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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and Etiological Analysis of Tinea Incognito Over 10 Years:
A Single-Center Experience
Min Woo Park1, Moo Kyu Suh1† and Gyoung Yim Ha2
Departments of Dermatology1, Laboratory Medicine2,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Background: Tinea incognito is the dermatophytoses of atypical clinical appearance that is induced
by topical and systemic steroid treatment or topical calcineurin inhibito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nd etiological aspects of tinea
incognito.
Methods: In the 10-year-period 2007-2017, we reviewed fifty-one patients with tinea incognito with
regards to the age, gender, duration, and associated diseases. The patients with tinea incognito were further
evaluated concerning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culture of organisms.
Results: Age of the tinea incognito was most prevalent in the fifties (23.5%). The male-to-female
ratio was 1:1.3. The most common type of infection was tinea corporis (52.9%), followed by tinea faciei
(35.3%), tinea manus (5.9%), tinea barbae (3.5%), and tinea cruris (2.0%). The clinical features were to
some extent diverse, ranging from eczema-like, seborrheic dermatitis-like, psoriasiform, folliculitis-like,
rosacea-like, pyoderma-like, and purpura-like, and discoid lupus erythematosus-like. Trichophyton(T.)
rubrum was the most common etiological agent (35.3%), followed by T. mentagrophytes (11.8%),
Microsporum(M.) canis (7.8%), T. verrucosum (5.9%), T. erinacei, and M. gypseum (2.0%), respectively.
Conclusion: Because of the increase in tinea incognito, there is a need for careful mycological
examination in patients with tinea incognito. [Korean J Med Mycol 2017; 22(4): 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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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in patients with tinea
incognito

론

잠행백선(tinea incognito)은 스테로이드의 부적
절한 전신적 또는 국소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사
용하여 기존의 특징적인 병변의 형태가 소실된
백선증이다1. 또한 tacrolimus나 pimecrolimus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면역조절 약제의 국소적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2-7. 최근 국소 스테로이드
나 면역조절 약제의 남용으로 잠행백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8,9, 본 증
에 대한 보고의 증가로10-25, 본 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Age (year)/
Sex

Male
(%)

Female
(%)

Total
(%)

10~19

-

6 (20.7)

6 (11.8)

20~29

-

-

-

30~39

1 (4.5)

3 (10.3)

4 (7.8)

40~49

4 (18.2)

4 (13.8)

8 (15.7)

50~59

6 (27.3)

6 (20.7)

12 (23.5)

60~69

6 (27.3)

5 (17.3)

11 (21.6)

70~79

5 (22.7)

2 (6.9)

7 (13.7)

80~89

-

3 (10.3)

3 (5.9)

Total

22 (43.1)

29 (56.9)

51 (100.0)

이에 저자는 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본원 피부과를 내원한 잠행백선 환
자 51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관찰과 함께 진균배

Table 2. Duration of the tinea incognito

양 검사로 원인균을 동정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본원에

Duration (month)

Number of patients (%)

0~2

30 (58.8)

3~5

9 (17.6)

6~8

5 (9.8)

9~11

3 (5.9)

≥12

4 (7.9)

Total

51 (100.0)

피부과에 내원한 환자 중 피부 병소에 KOH 검사
로 균사가 발견되었거나 KOH 검사상 음성이나
진균배양 검사에서 피부사상균(dermatophyte)이 배
양된 잠행백선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80대가 3명(5.9%) 순으로 평균 연령은 54.0세였으
며 4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노년층이 43명(74.5%)

2. 방법

으로 많았다. 남녀의 발생 빈도는 남자가 22명,

잠행백선 환자의 병력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여자가 29명으로 남녀비는 1:1.3로 여자에서 조금

연령별, 성별, 유병기간, 동반질환, 임상양상 및 병

더 호발하여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변부위, 병형 및 원인균주에 대해 조사하였다.

았다(Table 1).

결

2. 유병기간

과

잠행백선의 유병기간은 3개월 미만이 30명

1. 연령 및 성별분포

(58.8%)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

연령별로는 50대가 12명(23.5%)으로 가장 많았

만이 9명(17.6%),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5명

고, 60대가 11명(21.6%), 40대가 8명(15.7%), 70대가

(9.8%),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3명(5.9%) 순이

7명(13.7%), 10대가 6명(11.8%), 30대가 4명(7.8%),

었고 12개월 이상도 4명(7.9%)이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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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ed diseases with tinea incognito
Occupation
Tinea pedis et unguium

3. 동반질환

Number of patients (%)
n=51

잠행백선 환자 51명 중 39명(76.5%)에서 동반

23 (45.1)

질환이 있었으며, 발백선 및 손발톱진균증이 동반

Chronic liver disease

3 (5.9)

된 경우가 23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간

Tinea pedis

2 (3.9)

질환 3명(5.9%), 발백선, 대상포진, 고혈압이 각각

Herpes zoster

2 (3.9)

2명(3.9%), 당뇨,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Hypertension

2 (3.9)

폐결핵, 다발근육염, 메니에르병, 건선이 각각 1명

Diabetes mellitus

1 (2.0)

(2.0%) 순이었다(Table 3).

