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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은나이, 계절, 인종, 생리적인
요인, 스트레스, 질환

정상적인탈모는하루에
80개내외로빠지지만
이는의식

등의여러요인의영향을받으며하루에보통50~100개 정

못하는순간에도빠지는경우를말하고본인이발견하는머

도의정상적인
‘퇴행기탈모’
가 일어난다.

리카락수가50개 이상이면일단의심할필요가있다.

성장속도는더울때가장빠르며추울때가장늦다. 그리
고 탈모는봄, 여름보다가을, 겨울에더 많이일어난다.
모발의성장은보통
15~30세사이에가장활발하며
40~50
세에가서점진적으로퇴보한다. 50세이상이되면노화에

그러나이것은개개인의머리카락수에따라다르고머리
를 감은날이나컨디션에따라차이가나므로하루만머리
카락을세는것은무의미하다. 적어도3일이상세어평균을
내야한다.

의한자연스런탈모가일어나기시작하여
70세 이후부터탈
모가빨라진다.
보통탈모증상을호소하는경우를보면대부분주관적인

탈모증(탈모, ALOPECIA(BALDNESS))

경우가많다. 물론명백한탈모증세및 병변이있는경우도
있지만명백한병변이없고객관적으로탈모모발수를세

SOURCE : UTMB Dept. of Otolaryngology Grand Rounds

어보거나모발모양을관찰하지않으며, 증세를호소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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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많다. 즉“머리수가
줄었어요”
라는증세를보면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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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늘어져있거나작아진경우또는쉽게부러지고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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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현상을이야기할때도있는데이때는모발수에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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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없는경우도많다. 그러므로탈모증세가있을때는현
재 모발상태를정확하게진단평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
강 상태를전반적으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역사▶

1959년 이전에는탈모증에대한
외과적치료에대한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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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고밖에없었다. 1926년, Hunt는원형탈모증의치료에

리프팅”
이라불리는두피퇴축술을서술했다. Radovan이이

있어서두피퇴축술사용에대해보고했다. 1931년Passot는

기술을발전시켜재건에있어서조직확장의사용을소개하

남성형탈모증의치료에측두근막피판의사용을보고했다.

였다. 이작업은Manders와동료들이두피결손
치료에서조

1939년 Okuda는 반흔성탈모에있어모발이식에대한펀치

직 확장의사용을서술한1984년에탈모증에적용되었다.

그라프트의사용에대해서술했다. 1959년“탈모에
있어서
자가모발이식과기타선별된피부병적상태
“는외과, 피부

해부학▶

과전문의로펀치그라프트의사용을시도한
Orentreich에 의

모발그 자체또는모간은케라틴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해 소개되었다. 5년후 Vallis는 strip graft와혼합하는punch

필수적으로모낭의산물인죽은 세포의모음(collection이
)

graft의 사용을서술했다. 최근개발된미세혈관기법은Harii

다. 모낭은표피가밑의진피로함입됨을보여준다. 모낭의

의두피유리피판을소개했다. Juri는
1970년 중반에긴측두-

가장밑의끝은모근이라불리는
양파모양의확장을
가지고

정수리-후두피판을개발했다. 일년 후 Blanchard는“두피

있으며, 이것은그 밑이비어있으며유두진피를싸고있다.

탈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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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낭은진피층(섬유조직)과표피층2개의층을가지고있다.병인▶
각 모낭속으로기모근은피지선의입구아래있는진피층에

탈모증은살아있는모근또는각화된모간에대한손상

서 삽입한다. 기모근은
모간을들어올리며피지를분비하

의 결과일수 있다. 손상이모간으로제한되어있다면, 탈모

도록한다. 모발의라이프사이클은
모낭세포가증식하고각

는 일시적일것이다. 모근이손상되었다면초래된탈모증은

질화되는성장기간인생장기부터시작된다. 이것은
2~6년간

일시적일수도있고영구적일수도있다.

지속된다. 퇴행기는모낭이퇴행하며표면가까이로옮겨올 유전적탈모는광범위할수도있고부분적일수도있으
때 시작된다. 휴지기는
모유두가표피외층으로부터
풀리도

며, 다른피부부속기질환과동반될수 있다. 후천적탈모증

록 하는약 100일간지속되는휴식기간을뜻한다. 평균적으

은 자가면역질환, 화상, 영양의
결핍, 화학요법, 건선, 진균

로모발은하루에0.33 mm씩자란다. 새로운
모발은새로운

감염, 방사선노출, 견인, 종양을포함하는여러원인이있다.

모낭의형성과모발군을밀어내는
모간에의해만들어진다.

두피에공간점유성종괴는압박효과로모낭의위축을유발
하여2차적탈모를유발할수 있다. 외상성탈모증은의식적

헤어라인▶

남성의헤어라인은튀어나온중앙선이눈의바깥쪽으로

이거나비의식적인러빙(문지르기) 또는
모발뽑기또는만
성적압력과습성상처로인해2차적으로발생한다.

부터수직선을그리는측두헤어라인을연결하기
위해내려

뇌하수체기능항진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부갑상선기능

오는특징을갖는다. 전두헤어라인이탈모과정에서고립

감퇴증,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 안드로겐분비

되면그것은고립된앞머리라고불린다. 정수리꼭대기, 정

성 종양, 임신, 갱년기, 당뇨병을
포함한여러호르몬적원인

수리탈모는전두부와관계없이발생할수 있으며, 미용학

은 탈모를유발할수 있다. 원형탈모증은많은변형을가진

적으로덜 중요하게여겨진다.

특발성질병이다. 그것은위에언급된원인이되는요소가
없는상황에서도급성탈모를일으킨다. 원형탈모증의과

두피▶

정은예측할수없다. 몇몇환자들은몇달내에재성장을경

두피층은피부, 피하조직, 머리덮개(epicranium) 또는머리 험하지만다른환자들은완전한
탈모가일어난다. 조직검사
덮개널힘줄(gales aponeurotia), 하위널힘줄
(subaponeurosis)

는 모낭주위의집중적인림프구의침윤병소를나타낸다.

그리고두개골막(pericranium을
) 포함한다. 피하지방조직은
피부부속기, 신경, 혈관, 림프관들을
포함하는섬유지방층으
로 구성된다. 머리덮개는
후두부와전두부근육이필수적으
로연결된것이다. 하위널힘줄은
두피에약간의운동성을주
는느슨한결체조직층이다. 두피에
공급되는혈액은다음혈
관으로부터유도된다. 표층관자놀이
동맥, 후두동맥, 내부
상
악동맥, 후이동맥(외경동맥의
모든분지), 상활차동맥, 상안
와 동맥(내부경동맥에서떨어진안동맥의분지) 동맥과같
이 주행하는정맥에의해혈액은외부경정맥으로흘러나간
다. 두피의전두부
부위는상활차와상안와
신경을통해감각
을전달받는다. 측두부
부위로의신경분포는상악신경의분
지인광대뼈신경에의해제공된다. 정수리
부위에서의감각
은대심이의신경에서온다. 이신경은또한소후두부와관련
된전-심이두피를대신한다. 대후두부신경은
정수리꼭대기
와 후두부를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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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 탈모증

남성형탈모증은안드로겐성탈모증혹은통상대머리라
고하며보통20대후반혹은30대부터시작한다. 대머리
환

나 용모의변화로인한미관상의문제로많은사람들이고
민을하고치료받기를원한다.

자에서는전두부(앞머리)에서두정부(정수리)까지의
정상
적 굵은머리카락대신가늘고탈색된솜털을볼 수 있다.
즉 남성호르몬의영향에의하여이러한변화가오며대머
리부위에서는털의생장기가
짧아서가늘고짧은모발만을
볼 수 있다.
대머리의형태는통상적으로앞머리가M자형으로파먹
어 들어가거나정수리에서탈모가발생하는형으로시작된
다. 그리고후두부(뒷머리)나양측측두부(옆머리)의머리카

남성형 탈모증의 원인
남성형탈모증의원인은다양하고
복합적인데그중유전
적 소인, 남성호르몬, 나이등 이 세 가지가중요하고그 외
국소혈액순환장애, 정신적스트레스, 영양의불균형, 과다
한 지루등이작용한다.
본 증상은한마디로모낭에대한안드로겐의작용이라고

락은남성호르몬에영향을받지않아끝까지남아있는것

말한학자가있듯이남성호르몬의역할이중요하다. 즉두

으로알려져있다.

피에서남성 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이5-알파 리덕테이즈

흔히생각하기에대머리는남성만발생한다고생각하는
데 그것은잘못된생각이며, 여성도대머리가발생할수 있

(5RD)라는효소에의하여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
환됨으로써발생한다. 따라서
5RD의 활성도가대머리환자

다. 다만남성만큼심하지는않으며정수리부분의모발이엉에게서훨씬높다.
성하게보이는것이특징이다.

또한여성에서는노장층이나폐경기에여성호르몬인에

본 증상의정도는민족과인종에따라달라그 빈도는백

스트로겐의감소가모발의성장에영향을미쳐탈모를촉진

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순으로나타나며우리나라의경우

시킬수 있다. 최근에는심한스트레스가남성형탈모증을

장년기남성의약 20% 정도는남성형탈모증을
가지고있다

촉진시키는원인이되어30세이전에도많은환자가발생함

고 한다. 본증상은그 자체만으로는건강상에지장이없으

을 볼 수 있다.

남성형 탈모의 영향
·93% : 장래의 탈모에 대해 걱정
·88% : 좌절감 / 무기력
·78% :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끄러워함

대머리의 원인은
유전-안드로겐-노화의 상호작용이다.
기원전400년경에히포크라테스는
환관은대머리가되지

·70% : 자신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낌

않는다는사실을관찰하였으며그 후 아리스토텔레스도
환

Cash, Price and Savin. J Am Acad Drmatol 1993 ; 29 ; 568-75

관은대머리가되지않을뿐더러
가슴에털이자라지
않는다

남성형탈모증

1. 앞이마양끝이M자형으로올라가기시작

2. 진행

3. 앞이마가확연히M자형으로보임

4. 정수리부위탈모도시작

5. 진행

6. 정수리부위와앞이마탈모부위가거의
합쳐짐

7. 정수리부위와앞이마탈모부위가완전
히합쳐짐(옆·뒷머리는보존)

그림 2-1. 남성형 탈모의전형적인 진행 과정
안드로겐(Androgens) : 남성성징에관여하는스테로이드호르몬
유전적요인: 어머니나아버지로부터유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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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ine hypopigmented,
miniaturized hair

Long, thick, pigmented,
terminal scalp hair

5α
-reductase
T

DHT

DHT

DHT

Health hair(thick, actively
growing, and fully pigmented)

DHT

Progressive hair thinner, shorter,
and less pigmented)

그림 2-2. 남성형탈모증에서 DHT의역할

는 사실을알았다. 그러나이후25세기동안이러한사실은

Ω3.

안드로겐의양은대머리의발생이나정도와는상관

잊혀졌으며1949년에해부학자인해밀톤이환관은대머리

관계가없다. 대머리가아닌남성과대머리인남성

가 되지않는다는사실에새로이흥미를갖고연구한결과

간에요중ketosteroid량은동일하다.

안드로겐이남성형탈모에중요한역할을함을밝혔다. 그

Ω4.

Androblastom나
a adrenal virilism 환자의일부에서

후에그는또한남성형탈모의형태와진행정도를도식화하

는혈중에증가된안드로겐양으로인하여여성에서

여 구분하기도하였다(그림2-1).

도 대머리가생기며masculinit를
y 치료하면대머리

헤밀톤은312명의정상인과104명의환관을대상으로조
사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에도달하였다.

의 진행도정지된다.
Ω5.

가족력이있는남성에게안드로겐을투여하면대머
리가생기며가족력이없는남성에게는많은양의

Ω1.

Ω2.

비록 대머리의 가족력이 매우 강하게 있어도

안드로겐을투여해도대머리가생기지않는다는사

sexually 발육못한남자는절대로대머리가되지않

실로 미루어보아유전적인소인도중요한역할을

는다.

함이틀림이없다.

어떤남성에서는안드로겐투여에의해
급속히대머

Ω6.

노화는대머리를악화시킨다. 사춘기전에거세한

리가진행된다. 대머리의진행은안드로겐투여와

남성에게20대에안드로겐을투여하면대머리가수

동시에일어나며투여를중단하면대머리의진행도

십년에걸쳐서서서히진행되지만60대에안드로겐

정지한다.

을 투여하면대머리가급속히진행된다. 대머리에

남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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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

43.50 %

20.06 %

6.84 %
2.01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림 2-3. 연령대별 탈모고민남성비율
20~60세남성인구 : 약 1,400만명
탈모고민인구 : 336만명(20~60세남성의24%) - 1999년고대안암병원 1,731명을대상으로표본조사
2002년발모제시장규모 : 약 4,000억

대한감수성은나이와함께증가하지만이때도역시
안드로겐이존재해야만대머리가진행된다.

안드로겐성탈모증의유전형식은단순하지는않아서현
재는한 개의유전자이상이탈모증의발현에관여하고있
다고알려져있다. 이렇게여러개의유전자가관여되어있

결론적으로유전, 호르몬, 나이가
서로상호작용하여대
머리를유발한다. 아무리
유전적소인이강하여도
안드로겐

는 경우를다인성유전이라고한다.
인간의염색체는한 쌍의성염색체(XX 또는XY)와 22쌍

이 없으면대머리가생기지않는다. 또한안드로겐은유전

의 상염색체로구성되어있는데탈모를일으키는유전자는

적소인이없는사람에서는절대로대머리를유발하지않는

상염색체성유전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탈모

다. 나이가대머리에미치는영향으로는60대 환관에게안

의유전자는부모중어머니나아버지어느쪽으로부터도물

드로겐을투여하면탈모가급속히진행되는데반해젊은환

려받을수 있는것이다. 즉탈모의유전인자는친가나외가

관에게안드로겐을투여하면탈모가서서히진행된다는사

어느쪽에서도유전이가능한데어머니쪽의유전자가약간

실로유추가가능하다(그림2-3).

