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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Facial Lichen Str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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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chen striatus is a inflammatory disorder characterized by distinctive linear distribution of
papules. The lesion presents commonly on the extremities and facial involvement has been
reported as being less frequent. Only four cases have been reported in the Korean literatures.
A 3-year-old patient presented with linear erythematous papules on the nose. Histopathologically,
the lesion showed spongiosis in the epidermis and lymphocytic infiltration around the hair
follicles and eccrine glands in the dermis. We report a case of lichen striatus with facial
involve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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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콧날을 따라 선상의 배열로 나타난 구진의 양
상을 띠었고, 병리 조직학적 소견상 표피의 국

선상태선(lichen striatus)은 주로 소아에서
1)

발생하는 선상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주로

하지에 호발하며 얼굴에 발생한 경우는 매우

소적인 해면화와 혈관 주위와 에크린 한선 주
위의 치밀한 림프구 침윤 소견을 보여 얼굴에
발생한 선상태선이라고 진단하였다.
저자들은 얼굴에 발생한 선상태선 1예를 접

드물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4예가
2-4)

보고되었다.

본 증례는 임상적으로 미간과

하고 드문 예라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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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환자：김 ○ ○, 여자, 3세

례

주소：미간과 콧날을 따라 발생한 선상의 홍반
성 구진

증례

현병력：환자는 3세 여아로 내원 5개월 전부터
미간과 콧날을 따라 선상의 홍반성 구진이 생
겨 내원하였으며 약간의 소양증을 호소하였음.

과거력 및 가족력：특기 사항 없음.
피부 소견：4.5 cm 길이의 미간과 콧날을 따
라 선상으로 배열된 핀 머리 크기의 홍반성 구
진(Fig. 1).

신체 검사 소견：피부 소견외 특기 사항 없음.
병리 조직학적 소견：표피의 국소적인 해면화
Fig. 1. Multiple pinhead sized erythematous linear
papules on the nose.

와 진피내 모낭주위와 에크린 한선 주위의 치
밀한 림프구 침윤소견이 관찰됨 (Fig. 2).

치료 및 경과：스테로이드제제를 도포하였으며
2개월 후 병변이 거의 호전되었음.
고

찰

선상 태선의 호발 부위는 사지, 목, 몸통 등
이며, 얼굴에 발생한 경우는 0∼11%로 다양하
5-7)

게 보고되고 있으나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얼굴에 발생한
경우는 4 예가 보고되었다.2-4) 대부분 5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에서 호발하고, 남녀 성비는
1：2 정도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임상적
으로 주로 편측성으로 발생하며, 인설을 동반
한 작은 홍반성 구진이 융합하면서, Blaschko’s
line을 따라 띠를 형성한다. 대부분 증상이 없
지만 약간의 소양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많은 보고에서 표피에 침윤된 세포가 CD8
Fig. 2. Focal spongiosis in the epidermis and dense
lymphocytic infiltration in the perifollicular
and perieccrine gland area of the dermis. (×
20)

T 림프구이며 HLA-DR 양성소견을 보이므로
선상태선을 T 세포 매개성 염증 질환이라고
6, 8)

추측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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