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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진균학회 제6차 Workshop 진행계획표

시

간

내

14 : 00 - 14 : 30

등 록

14 : 30 - 15 : 45

강 의

용

좌장 : 전재복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백선균의 동정
.............................................................. 전재복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Candida spp.의 동정
.............................................................. 김미나 교수 (울 산 의 대)

Malassezia 효모균의 형태학적 분류
.............................................................. 안규중 교수 (건 국 의 대)
15 : 45 - 16 : 10

Coffee break

16 : 10 - 17 : 40

실 습
1) 백선균의 동정
2) Candida spp.의 동정
3) Malassezia 효모균의 형태학적 분류

17 : 40 - 18 : 0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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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1
백선균의 동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전 재 복
서 론
피부사상균은 40여종에 이르나 균종과 그 분리빈도는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특이하며, 따라서 다
분히 풍토병적인 양상을 띤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도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균종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 내지 소멸되며, 때로는 빈번한 국제교류를 기화
로 생소한 균종이 유입되어 기왕의 진균총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피부사상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분리되는 균종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 감염성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부사상균에 의한 백선의 경우도 원인균의 정확한 파악은 적
절한 치료와 예후판정, 감염원의 제거에 중요하다. 피부사상균은 균종 수 자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균종도 다양한 형태학적 변이를 보이므로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배지와 생물학적 검사
법이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적 실험실이 아닌 임상의들이 이들 배지나 검사법을 다 동원하기에
는 금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필자는 임상의 및 검사실 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지와 거기서 성장하는 균집락의 육안적,
현미경적 소견을 통한 피부사상균의 동정에 대해 기술하고저 한다.