더 중요한의미를가진다. 탈모를일으키는유전자는우성
유전이기때문에한쌍의유전자중 한 개만가지고있어도

유전적원인

안드로겐성탈모증, 즉소위대머리는탈모유전자를가지

발현이가능하다.
탈모유전자를가지고
있다고해서모두다대머리가되는

고있어야만발생한다. 탈모유전자는부모중
어느쪽에서도

것은아니다. 어떤유전자를가지고있을때 실제로그것이

다 유전이될 수 있다. 유전자는염색체의한 부분에위치한

발생하는것을표현성(expresivity이라고하는데탈모가실
)

화학적인단일구조이며DNA의 작은조각으로이루어져있

제로발생하는표현성은호르몬과나이그리고스트레스등

다. 염색체는항상쌍으로존재하며인간에게는23쌍의염색

의 요인과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다.

체가존재하는데이는부모로부터한쪽씩물려받은것이다.

아버지나삼촌이탈모라고해서
꼭자신도탈모가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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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마부분탈모

전형적인형태의탈모

앞이마부분탈모

여성형탈모유형의미만성탈모

그림 2-4. 남성형탈모(1단계~7단계)

은 아닌경우가많은데그 이유는유전자를물려받지않았

지 남성호르몬은일차적으로고환에서생성되는호르몬으

거나혹은유전자가있더라도
표현성이부족하기때문인
것

로써사춘기가되어고환이발달하게되면본격적으로생산

이다. 현재까지는
탈모를일으키는유전자를확실하게
밝혀

되어목소리가굵어지고, 수염이나게하며, 근육이
발달하게

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되고남성적인체형으로변화하게된다. 여드름의원인이기
도한이호르몬들이바로
탈모를일으키는호르몬인것이다.

남성호르몬

주요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과기타연관된여러가

안드론겐, 즉테스토스테론과
이것의대사물질인DHT는
일부의모낭을위축시켜활동을정지시키는역할을하고있

남성형탈모증

Norwood
씨 분류

탈모된 머리카락수

type 1 약물요법

3,000~6,00개
0

type 2 모발이식술 및 약물요법
type 3 모발이식술 : 1회의 모낭군 이식술
type 4 모발이식술 : 1~2회의 모낭군 이식술

8,000~12,00개
0

29

이식할 모낭수
700~1,000
개
1,000~1,800
개

13,000~16,00개
0

1,600~2,400
개

20,000~30,00개
0

2,400~3,00개
0

30,000~40,00개
0

2,500~5,50개
0

40,000~50,00개
0

4,000~6,00개
0

50,000~75,00개
0

5,000~7,00개
0

단순 두피축소술
type 5 모발이식술 : 1~2회의 메가세션
단순 두피축소술
type 6 모발이식술 : 2회의 메가세션
조직 신장기를 이용한 두피축소술
type 7 모발이식술 : 2회 이상의 메가세션
전이 피판술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두피출소술
type 8 모발이식술 : 3,000개 이상의 메가세션
조직 확장기를 이용한 두피출소술

다(그림2-2). 이 호르몬들은여성에서도역시탈모를일으
킬 수 있다. 안드로겐성호르몬들은신장옆에위치한부신
에서도분비하고있다. 여성에서는
난소에서도모발에
영향
을 미치는호르몬을분비하고있다.

머리의모발선근처에많이분포하고있다.
아로마타아제는DHT의 생성을억제하고있어여성들에
서는탈모의유형이남성과는다르게나타나는것이다.
유전자와호르몬, 이두가지를다 가지고있다고해서반

직접적으로탈모를일으키는호르몬은디하이드로테스토드시탈모가일어나는것은아니다. 탈모가되려면유전적
스테론(dihydrotestosterone, DHT)이라고알려져있다. DHT

인 소인을가지고있는모낭이일정기간이상호르몬에노

는 테스토스테론에5-알파리덕타아제(5- reductase)라는
효

출이되어야하는데노출기간은사람들마다다르고개개인

소가작용하여생성되는대사물질인데모낭세포의특정부이 가지고있는유전자의표현성과혈중농도에따라좌우
분과결합하여탈모와연관된일련의변화를
일으키는원인

된다.

물질이다. 또한DHT는 모발의생장주기중 생장기를짧게

탈모증에있어서또 한 가지완전하게밝혀지지않은것

하고휴지기를길게하여결국생장주기를거듭할수록모발

은 탈모는한 번에다 일어나는것이아니고점진적으로조

의 크기가점점작아지는것이다.

금씩일어난다는사실이다. 탈모는주기성을가지고있어머

테스토스테론은겨드랑이털과음모의성장에영향을주

리가빠지는사람은누구나탈모가서서히일어나는시기,

고 있는반면DHT는 턱수염과대머리에영향을미치고있

빨리일어나는시기그리고어느정도안정되는시기를경

다. 하지만머리카락의성장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다

험하게된다. 탈모가얼마나빨리또는천천히일어나는가

만 머리카락의탈모에만영향을미치고있다.

에 관여하는인자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

탈모가일어나는부분에는5-알파리덕타아제효소의활
성이높다. 요즘탈모증의치료제로사용하고있는프로페

나이의요인

시아 (propecia는
) 바로이 효소를억제하는작용을하는것

탈모를일으키는유전자와호르몬이있어도반드시탈모

이다. 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서5-알파리덕타아제효소를

가 일어나는것은아니다. 사춘기에이르러유전적으로소

절반정도만가지고있는반면에아로마타아제
(aromatase)

인이있는모낭은일정기간동안호르몬에노출되어야만탈

라는효소를많이가지고있다. 이아로마타아제는특히앞

모가일어나게된다. 탈모가언제, 몇살정도에시작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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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스페인 투우장 탈모 전경

는 개개인마다다르고그 사람의유전자의조합과남성호

두부에서는적게만들어지고이에대한감수성도약하다는

르몬의혈중농도에따라다르다.

것이다. 또한대머리에서수염은오히려더 잘자란다. 즉디

탈모는한 번에모두다 빠지는것이아니며또한일정한

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수염의성장을촉진시킨다. 따라

속도로계속진행되는것이아니라탈모의속도는빠른시

서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수염은성장을촉진시키고전

기와늦은시기그리고안정화되는시기를거치게된다. 하

두부나두정부의털은성장을억제하며후두부의털에는
영

지만나이가점점들수록전체모발의개수는점점줄어드

향을미치지않는다.

는 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결핍된사람에서는대머리는

탈모의유전자가없는사람이라도
나이가점점들게되면

되지않는반면수염이자라지않는다. 아직까지해답은없

일부의모낭에서는축소화가일어나게된다. 그결과로굵

지만수염과두피의털이원래부터다르듯이전두부및 두

은 머리카락과가느다란머리카락이섞여있게되며, 전체적

정부털과후두부털도원래가다른털이라고생각하면이

으로는숱이적어져보이게되는것이다. 결국축소화된모

해가쉽겠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전두부와후두부의털

낭은기능을정지하여머리카락이없어지며모낭의숫자는

은 발생이다르다는설이설득력이있어보인다.

줄어들게된다. 이러한노화에따르는탈모현상은두피전
체에서일어나게되며모발이식술을
할 때 공여부로사용하
는뒷머리부분도예외는아니어서노화가진행되면어느정
도가늘어지게된다. 하지만
다행히도대부분의사람에서는

분류
탈모의상태를분류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국제

공여부의모발은
70세정도가되어도모발이식술을할수있 적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은Norwood 씨
분류법이다.
을 만큼충분한양이남아있다.
대머리의원인을논할때는먼저왜 뒷머리는안빠지고
앞머리만빠지냐하는이유에대해서언급이있어야한다.
현재까지는후두부의모근은안드로겐에대한감수성과5-

치료
남성형탈모증은질병이라기보다는노화의과정이라고

알파리덕테즈활성도가약하다는정도만알려져있다. 즉대생각될정도로많은사람들이남성형탈모증을갖고있다.
머리의발현에가장중요한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후

그러나미관상의문제로고민하는경우가매우많으며특히

남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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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3개월

치료전

사례 2-1. Androgenetic Alopecia(diffuse pattern)

20대 젊은장병에게발생하면대인관계등 병영생활에지

기를이용하여환부에이식한다.

장을줄 정도의심한정신적스트레스까지줄 수 있기때문
에 치료가필요한경우가많다. 그러나이를치료하고자많
은 방법이소개되고있지만영구적이며효과적인치료법이

분류에 따른 치료 방법

아직까지소개되지는않고있다.
남성형탈모증의치료에는크게수술적인치료법과비수
술적인것으로나누어진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피나스테

대머리에대한잘못된오해들

Ω1.

대머리남자는정력이세다?

라이드복용, 호르몬제
국소도포, 병변내 주사혹은전신투

대머리는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의대사물질

여, 자외선조사, 국소모발강장제, 두피마사지, 식이요법등

인DHT가 모낭에작용하여생기는
것이다. 이호르

이 있으며, 자신의모발을이식수술하는방법들이개발되어

몬의많고적음은정력과는관계가없다. 정력은신

그 효과가인정되어많이시행되고있다.

체적인건강상태와더 관계가많다.

남성형탈모증의수술적인치료는영구적인효과를기대

Ω2.

머리를자주감으면더 빠진다?

할 수 있는방법으로여기에는조직확장기를이용한수술

두피를청결히하는것이탈모예방에도움이된다.

법 혹은두피피판술, 축소술을이용한방법과공여부우성

머리를감을때 빠지는머리카락은이미빠져나올

의 개념을바탕으로한 자가모발이식술로나눌수 있다.

머리카락이며건강한머리가뽑히는것이아니므로

자가모발이식술은본 증상이진행되더라도후두부의털

걱정할필요는없다.

은변화가없는데착안하여자신의후두부에있는모발을탈Ω3.

모자를쓰면머리가더 빠진다.

모 부위에이식하는방법으로이는우리몸의모발이신체

모자를쓰고다니면두피에통풍이잘 안되어머리

다른부위에옮겨심더라도원래의
성질을그대로지니는특

가 빠진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다. 대머리는피

성을이용한것이다.

부 바깥쪽이아니라피부의내부에있는모낭에서

가장효과를보이는모발이식술은단일식모술과모낭군

일어나는변화이다. 따라서모자를쓰는것과는관

이식술로후두부에서모발을포함하는두피를국소마취후
절제하여모낭이포함된1~3개의모발로분리한다음식모

계가없다.
Ω4.

머리는비누로감는것이탈모예방이좋다.

2장: 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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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2-2. Androgenetic Alopecia

남성형탈모증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전

치료후1년

치료후2년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2-3. 남성형탈모증의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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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1년

치료후2년

치료전

치료후1년

치료후2년

치료전

치료후1년

치료후2년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 2-4. 남성형탈모증의약물치료

남성형탈모증

치료전

치료후1년

35

치료후2년

사례2-5. 남성형 탈모증의약물치료

무엇으로머리를감는가는탈모와는관계가없다.

Ω3.

비누로감는것보다는
샴푸와린스를사용하여두피

Ω5.

머리카락이부드러워지고가늘어지면서가슴털과
수염이굵어진다.

와 모발의상태를더 건강하게하는것이좋다.

Ω4.

머리를브러시로두드려주면혈액순환이좋아져서

탈모의예방

탈모가예방된다.
혈액순환이좋으면탈모를예방할수 있는것은사

이마가자꾸넓어진다.

탈모의완전한예방법은아직없으나지금까지일반적으
로 거론되는탈모의대책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실이지만브러시로두드려주는경우에는피지선의

Ω6.

활동을자극하여두피에기름기가많이생긴다. 이

Ω1.

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해소와충분한수면

렇게되면대머리의원인물질인DHT의 생산을촉

Ω2.

균형있는식사를취하고, 전신적인
건강에유의할것

진하는5-알파환원효소의활성이높아져서탈모를

Ω3.

머리와두피를항상청결하게할 것

촉진할수도있다.

Ω4.

모발제품의남용을가급적피하고머리에질병이있

면도를하면굵게많이난다.
면도를하고머리가다시나기시작하여짧은상태

으면빨리치료할것
Ω5.

예방과치료정보를잘 판단하고선택할것

에 있을때에는모발이더 빳빳하게느껴지므로더
굵은것처럼느껴지는것뿐이고실제로더 굵게나
오는것은아니다.

표 2-1. 역사적으로 행해진 탈모치료법
히포크라테스

(자신의 탈모치료)

남성형탈모증의징후

Ω1.

아침에일어나서보면 하루에빠지는머리카락이
100개 이상일때

Ω2.

아편, 고추냉이, 비둘기 배설물 도포

고대 이집트

개의 발, 당나귀 발굽, 야자열매 도포

물구나무 서기

두피 부위의 혈류 개선 목적

클레오파트라

태운 생쥐, 말 이빨, 곰 기름,

머리밑이가려워지면서비듬이심하게되고이런

사슴 골수 도포(시저의 대머리 치료)

증상이빠르면반년, 길게2년쯤지속되다가탈모가

미국 민간요법

시작된다.

Cash, Price and Savin. J Am Acad Drmatol 1993; 29; 568-75

농부들이 대머리를 소에게 핥게 함.

