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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ea Incognito due to Trichophyton rubrum in Atopic Dermatitis Patient
Soo Young Kim, Hae Jeong Youn, Ho Jung Jung, Jae Wook Jung, Yang Won Lee,
Yong Beom Choe and Kyu Joong Ahn†
Department of Dermat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inea incognito is a dermatophytic infection with an atypical clinical presentation caused by previous
treatment with topical or systemic steroids, as well as by the topical application of calcineurin inhibitors
such as pimecrolimus and tacrolimus. The diagnosis of tinea incognito is frequently delayed or missed
due to loss of typical appearance. Nowadays, as the use of steroid and topical calcineurin inhibitor has
been increasing, the incidence of tinea incognito has also increased. Here we report a case of tinea
incognito in a 19-year-old girl initially misdiagnosed as irritant contact dermatitis who also had atopic
dermatitis and onychomycosis on the left 3rd finger nail. On the basis of the detection of hyphae on
KOH examinations and isolation of Trichophyton rubrum by fungus culture, she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oral terbinafine 250 mg/day and topical terbinafine for 12 weeks.
[Korean J Med Mycol 2014; 19(3): 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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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양상을 나타내어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되는

서

론

경우가 많다1.
아토피 피부염은 소양증을 동반한 만성 염증성

잠행백선은 선행 치료로 스테로이드 및 pime-

피부 질환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어 있고

crolimus, tacrolimus 등의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이

치료제로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를

후 변형되어 나타나는 표재성 피부 진균 감염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며 표재성

다. 진균 감염에 특징적인 융기된 변연이 소실되

진균 감염 동반 발병률이 높다2.

고 인설 및 염증 반응이 감소하며 비전형적인 임

저자들은 손톱 진균증이 있는 19세 아토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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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rythematous scaly patches with erosion and crusts on the medial side of right knee, (B) White plaque of
the proximal nail plate with brittleness on the left third finger nail.

부염 환아에서 우측 무릎의 체부백선 부위에 스
테로이드를 도포한 후 발생한 잠행백선 1예를
경험하고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이학적 소견: 피부 소견 이외에 특이 사항
없음.
진균학적 소견: 우측 무릎과 좌측 3째 손톱에
서 KOH 진균 도말 검사를 시행하였고 두 검체

증

례

모두에서 균사가 관찰되었다. 진균 배양검사로
두 곳에서 채취한 인설을 각각 25℃ Sabouraud's

환 자: 이OO, 19세, 여자

dextrose agar plate에서 2주간 배양한 결과, 비교

주 소: 우측 무릎 안쪽 손바닥 크기의 홍반

적 서서히 자라면서 솜털처럼 흰 균사가 배지

인설 미란 가피성 판

윗면으로 자라고 뒷면에 황갈색을 띄는 집락이

현병력: 아토피 피부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로
2달 전 우측 무릎 안쪽에 벌레에 물린 듯한 소양
성 홍반 구진 발생하여 손으로 반복적으로 긁은
후 홍반 인설 미란 가피성 판이 발생하였다. 타

관찰되어 Trichophyton(T.) rubrum으로 동정하였다
(Fig. 2, 3).
검사 소견: 추가적인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
았다.

병원에서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받고 한달 간 국소

치료 및 경과: 환자는 경구 terbinafine을 하루

스테로이드제 도포하였으나 홍반 삼출성 가피판

250 mg씩 복용하였으며, 국소 terbinafine cream을

이 지속되며 병변이 넓어져 의뢰되었다.

함께 도포하였다. 경구 terbinafine 6주간 복용 후

과거력: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으며, 피부 병
변 발생 이전에 동물과 접촉한 기왕력 없었다.

우측 무릎 피부 병변은 과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
유되었으며, 경구 terbinafine 복용 12주 후 좌측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셋째 손톱은 정상 조갑이 자라나오며 현저히 개

피부 소견: 우측 무릎 안쪽에 손바닥 크기의

선되었다 (Fig. 4).

홍반 인설 미란 가피성 판이 관찰되었다. 또한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3번째 손톱의 함몰, 변

고

찰

형, 박리, 부서짐을 동반한 흰색 조갑이 관찰되었
다 (Fig. 1).

잠행백선 (Tinea incognito)은 스테로이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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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ngus culture from left knee (A) anterior side, (B) posterior side.

Fig. 3. Fungus culture from right 3rd finger nail (A) anterior side, (B) posterior side.

