판에서 순수하게 분리된 집락을 선

별한 후 그람염색 및 Bactident Aminopeptidase(Merck, Darmstadt,

Germany) 이용하여, 그람 실험을 실시하고, 그람 양성 간균 으

로 확인된 집락중에서 Catalase 양성인 균주를 선별하여, API-

32A kit와 Vitek ANI card(bioMerieux, Missouri, U.S.A.).를

Table 1. Demography of subjects with acne

Age(year)
 No. of subjects(%)

Total(%)
Male Female

 20> 2 4 16(20.0)

 20~29 2 14 16(53.3)

 30< 1 7 18(26.7)

Total(%) 5 25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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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최종 동정하였다. P. acnes로 동정된 균주는 BHIg

사면배지에 접종하여 생육시킨 후 4
o

C에 보관하며, 계대 배양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P. acnes의 표준 균주는 ATCC

11827균을 사용하였다. 

2.3. 균 생화학적 특성 측정

BHIg 배지에 각각의 균들을 일정량 접종한 다음 분광 광도

계(Spectronics 20)을 이용하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Table 2).

2.4. 생물형(Biotype) 조사

여드름 병변으로부터 분리된 P. acnes의 생물형(Table 3) 조

사는 Cummins등의(Williams et al., 1989) 방법에 따라 실시

하였다. Sorbitol, Erythritol, Ribose의 각각의 이용성능과

Rabbit blood agar plate(Table 4)에 획선하여 37
o

C, 5일간 배

양했을 때 β-hemolysis의 유무에 따라 균 주를 Biotype I,

Biotype II, Biotype III, Biotype IV로 나누었으며, Rabbit

blood agar plate 의 제조는 BHIg 배지를 121
o

C, 15분간 살

균 후, 생리식염수로 5회 세척한 Rabbit red blood cell를 무

균적으로 5%(v/v) 첨가하여 굳혀 4
o

C에 보관하여 제조 후 1주

일 내 사용하였으며, 용혈 능 유, 무의 판정은 표준균주와 비

교하여 판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별 P. acnes의 분리율

총 30개의 여드름 시료로부터 30주의 P. acnes를 분리하였다

(Table 5).

Fulton의 여드름등급에 따른 1등급은 흑두 여드름(black

head)과 백두 여드름(white head)이 30개의 시료 중 23개를 차

지하였고 이들 23개의 시료로부터 23주의 P. acnes가 분리되었

다. 또한 3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진(papule) 및 농포(pustule) 여

Table 2. Composition of enrichment media

Medium Source g/l

Medium for liquid culture(BHIg) Calf brains infusion from Beef 200.0

heart infusion from 200.0

Proteous peptone 100.0

Dextrose 3.0

Sodium Chloride 5.0

DisodiumPhosphate 2.5

pH 7.4±0.2

Medium for Isolation(BHIg plate) Calf brains infusion from Beef 200.0

heart infusion from 200.0

Proteous peptone 10.0

Dextrose 3.0

Sodium Chloride 5.0

Disodium Phosphate 2.5

Bacto Agar 25.0 

pH 7.4±0.2

Table 3. Biotype of P. acnes.

Character Biotype I Biotype II Biotype III Biotype IV Biotype V

Sorbitol fermentation + - + - -

erythritol + + - - -

ribose + + + + -

β-hemolysis of rabbit blood + - + - -

Table 4. Composition of rabbit blood agar plate

Media for hemolysis  g/ι

Calf brains infusion from Beef

heart infusion from 

Proteous peptone 

Dextrose

Sodium Chloride

Disodium Phosphate

Rabbit red blood cell

Bacto Agar

pH 

200.0

200.0

10.0

 3.0

 5.0

 2.5

 50.0

 25.0

7.4±0.2

Table 5. No. of P. acnes and kinds of acne lesion

Species Number Kind of acne lesion

P. acnes

23 comedones(23)

4 papule(4)

3 pustule(3)

Total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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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름 시료가 각각 4개와 3개였고 이들 시료로부터 각각 4주와

3주의 P. acnes 균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P. acnes 의 전자현미

경적 형태는 Fig. 1과 같다. 위와같이 P. acnes 균 주의 분리

율이 높은 것은 Robert등의(Robert et al., 1981) 보고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취되어진 여드름 시료가 20세 이상 연령대의 피

지 분비가 활발한 시료로 피부에서 P. acnes 균의 colonization

과 증식에 필수적인 피지선의 발달과 분비능이 활발한 시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 acnes 종외에

Propionibacterium 균 속에 속하는 P. avidum, P. granulosum,

P. freudenreichii. P. acidipropionici, P. jensenii. P. thoenii 및

P. lymphophilum 등의 균종은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러

한 여드름 시료로부터 P. acnes 균종만의 분리 결과는 Higaki

등의 결과(Higaki et al., 2000)와 일치한다. 이와같이 P. acnes

균종이 같은 균 속내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분리되는 결과

와 또한 위와같이 모든 시료에서 P. acnes 균이 분리된 결과는

P. acnes균이 피부의 정상 세균 총 중의 한 종이며 여드름이

시작되고 증세가 악화되면서 여드름 환부에서의 P. acnes 균수

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bster, 1995). 그러나 여드름의 심한 정도에 따라 여드름 환

부에서의 P. acnes균의 숫자는 조사하지 않아 이 균의 여드름

정도에 따른 분포도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P. acnes의 생화학적 특징

분리된 30주의 P. acnes 생화학적인 특징은 Table 6과 같다.

