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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자들은 후경부와 양측 견갑상부에 전체 체표
면적의 4%에 해당하는 피부부위에 궤양을 보인

DSM-III-R(APA 1987) 의 ‘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
여 신체 적 인 조건이 영향받는 조건’ 에 속하는 피

65세 인공피부염 여자환자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부질환으로는 인공피부염，소양증，다한증，아토피
성 피부염，주사，탈모, 건선, 담마진，발모광, 신
경증적 피부박리 등이 있다(Folks와 Kinney 1991).

증

례

현병력 : 환자는 65세 여자로 평소 성격이 활발

이중에서 인공피부염은 연민을 유발하거나 책임
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혹은 장애에 대한 보상의도로

하고 유모어가 있으며 고집 이 센 편이 었다. 환자의

스스로가 병변을 유발하며, 특히 젊은 히스테리

31세된 막내아들이 13년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여자에게서 잘 발생하는 피부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힘들게 뒷바라지를 하였으나，반복되는 입퇴원에도

(Domonkos 등 1984).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다른 자녀들에게 힘들다는

병발부위는 손이 닿는 부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병 발생은 손으로 긁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이야기를 자주하고 우울，실망감，무력감, 불면，
불안 등을 호소하였다. 내원 1년전인 1992년초에

기계적인 방법，화학적인 자극물질 혹은 부식제

막내아들의 병이 악화되면서 환자도 따라서 우울,

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변자체는 다른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경부와 양상측 견

피부질환과 유사하지만 그 병변의 모양이 경계가

갑부의 소양감을 호소하며 그 부위를 손으로 긁기

명확하고，기괴한 모양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작하였다. 1992년말에는 후경부와 견갑부에서

질환은 정서적인 불안정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궤양과 홍반성삼출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어 1993년

대부분의 환자가 정신치료적 권유를 거부하는 것

2월 13일 전신쇠약, 부종 등의 중상으로 본원 응

으로 알려져 있다(Domonkos 등 1984).

급실을 방문하였다. 내원당시 혈압은 140/80，맥박

인공피부염 환자들은 불안장애, 기분장애 혹은

80회/분，호흡수는 20회/분, 체온 36.7°C이었다. 웅

인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를 보이는데 정신과

급혈액검사상 백 혈구 5，
500/cmm，혈소판수 339,000

분야의 문헌에서는 외국의 경우, 단편적인 증례보

/|iL으로 정상수치를 보였으나，헤모글로빈치 7.7g

고나 복습문헌 정도가 있을 뿐이며 (Gupta 둥 1987) ，

/dl, 적혈구수 3.12X106/|iL로 저하되었고, 형태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

소구성, 저염색성으로 만성출혈로 인한 빈혈소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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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전체단백질이 4.4g/dl, 알부민은 2.0g/dl로
둘다 낮은 수치를 보여 내과에 입원하였다.
내과입원중 실시한 위내시경, 심전도, 복부초음

파검사, 대장경검사，흉부방사선촬영에서 빈혈 및
저단백，저알부민혈증의 원인이 될만한 소견은 발

가능할 정도로 좌측대퇴부위의 수술경과가 호전되

견되지 않았으며，환부 및 혈액배양검사상 포도상

고, 우울증상도 회복되어 1993년 5월 12일 남편의

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되어 약 2주간의 cefa-

사망을 통고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droxil 항생제투여 및 대증치료로 내과적인 증상들

후 환자는 중격으로 며칠간 참을 못 이루고 울며

은 호전을 보였다.

지내다가 예상외로 담담하게 받아 들이게 되어

알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환자는 보행이

내과적인 증상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환자는

가족들에게' 자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후경부와 양상측 견갑부의 소양감 및 상처부위를

설명하고 1993년 6월 5일 정형외과에서 퇴원하였

계속 긁는 행동을 보여 1993년 2월 26일 피부과로

다.