2장: 탈모증

3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림2-6. 안드로겐성 탈모 단계

안드로겐성탈모(Androgenetic Alopecia )

DHT로 변환하는것에서시작한다. 그후 DHT는 안드로겐
수용체(AR)와결합하기위해목표세포로퍼진다. 이합성물

유전적특징

남성과여성에게있어서가장일반적인탈모유형은탈모

은 단백질합성의비율을변환하기위해핵으로들어간다.
이과정의조절은두가지
단계에서발생하는것처럼느껴진

의 98%에 이르는안드로겐성탈모이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다. 첫번째는DHT-AR 혼합물의형성을포함한다. 여러형

백인에게서인종우세를나타내며, 백인남성의96%는 60세

태의억제제가AR에서결합부위를점령하는것이
발견되었

까지어느정도의남성형안드로겐성탈모를갖는다. 안드로

다. 이억제제의존재는안드로겐성탈모증에대한나이와

겐성탈모증이남성에게서상염색체의우성의특질로
여성에

유전적영향을설명할수있다. 다른
조절점은테스토스테론

게는상염색체의열성특질로유전된다고가정되었다. 안드로

이 DHT로 변환하는과정이다. 이것은5알파리덕타제활동

겐성탈모증은다유전자적유전을따르며더 많은유전자를

이대조군에비해전두부위의탈모가있는남성과여성에게

가진사람이하나를가진사람보다더 많이대머리가된다.

서증가되었다는관찰에서온것이다. 대머리와대머리가아
닌 사람간의테스토스테론수치에
있어서의차이는없다.

병태생리학

안드로겐성탈모증의용어는1942년 Hamilton에 의해밝

병리학

혀졌던병태생리학현상을간결하게
설명한다. 우리의
다수

안드로겐성탈모증의조직학적검사는경모성모낭이작

는안드로겐성탈모증에유전학적경향을가진
남자가외인

고, 연모성인모낭으로점차바뀜을보여준다. 생장기에서

성 테스토스테론이주어지지않는다면대머리가되지않는

휴지기로의모낭의비율은증가한다. 후기단계는궁극적모

다는것을증명하는그의작업에익숙하다. 안드로겐성
유

낭의섬유화와함께모낭주위의림프구의침윤병소를포함

전성영향은개개모낭에의해국소적으로결정된다. 이것

한다. 의학치료는이 단계에접어들면덜 효과적이게된다.

은 대머리부위에탈모의유전적성향이없는모낭을옮기
는 모발이식술에의해증명된다. 이모낭은일생에걸쳐성

CLASSIFICATION - Juri System

장을계속한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에서의안드로겐은테스

Degree I loss in the frontal region

토스테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대사산물이다.

Degree II involves the fronto-parietal regions

이 지식은테스토스테론을DHT로 변환하는데필요한효소

Degree III the fronto-parieto-occipital.

(5-알파-리덕타제)가
부족한사람에게서는안드로겐성탈모

Hamilton Scale

증이일어나지않는다는관찰에근거한것이다. 이활동의

1 - no hair loss

기전은피부에서5알파리덕타제에의해 테스토스테론을

2 - mild temporal recession

탈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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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수술후3개월

수술후6개월

사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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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frontal recession - mild

5알파리덕타제를억제하며AR과 약하게결합한다. 이약은

3 - moderate temporal recession

AA를 감소시키고회복하는데효과가증명되었고미녹시딜

3A- frontal recession - moderate

과시너지효과를낼
수 있다. 칼슘채널작용제인
미녹시딜은

3V- moderate vertex loss

말초혈관확장작용때문에항고혈압제제로개발되었다.

4~6 - progressive involvement of the vertex and temporal areas
7 - complete loss of frontal and vertex regions

이 약은현재AA의 국소용치료제로FDA의 승인을받았
다. 기전은명확하지않지만모낭에서칼륨채널길용제, 혈관
확장제로적용이가능한것과연관된것으로보고있다. 하

의학적치료

루 2번적용하는미녹시딜2%는 최근직경10 cm 미만의탈

안드로겐성탈모증보다다른원인으로유발된탈모증에

모 부위가있는몇몇환자에게효과를보였다. 더좋은결과

대한치료는원인에
의거한다. 앞에서
언급된내분비병증에

는모발이완전하게없어지지않는부위와연관된다.
32%
약

서 호르몬요법과수술적교정이모발성장을얻는데도움이

의 환자에게서좋은결과가나타날것이다. 미녹시딜은
또

된다. 모발성장은치료를시작한후 몇 달 동안에도발생하

한 탈모가능성있는부위에서안드로겐성탈모를줄일수

지 않을수 있다. 예를들어몇몇경우에치료는단지더 이

있다. 전신흡수가최소화되어, 부작용은국소적피부염으로

상의탈모로막을뿐이다.

제한된다. 미녹시딜의한계는
치료가중단되었을때탈모의

진균감염의치료는진균이배양될때까지는경구용그리
세오풀빈(griseofulvin이
) 병행되어야하며, Wood’
s 형광빛

악화, 초기치료이후지연효과(4~12 mos), 장기간사용시
효과감소이다.

과모발의현미경검사는음성이다. 스테로이드에대한
반응
은원형탈모증에있어서의치료상의
가치뿐아니라진단상
의정보를제공한다. 치료의선택은
수용성코티코스테로이

환자선택과수술계획

모든미용학적수술에서중요한, 환자의일반적건강상태,

드의병변내주사요법이다. 주사
부위의모발성장은4~6주

출혈성질병의존재, 상처치유능력
등을명확하게짚어야만

내에나타나게된다. 소아에게서국소스테로이드크림의
밀

한다. 그것은환자의기대를결정하여외과의사가최종결

봉요법은(0.5% 티리암시노론아세토나이드크림) 도움이될과를위한현실적목표를결정하는데 꼭 필요하다. 토론을
수 있다. 수술요법은AA에서유용하지않다.
약물또는수술요법후6개월간의관찰은비-AA에있어서
모발대체수술전에추천될수 있다. 이것의이유는모발성

위한다른중요한것은모발성장이기대되기전의비용과시
간그리고가능한합병증이다. 공여부와수여부는
모발유용
성뿐아니라병리학적으로도철저히측정되어야만한다.

장이중단될때모낭이휴지기단계로들어가기때문이다. 최 다른중요한고려할사항은대머리의분류와모발색이다.
종 결론을내리기전 6개월은필요하다. AA에는기본적으로

곱슬머리의존재는웨이브가있거나곱슬거리는모발을잘

항안드로겐과미녹시딜, 두가지치료약이있다. 항안드로겐

덮음으로써절차에영향을줄 수 있다. 두꺼운모발은피부

의 대부분은남성에게있어서무기력화와여성화를가져오

와 더 잘 대조되며스타링을해도그것이이식된지점에서

기 때문에여성에게는제한된다. 알도스테론
길항제인스피

방향대로자라기때문에모발의짜임을결정하는데영향을

로노락톤(Spironolactone은
) 테스토스테론감소효과뿐아니

미친다. 고밀도성장이인접한곳의이식은명백한경계를

라AR에강력한친화력을갖는
고혈압의오래된치료제이다.

피하기위해마이크로그라프트를
필요로하기에현 모발의

사이프로테론아세테이트
또한AR에강력한친화력을가

밀도또한고려되어야만한다. 환자가평소모발을어떻게

지며AA의 진행을늦추는데 효과가있음을보여주었다. 에

모양을내는지도진행에영향을미칠수 있다. 펀치그라프

스트로겐, 시메티딘과프로게스테론은모두
AR에대한결합

팅이수행된다면, 절차를
끝마치기전에약간의시험마개를

친화력을제한해왔지만AA의 진행에대한효과는거의없

고려하기위해잠재적켈로이드형성기가밝혀져야
한다. 범

다. 양성전립선비대증에사용되어
왔던피나스테라이드는

형원형탈모증, 무형태탈모가있는환자또는대머리가계

남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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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가족력이있는젊은환자는모발이식수술로도
좋은

한 얇게보이는것에대해또는가능한한 분리된전두의앞

결과를얻지못할수 있다는것을이해해야만한다. 최적의

머리가시도되어야만한다. 다음결정단계는그라프트크기

수술후보자들은전두부위의안정된탈모가있는50세 미만

이다. 두꺼운이식부위를만들기위해서많은수술집도의

의 환자, 회색모발을가진밝은피부톤의환자또는어두운

들은더 큰 그라프트(2~4 mm)가필요하다고느낀다. 그러

머리색을가진검은피부톤의환자, 두피수술병력이없는

나이크기는헤어라인에서처럼모발이없는두피부위와대

환자이다. 대개III, IV, V유형의환자는모발이식의후보자

조하여강한경계를생성한다. 어두운머리와밝은피부톤

들이며수술계획과모발스타일링은거의문제가되지않는

을 가진환자들은특별히이 대조가강한경향이있다. 예상

다. 진행된V, VI에대한수술기술은짜임과곱슬정도뿐 아

되는것처럼큰 그라프트는더 많은흉터와더 많은모낭파

니라모발과피부색에주로좌우된다. 진행된VI, VII타입의

괴의가능성이있다. 그라프트가
4 mm 이하로유지되는한

가장좋은디자인은피판과
표준펀치그라프트를피하여전

이식된모낭의90%는 생존할것이라고기대될수 있다. 이

반적으로얇게보이도록하는것이다. 또다른선택은꼭대

식의성장을확신하기위해서처음단계이후최소3개월을

기와정수리뿐아니라측두사이를남겨두고두껍게, 분리

기다리는것이중요하다. 도넛모양의형성이나낮은모발생

된 전두의앞머리를만드는것이다. 다른것보다도환자는

산과같은그라프트크기에있어서감소가필요하다고제안

수술의한계를이해해야만한다.

한다. 큰그라프트에의해반대로생성된것에대한해결책
은큰그라프트의
“옥수수열”
모 양을위장하기위해말단부

수술옵션

탈모에대한수술요법은절차의스펙트럼을
이룬다. 마이

위를따라작은그라프트를심는것이다. 이렇게하여, 자연
스럽게이식부위의밀도가높아보일수 있다. 또다른대

크로그라프트와같은간단하고, 위험이낮은대안, 조직확장안은가장자연스러운외관을제공하기위해마이크로그라
과 두피축소는양극단에서보여질수 있다. 보통가장자연

프트로전체의탈모부위를덮기위한것으로많은피부과

스러운외관을제공하기위해서각환자에게다양한방법이

전문의가현재이 기술을사용하고있다.

적용된다. 이기술에대한토론은두피피판부위로이동하

자연스러운형태와비슷하게마이크로그라프트를하는것

기 전 모발이식에서시작할것이다. 확장이있고없는두피

은 불가능하지만훌륭한수술테크닉과여러단계로훌륭한

축소의원칙은이 부분에서결정될것이다.

결과가나타날수 있다. 작은그라프팅기술에대한다른한
계는더 많은시술의수에대한필요뿐아니라더 긴 시술시

모발이식

모발이식은자유혼합층모발이있는두피그라프트를탈

간을포함한다. 그라프트수확은
AA의진행에도불구하고
발
생된흉터가결코눈에보이지않게하기위해사전고려가

모 부위로이전하는것이다. 이들은2(큰 미니그라프트
)~4

철저히되어야한다. 이것은외과전문의가밀집된모발주변

mm(표준 미니그라프트)의범위를포함하는큰 그라프트,

의 중앙에서채취하는것과전이부주름에서앞쪽으로시술

1~3개의모발(마이크로그라프트)을포함하는작은그라프

하는것을제한시킨다. 과거에채취의가장일반적수단은제

트, 작은미니그라프트까지(2 mm보다
작은)를포함하여그

공자두피의평행선을제거하기위해서날이많은칼을사용

라프트의크기에따라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더 큰 그라프

하는것이없다. 칼날은제공자모낭에서수평방향으로그

트는두껍게나타난다. 교환은자연스럽지못한
“옥수수열”

어져2~4개선을한번에채취한다. 절개는
모낭아래수위에

모양을만드는큰 그라프트와반비례하여증가한다. 이기

서 되고모낭아래지방절개에의해제거된다. 선은외과용

술에서첫 번째로고려할것은최대밀도모발이성취될수

메스로적절한크기의그라프트로갈리고식염수에넣어진

있는지또는널리퍼질수 있는지간에가늘게보이는모양

다. 오늘날더많은외과전문의는
두피의단편을생략하고
있

이 가장가능한결과라는것이다. 토론했듯이
VI과 VII형은

으며현미경으로보이는그라프트를생성한다.

최대밀도범위를성취하는데서수술이제한되기에가능한

절차중에그라프트는냉각된식염수와냉각에의해저장

40

2장: 탈모증

사례2-7. 남성형 탈모

된다. 수여부를준비하는
것은두가지방법중하나일수있 전두부대머리다음으로중요하며, 수술집도의는
환자의제
다. 구멍은피부펀치또는바늘로만들어질수 있으며, 탈

공부위가둘다를공급하기에충분할것이라는재확신이있

모 부위피부의몇몇을제거하여손상없이그라프트가치

어야만한다. 논의된것처럼정수리부위의조직이식시에

유되도록한다. 대안은긴구멍을만드는것이다. 이
방법은

향후탈모의가망성이특히중요하다.

