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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the Growth Rate between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Great Toenail in the Same Patients with Onychomycosis
Jong Min Park, Sang Jin Kwon and Hee Joon Yu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Onychomycosis is a common manifestation of fungal disease, accounting for 50% of
all nail problems and a recent rise in the prevalence of onychomycosis has been noted. Despite enormous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onychomycosis in recent years, treatment frequently fails and recurrences
of infection following successful therapy are not uncomm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thogenesis of
onychomycosis , it is crucial to know the factors affecting the nail growth (individual health, age, sex,
familial tendency and seasonal factor, etc) and the growth rate of nail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ny difference of growth rate between affected and
unaffected toe nails in the same individual.
Methods: During a 2-year-period from February, 1998 to February, 2000, 49 patients who had attended
our department with distal subungal onychomycosis affecting only one sided toe nail were recruited. A
reference mark (lunula or 3 mm from the border of the proximal nail fold) by CO2 laser was etched on
the nail plate of their both great toe nail. Patients were seen at intervals of 1-2 weeks. At each visit the
vertical distance was measured between the lunula or the proximal nail fold and the mark on the nail
plate. The growth rate of affected and unaffected toe nails in the same patients was measured. All data
are reported as mean±S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paired t-test.
Results: The growth rate of the affected great toe nails showed a decrease against that of the
unaffected. The affected toe nails were divided to above 50% and under 50% according to the size of
invasion of the nail plate by fungi and compared with unaffected toe nails respectively. In under 50%
we did 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growth rate.
Conclusion: our study did not support slow linear nail growth as a predisposing factor for onychomycosis .
Other factors such as local abnormality of nails which are more common in older patients may be
responsible for the increased incidence of onychomycosis in this group.
[Kor J Med Mycol 5(4): 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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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일반 검사 소견상 전신 질
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전체 대상 예는 49예 (남자 16예, 여자 33예)였으며,
모두 원위 조갑하 조갑진균증 (distal subungal onychomycosis)의 형태를 보였다. 연령 분포는 5세부터 65세
까지 다양하였으나 30세 이상의 연령층이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1.6±14.2세였다. 병변부가 오른쪽 첫 번
째 발톱이었던 경우가 20예, 왼쪽 첫 번째 발톱이었
던 경우가 29예이었으며, 병변부 발톱의 병소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가 23예, 50% 미만인 경우가 26예이
었다 (Table 1). 대상 예에 대한 평균 관찰 기간은 87.1±
68.3일이었다.

론

조갑진균증은 피부사상균, 효모균, 부패균 등의 진균
에 의해 조갑판이 침범되는 질환1 으로 전체 조갑 질환
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2. 조갑진균증은 치
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재발율도 높아 치료에 실
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갑진균증은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 말초 순환 장애, 잦은 외상,
면역 결핍 등과 같은 유발 인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이 증가한다1. 또한 상대적으로 조갑의 성장 속도가 느
린 노년층과 발톱에서 조갑진균증이 호발하는 것3,4으
로 미루어 조갑의 성장 속도 저하도 조갑진균증의 발
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증거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첫 번째 발톱 중 한쪽에만 원
위 조갑하 조갑진균증 (distal subungal onychomycosis)
이 있고 다른 전신 질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
기적으로 양쪽 조갑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여 조갑진
균증과 조갑의 성장 속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조갑의 성장 속도의 측정은 Hillman
이 사용했던 방법5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환자
의 양쪽 첫 번째 발톱 조갑반월부 (lunula)의 중앙 최
말단부에 CO2 laser를 사용해 홈을 표시하여 기준점으
로 하였으며, 이후 1~2주 간격으로 vernier calipers를
사용해서 0.1 mm 단위까지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조갑반월부가 조갑의 변성 등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근위 조갑추벽 (proximal nail fold)에서 3 mm
떨어진 부위를 기준점으로 하였고 환자에게 조갑각
피 (nail cuticle)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조갑의 성장 속도는 기준점으로부터 표시부의 새
로운 이동 지점까지의 거리를 1~2주 간격으로 측정
하여 관찰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년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조갑진균증으로 진단받
고 치료중인 환자 가운데 양쪽 첫 번째 발톱 중 한쪽
에만 병변을 보인 49예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
였으며, 과거력상 당뇨병과 같은 전신적인 만성 질환
이 있거나 내원시 실시한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조갑의 성장 속도 (mm/day) =
(Y-X)/ No. of days between observations

Table 1. Age, sex, the affected site, and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the patients with onychomycosis
No. of Patient

Affected Site

% of Nail Involvement

Age (yr)
male

female

Total

Total

Left

<50%

≥50%

1-9
10-19

1
2

0
0

1
2

0
0

1
2

1
0

0
2

20-29

3

3

6

2

4

6

0

30-39

4

10

14

5

9

9

5

40-49

2

9

11

6

5

5

6

50-59

2

6

8

2

6

3

5

60-69

2

5

7

5

2

2

5

Total

16

33

49

20

29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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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준점 (조갑반월부 중앙 최말단부 또는 근위
부 조갑추벽에서 3 mm 떨어진 부위)
Y: 추적관찰시 X의 새로운 이동 지점

day로 병변부 발톱이 정상 발톱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2. 성별 조갑 성장 속도 비교 (Table 2)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대
상 환자 전체에 대한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간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였고, 성별, 연령별, 조갑의 침범
정도에 따른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차이의 유의 수준
은 p-value 0.05 이하로 하였다.