배 지
1. 배지에의 접종
가검물의 채취와 접종에는 No. 15 수술도를 그대로 쓰는데 시험관속 배지 표면에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손잡이는 가늘고도 긴 것이어야 한다.
사면배지의 경우 시험관을 수평으로 쥐는 것이 좋으며, 마개를 열고 시험관 입구를 화염소독한 뒤
가검물을 수술도의 옆면에 얹어 사면의 중간 위치쯤에 접종한다. 그후 시험관 입구와 마개를 살짝
화염소독한 다음 마개를 막는다. 마개는 솜이 가장 좋으며, 플라스틱 병마개의 경우 완전히 잠그면
집락의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평판배지에 접종할 경우에는 시험관내 사면배지와 달라 dish 뚜껑을 열 때 공기중의 잡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접종 장소에서의 공기흐름을 일으키는 선풍기나 에어컨은 끄는 것이 좋
으며, 가급적 마스크를 하거나 밀폐된 용기 안에서 조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경우에나 가검물을 채취하고 접종할 때 쓰는 칼은 사용 전후에 습관적으로 화염소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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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배지와 그 사용도
각종 배지는 특이한 조성을 가지며 이 때문에 그 사용도도 다르다. 배지의 조성은 참고서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회사에 따라 배양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손에 익숙한 조성성분으로써 배지를 제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1) Sabouraud glucose agar
Sabouraud agar 또는 Sabouraud dextrose agar (SDA)라고도 하는 진균배양에 널리 쓰이는 배지로 진균
형태를 기술할 때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양균의 분생자 형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소위 융모변성 (pleomorphism)을 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조성은 glucose 40 g, Bacto peptone (Difco) 10 g, agar 15 g, 증류수 1 L이다. 병소에서 진균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일차분리배지로 사용하려면 여기에 세균을 억제하는 chloramphenicol과 gentamicin, 잡균성
진균을 억제하는 cycloheximide를 첨가한다 (SDA-CCG). 유사한 배지의 상품명으로 Mycosel, Mycobiotic
Agar, Selective Agar for Pathogenic Fungi 등이 있다.
2) Potato dextrose agar-corn meal-tween 80 (PDACT)
SD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완된 배지이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Trichophyton (T.) rubrum의 특징
인 붉은색의 착색을 증강시키며, 균집락위에 10% KOH용액 또는 증류수를 떨어뜨렸을 때 T. rubrum
은 이를 완전 흡수하나 T. mentagrophytes는 이를 흡수하지 않음으로써 두 균종을 쉽게 감별할 수 있
게 하며, SDA에서는 구별이 안되는 T. mentagrophytes의 분리형인 과립형 (granular-asteroid type), 분말
형 (powdery type), 도실색형 (persicolor type), 융모형 (downy type)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계대배양
시 융모변성이 장기간 억제되며, Candida albicans의 후막포자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이 균의 동정을
쉽게 하는 것이다.
배지의 조성은 potato dextrose agar (Oxoid) 20 g, corn meal agar (Difco) 20 g, peptone 4 g, tween 80이 6
mL, 증류수 1 L이다.
3) Potato dextrose agar (PDA)
T. rubrum의 특징인 적색을 증강시키며, 각종 진균의 분생자 형성을 촉진하므로 그 분리와 동정, 보
존 배지로 사용된다. 조성은 patato dextrose premix 39 g, 증류수 1 L이다.
4) Christensen urea agar
배지의 조성 성분인 urea가 진균이 분비하는 urease에 의해 분해될 때 배지의 색조가 황색 (pH 6.8)
에서 분홍색 (pH 8.1 이상)으로 변색되는 성질을 이용하며 검사 양성인 비전형적 T. mentagrophytes와
음성인 T. rubrum을 감별하는데 쓰인다.
조성 및 제작은 urea agar base 29 g을 증류수 100 mL에 먼저 녹인 후 멸균여과지에 여과시키고 이를
별도로 증류수 900 mL에 agar 15 g을 넣어 가온용해 후 고압 멸균한 뒤 50℃로 식힌 것에 첨가, 혼합
한다.
5) Trichophyton agar #1~#7 (Difco)
비타민을 위시한 영양소가 함유된 배지로 피부사상균의 각 균종에 특이한 성장 촉진 성분을 조사
함으로써 그 동정을 가능케 한다. 조성을 보면, #1은 vitamin (-) casamino acids agar; #2는 #1 + inositol;
#3은 #1 + thiamine + inositol; #4는 #1 + thiamine; #5는 #1 + nicotinic acid; #6은 vitamin (-) ammonium
nitrate agar; #7은 #6 + histid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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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lt (NaCl)-amended Sabouraud agar (with chloramphenicol, cycloheximide and gentamicin)
(1) 3% 염분첨가 SDA-CCG
각 균종에 특이한 염분내성 (鹽分耐性)의 연구에 쓰이며, T. mentagrophytes와 Microsporum (M.)
persicolor의 대분생자 생성을 촉진시킨다. 또 Epidermophyton (E). floccosum의 융모변성을 억제하며,
이미 변성된 균주는 원래의 전형적 편평집락으로 회복시킨다.
(2) 5% 염분첨가 SDA-CCG
염분내성 연구에 사용되며, 일부 T. mentagrophytes와 M. persicolor 분리주의 대분생자 형성을 촉진
한다.