치료 후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나타내는 피부

증 반응이 억제되어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나타

사상균 감염증으로 1968년 Ive와 Marks에 의해

내게 된다5. 피부 진균 감염의 특징인 융기된 변

3

처음 기술되었다 . 잠행백선은 1960년대 스테로

연이 소실되고 인설이 심하지 않으며 초기에 호

이드 외용제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제로 사

전을 보이나 자주 재발하며 주위로 더욱 확산되

용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pimecrolimus, tacro-

는 경과를 보인다6.

limus 등의 면역억제제가 소개되며 이에 의한 잠
4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행백선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 초기에 습진으

치료를 위해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로 오인하여 스테로이드 및 국소 면역억제제를

를 사용한다2.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선천 면

사용할 경우, 세포 매개성 면역이 저하되고 염

역계의 일환인 항균 펩타이드가 감소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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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6 weeks after oral and topical antifungal agent. Brown colored hyperpigmentation left, (B) 12 weeks after
oral and topical antifungal agent. Much improved finger nail with normal nail growth.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치료로 인

본 증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T. rubrum에 의한

해 면역이 저하되어 있어 일반인보다 피부 진균

손톱백선이 선행하였고, 이후 소양성 구진 발생

2

감염에 취약하다 . 특히 10대, 20대는 아토피 피부

부위에 T. rubrum에 의한 잠행백선이 발생하였다

염 환자에서 발생하는 피부 진균증의 64.9%를 차

는 것이다. T. rubrum은 손발톱백선의 주된 원인

지하며 본 증례 역시 10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균으로서 토양친화성이나 동물친화성 진균과 달

2

서 진균 감염이 발생하였다 . 환자는 동물 접촉력

리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아 이 균에 의한 손발

이 없었으며 T. rubrum 균주가 동일하게 동정된

톱백선이 피부 병변을 유발할 경우 장기간 잠행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행된 손톱백선에 의해 진

백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외국

균이 자가접종되어 우측 무릎에 백선을 유발한

에 수 예 보고되어 있다9-11. 저자들은 만성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타 병원에서 습진으로 오인되

피부 병변에서 T. rubrum이 동정될 경우 손발톱

어 한 달간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한 결과 비

진균증에 의한 자가접종을 염두에 두고 손발톱

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낸 잠행백선의 증례였다.

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9-11.

잠행백선은 습진, 건선, 주사, 홍반 루푸스 등

잠행백선의 진단은 진균학적 검사로 이루어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임상양상을 보이며 이 중

며 KOH 진균 도말검사로 균사를 확인하고 진균

습진양 병변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7,8. 흔히 동

배양검사를 통해 균종을 동정한다6. 조직검사 결

정되는 균주로는 T. rubrum, T. mentagrophytes,

과 PAS (periodic acid-Schiff stain) 염색에서 진균

Epidermophyton floccosum, Microsporum(M.) canis,

이 관찰되어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12. 치료는 일

7

M. gypseum, T. violaceum, T. erinacei 등이 있다 .

반 진균질환 치료에 준하여 전신 및 국소 항진

이 중 T. rubrum은 인체친화성 진균으로 사람간

균제를 투여한다. 경구 항진균제로는 terbinafine,

전파를 하며, 피부 진균증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

itraconazole, fluconazole이 griseofulvin 보다 피부에

7,8

로 잠행백선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다 . 잠

축적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행백선 환자에서 중복 감염은 32.2%로 드물지 않

있다4. 본 증례에서도 terbinafine 외용제와 함께

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발백선 및 손발톱

경구 terbinafine 하루 250 mg 씩 투약하여 6주 후

백선을 동반하였다8.

몸백선이 소실되었고 12주 후 손톱백선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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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Protopic) ointment in atopic dermatitis patient. Kor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J Med Mycol 2012;17:240-242

가 널리 쓰이면서 잠행백선의 발병률은 더욱 증

6. Choi YL, Kim JA, Rho NK, Lee DY, Lee JH, Yang

가하고 있다7,8. 특히 피부과 외래에서 자주 만날

JM, et al. A case of tinea incognito induced by 1%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피부

pimecrolimus (Elidel) cream. Korean J Dermatol

진균 감염의 위험이 높으나, 기존 습진 병변의

2006;44:731-733

악화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5. 저자

7. Romano C, Maritati E, Gianni C. Tinea incognito in

들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선행된 조갑진균증

Italy: a 15-year survey. Mycoses 2006;49:383-387

의 T. rubrum에 자가접종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되는 몸백선이 스테로이드제 오용에 의하여 잠
행백선으로 나타난 1예를 경험하고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8. Kim WJ, Kim TW, Mun JH, Song M, Kim HS, Ko
HC, et al. Tinea incognito in Korea and its risk factors:
nine-year multicenter survey. J Korean Med Sci 2013;
28:145-151
9. Nenoff P, Mügge C, Herrmann J, Keller U. Tinea
faciei incognito due to Trichophyton rubrum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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