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獸醫學會誌 (2015) 第 55 卷 第 2 號
Korean J Vet Res(2015) 55(2) : 141~143
http://dx.doi.org/10.14405/kjvr.2015.55.2.141

141

<증례보고>

동물원 새끼 사자의 Trichophyton mentagrophytes 감염과 사육사에 

전파된 원형피부백선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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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rmatophytosis was found on the right front leg of a 4-month-old female African lion cub (Panthera leo)
kept at a zoo with locally marginal alopecia. For diagnosis, culturing on sabouraud dextrose agar was performed and
skin scrapings from the lesion were analyzed. The ones from the culture and skin scrapings were identified as
Trichophyton mentagrophytes. A zookeeper that had been in contacted with the lion for artificial rearing developed
skin lesions with well-defined erythematous plaques on the right arm about 1 month after the lesion in the lion was
observed. The ringworm was probably transmitted from the lion through continuous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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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사상균증(dermatophytosis)은 Trichophyton(T.) 속, Mic-

rosporum(M.) 속, Epidermophyton(E.) 속 진균이 피부, 피

모, 손톱 등 각질화된 조직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임상증상이

다 [10, 12]. 사람과 동물에서 피부사상균증을 일으키는 종은

친화성에 따라 감별하는데, 인체 친화성 진균으로는 E.

floccosum, M. canis, T. mentagrophytes 등이 있으며 [4, 12],

동물 친화성 진균으로는 M. canis, M. gallinae, T. equinum,

T. mentagrophytes, T. verrucosum 등이 있다 [12]. T. men-

tagrophytes는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동물과 사람에 감

염을 일으키는 진균으로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다람

쥐 등과 물범, 코끼리, 야생여우 등 야생동물에서도 분리되

었다 [3, 11, 14].

국내에서는 소, 돼지, 고양이, 코끼리, 물범, 바다사자, 랫

트, 개, 토끼 등에서 피부사상균증이 보고되었고 [3], 최근에

는 애완동물인 기니피그, 고슴도치, 토끼, 햄스터로부터 보호

자에게 감염된 사례도 있었으며 [2, 6, 7], 야생동물인 호랑

이로부터 사람에게 M. canis가 전파된 사례도 있다 [5]. 본

증례는 새끼 사자에서 발생한 T. mentagrophytes 감염과 이

사자를 인공포육 하던 사육사의 팔에 원형피부백선이 전파

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전오월드 동물원 사파리에서 출생하여 어미의 포육 거

부로 사육사에 의해 인공포육 된 4개월령 암컷 새끼 사자의

오른쪽 앞다리에서 원형의 탈모 증상이 관찰되었다(Fig. 1A).

강제 포획 후 탈모된 부위의 피모를 채취하여 KOH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 검사를 한 결과 균사가 관찰되었다. 먼

저, M. canis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wood lamp test

를 실시하였으나 형광물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9]. 그러나,

wood lamp test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은 단점이 있

기에 종 동정을 위해 진균 배양과 집락 형태를 확인하였다

[9, 15]. 채취한 샘플을 sabouraud dextrose agar(SDA) 배

지에 30oC, 2주일간 배양한 결과, 배양된 집락의 표면은 백

색을 띠고 있었으며(Fig. 2A) 집락의 뒷면은 황색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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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Fig. 2B). Lactophenol cotton blue 염색을 시행한

결과 포도송이 모양의 소분생자(microconidia)와 나선형 모양

의 균사가 관찰(Fig. 2C and D)되었다. 이는 T. menta-

grophytes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균사의 형태로, 소분생자

가 존재하지 않는 E. floccosum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

다 [9, 12]. 따라서, SDA 배지에서의 배양과 lactophenol

cotton blue 염색 결과에 근거하여 T. mentagrophytes로 동

정하였다. 치료를 위해 항진균제인 itraconazole(Itra; Hanmi

Pharmaceutical, Korea) 10 mg/kg을 q24h 간격으로 사료를

통해 약 2주간 경구 투여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임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새끼 사자에서 병변이 관찰되고서 약 1개월 후 이 사자를

인공포육 하던 담당 사육사인 21세 여성의 우측 팔 내측에

지름 5 cm 가량의 붉은색 원형 피부백선이 관찰되었다(Fig.

1B). 이는 피부사상균에 감염된 새끼 사자를 수개월간 인공

포육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부과에 내원 치료하

여 완치되었다.

T. mentagrophytes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 중 흔하게 발견되는 진균으로 사람에서는 두부 백선,

족부 백선, 체부 백선, 수발 백선 등을 일으키고 [7], 동물에

감염 시 탈모, 백선, 홍반,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13]. T.

mentagrophytes는 SDA 배지에서 동물 또는 사람에 대한 친

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집락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집

락의 형태에 따라 감별할 수 있다. 동물 친화성 균은 과립형

Fig. 1. Trichophyton (T.) mentagrophytes infection in a 4-month-old female African lion cub (Panthera leo) and its transmission
to a 21-year-old female zookeeper. (A) Locally marginal alopecia on the right front leg of the lion cub. (B) Well-defined
erythematous ringworm on the right arm of the zookeeper.

Fig. 2. Observation of T. mentagrophytes on sabouraud dextrose agar and by microscopy. (A) Whitish cotton colored colonies of
the front side of T. mentagrophytes culture. (B) Yellowish color on the back side of T. mentagrophytes culture. (C) Spira shaped
hyphae of T. mentagrphytes with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ing. (D) Grape shaped microconidia of T. mentagrphytes with
lactophenol cotton blue staining. ×200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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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또는 가루형(powdery)의 집락을 형성하면서 배지

앞면은 노란색에서 담황색, 배지 뒷면은 무색 또는 황색을

띤다 [12]. 반면에 인체 친화성 균은 가루형 또는 솜털형

(cottony) 집락을 형성하면서, 배지 앞면은 백색에서 노란색,

배지 뒷면은 무색 또는 황색으로 나타난다 [12]. 따라서 본

증례에서 분리 배양된 진균은 솜털형 집락 형태로 배지 앞

면에서 백색 집락, 배지 뒷면에서 황색을 나타내어 인체 친

화성 진균으로 진단되었다. 

피부사상균의 전파는 직접적인 접촉 또는 옷, 수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된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 [8, 12]. 일반적으로 감염 증상은 탈

모, 백선, 홍반, 피부염 등이나 [13], 본 사례에서는 오른쪽

앞다리에서 원형의 탈모 증상만 관찰되었으며 식욕부진이나

소양증 같은 임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람에서의 발생

은 반려동물과 접촉기회가 많은 10대층과 여자에서 많이 발

병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7], 본 사례에서 피부사상균에

감염된 사육사도 인공포육 과정에서 감염된 사자에게 지속

해서 노출됨에 따라 피부사상균이 전파되어 백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경구용 항진균제인 griseofulvin,

terbinafine, itraconazole 등을 사용하고 [3] 염증과 종창 소

견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4]. 특

히, 고양잇과 동물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많으므로 [1] 세심

하게 증상을 관찰하여 초기에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효과

적인 대처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동물의 피부사상균이 사람

으로 전파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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