백선균의 동정
1. 현재까지 국내에서 분리되었던 균종 및 그 빈도
1) 1940-41 (荒木正未)
M. ferrugineum (74.2%), T. rubrum (9.6%), T. mentagrophytes (9.2%), T. violaceum & glabrum (5.1%), E.
floccosum (1.0%), M. audouinii의 순.
2) 1976-95 (서순봉)
T. rubrum (87.1%), T. mentagrophytes (5.8%), M. canis (5.7%), T. verrucosum (0.6%), E. floccosum (0.5%), M.
gypseum (0.2%), M. ferrugineum (0.04%), T. tonsurans (0.03%).
이에 따라 본 workshop에서 필자는 최근의 국내 분리 균종만을 대상으로 동정에 필요한 사항을 요
약할 예정이다.
2. 균종의 동정 내지 감별에 참고가 되는 배양 소견들
1) 영양소 요구검사
Vitamin을 주로한 영양소가 함유된 Trichophyton agar에 배양, 그 성장 정도를 봄으로써 균종을 동
정함.
2) Urease 검사
T. mentagrophytes (양성)와 비슷한 형태의 T. rubrum (음성)을 구별한다.
T. rubrum과 유사한 붉은색 착색을 보이나 urease 양성인 균은 T. raubitschekii와 T. megninii가 있다.
동정을 하고자 하는 진균에 세균이 오염되어 있으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며, T. mentagrophytes var.
erinacei는 보통 urease 음성이다.
3) 온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T. verrucosum은 상온보다 37℃에서 성장속도가 빠르다. M. persicolor와 비병원성 진균인 T. terrestre
는 각각 37℃에서 성장이 억제되거나 정지된다.
4) 염분내성 검사 (salt tolerance test)
3% 혹은 5% NaCl 첨가 SDA-CCG에 함.
5) 모발천공 검사
6) 거대배양 소견
7) 현미경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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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대배양 소견
육안으로 관찰되는 균집락의 성상은 진균의 동정에 극히 중요하다. 병소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을 배
지에 접종하는 초대배양 소견이 무엇보다 값지므로 배양 시작 4~5일 후부터 정기적으로 자주 관찰
해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른 균으로는 M. gypseum, M. canis가 있고 극히 느린 것으로는 T. verrucosum,
E. floccosum, T. schoenleinii, T. violaceum 등이 있다. 이들 성장이 느린 균종은 흔히 1.5개월~2개월 후
에야 겨우 성장 기미가 보이므로 임상적 정보가 없으면 보통 성장속도를 가진 다른 균을 동정하는
2~3주 경에 배양 음성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내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관찰 대상은 집락의 표면, 이면 그리고 배지 자체의 착색성; 집락이 편평한가, 융기되었나, 위로
쌓이는가 등의 입체구조 (topography); 집락의 표면이 매끈한가, 융모상인가, 과립상인가, 스웨드양
(suede)인가, 벨베트상인가의 표면구조 (texture); 집락이 대뇌 모양으로 주름져 있나 아니면 화산분화
구 모양이냐의 주름 형성 (folding) 등이다.
4. 현미경적 소견
진균집락은 균사 (菌絲, hyphae)의 덩어리 (mycelia)이다. 균사는 배지에 뿌리내린 영양균사와 공기
중에 자유로이 노출된 기중균사 (氣中菌絲, aerial hyphae)가 있는데 후자로부터 무성생식에 필요한 포
자 즉 분생자 (分生子, conidia)가 형성된다. 분생자에는 격벽 (septum)을 가진 다세포성 거대 또는 대
분생자 (macroconidia)와 보다 작은 미세 또는 소분생자 (microconidia)가 있다. 이 분생자의 형태, 균
사에의 부착 양상, 표면 평활도 등은 진균의 동정에 극히 중요하다. 균종에 따라서는 이 분생자의 형
성여부와 무관하게 균사가 보이는 특수형태나 모양이 동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racquet hyphae와
사슴뿔 모양의 균사 말단 favic chandelier는 T. schoenleinii를, 나팔꽃 넝쿨모양의 spiral hyphae는 T.
mentagrophytes를, 대나무 모양의 마디를 보이는 bamboo hyphae는 M. ferrugineum을, tangled hyphae는 T.
violaceum을 강력히 시사한다.