Chronic renal failure

1 (2.0)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 (2.0)

Pulmonary tuberculosis

1 (2.0)

Polymyositis

1 (2.0)

Meniere's disease

1 (2.0)

Psoriasis vulgaris

1 (2.0)

Total (%)

4. 임상양상 및 병변부위

39 (76.5)

잠행백선의 임상양상으로 습진모양이 29명
(56.8%)으로 가장 많았고, 지루피부염모양, 건선모
양이 각각 5명(9.8%), 모낭염모양, 주사모양, 피
부고름증모양이 각각 3명(5.9%), 자색반모양 2명
(3.9%), 원판홍반루푸스모양 1명(2.0%) 순이었다
(Table 4, Fig. 1).

Table 4. Clinical and mycological features of 51 cases of tinea incognito
Clinical features
Eczema-like

No. of cases (%)
29 (56.8)

Clinical type
18 T. corporis

5 (9.8)

10 T. rubrum, 1 T. mentagrophytes

8 T. faciei

1 M. canis, 1 T. verrucosum

2 T. manus

1 T. erinacei, 1 M. gypseum

1 T. cruris
Seborrheic dermatitis-like

Dermatophyte isolated

4 T. faciei

14 (-)
4 T. rubrum, 1 T. mentagrophytes

1 T. corporis
Psoriasiform
Folliculitis-like

5 (9.8)
3 (5.9)

4 T. corporis

2 M. canis, 1 T. mentagrophytes

1 T. manus

1 T. verrucosum 1 (-)

2 T. barbe

1 T. rubrum, 1 T. mentagrophytes

1 T. corporis

1 T. verrucosum

Rosacea-like

3 (5.9)

3 T. faciei

3 T. rubrum

Pyoderma-like

3 (5.9)

2 T. faciei

2 T. mentagrophytes, 1 M. canis

1 T. corporis
Purpura-like

2 (3.9)

2 T. corporis

2 (-)

DLE-like

1 (2.0)

1 T. faciei

(-)

T: Trichophyton, M: Microsporum, DLE: discoid lupus erythemat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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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cation of tinea incognito
Location

Number of patients (%)

Face
Cheek

11

Eyelid

4

Forehead

3

Upper lip

2

Nose

1

Trunk

9 (17.6)

Abdomen

4

Back

2

Axilla

2

Chest

1

Upper extremity

9 (17.6)

Forearm

5

Hand dorsum

3

Wrist

1

Neck

5 (9.8)

Lower extremity

4 (7.9)

Shin

2

Knee

1

Ankle

1

Buttock

2 (3.9)

Groin

1 (2.0)

Total (%)
Fig. 1. Representative cases of tinea incognito. (A)
Eczema-like erythematous patch on the left lower eyelid
(B) Seborrheic dermatitis-like lesion on the glabella (C)
Psoriasiform lesion on the right leg

21 (41.2)

51 (100.0)

이었고, 상지 중에서는 아래팔 5명, 손등 3명, 손
목 1명이었고, 하지 중에서는 정강이 2명, 무릎,
발목이 각각 1명이었다(Table 5).
5. 병형별 분류

병변부위는 얼굴이 21명(41.2%)으로 가장 많았
고, 몸통, 상지가 각각 9명(17.5%), 목 5명(9.8%),

병형별로 보면 몸백선이 27예(52.9%)로 가장

하지 4명(7.9%), 궁둥이 2명(3.9%), 샅고랑부위 1명

많았고, 얼굴백선 18예(35.3%), 손백선 3예(5.9%),

(2.0%) 순이었다. 얼굴 중에서는 뺨 11명, 눈꺼풀

수염백선 2예(3.9%), 샅백선 1예(2.0%) 순이었다.

