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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 도포후 전신에 발생한 다모증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 전수일피부과의원 *

임하 성·전 수 일 *·이민 걸
=Abstract=

A Case of Generalized Hypertrichosis After
Treatment with Topical Minoxidil
H a Seon g Lim , M .D ., Soo Il Chun , M .D *., M in -Geol Lee, M .D
Dep artment of D 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 edicine, Seoul, Korea
Dr. Soo II Chun "s Skin Clinics *, Seoul, Korea
There are few reports about generalized hypertrichosis after treatment with topical minoxidil , even
though there are numerous reports about generalized hypertrichosis after treatment with oral
m inoxidil. We experienced a rare case of generalized hypertrichosis after treatm ent with 3 % topical
m inoxidil in a 5-year-old boy . He visited our hospital for generalized hypertrichosis on face, trunk,
arm after treatment with 3 % topical minoxidil for 2 months due to alopecia areata. The laboratory
exam ination including CBC, SMA and the level of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luteinizing
hormone,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cortisol, estradiol, testosterone were within normal limits.
Two months after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with 3 % topical minoxidil, the hair started to shed
and six months after discontinuation of topical minoxidil, he showed alm ost complete resolution .
(K orean J Derm atol 200 1;39 (12)： 1420 ~1422)
K ey W ords：Generalized hypertrichosis, Topical minoxidil.

서

론
5세된 남아가 3 % 미녹시딜을 도포하면서 전신에 발생

미녹시딜은 경구용으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한 다모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 환자는 3개월 전부터 발

최근에는 탈모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 경구용 미녹

생한 3-4개의 원형탈모증을 주소로 개인 피부과를 방문하

시딜의 부작용으로는 체액저류 , 전신의 다모증이 있으며 ,

여 , 약 2개월 동안 3 % 미녹시딜을 병변에 하루 서너번

국소도포시에는 피부의 건조증과 피부 낙설 , 국소 다모증

국소 도포했다고 한다 . 미녹시딜 국소도포 약 4-6주 후부

등이 있다 1 . 경구용 미녹시딜 사용 후의 전신적 다모증의

터 전두부 , 목, 팔 등에 다모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보고는 흔하지만, 미녹시딜의 국소 도포후 전신에 발생한

하며, 점차 등과 엉덩이 , 하지까지 퍼져 본 병원 피부과

다모증은 드물다 . 이에 본 저자들은 5세된 남아에서 미녹

로 전원되었다 . 내원당시 두피의 원형탈모반은 치료되었

시딜 국소 도포후 전신에 발생한 다모증 1례를 경험하고

으나, 모발이 두피와 얼굴, 가슴, 양팔 , 등과 엉덩이 윗부

보고하고자 한다 .

위까지 덮여 있는 소견을 보였다 (사진 1-3). 전신 이학적
검사상 피부 병변을 제외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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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부신기능자극호르몬)상 모두 정상 범위였다 . 특별한
치료없이 미녹시딜 도포를 중단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다모증이 소실되기 시작하여,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전신의 다모증은 모두 소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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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1 . hypertrichosis of face after application of 3% topical
minoxidil.

고

F ig . 2 . hypertrichosis of neck after application of 3% topical
m inoxidil.

찰

미녹시딜이 국소적으로 발모를 촉진하는 기전으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국소적인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두피를 자극하여 표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가설이 있다 1 . 미녹시딜 국소도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으로는 가려움증, 건조증과 피부낙설 , 홍조, 접촉피부염
이 있고, 0.5- 1% 정도에서 다모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
고된 바 있다 2 . 그러나 보고된 대부분의 다모증은 미녹시
딜을 도포하는 병변 주변에 국소적으로 발생한 다모증으
로서 , 미녹시딜의 국소 도포후 전신에 발생하는 다모증은
여섯 증례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1 .2 . 이는 5 % 이상의 미녹
시딜을 국소 도포하였을 때 5 % 정도의 남성 환자에서 전
신적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 3 는 보고를 고려한다면, 다
모증을 심각하게 호소할 수 있는 여성이나 소아의 탈모
증의 치료 시에는 낮은 농도의 미녹시딜을 정해진 용량
으로 정해진 횟수 만큼만 도포하는 등의 주의 사항이 잘
지켜진 결과, 여섯 증례만이 보고된 걸로 추측할 수 있다.
국소도포후 전신에 다모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먼저 규정 이상으로 많
은 용량의 미녹시딜을 국소도포하여 전신적으로 흡수된

F ig . 3 . hypertrichosis of back after application of 3% topical
minoxidil.

과도한 용량의 미녹시딜이 모낭에 작용하여 다모증을 일

지금까지 보고된 미녹시딜 도포후 발생한 전신성 다모

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 1 또한 정규 용량으로 미녹시딜을

증 여섯 증례는 성인과 청소년 여자이었으나 , 본 저자들

국소 도포한 후에 정상 이상의 흡수율과 모낭의 과민성

은 소아에서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였다 . 본 환자에서 전

으로 다모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2 .

신적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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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

등은 모두 정상 범위를 보여 , 다른 질환에 의한 전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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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양 피부전이암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김지 욱·류 영 욱·김 병천·이규 석
=Abstract=

A Case of Zosteriform Cutaneous Metastasis
J ee Ook K im , M .D ., Young W ook Ryoo, M .D ., Byun g Chun K im , M .D ., K yu Suk Lee, M .D .
Dep artment of D ermat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We report a case of zosteriform cutaneous metastasis from breast cancer in a 62-year-old fem ale
patient who had painful confluent hard papules over left side of chest.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of the cutaneous lesion revealed neoplastic cell, which showing glandular structure and multifocal
tum or emboli within dilated lymphatics, infiltrating in the dermis. She was treated with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 (K orean J Derm atol 200 1;39 (12)： 1422 ~1424)
K ey W ords：Zosteriform cutaneous metastasis,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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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및 경결성 병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중 대부분에서

피부 전이암의 임상적 형태는 결절성 병변, 염증성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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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 혹은 다발성의 피부 색조의 견고한 결절로 나타나
지만 염증성 , 경결성 혈관확장성, 반흔상 형태를 나타내
기도 하며 , 드물게 대상포진양, 선상, 연성하감양, 사마귀
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1 . 그 중 대상포진양의 배열로 나타
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 폐암 2 , 전립선암 3 , 유방암 4 , 총
수담관암 5 등에서 전이된 예가 보고되고 있다 . 전이암의
피부 병변은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원발암의 첫 징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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