P-nitrophenyl phosphate cholin의 이용능은 30주 중 24주

Fig. 1. Electrophotogram of Propionibacterium acnes isolated from acne

lesion.

Table 6.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 acnes

Tests or Substrate
Results

No. of positive(%) No.of negative(%)

P-nitrophenyl phosphate  0(0.0)  30(100.0)

P-nitrophenyl phosphate cholin  24(72.0)  6(18.0)

P-nitrophenyl-β, D-galctopyranoside  30(100.0)  0(0.0)

P-nitrophenyl-α D-galct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β, D-gluc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α D-gluc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β, D-glucuronide  0(0.0)  30(100.0)

P-nitrophenyl-β, D-lact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α D-mannopyranoside  30(100.0)  0(0.0)

P-nitrophenyl-α L-fuc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β, D-fuc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β, D-xylopy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α L-arabinofuranoside  0(0.0)  30(100.0)

P-nitrophenyl-N-acetyl-glucosaminide  30(100.0)  0(0.0)

N-benzole-DL-arginine P-nitroanilide  0(0.0)  30(100.0)

L-leucine P-nitroanilide  30(100.0)  0(0.0)

L-proline P-nitroanilide  30(100.0)  0(0.0)

L-alanine P-nitroanilide  30(100.0)  0(0.0)

L-lysine P-nitroanilide  21(73.0)  9(27.0)

gamma-Glutamyl P-nitroanilide  0(0.0)  30(100.0)

Triphenyl tetrazolium  27(81.0)  3(19.0)

arginine  30(100.0)  0(0.0)

Urea  0(0.0)  30(100.0)

Glucose  30(100.0)  0(0.0)

Trehalose  0(0.0)  30(100.0)

Arabinose  0(0.0)  30(100.0)

Raffinose  0(0.0)  30(100.0)

Xylose  0(0.0)  30(100.0)

Indole production  30(1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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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가 양성을 나타내었고, 6주(18%)가 음성을 나타내었다.

L-lysine P-nitroanilide의 경우 21주 (71%)가 양성이었고, 9주

(29%)가 음성을 나타내었으며, Triphenyl tetrazolium은 27주

(81%)가 양성을 나타내었고, 3주 (19%)가 음성을 나타내었다.

이외의 생화학적 성상은 전형적인 P. acnes의 반응양상(Dowell·

Hawkins, 1977)을 나타내었다. P. avidum, P. granulosum, P.

freudenreichii. P. acidipropionici, P. jensenii. P. thoenii 및 P.

lymphophilume 등 Propionibacterium 균속끼리 동정에 중요하

게 이용되는 생화학적 성상인 P-nitrophenyl phosphate 외 11

종의 배당체 이용능은 분리돤 30주의 P. acnes 에서는 특이한

성상은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당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이들 탄

소원의 이용능으로 P. acnes 균종을 동정하는 것보다 배당체를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P. acnes 균종을 동정하는 것이 상당이 유

용함을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배당체를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P.

acnes의 생물학적 성상을 조사하여, P. acnes 균 동정의 간편성

과 좀 더 정확한 균 동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3. P. acnes의 생물형

분리된 30주의 P. acnes균주를 대상으로 Sorbitol, Erythritol

및 Ribose 발효 능과, Hemolysis유·무 등에 따른 생물학적 성

상을 조사하였으며, 생물학적 성상과 여드름의 심한 정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7).

Biotype I에 속하는 균 주가 23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Biotype II에 속하는 균 주가 1주, Biotype III에 속하는 균 주

가 5주, Biotype IV에 속하는 균 주가 1주가 분리되었으며,

Biotype V에 속하는 균 주는 분리되지 않았다. Biotype I,

Biotype II, Biotype IV 균 주들은 Fulton의 여드름 등급에 따

른 1등급 흑두 여드름(black head)과 백두 여드름(white head)

로 부터 25주가 분리되었고, Fulton의 여드름등급의 구진

(papule) 여드름과 농포(pustule)로 구성되어 있고, 백두 여드름

이 약간씩이 있는 상태의 3등급 여드름에서 5주의 Biotype III

가 분리되었으며 Biotype I와 Biotype III의 우세한 생물학적성

상에 따른 분리 결과는 Kishishita(1978)과 Ushijima(1981)과의

결과와 일치한다.

4. 요 약

피부관리실을 방문한 서른명의 얼굴 여드름 부위로부터 30

주의 P. acnes를 분리하였다. 이들 균 주들을 형태학적, 생화학

적 특징 등을 조사하여 P. acnes로 동정하였으며, 분리된 균

주들간의 생화학적특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생

물학적 균 주 분류(biotyping)한 결과 comedone을 나타내는 여

드름증상으로부터 23주의 biotype I, 구진(papule) 여드름증상으

로부터 1주의 biotype II, 구진과 농포의 여드름증상으로부터 5

주의 biotype III, 구진(papule) 여드름증상으로부터 1주의

biotype IV가 각각 분리되었으며, biotype V형의 균 주는 분리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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