흉터가덜 생길수 있으나표에서보이는것처럼, 그라프트

수술집도의들중 일반적실수는후부에서부터전부까지

는 최후로약간의압박을줄 수 있다. 이압박은특히어둡

이 부위를이식하는것으로, 이것은환자에게Hari Krishna

고 두꺼운모발을가진사람에게부자연스럽고막힌것 같

syndrome을남기게되며, 거의환자는매력적으로보이지않

이 보이는결과를초래한다. 그라프트크기가
결정되었으면,

는다. 수술후 5일간의활동이제한적이다. 5일동안샴푸나

그라프트의배치가고안되어야한다. 위의논의로부터두꺼 샤워를해서는안되고, 조직이식부위를만져서도안되며, 헤
운 이식은큰 그라프트로만들어질수 있다는것을이해했

어피스나모자를써도안 된다. 습기가많으면이식된조직

으나마이크로그라프트는
술을단듯한모양을감추기위해

을 느슨하게할 수 있다. 합병증은감염, 켈로이드형성, 두피

주변부위에사용되어야한다.

무감각, 조직이식의
들어올림, 모발성장의
결손을포함한다.

이러한배치유형이그려진다. 환자는현재측두부주변
(탈모의진행이고려되는것) 그라프트의배치가전체헤어

스트라이프그라프트

라인을만들기위해연결하는지아니면
고립된앞머리가필

선이식은넓이에서는제한적이지만길이에있어서는제

요한지를결정한다. 눈의측면을수직선위로남기는측두

한적이지않는모발이있는피부의조직편으로, 특히헤어

부 주변은전체헤어라인에있어서좋은후보자이다. 이라

라인의재건을위한것이다. 이수술은경계부위를감추기

인에서외측으로들어가면상당수의그라프트를필요로하

위해마이크로또는미니그라프팅과동반하여수행된다. 존

며, 회복의가장안전한수단은이후의앞 측두부통로의이

재하는헤어라인에서부터마이크로그라프팅을시작하여선

식으로고립된앞머리를먼저만드는것이다. 정수리부위

그라프트가앞이마에서낮게안착되지않게하는것이중요

의 조직이식역시지식과사전고려가필요하다. 이부위는

하다. 앞부분을가로질러쭉 뻗은선으로나타나는부자연

남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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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외관을피하기위해가벼운
widow’
s peak과함께자

부분적모발손실을지켜주기위한것이다. 단계적시술이

연스러운헤어라인을만드는것이필수적이다. 헤어라인을

공여부를더 쉽게닫을수 있다. 피판은중앙선에서몇 센

지나치게낮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한다.

티미터로중복되기에충분한길이어야만한다(12.5~15

Kabake는
r 헤어라인의중앙점으로부터
코의뿌리까지거리

cm). 남은앞머리가있다면그것이필요한지결정되어야

가 비순의교차점에서부터
뺨의낮은선까지보다덜
길어야

만 한다. 영구적인앞머리는피판사이의공안을차지할

만 한다고추천한다. 이그라프트의채취는미니와마이크

것이며, 일시적인
앞머리가버려져야만
한다. 새로운헤어

로그라프팅의유사한형태로행해진다. 다날칼의넓이는7

라인후부의탈모부위는마이크로와미니그라프트또는

mm보다커서는안되며마이크로그라프트의
바로앞에위

추가적피판으로치료되어야만한다. 피판이수행되었을

치한다면5~6 mm여야만한다. 그라프트길이는유용성이

때최대길이대넓이비율이5:1이라는것을기억하는것이

나 앞부분헤어라인의길이에의해서만제한된다. 선그라

중요하며그렇지않으면그들은지연될것이다.

프트는두정후두부위로부터모낭의위치까지나란한수평
의 위치에서채취되어야만
한다. 전두부헤어라인은이식편 Ж로테이션피판 이 피판은작은반흔성탈모재건에유용
을 2부분으로나누어중앙선에서2~3 mm 겹치도록한다.
첫 번째이후에2~4주만에다른쪽을완성하여대체적으

하다. 이피판은두피조직내에탄성이떨어지는경우를
제외하고재건의목적으로신체어느부위에서도사용될

로 두 시술을할 수 있다. 수여부위는galea 부위를통해단

수 있는것과일치된다. 따라서이식부위보다큰 피판은

독 절개하여벌어진부위로이식편이안착되도록한다. 절

절개되어야한다.

개는일직선의헤어라인을만들지않기위해미니또는마
이크로그레프팅의부위내에서되어야한다. 그라프트는연Ж측면의두피피판 982년Elliot에
t 의해고안된측면두피피
속 봉합으로튼튼하게되며, 가벼운압박드레싱이적용된

판은다른두피피판보다짧아
공여부를빨리닫고제거를

다. 대부분의수술집도의는약 일주일동안예방적항생제

연기할필요가없다. 이피판은진정제국소마취부위로

를 추천한다. 수술후의치료는미니와마이크로그라프팅

쉽게수행된다. 측두피판은측두
부위에서앞헤어라인에

에서유사하다. 추가적마이크로그라프팅은
선그라프팅에

위치하며귀 위쪽바로위로정수리를가로지른다. 그것

뒤이어행해지지만첫 번째수술의결과가
정밀하게평가되

은 최대12~16 cm의길이와2.5~3 cm의폭을갖는다. 이

기 위해최소3개월이경과된후에해야만한다. 합병증은

표층측두부동맥이
피판의밑으로들어가지만, 수직적으

불완전한모발의성장, 선그라프트의
증가하는기형과톱니

로 흘러짧게피판에서나온다. 피판은혈관이잘 분포되

모양자국, 잘못위치된전두헤어라인을포함한다.

었으며표층측두동맥을결찰해도견뎌낼 것이다. 절개
는모발의위치에서비스듬히
잘라져야하며, 피판은
gale

Ж두피피판 두피피판은두꺼운잔여의측두피판모발을전

층 밑에서퍼 올린다. 수여부두피의상응하는부분은피

두부위쪽으로의급속하게이동시킨다. 이러한
것은안정

판이유입되도록절개된다. 흉한탈모부위를만들수 있

된 전두탈모유형과
측두부위의높은밀도를가진환자에

기에잘릴여지가있는모서리는피해야한다. 압박드레

게유용하다. 10대나20대이고측두부위에서결국은탈모

싱은2일 동안한다. 드레싱이제거될때 조심스럽게다

가 있는가족력을가진사람은좋은대상이아니다. 이절

듬는것이허용되지만샴푸는일주일동안하지않아야한

차는외상성탈모증의치료에있어서유용한대안이다. 탈

다. 수술후의합병증은전체적또는부분적인피판손실,

모증의치료에있어서피판은즉각적인효과로환자에게

모발말단의부분적모발손실, 감염, 혈종, 부자연스러운

어필한다. 전체적인전두부헤어라인의
감퇴가있을때교

헤어라인을포함한다.

차된좌우양측의피판을4개월간격으로분리하면좋은
결
과를제공한다. 이것은하나혹은양쪽피판의말단에서

Ж측두수직피판 1984년Nataf에의해소개된, 이피판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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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위에서귀 앞이나뒤를따라아래쪽으로확장된다.

장 방향의제한된통제와바닥에서모서리형성등의비슷

그것의장점은전두헤어라인을따라자연스럽게앞쪽으로

한 단점을갖는다. 이단점은1974년 Harii와 Ohmor에
i 의

모발성장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역행성의순환때문에다 한 미세혈관자유피판의발전을이끌었다. 이기술은또
른피판에서보다
활동중단가능성이높다. 비록이것은
2또

한 몇몇육경피판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단계를피하며

는 그 이상연기되지만길이20 cm, 넓이2~3 cm가 가능하

한 번의치료로모발있는두피부위의상당부위의이식

다. Juri 피판에서고안된
헤어라인의확대로
이피판의사용

을 가능하게한다. 그러나이 기술의기술적필요는극소

은 통제되어왔다.

수의외과의사들에게사용을제한해왔다. 후두부
피판은
반대쪽후두부동맥으로연결된후두부동맥에기초한다.

ЖJuri피판 이기술의매력은단독의피판으로전체적인헤

이 해부학은완전한후부피판의선택을하도록한다. 크

어라인을재건한다는것이다. 단점은여러단계가필요하

고 일관된혈관해부학때문에이 피판의디자인에있어

다는것이다. Juri 피판은표층측두동맥을기본으로하는

서 많은변화가능성이있다. 희망하는특징에따라, 피판

치환피판이다. AA가진행된환자에게있어서양쪽의Juri

은 중앙선을가로지르는수직분지또는수평분지에기반

피판은두피퇴축술과함께시술될수 있다. Juri피판은4단

을 둘 수 있다. 두피자유피판을수행할때 피판은육경에

계를의미한다. 첫번째단계는들어올림없는근위부디

서 멀리떨어진subgaleal plane에서올려지게된다. 기타

자인과절개를포함한다. 피판은4 cm바탕에나선위로3

육경길이는옆쪽으로흉쇄유돌근수축에의해성취될수

cm를 기초로한다. 이위치피판은표면의측두동맥이피

있다. 혈관의문합은수여부혈관인표층측두동맥을사

판중앙에위치하기위해서이다. 피판은후상방으로
35~45

용하여성취된다. 피판의단점은환자의자세, 시간소비,

도기운다. 측두부위로들어가는과정에서중간선을가로

피판손실과함께연결된막대한괴사를포함한다. 1980년

지르지않고정수리와후두부위로아치형이된다. 두번

에 Ohmor는
i 화상후탈모증에서
전두부와측두부의재건

째 단계는일주일후에발생하며후두부망상조직의결찰

을 위한측두정엽후두부의
자유피판(Juri피판이자유피판

뿐아니라말단부위의절개와들어올림으로구성된다. 피

으로변형된다)을소개하였다. 피판은두피의
정상측면으

판은 들어올려지지않았다. 일주일후 전체 피판이

로부터올려졌고반대쪽표면측두혈관으로문합된다. 위

subgaleal plane에서들어올려졌으며피판은수여부의절

험은후두부피판의것과유사하다.

개선으로옮겨진다. 앞말단부위를위장하기위하여, 이
점에서의조정이절개선앞의모발성장을촉진할것이다.

Ж두피축소 두피퇴축술은Ⅵ 또는Ⅶ등급탈모증에
적용되

표피의1 mm줄은피판전방면으로부터
제거되며이마아

며, 대머리부위의절개부분을
포함한다. 절개는이식조직

래쪽으로묻힌다. 진피로부터의
몇몇모발성장은원래의

으로재건된전두부와함께꼭대기와정수리를포함한다.

이마를넘을것이다. 최종단계에서6주후에피판바닥의

두피축소는이식조직의수를상당히감소시킨다. 두피절

모서리를절개한다. 이삽입으로자연스러운측두부의퇴

개의총량은각 두피의탄력성에의존한다. 명백히이 절

축을만든다.

차는새로운모발을생성하지않으며이부위는두피의당
김으로밀도감소효과를볼 수 있기때문에시술받는환

Ж양쪽줄기피판면갑피판으로알려진이
특별한피판은반

자들은측두부와
후두부위의모발밀도가높아야한다. 이

흔성탈모의몇몇경우에유용하다. 이피판은양측표층

것은향후모발이식의질에영향을미칠수 있다. 전에묘

의측두동맥이근간이
되며중앙전두부위의모발두피를

사된조직이식기술보다더 침습적시술이지만, 두피축소

대체할수 있다.

는 국소마취만으로완성가능하다. 수술과정중
항생제가
종종사용된다. 그것은S 또는초승달형태로제안된헤어

Ж프리두피피판 위에언급된피판은제한된위치, 모발성

라인뒤의정중선을2 cm절개하는것으로시작하며, 전후

남성형탈모증

축술의방향으로된다. 정중선절개의지지자들뿐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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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해서는뚜렷한피판괴사가발생할수 있다.

Y또는U자형태의절개법이발견될수 있다. 최대의축소
는 3.5~4 cm이며 선천적탄력성에의존한다. subgaleal

Ж확장기와두피퇴축술확장기는두피퇴축술을수행하기위

plane은 측면과후방으로손상된다. galeal에서수직수평

해서필요한많은절개를줄인다. 이장치들은새로운모

으로만들어진절개는조직을이완할수 있으며더 쉽게

발의성장을촉진하지않지만모발이있는피부표면을증

폐쇄될수 있도록한다. 두피는앞쪽과중간으로전진한

가시키기위해쓰인다. 이것은큰 퇴축술이후에두피의

다. 상처에는보통배관을끊고가벼운압박붕대가적용된

긴장없는폐쇄를가능케한다. 불행히도, 남성형
탈모의

다. 다방면적축소는탈모증이
있는현저한부위를제거하

수술요법을찾는대부분의환자는이 장치와연합된측두

는 데 필요하다. Z-plasties와펀치그라프트는옆으로성장

의 기형을감수하지않는것 같다. 외상성탈모증이있는

하는모발성장부위에서명백한상처를감추는데 도움이

환자는이기형을좀더잘 견뎌내는것 같다. 축소에서사

될수 있다. 추가적퇴축술은3개월간격으로수행될
수있

용된확장기들은식염수저장능력이
200~700 cc로다양하

다. 이수술의합병증은감염, 탈모, 피판국소허혈, 반흔,

다. 정확한크기는
모낭의균등한배분을허락하는모발이

혈종을포함한다. 퇴축술의
또 다른일반적합병증은“되

있는두피의대부분을확장하는것이다. 형태는
직사각형,

돌림”
현상이다. 이것은축소
2~3개월후탈모가다시나타

초승달을포함하며또는주문에의해만들어질수 있다.

나는것을뜻하며, 남겨진탈모부위가증가하는결과를초 정상두피와탈모가있는두피의가장자리에서절개를통
래한다. 지연의50%가 1 cm절개부위내에서발생한다는

해subgaleal plane에서확장기를
넣는다. 정수리퇴축술은

지식으로축소부위의중간선
형성이방정중또는U자형

두정후두부위에서하나의초승달확장기나두개의직사

태의절개보다더많은지연으로고통받고있다는
것을이

각형확장기를사용하여
가장잘완성된다. 확장기의올림

해할만하다. 보류봉합술과
실라스틱선은긴장을전환시

은삽입2주후에시작되며모발이있는두피가적절히확

켜 이 현상을제거하는데 도움을줄 수 있다.