결

남자에서는 정상 발톱이 병변부 발톱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랐으나 (p<0.05), 여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정상 발톱의 성장
속도만을 비교하였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성장 속도
가 더 빨랐으나 (p<0.05),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p>0.05).

과

3. 연령별 조갑 성장 속도 비교 (Table 3)

1. 전체 대상 예에서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 비교 (Fig. 1)

대상 환자를 19세 이하, 20~39세, 40~59세, 60세 이

정상 발톱의 평균 성장 속도는 0.080±0.025 mm/
day, 병변부 발톱의 평균 성장 속도는 0.068±0.025mm/
Table 2. The growth rate of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great toe nails according to the sex of the patients with onychomycosis
Nail Growth Rate* (mm/day)
Sex
Affected
Male
Female

p-value†

Unaffected

0.068±0.024 0.095±0.050

p<0.05

0.069±0.026 0.073±0.024

p> 0.05

§

p-value

p>0.05

p<0.05

*

Mean±SD
By paired t-test between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nail
§
By paired t-test between male and female
†

Fig. 1. Comparison of the growth rat e between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great toe nail (CI: confidence
interval, Mean±SD, p<0.05).

Table 3. The growth rate of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great toe nails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 patients with
onychomycosis
Nail Growth Rate* (mm/day)

No. of Patient
Age (yr)
Male

Female

Total

Affected

Unaffected

1-19

3

0

3

0.080±0.026

0.099±0.038

20-39

7

13

20

0.073±0.026

0.077±0.024

19

†

0.082±0.047

†

0.075±0.031

†

0.080±0.025

40-59
60Total

4

15

2
16

5
33

7
49

*

Mean±SD, †p<0.05,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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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rowth rate of the affected and the unaffected great toe nails according to the degree of nail
involvement
Nail Growth Rate* (mm/day)
% of
p-value†
Involvement
Affected
Unaffected
< 50%

0.076±0.025 0.076±0.022 p>0.05

≥50%

0.061±0.026 0.080±0.025 p<0.05

Total

0.068±0.025 0.080±0.025 p<0.05

*

Mean±SD
By paired t-test

†

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군마다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였다. 모든 연령군에서 정
상 발톱의 성장 속도가 빨랐으나 40세 이상의 연령군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또
한 각 연령군사이에 정상 발톱의 성장 속도만을 비교
한 결과, 19세 이하의 연령군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
랐고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가장 느렸다.
4. 조갑의 침범 정도별 성장 속도 비교 (Table 4)
병변부 발톱에서 진균에 감염되어 모양이 변형된 부
분의 면적에 따라 50% 이상 침범된 조갑과 50% 미
만 침범된 조갑으로 구분하여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
톱사이에 성장 속도를 비교한 결과, 정상 발톱과 50%
미만 침범된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상 발톱을 50% 이
상 침범된 발톱과 비교하였을 때는 병변부 발톱의 성
장 속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p<0.05).