4명, 이마 3명, 윗입술 2명, 코 1명이었고, 몸통 중

습진양 형태는 몸백선이 18예로 가장 많았고, 얼

에서는 배 4명, 등, 겨드랑이가 각각 2명, 가슴 1명

굴백선 8예, 손백선 2예, 샅백선 1예 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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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ungal strains isolated from patient with tinea
incognito

Table 6. Clinical type of tinea incognito
Clinical type

Number of patients (%)

Tinea corporis

27 (52.9)

Tinea faciei

18 (35.3)

Tinea manus

3 (5.9)

Tinea barbe

2 (3.9)

Tinea crurs

1 (2.0)

Total (%)

Species

Number of patients (%)

T. rubrum
T. mentagrophytes

51 (100.0)

18 (35.3)
6 (11.8)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4

T. mentagrophytes var
interdigitale

2

M. canis

4 (7.8)

T. verrucosum

3 (5.9)

T. erinacei

1 (2.0)

지루피부염모양은 얼굴백선 4예, 몸백선 1예 순

M. gypseum

1 (2.0)

이었고, 건선모양은 몸백선이 4예, 손백선이 1예

Contaminants

순이었고, 모낭염모양은 수염백선 2예, 몸백선

No growth

4 (7.8)

1예 순이었고, 주사모양은 3예 모두 얼굴백선이

Total (%)

51 (100.0)

었고, 피부고름증모양은 얼굴백선이 2예, 몸백선

T: Trichophyton, M: Microsporum

14 (27.4)

1예 순이었고, 자색반모양은 2예 모두 몸백선이
었고, 원판홍반성푸루스모양은 얼굴백선 1예이었
다(Table 4, 6).
erinacei, M. gypseum 각각 1주 순이었고, 지루피부

6. 원인균주

염모양은 T. rubrum이 가장 많았고, T. mentagro-

잠행백선 51예 중 47예(92.2%)에서 KOH 검사

phytes 1주 순이었고, 건선모양은 M. canis가 2주로

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4예(7.8%)에서는 KOH 검

가장 많았고, T. mentagrophytes, T. verrucosum 각각

사에서 음성을 보였으나 진균배양에서 양성소견

1주 순이었고, 모낭염모양은 T. rubrum, T. menta-

을 보였다. 또한 51예 중 오염균 14예(27.4%)와

grophytes, T. verrucosum 각각 1주이었고, 주사모

균주가 자라지 않은 경우 4예(7.8%)를 제외한 33

양은 3주 모두 T. rubrum이었고, 피부고름증모양

예(64.7%)에서 배양 양성소견을 보였다.

은 T. mentagrophytes가 2주, M. canis 1주 순이었고,

피부병변의 진균배양 검사로 분리 동정된 원
인균주는 Trichophyton(T.) rubrum이 18주(35.3%)

자색반모양 및 원반홍반루푸스모양은 분리 동정
된 균주가 없었다(Table 4).

로 가장 많았고, T. mentagrophytes 6주(11.8%),

원인균주 중 사람친화성 피부사상균은 T. rubrum

Microsporum(M.) canis 4주(7.8%), T. verrucosum 3주

18주, T. mentagrophytes var interdigitale 2주로 총

(5.9%), T. erinacei, M. gypseum 각각 1주(2.6%) 순

20주로 가장 많았고, 동물친화성 피부사상균은 M.

이었으며 T. mentagrophytes 6주 중에서는 동물친

canis,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각각

화성(zoophilic) 균인 T. mentagrophytes var menta-

4주, T. verrucosum 3주, T. erinacei 1주로 총 12주,

grophytes가 4주, 사람친화성(anthropophilic) 균인

흙친화성(geophilic) 피부사상균은 M. gypseum 1주

T. mentagrophytes var interdigitale가 2주이었다

순이었다. 이 중 동물친화성 피부사상균 12주의

(Table 7).

전염원인 접촉 동물은 M. canis 4예(33.3%)는 고양

습진모양은 T. rubrum이 10주로 가장 많았고, T.

이와 접촉된 경우 3예, 개와 접촉된 경우 1예 순

mentagrophytes 1주, M. canis, T. verrucosum, T.

이었고,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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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solated dermatophytes associated with animal contact
Kind of animals

Isolated dermatophyte

Total (%)

Cattle

Dog

Cat

Rabbit

Hedgehog

M. canis

-

1

3

-

-

4 (33.3)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

2

-

2

-

4 (33.3)

T. verrucosum

3

-

-

-

-

3 (25.0)

T. erinacei

-

-

-

-

1

1 (8.4)

Total (%)

3

3

3

2

1

12 (100.0)

T: Trichophyton, M: Microsporum

(33.3%)는 개와 접촉한 경우, 토끼와 접촉한 경우

은 54.0세로 2006년 Romano 등23이 이탈리아에서

각각 2예이었고, T. verrucosum 3예(25.0%)는 모두

15년간 본 증 환자 200명에 대한 연구의 42세,

소와 접촉한 경우 이었고, T. erinacei 1예(8.4%)는

2011년 Ansar 등19이 이란에서 16년간 본 증 환자

고슴도치와 접촉한 경우였다(Table 8).