I. Trichophyton Malmsten, 1845
이 균속은 특징적으로 실린더 내지 연필모양의 길고도 표면이 매끈한 대분생자를 형성하는 공통점
을 가지며, 균종에 따라 독특한 형태와 부착양상을 보이는 소분생자를 형성한다.
1. T. rubrum (Castellani) Sabouraud, 1911
1) 집락의 모양
성장속도는 느린 편이다. 표면조직은 짧은 면모상 (綿毛狀)이나 간혹 분말이 얹힐 때도 있다. 색조
는 PDACT 배지상 표면이 백색에서 암록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면은 전형적인 적포도주 색깔
에서 흑색, 갈색, 황색, 때로는 무채색일 수 있다.
2) 현미경적 소견
대분생자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 면모상 표면을 보이는 집락의 경우 긴 균사의 측면에 부착된 작고
눈물 방울-서양배 모양인 소분생자가 보통 단독으로 드물게는 무더기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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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리학적 검사
모발침범은 보통 모외성 (ectothrix)이나 드물게 모내성 (endothrix)인 경우도 보고되어 있고, 우드
등 검사 음성이며, 모발천공검사도 음성이다. urease 검사 음성; 영양소 검사 음성; potato dextrose agar
나 corn meal agar는 본 균의 특징인 적포도주색 이면색조 (裏面色調)를 증강시킨다. Trichophyton agar
#1은 이 균종의 소분생자 형성을 촉진한다.
2. T. raubitschekii Kane, Salkin, 1981
1) 집락의 모양
SDA-CCG 배지상 집락은 중등도로 서서히 자라며 상온에서 2주 후 25~30 mm에 이른다. 표면은
적혈색 내지 적갈색이고 편평하며, 과립상이거나 백색 내지 갈색의 기중 균사가 얇게 또는 중등도로
조밀하게 형성된다. 방사상으로 주름질 때도 있다. 이면은 적혈색 내지 적갈색이다.
PDACT 배지에서는 T. rubrum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표면이 과립상인 점이 특징이다.
2) 현미경적 소견
초대배양시 대분생자와 소분생자가 풍부하나 계대배양에서는 대분생자가 희소해진다. 대분생자는
실린더 내지 시가 모양이며, 46~51 μm 길이에 폭이 4.8~6.3 μm이다. 소분생자는 반구형 내지 서양배
또는 곤봉형이며, 4.8~6.4 μm 길이에 3.2~4.8 μm 폭이다.
3) 생리학적 검사
성장에 vitamin을 요구하지 않는다. urease 양성이나 보관된 진구집락은 반응이 약해진다.
모발천공 검사 (-). 3% 및 5% 염분첨가 SDA에서 성장 억제됨. 37℃에서 성장함.
3. T. mentagrophytes (Robin) Blanchard, 1896
성장속도가 빠른 균종이다. 전통적으로 SDA에서의 균집락 양상에 따라 var. mentagrophytes와 var.
interdigitale로 가르나 PDACT에서의 성장양상은 과립형 (granular-steroid type), 분말형 (powdery type),
도실색형 (persicolor type), 융모형 (downy type)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과립형은 var. mentagrophytes, 나
머지 세가지형은 var. interdigitale에 상응한다.
1) 집락 모양
(1)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배지 표면에 부착하여 빠르게 확대성장 되며 분말상의 표면구조를 가진다. 표면색조는 희거나 담황
색을 띠며, 이면은 짙은 갈색이다. 호동물성 진균이다.
(2) T. mentagrophytes var. interdigitale
왕성한 융모상 균사의 성장으로 융기된 집락을 형성한다. 보통 표면색조는 희며, 이면은 연한 황색적갈색이다. 호인간성 진균이다.
2) 현미경적 소견
소위 coiled 또는 spiral hyphae가 특징 중 하나이다. 대분생자는 다세포성이며, 소분생자는 둥근 것
이 균사를 따라 또는 밀접하여 분지된 짧은 가지에 마치 포도송이 같이 부착한다. 보통 소분생자의
수효는 무수하다.
3) 생리학적 검사
모발침범은 모외성이며, Wood 등 검사는 음성이다. 모발천공 검사 (+); corn meal glucose agar과