전과되었다. 피부과로 전과와 동시에 정신과 자문

환자는 퇴원한 후, 자식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의뢰된 초진소견에서 안색은 창백하고 척추는 경

만성 정신분열병인 막내아들의 뒷바라지를 핑계로

부에서 약간 전굴상태였으며, 습성붕대 (wet dres

정신과，피부과 치료를 거부하고 피부병변에 대해

sing) 5 한 후 탄력붕대를 감고 있으나 제대로 간

서는 약국에서 습성도포제(silvadine oint) 를 임의로

수를 못하고 허술하게 유지하고 있는 외양이었다.

구하여 도포하면서 지내던중 1993년 11월경, 막내

면담과정에서 “ 선생님은 누구냐 ? ，나는 정상인데
왜 정신병자 취급하느냐? . 어머니가 계시니 집에

아들이 집안의 기물을 부수고 환자에게 칼을 들
이대는 등의 행동을 보여 모병원 정신과에 재입

가야한다. 어머니가 보고싶다.” 는 등의 엉뚱한 말과

원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 몸살

정신운동성 홍분을 보였다. 또한 큰아들을 삼촌이 라

처럼 기운이 없고 식욕이 감퇴되고 불안하고 초

부르고 주변사람들을 의심하고 시간 및 장소를

조하고, 잠을 못자고，우울해지더니 다시 후경부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피해적인 사고 및 지

양상측 견갑부의 소양감을 호소하면서 아직 낫지도

남력장애，단기기억력의 장애를 보여 기질성뇌증

않은 피부병변부위를 심하게 긁는 행동을 보여

후군을 의심하여 haloperidol 1.5mg을 경구투여 하고

1993년 12월 11일 본원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유지케 하였다. 응급으로 실시한 두부전산화단층
촬영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력 및 가족력 : 환자는 경기도 개성 출생으로
2남 4녀중 셋째딸이었으며 어려서부터 명랑하고

Haloperidol투여 3일후부터 환자의 정신증상은

활발한 성 격으로 남매 간에도 원만한 사이 였다. 6.25

호전되었으나 피부병변은 1 : 10,000KMn04 용액으

때 월남하여 대구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로 1일 3회에 걸쳐서 습성붕대치료를 계속 받아

환자 나이 19살에 연애반 중매반으로 교직생활을

야만 했다. 피부과입원 9일째에 피부병변이 통원

하던 남편과 결혼하여 비교적 원만한 가정을 유

치료할 만큼 경쾌상태로 되어 퇴원하였다.

지해 왔다.

퇴원후 피부과 외래치료를 받던중，1993년 3월

남편은 평소 성격이 세심하고 부부사이는 좋았

21일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도중에 침대에서 떨

으나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편이었는데 환

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하여 1993년 5월

자가 입원치료를 받던중 급성위장출혈로 사망하였

12일 양극성 편즉관절성형술(bipolar hemiarthro-

다. 슬하에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위로부터 딸이

plasty) 을 시행받았다. 정형외과입원중 일주일 간

셋이었고 밑으로 아들 2명을 두었다. 둘째딸을 출

격의 정신과 자문에서 환자는 의존적이고, 칭얼거

산한 후 임신중독증에 걸렸지만 회복되었고 특별히

리고, 눈물을 홀리고, 잠을 못자고, 불안정한 정서

아픈데 없이 건강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딸들은

상태를 보이고 재입원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모두 대학을 나오고 성격도 활발하고 원만하여

등 우울증세를 보여 bromazepam 9mg과 amineptine

출가하여 잘 지내고 있었으며，큰아들은 37세로

lOOmg을 투여하였다. 한편，1993년 4월 13일 당시

대학을 나오고 회사에 다니는데 과묵한 성격이었다.