장될때까지매주반복된다. 모발의더 큰 표면이옮겨지

“두피리프팅”
이라는용어는전두부와후두부에서폭넓게

도록확장기들은Juri피판과함께사용될수 있다. 잠재적

손상시키는것을포함하는두피절개의변형이다. 이상적

합병증은삽입실패, 돌출, 피판허헐, 반흔, 감염, 피판내의

인후보자들은13 cm 이하의
두정부탈모와9~10 cm 사이

일시적혹은영구적탈모그리고부적절한피판배치를포

의 후두부기증자부위를가진다. 이것은두 단계를포함

함한다. 확장의또 다른수단은표준확장장치를이용하

하며첫 번째는두피의U자형부분의제거를허용하는양

는 수술중의확장을포함한다. 이시술은표준침식과비

쪽의후두부앞쪽의피판이다. 두번째는
중앙선에서양쪽

교하여추가적조직이완이없음을보고하는많은수술자

정수리부위를묶는양측두
피판이다. 절개의시작은측두

들과함께토론의
여지를남긴다. 이시술은
표준조직확장

헤어라인뒤로1 cm와도플러에의해확인된표면측두동

기술과매우유사하다. 상측두가장자리를따라동일한

맥전방에위치한다. 이절개는탈모있는정수리를따라

절개가행해졌고subgaleal plane에서주머니가만들어졌

상부로후로확장된다. 같은절개를
사용하는연속적인
절

다. 125~250 ml 확장기는이 주머니로도입되었고절개는

차는목덜미피판의침식을포함한다. 후두근과
후이근은

여러towel clamps로된다. 확장기는각각
1~2분간지속되

최대의이동력을허락하도록절개됨이틀림없다. 두피괴

도록3~4번 채워진다. 남은두피가절개되고절개를닫는

사에대한가능성이존재하며첫 번째두피리프트4~6주

다. 반대쪽은피부가봉합하기전과유사한
형식으로확장

전 후두동맥의결찰에의해감소될수 있다. 두피리프팅

된다. 예상되는합병증은표준확장에서와동일하다.

은 더 큰 두피축소를가능하게할 수 있으며그것은긴장
을 좀더탄력성이많은아래쪽후두부와정수리로이동시
키기때문이다. 합병증은
두피퇴축술과비슷하지만10%

Ж확장기로하는두피퇴축술 확장기에동반되는미용적결

점을제거하기위해모발이있는두피를늘리는
또다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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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개발되었다. 두피확장은기형을줄일
뿐아니라모발

* Brandy D.A. Circumferential Scalp Reduction.The Journal of

이있는두피에서만선택적확장시키는장점을가진다. 탈

Dermatology, Surgery, and Oncology April 1994;20:277-284

모가생긴두피는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는다. 이기술은 *Elliot, R.A. Lateral Scalp Flaps in Rees, T.D. ed Aesthetic
각각의면에서티타늄
고리를가진직사각형의실라스틱지

Plastic Surgery, volume II, Philadelphia,W.B. Saunders :875-

의 탄성에의존한다. 확장기에서처럼
확장제는subgaleal

885

plane에위치한다. 확장제는모발있는부위두피의계속적 *Frechet,P. Scalp Extension. The Journal of Dermatology,
인당김을제공하며과정은남겨진꼭대기탈모가없을때

Surgery, and Oncology July 1993;19:616-622 Fiedler, V.

까지반복된다. 단독확장과비교해확장은평균2 mm 내

Androgenetic Alopecia. Facial Plastic Surgery Clinics of

혹은2% 내의절개를허용한다. 확장의
위험은분출의위

North America May 1994;2(2): 101.

험을명백히개선하므로그확장과비교할만하다.

*Konior,R.J. and Kridel,R.W. Management of Alopecia, in
Bailey,B.J ed 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ogy, Vol.
II, Philadelphia, J.B. Lippencott Co., 2338-2348

결론

*Mandy, S.H. Intraoperative Expander-Assisted Scalp

안드로겐성탈모증의수술요법은특히마이크로그라프팅 Reduction. The Journal of Dermatology, Surgery, and
과 두피확장에서지난15년간현저한개선을보였다. 그러

Oncology Dec. 1993;19:1117- 1119

나 가장흥미로운발전은미녹시딜과최근피나스테라이드

* Marritt, E. Patient Selection, Candidacy, and Treatment Plan

의 소개이다. 이약들은최소의부작용소개와함께탈모의

for Hair Replacement Surgery. Facial Plastic Surgery Clinics

안정화와개별의물질로서새로운모발성장을촉진하는데

of North America May 1994;2(2): 111

있어서효과가증명되었다. 이두 제제로상승효과는또한

* Matloub, H.S. etal The Occipital Artery Flap for Transfer of

훌륭한전망을유지하지만회고된자세한조사를필요로
한

Hair- bearing Tissue. Annals of Plastic Surgery Dec.

다. 이러한의학의발전은외과의에게있어서탈모의진행

1992;29:491-495

을예측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
외과의사에게심각한방해

*Norwood, O.T. Patient Selection, Hair Transplant Design,

가 될 수 있다는하는것을고려할때 수술적요법으로퍼진

and Hairstyle. The Journal of Dermatology, Surgery, and

다. 이진행을멈추게하는의학적치료는외과의에게가까

Oncology May 1992;18:386-394

운장래에모발시술에호화로운계획을가능하도록한다. 이* Orentreich, N. Punch Grafts in ReesT.D. ed Aesthetic Plastic
것은완전한헤어라인과모발로가득한
머리를만들어좀더
많은가능성을갖는강력한접근이가능하도록한다.

Surgery, volume II, Philadelphia, W.B. Saunders:865-875
*Vallis, C.P. Strip Grafts in Rees, T.D. ed Aesthetic Plastic
Surgery, volume II, Philadelphia, W.B. Saunders:88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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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a, L.C. etal Treatment of Male Pattern Baldness by
Tissue Expanders in Courtiss, E.H. ed Male Aesthetic

A. Ishino, T. Takahashi, J. Suzuki and M. Tajima Shiseido

Surgery, second edition:212-225

Basic Research Center, Yokohama, Japan

남성형탈모증

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Dermatology University of Bologna, Italy.

Research Socir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www.ehrs.irg

안드로겐성탈모(AGA)는 연모가있고완전히위축된모

45

안드로겐성탈모는남성과
여성모두에게서가장흔한
탈

낭이있는가장흔한탈모의형태이다. 연모의모발주기는

모 유형이다. 축적된증거는안드로겐이이 상태의발병원

성모보다짧다. 탈모과정은보통모낭이점차적으로축소

인에포함되는유일한요소가아니며다른요소들역시중

되며(연모) 모발쉐딩이계속된다. Giacometti는
모발밀도는

요할수 있다는것을나타낸다. 최근연구는남성에게나타

나이가들면서감소한다고보고했다. AGA진행에있어서축 나는안드로겐성탈모가여성에게서나타나는안드로겐성
소되거나탈모된인구분포는아직명백하지않다. 우리는이탈모와비교하여다른병리생태학적현상이라는사실을지
자료와모든모발모양의관계를토론하기위해AGA가 있

적한다. 여성에게서
축소화는중요한현상이아니다. 탈모

거나없는일본남성의모발밀도와직경을조사한다.

는 감소된모발밀도와가장관련이있으며“빈모낭현상

AGA가 있거나(n=258) 없는(n=123) 15~61세사이의대상

(empty follicle phenomenon)”
은 이특징을결정하는데매우

자가연구되었다. AGA가있는대상자는Norwood Hamilton 중요할수 있다. 모낭의소형화는점진적이지않고오히려
분류에서III-vertex, IV, V, VI으로분류되었다. 검사된
탈모

갑자기발생할수 있다는것 또한새롭다. 탈모의원인에서

기록은1(약간의탈모)에서
10(탈모)까지입증된참조수치를 염증과지루성피부염의역할은오랫동안논쟁되어왔지만
비교함으로써측정되었다. 5×5 mm의부위에서정수리모

오늘날우리는안드로겐성탈모증을동반하는염증이중요

발이이미지를기록하기위해가위로잘라졌다. 잘라진모

한 자극요소라는것을포함한일치된데이터를갖고있다.

발의수는세어지고모발의밀도는이미지에서계산되었다. 염증은휴지기탈모를촉진하여탈모의진행을가속화할수
모발직경은확대된이미지에서화소단위로계산되었다. 모

있으며모낭주위의섬유화와반흔를만들수 있다. 그러므

발밀도는136~312 cm2까지구분되었고탈모가없는대상자

로극소염증은치료에대한반응뿐아니라장기의예후를결

에게서는40세 이후에약간감소했다.

정하는데 있어서중요한요소일것이다. 우리는최근두피

탈모가있는대상자들에게있어서평균밀도는탈모가없

의 dermoscop에
y 서표피모낭주위의림프구침윤병소와털

는 대상자와비교해현저한차이가없다. 모발직경의분포

이 있는부위의징후사이에서의미있는연계성을발견하

는 최대치가탈모가없는대상자10~40대에서90 mm로 놀

였다. 어떤피부과전문의에게도단지환자를보는것만으

라운최대치를나타낸다. 탈모가없는
50대에서최대치는약

로 안드로겐성탈모를인식하고진단하는것이쉽지만, 우

간 가늘게변화하였다. AGA에서80~90 mm에서최대치는

리는안드로겐성탈모의정도를측정하는간단하고믿을만

나타나지않았지만연모비율은탈모수치와함께증가했다.

한 수단이부족하다. 이러한수단의부족은질병을초기진

그것은최소한Norwood분류에서VI까지는AGA진행에있

단하는능력을떨어뜨린다. 아직도
환자들은종종모발분

어서탈모의양상은모낭축소로부터초래되었고모발쉐딩

석을요구하며피부과전문의로서우리는우수하고믿을만

은아니라고결론지었다. 그러므로우리는생장기기간의연한 수단을사용하여검사를수행할수 있어야만한다. 정상
장이AGA를 개선하는데중요하다고여긴다.

과 비정상적탈모간의구분은안드로겐성탈모증이있는중
년의개인에게서더 어려울수 있으며, 노년의모발이가늘
어지는것과연관되거나중복될수 있다.

안드로겐성탈모증에있어서새로운소식
(WHAT'S NEW IN ANDROGENETIC ALOPECIA)

A. Tosti, BM Piraccini, S. Mantovani Department of

46

2장: 탈모증

원형 탈모증

원인

특수한 형태의 원형 탈모증

아직도불확실하지만자가면역기전으로생각되며여기에 다음형태의탈모증들은예후가좋지않다.
유전적소인과정신적인스트레스가영향을미친다고믿어
진다.

Ж전두탈모증(Alopecia totalis)머리전체의털이빠지는형

태(사례11, 12)

증상
보통자각증상없이직경1내지5 cm의경계가명확한원

Ж전신탈모증(Alopecia universalis)눈썹, 속눈썹, 수염, 겨드

랑이털, 음모등전신의털이빠지는형태
(사례13-18)

형 또는난원형의탈모반이
갑자기발생하는데보통두피에
나타나지만수염, 눈썹, 음모, 겨드랑이털
등에도나타날수

Ж 사행성두부탈모증(Ophiasis)한쪽귀주위에서머리의옆

있다. 탈모반내에는수 개의휴지기모발이남아있기도하

과 뒤를따라다른쪽 귀로이어지는형태. 즉월계관을

며 탈모반표면이주위정상부위보다약간함몰되어있다.

쓰면닿는부위의탈모반을말하며머리뒤쪽에서탈모

발병초기에은빛모발(백모)은침범받지않기도한다.

형태를보면뱀이구불구불기어가는듯한느낌을준다

탈모반의가장자리에서보면모발이두피가까이에서끊

하여사행성(蛇行性, 뱀이
기어감)이란용어가붙었다.

어져생긴3 mm 정도의짧은그루터기털을볼 수 있는데
이 털을뽑아보면모구에인접되는근위부위가가늘어지
고모구는퇴색된곤봉모인데원위부의끊어진
부위는색이
진하고굵어서전체길이를보면느낌표
(!)같은모양을띄게
되는데이를감탄부호모발이라고부른다.
사춘기이후에발생하는
환자는자연회복되는경향이있
다. 회복되는모발은처음에솜털같고연한색으로보이나
다음에굵고진한색깔의성숙한모발로대치된다. 또한회
복되는모발이백모의형태를띄기도하며백모의성장속
도가다른털의성장속도보다빠르게나타나기도한다. 백
모는대개진한색깔의모발로대체되나수년간백모상태
로 지속되기도한다. 어떤환자들은원형탈모증이진행되
어 전두탈모증이나
전신탈모증으로진행되기도한다.

사례 2-8. 사행성 두부탈모증

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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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9. 조갑 병변(손톱이상동반)

사례 2-10. 속눈썹부위에 백반증

Ж 망상원형탈모증(Reticular alopecia areata)크기가작으

면서모양이뚜렷한탈모반이머리의여기저기에흩어
져 있어망(그물) 형태를보이는경우

모증이생길가능성이더 높다.
장기간계속되고침범부위가광범위할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에도곰보모양을비롯한병변을나타내는경우가있다.
Ж조갑병변 환자의10~20%에서나타나며탈모증이심할

동반될 수 있는 질환

수록빈도가높다. 작은함몰(pitting이
) 많이나타나며조

원형탈모증은대개동반되는질환이없이건강한사람에 반월(손톱, 발톱뿌리부분의
하얀반달모양)의부분적인
게서발생되지만아토피피부염, 다운증후군, 갑상선염, 류

소실도보인다.