-9-

Workshop ◐

◑ 백선균의 동정

potato glucose agar에 배양하면 SDA에서는 착색이 안될 균주도 이면이 붉게 착색된다.
4. T. verrucosum Bodin, 1845
1) 집락의 모양
표면의 균사형성이 없는 것 (glabrous)이 보통이나 양간 면모상일 경우도 있다. 표면색깔은 흰색, 담
황색 때로는 회색을 띠고, 이면은 특징적인 색조가 없다. 상온에서 극히 느리게 크며, 위로 누적되어
단추모양으로 성장하는 (heaped up) 집락을 형성한다. 때로는 디스크양의 편평한 집락을 만드는 수도
있다.
2) 현미경적 소견
염주상의 후막포자가 특징이다. 대분생자는 보통 형성이 안되나 rat 꼬리모양이며, 소분생자도 드무
나 곤봉모양이다 (이들 분생자는 thiamine으로 보강된 blood agar base에서 잘 나타난다). SDA에서 사
슴뿔 모양으로 분지된 균사를 보인다.
3) 생리학적 검사
타 균종과 달리 37℃에서 성장이 촉진됨; urease 검사 (-); 모발천공 검사는 보통 (-); 영양소 검사상
모든 균주는 thiamine을, 대부분의 균주는 동시에 inositol을 필요로 한다. 냉장고에 동결하면 사멸함.
5. T. tonsurans Malmsten, 1845
Sulfureum 형과 mahogany-red 형 두가지 변종이 있으며, 비교적 성장속도가 늦다.
1) 집락의 모양
(1) Sulfurerm 형
병소로부터 분리배양 때엔 비교적 덜 분말성이며, 연하거나 진한 황색조를 띠는 집락을 만든다. 그
표면은 황색-회백색이다. 비교적 색깔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2) Mahogany-red 형
분리배양 때는 흔히 편평하고 다소 분말성이며 황색을 띠는 집락을 만들고, 그 이면은 마호가니
홍색을 증한다. 차차 표면이 크림색 내지 회색, 갈색 색조를 띠고 주름지는 스웨드양 구조를 가지는
집락으로 발달하며, 적갈색 이면 (裏面) 색깔은 배지 속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PDACT 배지에서는 초대배양시 선홍색 반점으로 시작하며 차차 그 위에 연한 회색 분말이 얹힌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선홍색은 탁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전체 배지를 초코렛 색깔로 변색시킨다.
2) 현미경적 소견
대분생자는 희유하다. 소분생자는 성냥알 모양, 풍선모양, 서양배 모양, 곤봉모양으로 나타나며, 수
효가 많고, 균사의 측면 내지 짧은 분지에 단독으로 착생한다.
3) 생리학적 검사
urease 검사 (+). 모발 기생양식은 대표적 모내성 (endothrix)으로 염주모양의 분절포자 배열이 보인
다. 우드 등 검사 (-); 모발천공검사 (-) 또는 간혹 (+); 영양소 검사상 thiamine이 성장을 촉진한다.

II. Microsporum Gruby, 1843
표면이 거칠고 돌기가 난 (echinulated) 방추상 대분생자를 형성함으로써 Trichophyton 및 Epid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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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n과 구별된다. 소분생자는 균종에 따른 특징이 없으므로 주로 대분생자의 형태를 보고 동정한다.
그러나 균종에 따라서 이 대분생자의 형성이 없거나 극히 드물어 동정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때는
고압 멸균한 쌀알 (autoclaved polished rice)이나 3~5% 염분첨가 SDA 또는 potato glucose agar 배지에
배양하면 대분생자 형성이 촉진된다.
1. M. canis Bodin, 1902
1) 집락의 모양
빠른 성장을 보이며, 표면조직은 융모 내지 양모 같고 방사상 주름이 형성된다. 보통 표면이 희거나
노랗고, 이면은 황색 내지 황금색이다. 배양 수일내에 시작하여 황금색의 균사가 방사선상으로 왕성
하게 성장하면서 편평한 집락을 만드는 것이 인상적이다.
2) 현미경적 소견
대분생자를 많이 만든다. 그 형태는 방추상이고 말단부위가 독수리 부리 같이 굽었으며, 격벽과 벽
이 두텁고, 표면은 거칠다. 방수 (房數)는 보통 5~10개이다. 소분생자는 곤봉모양이나 희유하다.
3) 생리학적 검사
특별히 영양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M. audouinii와는 달리 고압 멸균된 쌀알에 잘 큰다. 모발침범
은 모외성이고 우드 등 검사상 밝은 형광을 발한다.
2. M. gypseum (Bodin) Guiart and Grigorakis, 1928
1) 집락의 모양
잡균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배지 표면에 밀착하여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표면에 베
이지색 내지 연한 적갈색 이면을 가지는 분말-과립상 편평집락을 만든다.
2) 현미경적 소견
대분생자는 무수히 많고, 그 형태가 약간 길쭉한 타원형 내지 방추상이며, 종축을 기준으로 대칭형
이다. 표면이 약간 거칠며, 격벽과 벽이 얇다. 방은 보통 3~5개다. 소분생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곤봉모양이다.
3) 생리학적 검사
모발침범 양상은 모외성이나 모발천공 검사는 양성이다. 특수한 배지를 쓸 필요없이 SDA에 잘 자
란다. 우드 등 검사는 보통 음성이나 약양성일 때도 있다.