기세였던 환자의 남편이 위장출혈로 본원 내과

막내아들이 약 13년전부터 시내종합병원 정신과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나 환자가 골절

입퇴원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대학도 중퇴하게 되고

후 우울증 상태 였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환자에 게

집에서 지내다가 28세때 결혼을 시도했지만 파경

으로 끝나버린 후，환자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다.
환자가 막내아들에 대한 걱정 및 집착이 남달리
강하여 막내아들의 병경과에 따라 환자의 기분상
태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신상태검사 : 1993년 12월 11일 입원당시 외
양은 양호하고 치료자에 게 협조적 이었지만 불안하
고 정 신운동성 이 저하된 모습으로 느린 속도로 말을
하면서 가끔씩 눈물을 홀리고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죽은 남편생각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였다. 지속적인 피부병 변부위의 소양감을

사진 1.

호소하면서 치료진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편，불안 등을 호소하였으나 인지기능이나 지남

고

찰

력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치료경과 : 1993년 12월 11일(정신과 입원)

인공피부염에 대한 문헌상의 첫 보고는 1863년

입원 7일째 : 계속적으로 피부증상에만 관심을

선원이 화약가루를 자신의 팔목에 문질러서 인위

보이는 태도를 보여 imipramine 45~ 70mg, broma-

적으로 옴 (scabies) 처럼 보인 사례이다(Gavin 18

zepam 9mg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일주일 경

63). DSM-III-R(APA 1987) 에 의하면 인공피부염

과하면서 환자의 소양감은 감소하였고 주위 환자

(dermatitis artefacta 혹은 factitial dermatitis) 의 발

들과의 대화도 증가되었지만 자신의 심리적인 문

병율은 전체 피부과환자의 약 0.3 %에 달하며, 대

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병변

학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더욱 높고，남녀비율은 1 :

부위는 습성도포제(silvadine oint) 및 1 : 10,000
KMn04 용액으로 1일 3회에 걸친 습성붕대치료로

4로 여자에게서 빈번한 질환으로 되어있다.
인공피부염，신경성 표피박리(neurotic excoria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tion), 발모광 둥 소위 자기파괴적인 (self-inflicted)

입원 14일째 : 불면증세도 회복되었고, 병변부위

피부질환들이 다양한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있음에

의 소양감도 회복되었다. 심리적인 갈등과 피부병

도 불구하고 정신과적인 연구가 미흡한 원인은

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으로 보아

대부분의 자기파괴적인 피부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병식을 갖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들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부정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지

표현정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교

않거나 혹은 임상에서 피부과와 정신과의 적절한

육하고，사망한 남편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도록

협동이 결여되어 정신과로 의뢰되는 경우가 드문

하였으며，퇴원후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게 될 상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Gupta 등 1987). 또한,

황에 대한 불안을 가족들이 도와 주도록 환경적 인

Stein과 Hollander(1982) 는 인공피부염，발모광，신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지지적 인 치 료만 시 행하였다.

경성 표피박리，교조증(onychophagia) ，신체이형장

입원 50일째 : 상처부위는 주변의 가피만 남게

애 (body dysmorphic disorder) 등의 피부질환에서

되고 완전히 자유되었다(사진 1). 그러나 환자는

강박적 인 증상들을 보이는데 이들에게 정신과적인

소양감의 재발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없는 태도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Moffkert 등 (1985) 은

보였지만, 막내아들이 퇴원하게 되어 돌볼 사람이

자기파괴적인 피부질환에서 정신증，정신자체，인

없다고 고집하면서 퇴원을 요구하여 1994년 2월

격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정 신피부과적 (psychodermatologic) 관점에서, 피

5일 퇴원하였다. 이후 1994년 5월 현재까지 1주일
간격의 외래통원치료중에 있으며 bromazepam 6

부는 일차적인 기능이 촉각수용(tactile receptivity)

mg, imipramine 50mg을 투여중이며 피부소양감은

에 있고 정서적인 자극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전혀없는 상태이다.