고

찰

조갑 질환은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데 그 이유중 하나는 조갑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정상 손톱의 성장 속
도에 대해 Hillman5은 각 손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0.07~0.17 mm/day 라 하였고, Bean6은 저자 본인의 손
톱에 대한 35년간의 관찰을 통해 0.1~0.123 mm/day라
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발톱의 성장 속도는
손톱의 성장 속도의 1/2~1/3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
나7, 손톱에 비해 발톱의 성장 속도에 관한 연구는 상
당히 적은 편이다. 조갑의 성장 속도는 기질 세포의
교체 속도 (turnover rate)에 의해 결정되고8 임신, 온
도와 기후, 건선 등과 같이 조갑을 침범하는 질환, 낮
과 밤, 연령, 약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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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13. 또한 Runne 등14은 연령, 성별, 계절적 변화,
잦은 외상 등에 따라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동반된 전신 질환의 유무, 유전적 성향 등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한쪽에만 조갑진
균증을 보인 예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정상으로 보이
는 쪽 발톱의 평균 성장 속도가 0.080±0.025 mm/day
로 관찰되었고, 나 등3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발톱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보
다는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조갑진균증은 진균에 의해 조갑판이 침범되는 질
환으로 전체 조갑 질환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
로 흔히 관찰되고 최근 고령 인구와 면역저하자의 증
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남용 등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2. 또한 사회 활동의 증가로 대인 접촉의 기
회가 많아지고 경제적 수준 상승에 따라 미용적 관심
이 높아져 치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15. 최근
부작용이 적고 빠른 효과를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
인 치료약의 개발로 과거에 비해 치료율이 높아졌으
나 여전히 치료의 실패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16. 일반
적으로 건강한 조갑은 쉽게 진균에 감염되지 않지만
말초 혈액 순환 장애, 잦은 외상, 면역저하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조갑의 기형
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조갑진균증의 발생이 증가한
다1. 또한 조갑의 성장 속도도 조갑진균증의 발생에 관
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Orentreich 등17은 구체적
으로 25세부터 해마다 조갑의 성장 속도가 0.5% 정도
씩 감소한다고 하였고, 조갑진균증은 조갑의 성장 속
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젊은 연령층에 비해17~19, 그
리고 조갑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발톱에서
손톱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1, 이는 조갑의
성장 속도가 조갑진균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라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갑의 성장 속도와 연령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연구 대상을 20세 간격으로 4개의
연령군으로 구분하여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의 성
장 속도를 비교한 본 연구에서도 19세 이하의 젊은층
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서 성장 속도가 가장 느렸는데 이는 김 등18의 결과와
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예가
적어 각 연령군 사이에 정상 발톱의 성장 속도에 대
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원시 실시한 검사실 검사상 전신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와 과거력상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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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등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능한 조갑진균증의 발생
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중 조갑의 성장 속도와의 연관
성만을 보고자 하였다. 조갑진균증은 일반적으로 성별
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
는데18 본 연구 대상에서 여자가 더 많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내원하기가 더
용이하고 미용적인 관심도도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갑진균증 환자군과 조갑진균증이 없는 정상 대
조군 사이에 조갑의 성장 속도를 비교한 연구는 국
내·외에 몇 차례 있었는데 나 등3은 조갑진균증 환자
군과 정상 대조군을 비교하여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
군에 비해 조갑의 성장 속도가 저하되었음을 관찰하
고 조갑의 성장 속도가 조갑진균증의 여러 발병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Goulden 등20은
조갑진균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에 정상화 된 환자
군과 이 환자군과 성별 및 연령이 유사한 정상 대조
군의 조갑 성장 속도를 비교하여 두 집단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성장 속도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하고, 조갑의 성장 속도보다는 오히려 조갑의 국소
적 이상이 조갑진균증의 발생과 연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첫
번째 발톱 중 한쪽만 조갑진균증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양쪽 조갑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여 병변부 발
톱에서 정상 발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장
속도가 저하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병변부 발톱
을 진균에 감염되어 모양이 변형된 부분의 면적에 따
라 50% 이상 침범된 조갑과 50% 미만 침범된 조갑
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정상 발톱의 성장 속도와 비교
한 결과, 50% 미만 침범된 병변부 발톱에서의 성장
속도는 정상 발톱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50% 이상 침범된 경우에는 뚜
렷한 성장 속도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즉 동일인의 정
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사이에 성장 속도의 차이가 명
백히 존재하지만, 침범이 적은 조갑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침범이 많은 조갑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상 발톱의 경
우 남자에서 여자보다 조갑의 성장 속도가 빨랐으나,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는 남녀간
에 차이가 없어 조갑의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진균
감염으로 인한 조갑의 성장 속도의 변화가 뚜렷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조갑의 성장 속도의 연령별
비교에서는 정상 발톱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
린 4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만 병변부 발톱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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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속도 저하를 보여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40세 이상 연령군에서 병변부 발톱의 병소 면적
이 50% 이상이었던 예 (16/23)가 40세 미만의 경우 (10/
2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
각된다. 따라서 조갑의 성장 속도보다는 다른 유발 요
인에 의해 조갑진균증이 발생한 후 점차 조갑판의 침
범이 늘어나면서 조갑하 과각화증의 증가 또는 염증
등 진균에 의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조갑의 성장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예의 조갑진균증을 치료하여 조갑이 정상화된 후 양
쪽 조갑의 성장 속도를 다시 측정하여 진균에 감염되
기 이전에 양쪽 조갑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저자들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한양대
학교 구리병원에 내원하여 조갑진균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환자 가운데 양쪽 첫 번째 발톱중 한쪽만 진
균에 감염된 환자 49예를 대상으로 정상 발톱과 병변
부 발톱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대상자의 정상 발톱과 병변부 발톱의 평균
성장 속도를 비교한 결과 병변부가 정상 발톱에 비
해 성장 속도가 느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2. 병변부 발톱의 진균에 감염된 정도에 따른 정상
발톱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한 결과 정상 발톱과 침
범된 면적이 50% 미만인 병변부 발톱의 성장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침범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발톱에 비해 병변
부 발톱에서 성장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갑의 성장 속도보다는 다른 유발 요인에
의해 조갑진균증이 발생한 후 점차 조갑판의 침범이
늘어나면서 조갑의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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