마치스관절염이나백반증과같은자가면역질환환자군에
서 일반인보다더 높은발생빈도를보이며, 동반질환이있
는 경우전두탈모증이나
전신탈모증과같은심한형태의탈

Ж백반증 5% 미만에서동반되며미만성으로나타나고경

과가탈모증에따라좋아지고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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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1. 전두탈모증

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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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 2-12. 전두탈모증

50

2장: 탈모증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전

치료후6개월

사례 2-13. 전두탈모증

원형탈모증

사례2-14. 다양한부위의 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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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1년

사례 2-15. 전신탈모증

원형탈모증

치료전

치료후1개월

치료후3개월

사례 2-16. 전신탈모증

치료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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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7. 전신탈모증

원형탈모증

사례2-18. 전신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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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19. 원형탈모증

원형탈모증

진단

57

료 제형이달라질수 있다.

염증, 반흔, 위축을
동반하지않는원형또는난원형의탈
모반이특징적이며자연회복과재발을잘 하는임상과정
도 진단에도움을준다. 감탄부호모발의유무에전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병변내 국소주사법이란?
탈모부위에호르몬제를직접주사하는방법으로병변이

의존할수는없지만이것이진단에상당히유용하다. 감별

작고숫자가적은경우에주로사용하는방법으로시술이비

하여야할 질환으로는두부백선(머리의도장버짐), 발모벽

교적간편하면서효과가가장좋은반면아픈것이흠이다.

등이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부작용
예후

Ж여드름 빠른경우약2주전후하여여드름이발생되며소

한개 또는수 개의작은병변은치료없이도자연회복되

아에서는흔하지않고성인에서흔히관찰되나50세 이후

는 경우가많다. 그러나사춘기이전에발병한것, 망상원

에는발생빈도가떨어진다. 부신피질
호르몬제투여중

형탈모증, 사행성두부탈모증, 전두탈모증은예후가불량하 단후에서서히없어지며
여드름에대한치료를병행하기
며 전신탈모증은극히불량하여호전과악화를반복하거나

도 한다. 부분적으로색소를남길수 있으나흉터는남기

치료에도거의반응이없는경우도있다. 동반질환이있는

지 않는다.

경우에도예후는좋지않다.
Ж튼살 아기를출산한여성의복부에서흔히관찰되는튼

살은짧은기간동안에복부가급격히팽창되면서복부의

치료

피부도늘어나게되어발생하게된다. 이러한튼살은성

탈모반이하나또는수 개 이하로나타나는경우: 부신피

장이왕성한사춘기남녀학생들에서도체중이갑자기
늘

질 호르몬제연고와병변내 국소주사가가장많이이용되

고키도커지면서피부도갑자기늘어나생기며
부신피질

고 있다.

호르몬제를장기간사용하게되어도튼살이발생된다.

Ж중증탈모증인경우 다음의항목을단일또는복합처방

한다.

Ж불규칙한생리 여성인경우규칙적이던생리가예정일보

다 늦게나타나기도하며앞당겨지기도한다. 그러나약

부신피질호르몬제
: 연고, 병변내국소주사, 경구또는

물투여를중단하게되면약 3~4개월후에는정상적인생

근육주사

리 주기로복귀된다. 생리가앞당겨지게되면평소의생

펄스요법

리통과생리관련불편함이자주오는귀찮음이
있겠지만

면역감작요법: DPCP(Diphencyprone), Squaric acid

생리가늦어지게되면혹 임신에대한의심도생길수 있

면역억제제: Cyclosporin, Thymopentin

다. 임신초기에는태아에해로운약물이므로의심이가

기타: Anthralin, 자외선요법, 냉동요법, 미녹시딜

는 경우에는임신반응검사를해 보아야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

DPCP 치료란?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치료약으로주사약(근육또는

주로어린아이들이나중증의원형탈모증에서사용하는

정맥주사및 병변내 주사), 경구용알약, 외용연고또는액

방법으로탈모증부위에DPCP 약물을발라주어접촉피부

의 형태로제형이분류되며원형탈모증의증상에따라치

염을유발시킨다. 주사를
놓는것과는달리아프지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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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린아이들은물론어른들도좋아하는방법이다. 1주에

경험하는이 정신적스트레스는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며

한번씩피부과에서도포하는
것으로대개는0.0001%에서부

때때로의학적중재가요구된다.

터 2% 사이에서접촉피부염의반응정도에따라농도를달

원형탈모증의수년간의경험에도불구하고, 정확한원인

리해가며치료한다, 반응에따라피부에
홍반, 구진, 진물이

은 아직밝혀지지않았다. 그러나많은임상적인치료가유

생기고, 심한경우수포도형성될수 있다. DPCP 치료의단

효하며, 초기의치료로대부분의환자들은경감에도달하기

점은치료부위가가렵고다소치료기간이길어질수 있다

위해일반적으로필요한몇달간의치료로희망을제시받을

는 점이다.

수 있고그들을극복하도록도와주도록지원받을수 있다.
유행병학

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

원형탈모증은전 세계에걸쳐 공통적이며미국인구의
0.2~2%가 영향받는것으로추정되어왔다. 초기시작은출

A clinical overview

생에서80세 사이또는그뒤아무때나발생할수있으며남

Arthur P. Bertolino, MD, PhD

녀에서똑같이영향받는다. 그러나가장일반적인발현은

VOL 107 / NO 7 / JUNE 2000 /

어린이와젊은이에게서나타나며사춘기이전에시작은광

POSTGRADUATE MEDICINE

범위하며저항적인탈모의에피소드와동반되는경향이있
다. 환자의약 25%는 질병의가족력이있지만, 다양한연구

많은모발군의갑작스러운탈모는
특히원형탈모증의
영

는가족성의발병률을
3~42%로 보고한다. 원형탈모증은특

향을가장많이받는어린이와젊은이에게서파괴적일수있 정 HLA군 II 대립유전자, 특히DQB1*03과 DRB1*1104과 연
다. 치료는보통효과적이지만일반적으로느리며때로시

계되어왔다.

원치않을수 있다. 진행을완화하기위해무엇을해야만하
는가? Dr. Bertolino는원인과다양한원형탈모증의임상적
특징을설명하며치료선택을재검토한다.
Bertolino AP. Alopecia areata : a clinical overview.
Postgrad Med 107(7):81-90

병인학

원형탈모증의정확한병태생리학이수립되지않았을지
라도일반적으로
T-cell매
- 개성, 기관특이성, 자가면역질환으
로 간주된다. 흥미를가장돋우는증거는조직학적증명이

2000년 이상지속된피부질병인원형탈모증은일차진

며, 탈모의초기과정에있어서T-cell 대부분이모낭주변침

료 실행에있어서흔한문제이다. 탈모는자가면역적근간

윤이있고, 두피일부조직을중증복합면역결핍을
가진쥐에

을가지고있으며전형적으로몸의다양한부분에서털이없게 이식하면탈모가유발된다.
는 부위로써나타난다고믿었다. 원형탈모증의범위는대

쥐가병변이있는두피에서분리된자가이식된T림프구

부분의경우인국소형에서
두피전체의탈모증(전두성탈모

에 노출되었을때모낭은파괴되지않지만
모생장주기를생

증) 또는몸 전체의탈모(전신탈모증)로
분류된다.

장기(성장)에서휴지기(휴식)단계로
변환시킨다.

다른자가면역질환이원형
탈모증과함께발생하지만, 대
부분의환자들은건강하다. 자가면역
갑상선질환과백반증
은 일반적으로탈모가있는환자의10% 미만에서발견되며
다른자가면역질환도그리흔하지않다(1).

휴지기모발은갑자기빠진다. 이영양성생장기모발또
한 나타날수 있다.
손상된생장기모낭의전자현미경검사는원형탈모의
특징적병소인감탄부호모발의발전에대한설명을
제공해

탈모의시작은갑작스럽고임의적이며자주재발한다. 그왔다. 모낭전피질기질세포와
예측된피질세포에손상이나
것은환자가타인에게
명백하고급속한진행상의문제와
직

면 모간결함이나타난다. 피부위로
나온모간에응력을주

면해있기때문에매우압도적이다. 많은환자들이초기에

면 모근에서끝나는가늘어진근피부모간과함께전형적인

원형탈모증

파괴된말단을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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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은이물질로부터눈을보호하며코털은공기를걸러
내며잔해를제거한다. 이보호성털이없으면, 다른후유

특징과진단

증들이계속일어날수 있다. 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에

탈모증의다양한증상이발생하며, 각각은다른관리를요 게색소침착된털은
색소침착되지않은것보다더쉽게빠
하는다른특징과함께다가온다.

지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색소침착된 털과그렇지않
은털이혼합하여존재한다면, 모발은
밤새백색으로변할

Ж반상원형탈모증 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는전형적으

로 털이전체적으로없는한 부위혹은그 이상의피부반

수도있다. 흥미로운것은초기에는색깔이없는모발이
재성장하고변화기간뒤에착색된모발이나오게된다.

을 가지고있다. 이부위는지름이몇 cm 이상으로측정
되며신체의털이있는어떤부위에서도발견될수 있다.
비록탈모증은일반적으로두피에서나타나지만, 그것은

조직검사

진단에대해의구심이생길때 4 mm 펀치생검이도움이

다른신체부위또는여러다른부위에서발생할수있다.

될 수 있다. 생체검사로
가장좋은부위는손상부위의단면

탈모부위는약한홍반이가끔씩나타나기는하지만, 보

으로모낭의세로부위에서평행하며피하지방을포함한다.

통 피부이상을동반하는임상적증거를보이지않는다.

만약조직검사가필요하다면, 모발문제의
판단에서능숙한

감탄부호모발은나타날때 피부표면위로몇 mm 정도

피부병리학자에
의해분석되는것이확실히좋다.

확장되며탈모반주위로나타난다. 이유형의모발의증
거는확진을하는매우간단한수단이다. 그러나감탄부
호 모발은외부촉진에서부터
비롯되는부서진생장기모

치료

원형탈모증의가장효과적인단독요법은밝혀지지않았

발과유사하게나타나혼동되어서는안된다. 자발적인회으니치료시에확산을어느정도막을수 있다. 6개월이최
복은만약몇군데의상대적으로안정된부위만
나타난다

소의어떤반응을볼 수 있는적당한치료기간이다. 만약

면 일반적으로6개월에서1년내로예상될수 있다. 그러

그때까지반응이나타나지않으면대체치료가시도되어야

나 더 오래된것이치유되면새로운부위가나타날수 있

한다.

어 흔한치유지연을시킨다.

만약어떠한접근에서도무반응이나타나면병의활동이
임상적으로감소할때까지, 어떤자발적모발재성장이나

Ж전두성, 전신성탈모증과다른
변형 전두성탈모증과연관

되는전체두피의탈모와전신성탈모증과연관되는탈모

타날때까지, 6개월혹은그이상의치료에있어서중단이고
려되어야한다.

는 부분적별형보다자발적으로치유되기훨씬어렵다. 이
것은또한두피주변을따라확장되는탈모증이나타나는

Ж코티코스테로이드
요법 원형탈모증의주된치료중 하

경우이며사행성두부탈모증이라불린다. 흠집, 회백화, 세 나는코티코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사와연고이다. 전형
로형융기, 손톱끝의톱니모양, 기타미영양성변화를포

적으로 아세토나이(acetonide)나 헥사세토나이드

함하는손톱의변화는때때로확대된탈모의변형과함께

(hexacetonide와같은병변내트리암시노론(4~9
)
mg/ml)

나타나게된다. 극단적인경우에모든손톱이빠질수 있

(triamcinolone 4~9 mg/ml)은매우적게진피망상층에주

으며, 환자가작은물체를집는것도힘들게만든다. 손발

사된다. 1-cc주사기와30-규격바늘이사용된다(예를들

톱 변화가부분탈모와함께나타나게되면, 확장된탈모

면 소로박, 1/2). 저농도는전형적으로눈썹이나얼굴에

로 발전할 가능성이증가될수 있다. 탈모가눈썹, 속눈

주사되며고농도는두피에쓰인다. 주사는한 달에한 번

썹, 코털을포함할때, 다른생리학적문제가발생할수 있

관리되며, 두피전체에20 mg를초과하지않도록
하 여부

다. 눈썹이없다면이마의땀이눈으로떨어질수있다. 속

신억제가되지않도록한다. 저용량이적절하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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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사용된다. class II corticosteroid solution 또는

다. 적용시간은약한
만성자극이생길때까지매일몇분

lotion은 두피전체(영향받은곳과받지않은곳)에1 ml

씩 증가시킨다. 안스랄린과
미녹시딜의복합사용과대조

로 하루두 번, 영향받은눈썹에용액몇 방울이병변내

적으로이치료는약한자극성피부염이지속되며영향받

주사보조제로일상적으로사용된다. 낮은low potency

은 피부에서국소면역기능이변한다.

의 국소스테로이드크림은
영향받은얼굴전체에하루
두 번 적용될수 있다. 코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은원형탈

Ж국소감각제 국소감각치료는원형탈모증이있는몇몇

모증이개선되면서점차줄인다. 몇몇환자는국소성스

환자에게서효과가증명되었다. 방법의단점은강력한
이

테로이드위축, 여드름그리고여성에게있어서생리기

알레르기반응에대한잠재성이다. 감작제는
임상치료의

간의출혈이나얼룩짐을포함한코티코스테로이드
요법

정황을제외하고접촉에서오는것이아닌것 같은환자

의 부작용이있다. 위축은코티코스테로이드가
각 부위

에게서사용되었다.