또한 피부병변은 가시적이고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파괴적인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

내과치료 도중에 보였던 기질성뇌증후군에 해당하

우에 피부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게 되는 경우가

는 증상은 haloperidol 1.5mg을 5일정도 유지한 푸

많다(Moffaert 1992). Doran 등 (1985) 은 신경성

소실되었기 때문에 내과적인 전신상태가 덜 회복된

표피박리，인공피부염 등의 자기파괴적인 피부질

상태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상태로 판단되며 환자의

환에서 우울증이 많은데 이는 hypothalamic-pitui-

소양감과 행동장애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폐쇄적 인 드레싱 (occlusive dres-

tary-adrenal axis의 활성화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본

피부과치료에서

증례에서도 환자가 아들의 질병경과에 따라 우울

sing) 은 환자가 병변부위를 반복적으로 악화시키는

해지면서 소양감을 동반한 피부병변을 스스로 유

경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된다

발하였기에 Doran둥(1985) 의 제안과 일치되는 경

(Moffaert 1992). 결론적으로，인공피부염의 치료는

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공피부염 환자들은 통

정신신체질환의 관점에서 피부과와 정신과의 적절

찰력이 없고 신체 이미지의 왜곡을 보이는데 이는

한 협조로 피부과적인 치료에 더하여 정신치료，

신경성식욕부진증과 유사하다고 보이며 실제로 인

행동치료，정신약물치료 등의 치료방법이 추가되

공피부염 이 신경성식욕부전증과 공존하는 경우도

어야 한다고 고려된다.

흔하다고 하였다(Doran 등 1985).
결

한편, Haenel 등 (1984) 은 인공피부염 환자들이
어린시절 스트레스에 처했던 경험,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왕력，현재 혹은 과거에 우울증을 앓고

저자들은 후경부와 양측 견갑상부에 전체 체표

있는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심리검사

면적의 4%에 이르는 궤양 및 삼출을 보인 65세

에서는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정서와 적절히

인공피부염 여자환자 1례를 체험하였기에 문헌고

다룰 수 없는 충동 ^ 의

찰과 함께 보고하였다. 인공피부염환자는 피부병

우울_ 공격적인 긴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4 .

변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

인공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본증

정신치료이지만 대개의 경우 정신치료적인 제안에

례에서도 불안과 우울중상을 보인 환자가 정신약

거부적이고 치료가 시작되어도 치료자에 대한 의

물치료 및 지지적인 정신치료에 소양감 및 긁는

존과 적대감의 양가적인 표현이 치료과정에서 나

행동이 소실되어 양호한 치료결과를 보였다. 향후，

타나며，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피부과와 정신과의 적절한 협조로 정신신체의학적

부정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인 관점에서 인공피부염에 대한 치료접근이 있어야

경우도 있다(Doran 등 1985). 본증례에서도 정신

한다고 제안한다.

과적인 치료접근에 강한 저항을 보여 치료초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심 단어 : 인공피부염.

정서적인 미숙이나 내향성을 띠는 성격유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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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ase o f Dermatitis Artefacta
Gi-Chul Lee M.D., Jung-Ho Lee, M.D., Seung-Bum Hong,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Inje University Medical College, Sanggye Paik Hospital, Seoul
We report a 65-year-old female patient of dermatitis artefacta who complained extreme itching
sensation on the posterior cervical neck and the superior scapular region with scratching beha
vior. She came to the psychiatric department with concurrent problems, such as anxiety, depres
sive mood* insomnia. These may have probable relationship to the pathogenesis of the posterior
cervical neck and the superior scapular region problem. The patient was unaware or denied
the presence of emotional problem. As the patient’ s psychological symptoms improved with
antidepressant, anxiolytic medication, the dermatologic itching sensation was also reduced. We
suggested to the dermatologist to make the patient with dermatitis artefacta recognize that
psychiatric consultation may be useful adjunct to treatment and improvement
KEY WORDS ：Dermatitis artefac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