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8; 42: 223-5

A Case Report of Cutaneous Coccidioidomyc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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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cidioidomycosis, which results from inhaling the spores of Coccidioides species, is endemic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The primary infection site is the lung, and dissemination
of the disease can occur. We report a case of cutaneous coccidioidomycosis in a 79-year-old
Korean woman who presented with purpura on both lower extremities, but no pulmonary symp-
toms and no history of visiting an endemic area. Microscopically, skin biopsy showed multi-
ple aggregates of granulomas in the dermis. Numerous multinucleated giant cells were asso-
ciated with the granulomas. Mature and immature fungal spherules, which were 20 to 30 μm
in diameter, were present inside and outside the multinucleated gian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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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 1예 보고 -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은 Coccidioides immitis에 의한 인체

감염질환으로 미국 서남부와 멕시코 북부, 중남미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예의 감염증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전신으로 파종되는 경우에는 피부병변이 흔하게 발생한다. 한국

에서는 질환 발생이 드물며 부분 유행지역 거주자 또는 여행

자들에게 발생한 수입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다.1-12 그러나 저자

들은 유행지역 거주자 혹은 여행자가 아닌 내국인에서 피부병변

을 일으킨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을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해외여행 또는 이민거주 경험이 없는 79세 내국인 여성이 양

측 하지에 농포와 미란을 동반한 자반성 반이 나타나 피부과에

내원하 다(Fig. 1). 환자는 1년 전 상포진을 앓았고, 상포

진 후 신경통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30년 전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으

며, 가족력에서도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 또한

정상 범위 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치유된 결핵 병터가 확

인되었다. 따라서 피부병변의 진단을 위해 하지의 자반성 반에

서 생검을 시행하 다. 

Pathologic findings

생검 결과 진피에 호중구와 림프구, 형질세포 및 다핵 거 세

포로 구성된 심한 염증반응이 있었는데, 이 염증성 침윤부위에

서 20-30 μm 크기의 원형 아포들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거 세

포들이 아포를 탐식하고 있었다(Fig. 2). 또한 이 아포들은 내

아포가 있는 성숙 아포와 내아포가 없는 미성숙 아포가 다수 섞

여 있었으며, 피에이에스 염색과 고모리메타나민은 염색에서 각

각 선홍색과 흑색으로 염색되었다(Fig. 3). 

고 찰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은 흙 속에 존재하는 두형태의 곰팡이

인 콕시디오이데스의 분절홀씨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감염질환으

로 개는 호흡기 감염으로 시작한다.13 숙주에 들어온 분절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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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포라 불리는 구형 다핵구조로 전환되는데, 이 아포는 성장

함에 따라 수많은 내아포를 유리하게 되고 배출된 내아포는 성

장하여 또다시 새로운 아포를 형성하게 된다. 어쩌다가 공기 중

으로 배출된 아포는 흙 속에서 균사형의 생활사에 접어들기도

하는데, 드물게 균사가 조직 특히 폐의 공동에서 발견되는 경우

도 있다. 환자의 0.5-7%에서는 일차감염 후 1년 이내에 호흡기

이외의 타 장기로 파종되는데, 주로 피부, 수막, 뼈, 관절로 파

종된다.1

한국인에게 발생된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은 12예가 보고되

어 있는데, 이 중 5예에서 피부병변이 있었다.1-12 이 중에서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행지역의 거주자 또는 여행자에게서 발

병하 으며,2 일차감염 경로는 모두 호흡기 다. 그러나 본 증례

에서는 의심되는 폐병변이나 호흡기 증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한편 원발성 피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예가 문헌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3 이는 외상에 의해 진균이

주입되어 발생되므로 주로 실험실 종사자나 장의사, 조각 분쇄

골절 또는 찢긴 상처가 있는 환자에게 발생된다. 이때 나타나는

피부 병변은 보통 사지에 궤양성 결절로 나타나지만, 이차성 결

절이 림프관 경로를 따라 선상 분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원발성 폐감염이 단일 피부 병터로 파종되어 원발성 피부

감염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병리 소견이 파종성 감염과 원

발성 감염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미미하면 파

종성 감염과 원발성 감염을 감별하기 어렵다.13 그러므로 원발성

피부 감염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위 림프절 비 와 낮은 도

움체결합 역가 그리고 피부 손상 병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14 따라서 본 증례의 경우도 도움체결합 역가는 검사하지

않았지만, 피부 손상 병력이 없고 부위 림프절 비 또한 보이

지 않았으므로 원발성 피부 감염이 아닌 파종성 감염으로 추정

하 다. 

파종성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에 감염되면 다양한 형태의 피

부병변이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육아

종성 또는 사마귀양 구진 및 결절이며 이외에도 단단한 결절, 궤

양, 여드름, 주사와 유사한 형태의 병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1 또

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반점, 구진성 발진, 두드러기, 홍반성 결

절, 다형 홍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사지에 윤상 인설성 구진과 수지 종창, 등

에 발생하는 단발성 피부 결절, 얼굴과 몸통에 생기는 다발성 육

아종성 구진, 상완에 일광화상 후 발생하는 발진 그리고 화농성

삼출물을 동반한 피부 결손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2,4,8,9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농포와 미란을 동반한 자반이 나타나 콕

시디오이데스 진균증에 의한 피부병변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콕시디오이데스 외에 효모 형태를 취하며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로는 크립토콕쿠스, 파라콕시디오데스,

블라스토마이세스, 히스토플라스마가 있다. 크립토콕쿠스는 직

경이 2-20 μm으로 다양하여 거의 모든 효모 형태 곰팡이 질환

에서 중요한 감별 진단인데15, 특히 세포벽을 둘러싼 달무리와

뮤시카민 염색에 양성인 점액다당질로 된 두꺼운 피막이 감별에

Fig. 1. There are variable sized, multiple purpura on lower extremi-
ty. Some of them have pustules and erosions. 

Fig. 2. Skin biopsy showed numerous fungal spherules within and
outside the multinucleated giant cells. 

Fig. 3. Spherules contain numerous endospores (PAS stain).



도움을 준다. 또한 크기가 5-60 μm인 파라콕시디오데스는 콕시

디오이데스의 미성숙 아포와 혼동될 수 있으나, 약 1-5 μm 정

도 되는 여러 개의 낭세포가 모세포 전 표면에 타륜모양으로 배

열된 특징적인 발아 세포가 있어 이것으로 감별이 가능하다.16

크기가 8-15 μm인 블라스토마이세스 또한 콕시디오이데스의

미성숙 아포와 혼동될 수 있으나, 모세포와 낭세포의 연결이 비

교적 넓은 발아 세포가 있어 감별에 도움을 준다.16 마지막으로

히스토플라스마는 크기가 2-4 μm 밖에 되지 않으므로 감별에

서 배제된다.17

한편, 생물학적으로는 곰팡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계통

발생학적으로는 청록색 조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Protothe-

ca 균종도 콕시디오이데스의 성숙 아포와 비슷한 포자낭을 만

들 수 있다. 그러나 포자낭이 칭적으로 배열된 내아포와 두꺼

운 내부 중격 때문에 상실배를 닮은 형태를 띠는 것으로 감별할

수 있다.18-20

한국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의 유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진균증이 있을 때 콕시디오이데스를 의심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러나 저자는 해외여행 또는 이민거주의 경험이 없는 내국

인에게서 분명한 호흡기 증상 없이 발생한 피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을 1예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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