에서소량주사되면문제가아니다. 위축이발생할때 코

Dinitrochlorobenzene(DNC는
B) 처음에는사용되었지만

티코스테로이드
주사가그부위에계속되지않고영구적

발암성물질검출시험에서돌연변이유발력이발견된이후

흉터가발달하지않는다면6~8개월이지나사라진다. 여

로 중단되었다. 스쿠아린산
디부틸레스터
(SADBE)는 발

드름은일반적으로복용량과연관되며국소의항여드름

암성물질검출시험에서
음성반응을나타내는것으로사

제제로관리될수 있다. 생리기간의출혈또한복용량과

용되어왔지만용액의
불안정성문제때문에대개중단되

연관되며코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감소시켜조절할

었다. 현재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감작제는
디펜시프

수 있다. 전신의코티코스테로이드가
많은경우에서모

론(DPCP)이며이것은돌연변이비유발성이지만자외선

발 재성장을유도할수 있을지라도탈모는치료가중단

분해에민감하다. 2주간에걸친국소감작제2% 후에충

되면재발할수 있다. 그러므로전신코트코스테로이드

분히묽게한 솔루션(치료동안에농도가변할수도있겠

요법은좀처럼사용되지않는다.

지만)이약한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을유지하기위해
매주사용된다. 부작용은
다양한가려움증, 경증에서
중

Ж안스랄린과미녹시딜
함께사용된국소안스랄린
(anthralin)

과 미녹시딜(minoxidil은
) 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에게서

증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국소적피부병적임파선종
창을포함한다.

시너지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난다.
이치료에있어서일반적프로토콜은영향받은두피에매Ж기타치료제 경구용또는국소용사이클로스포린은원형
일 5~10분간0.5% 안스랄린크림을적용하는것이다. 다

탈모증이있는몇몇환자에게는효과가있었지만, 림프세

른피부로의자극을
피하기위해비누나샴푸로전체적으

포증식성질병의
유발에대한잠재성전반과피부암이
이

로 두피를씻는다. 국소용5% 미녹시딜이하루2회 1 ml

접근에대한열의를제한한다. psoralens(eg, methoxsalen,

씩 두피에일반적으로적용된다. 약간의자극과약한얼

trioxsalen으로하는광화학요법과
)
자외선A광선(PUVA)

굴의다모증이종종발생할수 있다. 하루두 번 1 ml 두

또한몇몇환자에게서모발재성장을가져왔다(21). 그러

피에미녹시딜1%, 5% 용액단독사용은몇몇환자에게

나피부에광손상에대한증가된
위험과연관되며피부암

도움이되었다.

의 발전또한이 접근가치를제한한다.

Ж자극요법 국소안스랄린은원형
탈모증의치료에있어서

다양한자극제중에가장유용한것처럼보인다.

미용적측정과지원그룹

환자들은만약명백한탈모가치료기간동안에감춰질

1%안스랄린크림은처음에는두피에5분간바른다. 그러

수 있다면좋다고느끼며, 의료적모발보철물(가발) 또는

고나서비누나샴푸를사용하여
크림을밑에서부터씻는

모발추가의처방이때때로적절하다. 두피의
부분적탈모에

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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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두피에색조정된
파우더에멀젼은모발과
두피사이의

and long-standing patchy alopecia areata differentiate these

현저한색 차이를제거한다. 지원그룹은
또한많은환자를

two clinical groups. J Invest Dermatol 1995;104(5 Suppl):4-5S

돕는다.

*Duvic M, Welsh EA, Jackow C, et al. Analysis of HLA-D
locus allelles in alopecia areata patients and families. J Invest

앞으로무엇이놓여있는가?

Dermatol 1995;104(5 Suppl):5-6S

탈모에대해좀 더 배울수록, 새롭고잠재적으로보다효

*Perret C, Brocker EB, Wiesner-Menzel L, et al. In situ

과적인치료가기대될수 있다. 건선에대한많은새로운요

demonstration of T cells in alopecia areata. Arch Dermatol

법이질병과정에서T-cel의
l 역할을더 잘 이해하게되는것

Res 1982;273(1-2):155-8

처럼발전되고있고원형탈모증에서선택적으로영향을미 *Gilhar A, Ullmann Y, Berkutzki T, et al. Autoimmune hair
치는T-cel효
l 과에대한기전이발전될것이다. 이접근이실

loss (alopecia areata) transferred by T lymphocytes to human

제화되면, 경험적치료가특정하게계획된치료의선택을대 scalp explants on SCID mice. J Clin Invest 1998;101(1):62-7
체하게될 것이다.

*Messenger AG, Bleehen SS. Alopecia areata :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 pathology of the regrowing white hair.

요약

Br J Dermatol 1984;110(2):155-62

원형탈모증은보통병력과신체적발견에기초하여진단* Dillaha CJ, Rothman S. Therapeutic experiments in alopecia
되는흔한질병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좋은예후를가지

areata with orally administered cortisone. JAMA

고 있으며다양한약물로성공적으로치료될수 있지만, 치

1952;150:546-50

료가더디며감정적으로어려울수도있다. 초기인식, 국소

*Kern F, Hoffman WH, Hambrick GW Jr, et al. Alopecia

또는병변내요법을포함하는중재, 교육은환자에게최종

areata : immunologic studies and treatment with prednisone.

적 회복에대한격려가되는확신을줄 수 있다.

Arch Dermatol 1973;107(3):407-12
*Fiedler VC, Wendrow A, Szpunar GJ, et al. Treatmentresistant alopecia areata : response to combin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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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질병의범위나탈모유형에근거하여원형탈모증을분류
할 수 있다.
원형탈모증은보통숱이적거나모발이없는넓은부위
로 변화하는모든부분탈모를말한다. 이런종류의탈모는
보통두피에서발생하지만털이있는어떤부위도영향받
을 수 있다.
전두탈모증에서두피에있는모든모발이빠지며, 두피표
면이전체적으로윤이나게된다.
전신탈모증은속눈썹, 눈썹, 겨드랑이털, 음모를
포함한
머리와몸의모든털이빠지는것을의미한다.
전신탈모증의실질적문제는1) 눈썹이없어눈에땀이들

type 1 cytokines, interferon-gamma, interleukin-2, and tumor

어간다. 2) 속눈썹이없어
먼지와섬광으로부터거의보호가

necrosis factor-alpha, defining TC1(cytotoxic T lymphocyte)

안 된다. 3) 코털이없어, 콧구멍이나부비동으로대기중의

and TH1 effector populations : a type 1 differentiation bias is

이 물질이들어가는것이다.

also measured in circulating blood T cells in psoriatic
patients. J Invest Dermatol 1999;113(5):752-9

원형탈모증은탈모의유형에의해분류된다. 제한형은국
소탈모만을의미한다. 망상형은
모발이있는부위에모발이
없는불규칙적인부위가산재되어있는그물형태의탈모가
있는것을의미한다. 사행성두부탈모증은뱀이라는그리스

원형탈모증: 90년대임상적특징과치료선택

어원에서유래되었다. 그것은
두피의단면에걸쳐이슬람모

(Alopecia Areata :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자모양의터번을형성하는뱀처럼두피말단을덮고있는탈

Options in the 90’
s)

모유형이다. 이탈모유형은좀 더 치료가어려우며이 두피
부위는치료가더 느리다.

Jerry Shapiro, MD, FRCPC Director

범형원형탈모증의전두탈모증은
명확한부위없이전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air Research and Treatment

두피에영향을주는불완전한탈모의형태를뜻한다. 이유

Centre

형은진단하기어려우며조직검사가필요할수도있다. 모

Vancouver Hospital and Health Sciences Centre.

든 원형탈모증의유형의진단에도움이되기위해전문의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NAAF Conference, Seattle,

는 두피쪽으로점점가늘어져(좁아지는) 끊어지는
짧은모

Washington, Saturday, July 6,1996

발, 즉감탄부호모발을찾는다.

임상적특징

원형탈모증과연관된증상

유행병학: (특별한질병의발생비율에대한연구) Mayo

원형탈모증이있는대부분의
사람은어떠한의학적증상

임상센터의최근연구에따르면, 원형탈모증의일생발병

도 나타나지않지만소수에게는나타난다. 이러한다른의

률은건선과같은1.7%이다. 환자의60%는 보통20세 이전

학적증상과의관련성에대한정확한본질은명백하지
않지

원형탈모증

만, 관련성은인과관계가아니라상관관계로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원형탈모증과다른질병간에연관관계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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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의과정

원형탈모증의가장전형적양상은그불예측성이다. 1996

다고말할수 있다. 그러나한 질병이또 다른질병을유발

년에는전문의가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에게그들에게일

한다고는말할수 없다.

어날일을말해주는것은불가능했다. 우리가
알고있는통
계치는있다. 환자의50%는 증상이나타난첫 1년 내에치

Ж아토피 아토피는태열, 천식, 습진으로
발전하는유전학

료없이도모발이재성장한다. 7~10%는매우심각한질병에

적 성질을가짐을뜻한다. 아토피와원형탈모증이있는환

걸린다. 아토피나사행성탈모가있는환자는보통예후가

자는좀 더 심하고저항적인원형탈모증형태를갖는다.

더 나쁘다. 유년기에처음나타났다면, 이환자들은보통성
인이되어서나타난환자들만큼되지는않는다.

Ж갑상선질환 원형탈모증과갑상선질환간에는연관성이

있다. 원형탈모증이있는사람의8%는 갑상선질환이있

원형탈모증의치료

다. 이것은총인구중2%인갑상선질환발병률보다더높

치료는질병의정도와
나이, 두가지기준에
바탕을둔다.

다. 그러나원형탈모증과갑상선질환간에연관성이있

성인: 환자들은2개의그룹으로나누어진다.

을지라도갑상선질환치료가원형탈모증을개선하는것
은 아니다.

1) 50% 이하의탈모
2) 50% 이상의탈모

Ж백반증 백반증은신체의다양한부위에영향을줄 수 있

는피부의탈색조반을뜻한다. 그것은일반인과비교해원 50% 이하의탈모가있는환자들은다음치료선택이있다.
형 탈모증이있는환자에게서4배 더 많이발생한다. 백

1)스스로모발이자랄가능성이있다면아무것도하지않는

반은자극받은피부에서더 잘 발생하기때문에원형탈

다. 2)두피, 턱수염, 눈썹부위로의
병변내코티손주사. 3)미

모증과백반이있는사람은원형탈모증에대한특정치

녹시딜솔루션. 보통1996년 말에미국에서이용되었던5%

료선택을지속할수 없을수도있다. 예를들어디페닐사

를 사용한다. 이기간동안에2%이며최근유용하다고여겨

이클로프로페논과
같은면역요법은피부를자극하여백

지는로게인이사용될수 있다.

반증이이 부위에서더 잘 발생하도록할 것이다.

국소면역요법은
미용학적으로받아들이는
50%의재성장
가능성이있다. 그것은USA에서는아직승인되지않았다.

Ж자가면역질환 사례연구는홍반성루푸스, 류머티스관

NIH는 제한적환자의수에대해연구하기시작했다. 유병

절염, 악성빈혈, 경피증, 궤양성대장염과같은다른자가기간이길고질병상태가심할수록성공가능성은적다. 부
면역질환을발전시켰던원형탈모증이있는사람에대해 작용은습진, 림프절확대, 피부색소변화이다. 대부분
치료
보고하였다.

는그들이작용한다면처음결과가
나오기까지는12주가필

이 질병중 하나를발전시키는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

요하다.

의 확률은매우낮으며이 질병에대한관례적실험실검
사는지적되지않았다. 그러나원형탈모증환자가설명

향후치료전망

할 수 없는의학적증상을보이면, 전문의를찾아그들의

우리의목표는원형탈모증에치료제공소지가
있는면역

모발상태와연관되었는지물어보아야한다. 원형탈모증

학적현상을막을수 있는특정한치료를하는것이다. 원형

이 있는실제환자보다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의친인

탈모증을유발하는이“면역학적soup”
에 있는수용체를비

척 관계에있는사람에게서당뇨병과류마티스관절염의

활성화하거나막을수 있는새로운면역억제제가
개발중에

발병률이높게나타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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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모증

레이저와같은새로운광원을사용하는광선요법은광감
화제와복합적으로사용되어모낭을고무해모발이다시자

형 탈모로발전하며
20%는40세이후에시작한다. 성별증상
은 동일하다.

라게할 수 있다.
복합치료는더일반적으로사용될것이다. 원형탈모증은병인학
동일한환자에게서이질성질병이며두피의다른부위에
모

원형탈모증의정확한원인은알려지지않았다. 가족력은

발이다시자라도록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필요로할 수

환자의10~30%에서나타나며원형탈모증은다인자유전이

있다.

제외되지않더라도, 다양한투과도를가진보통염색체우성
소질로유전되는것으로
나타난다. 조기발병이나타나는
환
자들에서가족력은더욱흔하다. 경미한가족력은탈모가두

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

피로부터먼 신체에발생할때 종종지나칠수있다. 전두탈
모증환자는명확한DRB1*1104, DQB1*03와 DQB1 0301의

www.alopecia.com.acc

HLA연관성을포함한다(relative risk 30.2).
이 강력한HLA화합은원형탈모의유전자가HLA 유전자

정의

근처에유전자6이있다는가설을유도해낸다. 불가결한
유

원형탈모증은질병특유증상인감탄부호모발을포함하

전학적소질이있는사람에게있어서, 두번째현상또는보

는 원형의탈모부위로특징되는자가면역, 비-반흔, 다병소

조인자는질병발현을위해필요하게된다. 이보조인자는

성의모발성장장애이며, 체모가
있는어느부위에서도발생

때때로주요위험인자이지만더 일반적으로이것은탈모를

할 수 있다.