III. Epidermophyton Sabouraud, 1907
1. E. floccosum (Harz) Langeron et Milchevitch, 1930
1) 집락의 모양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병소에서 분리된 주는 흔히 표면구조가 과립상에 덩어리가 진다. 표면
색조는 황색 내지 올리브 회색이며, 이면은 갈색이다. 계대배양시 스웨드상 보풀이 이는 표면에 주름이
진 전형적 집락을 형성하는데, 올리브 녹색 또는 카키색 집락이 특징이다. 융모변성 (pleomorphism)이
잘 생긴다. 냉장고에 넣어 얼리면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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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미경적 소견
소분생자는 만들지 않는다. 대분생자는 비버의 꼬리모양이며 단독 또는 2~3개가 무더기로 생기고,
표면은 평활하다. 방수는 2~3개다. 오래된 집락에서는 후막포자가 많이 생긴다.
3) 생리학적 검사
모발침범은 없다. 융모 변성주는 3~5% 염분첨가 SDA에 배양하면 원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
배지는 일차 분리주를 위한 보존배지로도 유효하다.

참고문헌
1. 전재복, 서순봉. 편리한 피부사상균 분리배지의 일 변형. 대한피부과학회 제 3회 진균학 심포지
움 초록집, 199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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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ssezia 효모균의 형태학적 분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 양 원·안 규 중
Malassezia 효모균 (yeast)은 사람 피부의 정상균총 (normal flora)에 속하는 진균 (fungi)으로서, 건강
한 성인의 75~98%에서 발견된다. 집락 형성은 출생 직후 시작되어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안
증가하여 사춘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 최고조에 달한다. 본 효모균은 1939년 지질의존성 (lipid
dependence)이 밝혀지면서 배양이 가능해졌고, 1977년 이형태성 (dimorphism)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1986년 효모상 (yeast phase)과 균사상 (mycelial phase) 모두 Malassezia 속으로 통합되었다. 초기부터
본 진균에서의 형태학적 다양성이 기술된 바 있으며 1996년 Guého 등은 분자생물학을 기본으로 하
고 형태학, 미세구조학 및 생리학을 이용하여 M. furfur, M. pachydermatis, M. sympodialis, M. globosa, M.
obtusa, M. restricta 및 M. slooffiae의 7개의 균종 (species)으로 분류하였다.
Malassezia 효모균은 정상균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부 질환의 발생에 관련되어 있는데, 1889년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전풍 (pityriasis versicolor), 지루피부염 (seborrheic dermatitis), Malassezia 모낭염
(Malassezia folliculitis) 등의 피부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요 근래에는 아토피 피부염
과 심상성 여드름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앞서 언급한 관련 질환들을 연구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Malassezia 효모균의
진균학적 특징과 그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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