56명에 대한 연구의 32.6세, 2013년 Kim 등17이 국
내 피부과에서 9년간 본 증 환자 283명에 대한

고

찰

다기관 연구의 44.6세 보다 높은 연령층에 많았다.
그리고 남녀간의 발생 빈도를 보면 1:1.3으로 여
1

잠행백선은 1968년 Ive와 Marks 에 의해 처음

자에 조금 더 호발하였는데 Romano 등23의 1:1.1

으로 명명되었으며, 대부분이 백선증을 다른 피부

의 보고와 비슷하였으나 Kim 등17의 1.3:1, Ansar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2,6,14,16,20-23. 백선증

등19의 1.1:1로 남자에서 조금 더 많다는 보고와는

의 치료에 스테로이드제제나 비스테로이드성 면

차이를 보였다. 유병기간은 3개월 미만이 가장 많

역조절 약제를 부적절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았는데 Kim 등17의 평균 15개월 보다는 유병기간

세포 매개성 면역을 감소시키고 염증반응을 억제

이 짧았다. 동반질환은 발백선 및 손발톱진균증

하며 비전형적인 백선증인 본 증을 유발하는데,

이 동반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Kim 등17도 본

임상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홍반과 인설 및 염

증의 위험인자로 발백선 및 손발톱진균증이 동반

증반응의 소실 등으로 습진모양, 지루피부염모양,

된 경우라고 하여 본 증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발

모낭염모양, 주사모양, 자색반모양, 원반홍반성루

백선 및 손발톱진균증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할 필

23

푸스모양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 더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양상으로 다른

욱이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국소도포제와 달리 장

보고자들17,19,23과 마찬가지로 습진모양이 가장 많

기간의 사용에도 혈관확장이나 피부위축 등의 부

았고, 그 외 지루피부염모양, 건성모양, 모낭염모

작용이 없는 비스테로이드성 면역조절 약제의 국

양, 주사모양, 피부고름증모양, 자색반모양, 원판

소도포제가 여러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

홍반푸루스모양 순이었는데 Kim 등17의 백반모

가 늘어 본 증에 대한 보고의 증가로10-25 본 증에

양, Romano 등23의 경피증모양은 없었다. 병변부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위는 얼굴이 가장 많았고, 몸통, 사지, 목, 하지,

시작하였다.

궁둥이, 샅고랑부위 순이었는데, Kim 등17의 몸통,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

얼굴 순이었다는 보고와 비슷하였다. 병형별로 보

- 164 -

박민우 등: 최근 10년간 잠행백선에 대한 임상 및 원인균주 분석: 단일기관 경험

면 Ansar 등19과 마찬가지로 몸백선이 가장 많았

이 각각 5.9%, 자색반모양 3.9%, 원반홍반루푸스

고, 그외 얼굴백선, 손백선, 수염백선, 샅백선 순

모양 2.0% 순이었다. 병변부위는 얼굴이 41.2%로

이었다.

가장 많았고, 몸통, 상지가 각각 17.6%, 목이 9.8%,
17

23

원인균주로는 Kim 등 및 Romano 등 과 마찬

하지 7.9%, 궁둥이 3.9%, 샅고랑부위 2.0% 순이

가지로 T. rubrum이 가장 많이 분리 동정되었고,

었다. 병형별로 보면 몸백선이 52.9%로 가장 많았

T. mentagrophytes, T. verrucosum, T. erinacei, M.

고, 얼굴백선 35.3%, 손백선 5.9%, 수염백선 3.9%,

19

gypseum 순이었는데, Ansar 등 은 T. verrucosum이

샅백선 2.0% 순이었다. 잠행백선의 원인균주는 T.

가장 많이 분리 동정된 원인균주라고 하여 다소

rubrum이 35.3%로 가장 많았고, T. mentagrophytes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란이라는 지역적 피부사

11.8%, M. canis 7.8%, T. verrucosum 5.9%, T. erinacei,

상균 분포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M. gypseum 각각 2.0% 순이었다.

원인균주 중 동물친화성 피부사상균은 M. canis,
T. mentagrophytes var mentagrophytes, T. verruco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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