유발하는성장기모낭의면역학적공격을촉진하는밝혀지
지 않은자극제이다. 원형탈모증은알려진다른자가면역

유행병학

질환과는구별되게영구한조직파괴가없다.

원형탈모증은인구의약 0.15%에서발생한다고알려져

이는면역학적목표가영양인자이거나
Grave’
s disease에

있다. 이수치에근거하면영국에만약 9만명의사람이영

서처럼그 수용체일수 있다는것을암시한다. 아토피나
다

향받는다. 이는원형탈모가두피가아닌신체의다른곳에

운증후군이함께나타날때원형탈모증의발병률이증가하

서 일어났을때 인식되지못한것을포함하여거의확실히

고 재성장에대한예후가악화된다. 아토피의
일반적발병

과소평가된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치유되는우연성반을

률인20~30%와 비교하여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의아토

갖는다. 30% 이상은살면서전두탈모증이나전신탈모증으

피는약 50%에서발견되었다.

로발전할것이다. 전두탈모증으로의
진행가능성은성인이

부분적원형탈모증이있는
아토피는더빈번하게전두성

발병했을때와비교
(25%)하면아동기에발병하였을때
(50%)

탈모증으로발생하는경향이있다. 다운증후군에서
원 형탈

더 높다.

모증의발병률은정신적지진아에게나타나는0.1%와 비교

다운증후군
(50%)이나아토피(50~75%와
) 관련이있다면,

하여6%가량이다. 다운증후군
환자의약 50%가 전두성탈

전두성탈모증은
어린이1% 성인의10%가완전히재성장할

모증으로발전한다. 점막피부캔디다증으로도
알려져있는

것이다. 원형탈모증에있어서발병나이는두 가지유형의

자가면역polyglandular 증후군1형에있어서
원형탈모증의

최고점을보이는데첫 번째최고점인5세 그리고2번째최

발병률은30%정도이다. 이증후근의유전자는21번 염색체

고점인30세이다. 1세이전의발병은예외적이다. Atrichia

의 long arm으로알려졌다.

congenita는 전두탈모증이발생한첫해에는차별화된진단

이에원형탈모증유전자를
조사하는데21번유전자를포

으로다루어야하며, 진단이불명확하다면예후를목적으로

함시키게되었다. 면역학적
기전은면역억제성치료에
대한

조직검사가수행되어야한다. 40~50% 이상이21세 전에원

원형탈모증의반응과갑상선질환, 백반, 에디슨병, 악성
빈

원형탈모증

혈과같은다른조직이특이적자가면역질환과의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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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약3 mm정도이다. 광학현미경검사는감탄부호모발

기초하여조사되었다. 또한홍반성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의 부서진끝을보여주며, 그아래로가면서모발은작거나
경피증, 궤양성대장염, 중증근무력증, 편평태선, 당뇨의
발
병률을증가시킨다.
원형탈모증에서초기성장기모발은HLA class I 항원의

그렇지않으면정상모발군쪽으로가늘어진다.
이 모발이휴지기모발로그들은두피에서쉽게빠진다.
비록모든생장기모발이영향받은반을우연히가로질러결

비정상적분비를보여준다. 아마이것은모낭의일과성부

국은빠질지라도생장기III에서모발은우선적으로영향을

분에위치한잠정항원을빈번히공격하는T림프구에의한

받으며가장먼저빠진다. 모낭은주기를계속하지만새로

모발항원의면역인식을가능하게할 것이다. 생장기모근

운 생장기모발이생장기III 단계에이르는즉시, 그것은염

에서HLA II와ICAM-1분비는이림프구에의한방출되는사

증성침윤병소에의해손상되며퇴행기로곧장되돌아간다.

이토킨에반응하여나타난다. 이것은
모발에면역학적공격

확립된손상의조직학은약 70%의 모발이퇴행기나휴지기

을 더욱배가시킨다.

에 있음을보여준다.

정상적으로모근을보호하는기저층이손상되지만이것

생장기III 단계는또한
모근멜라닌이피질의케라티노사

은 2차적으로발생하는것처럼보인다. 모유두는원형탈모

이트로이동하는동안의단계이며원형탈모증에서많은색

증에있어서또 하나의가능한주요면역목표이며이에
대한

소 이상이발생한다. 첫째, 시작
단계에서색소침착되지않

더 많은연구가요구된다.

은(회색) 모발을남겨두는것처럼보인다. 둘째, 이조건에

원형탈모증의병인에서상박골의면역은중요하지않으

서 볼 수 있는이영양성의생장기모발은다양한색소침착

며 원형탈모증부위의비대칭성분포는신경의인과관계

을 보여주며, 원형탈모증이완쾌된후 재성장은처음에는

를 희박하게한다. 비록그 기전은거의밝혀지지않았지만,

회색모발과함께나타난다.

이혼, 부모나배우자의죽음과같은일생의중대한사건에

원형탈모증의임상적특징은
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가

있어서감정적스트레스가원형탈모증을촉진하는것으로

장일반적인것은하나혹은그이상의경계부분이완전한대

인식되어왔다. 밤새환자의머리가(착색된모발의우위적

머리이고, 매끄러운반이미용사에
의해자주처음발견된다.

손실로인한) 회색으로변해버린일화가이것의한 일례이

회색모발이나타난다면그들은최소한초기에는남겨지게된

다. 그러나원형탈모증의대부분의에피소드는심한스트

다. 다중의3~4 mm 길이의감탄부호모발이가장자리에서

레스에의한것이아니며, 환자나그들의가족도정상인보

나타날수 있다. 정상으로보이는모발뿐아니라이 감탄부

다는주요한심리학적질병을가지고있는것 같지않다.

호모발도가장자리에서는
쉽게빠진다. 감탄부호
모발이항

이차적억압과근심은탈모를유발하며불행히도흔하게

상 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만약보인다면진단에결정적이

발생한다. 이상황에서병인은precortical matrix와가정에기 고외형탈모를닮은이차매독을구분하는데도움이된다. 발
초한피질에있는세포에서변종의HLA I군과
II군항원발현

모벽은또한원형탈모증을촉진할수있으며짧은그루터기

과함께연관하여일정하게농후한
peribulba와모낭내부의
r

모양의부서진모발은감탄부호모발로오진될수 있다.

림프구침윤병소(현저한CD4 양성표현형)가있다.

의심스러운감탄부호모발을뽑아보는
것은이두상태를

이침윤병소는탈모증의
치료와함께사라진다. 모낭주위 구별하는데도움을준다. 모낭벽에서
부서진모발은생장기
의 염증은발달하는모체의keratogenous zone에서생장기

모발이며두피에서굳게박혀있으며진짜감탄부호모발은

모발을약화하며동시에모낭이미숙한상태로퇴행기로시

쉽게빠지는휴지기모발이다. 몇몇환자는새로운반의발

작되게한다.

현에선행하는자극, 통증, 감각이상을
토로하지만, 대개는

약해진모발은keratogenous zone이피부의표면에도달
했을때 부서져서급속한탈모를유발한다. 휴지기로
들어
가면서이부서진모발은결국감탄부호모발로서밀어내며

자각증상이없다. 반은다른곳에서는발견되지않기가쉽
지만두피에서의경우에는60% 이상이다.
두피의후두부와앞정수리
부위는초기발생이흔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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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눈썹과속눈썹은보통소실되고영향받는유일한부

모증에유용하다. 조직학적
소견은조직검사부위에서의질

위일수 있다. 두피혹은다른부위에서첫 번째병변은어

병의정도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이상태의특징은벌

떠한예후도내포하고있지않다. 재생장을시작할때 처음

떼에비유되어왔던생장기모근주위에밀집된림프구의침

에는가늘고색소가없지만보통모발은단기간에정상색

윤병소이다.

깔과지름을회복한다. 음해가지나거의100%가 재발하지
만 이것은수년간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몇 주 후 더 많은반이날 수 있다. 새로운부위는처음의

림프구는또한모유두와모근기질에침투한다. 그것은초
기병변에서가장흔히발견되며오래지속되는질병에서희
박할수 있다. 저배율스캐닝에서보면심부진피내에서성

반이치료되는동안에도발생할수 있다. 분산된반은중간

모수의감소를보여준다. 휴지기, 퇴행기, 생장기, 모낭의비

에 낀 모발의손실과함께망상조직형, 전두탈모증
또는신

는 증가하며모유두와모근주위의유리양막의침윤병소뿐

체의모든털이빠지는전신탈모증을야기한다. 다른형태

아니라진피표면과심부진피에서단핵세포염증성침윤

의 탈모가발생할수 있다. 사행성두부탈모증은두피말단

병소가없거나중간정도로있다. 휴지기모발은염증을일

부분에서의끈-모양의탈모를의미한다.

으키지않으며생장기1, 2모발이다.

그것은특히재성장에대한예후가좋지않다. 심한원형

그 목표는유일하게생장기3~6모발인것같다. 일반적으

탈모증은전두성탈모증의초기증상으로나타날수도있으

로 모낭은파괴되지않으며회복의
잠재성은수년간
전체적

며 48시간내로발전할수 있다. 색소침착된모발이먼저영

인 탈모에도불구하고유지된다. 그러나여러해에걸쳐나

향을받기때문에그들의우선의탈모는밤새회색모발을유 타나는질병에서는모낭주위의섬유화와연관된모낭수의
발할수 있다. 만성분산형
탈모는매우희귀하며휴지기탈

감소가있을수도있다. 연관된특징손톱변화는어린이의

모, 안드로겐성탈모, 여성의만성탈모, 발모벽과구별하기

50%에서발생했으나어른에서는흔하지않았다(약20%). 가

위해감탄부호모발이나뒷받침되는조직학적소견을필요

장 흔한발견은조갑함요이다. 단지
예외적으로발톱이포

로 한다. Perinaevoid 원형탈모증은또 다른희귀한증상이

함되었다.

다. 그것은점 주위의탈모가특징적이다. 이것의
반대는전

다른 잠재적 변화는 붉은 조갑반월, BeauOs lines,

신탈모증에있어서영향받지않은 채로 남아 있는 hairy

onychoma desis, trachyonychia, onychorrhexis, 손톱의희석

naevi로 설명되어왔다.

이나각화, 갈라짐을포함한다. 20조갑이영양증이나20조
갑의trachyonychi는어린이에게발생할
a
수있으며, 원형탈

감별진단

모증이시작하기여러해 전에나타날수 있다. 그것은또한

원형탈모증의진단은보통간단한임상적진단이다. 두

후기건선과편평태선병과연관될수 있고원형탈모에특

피에서원형탈모반의비전형단독반의감별진단은두피

이한소견은아니다. 갑상선질환의
발병률은일반인구2%

백선, 홍반성루푸스, 발모벽과엷은반흔성탈모이다. 만약

에서원형탈모증에있어서의
8%로증가되었으며백반은일

진단에대한의심이존재한다면, Wood's 광학실험, 피부찰 반인구1%에 비교하여4%에서발생하였다.
과의진균배양또는조직검사가정확한진단을할 수 있도

무증상갑상선질환에대한일상적조사는일반적으로지

록 할 것이다. 이차매독은다중의원형탈모반과유사하고

시되지않으며, 그것은이 병의치료를바꾸지는않는다. 조

혈청학으로식별될수 있다. 선천성삼각탈모증과수술후

사는증상에있는질병에서만필요하다. 원형탈모증예후

의 후두부탈모또한때때로진단에어려움을발생시킨다.

는 수수께끼같은질병이며어떠한사람에게서도자신
있는
가능한예후는없다.

병리학

재성장은첫 번째발병으로부터3분의1에서인6개월이

진단이어려울경우두피조직검사가
임상적진단을확실

내, 3분의2에서인일년내에일어난다. 환자의33%는 그들

히 하기위해사용될수 있다. 그것은특히분산형원형탈

의 최초의반으로부터회복하지못하며그들중 몇은전두

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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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급속히진행된다. 원형탈모증의발병으로부터의결 일어난다면두피위축초기현상에대한규칙적인환자관찰
과는아래와같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어린시절발

을 하면서치료는조심스럽게지속될수 있다. 병변내스테

병, 아토피, 다운증후군, 동시에
발병가능한endocrin

로이드는눈썹과고립된작은병변반에유용하다. 그것은고

opathy, 사행성두부탈모증, 전두성탈모증, 전신탈모증의병 통스러울수 있고만약큰 부위가주사된다면전신적영향
력, 치료에대한좋지않은반응환자의30%는 전두성탈모

이 있을수 있다. 환자의약 3분의2에서전부혹은무반응

증으로발전하며거의대부분의환자는일생동안몇차례원이 나타날수 있다.
형 탈모증으로발전할것이다.

최초에반응은주사된부위로국한되지만더 일반적인증
상개선이뒤따른다. 모발은2주째처음나타나며만족스러운

치료

재성장은6주내에발생한다. 경감은
6~9개월에나타난다. 병

심리학적치료는원형탈모증의자연적발병을조절하는

변약물주입은휴지기모발모낭이표면적으로위치해있는

데 유용하지않고일시적으로재성장시키는성공적방법은

상부진피에서표면상으로전달되어야만한다. 반복된주입

없다. 가장좋은유용한요법은플라시보보다더 많은환자

은위축을일으키고눈주위주입은녹내장과백내장을유발

에게서재성장을만드는것이지만어떠한결과적인회복의

할수 있다. 계속된주입중에도재발될수있다. 스테로이드

기간도변화되지않는다. 부분적재성장은
환자에게미용학

위축은6~9개월에걸쳐두피에서부분적으로회복된다.

적으로받아들일수 있을것 같지않으며이것은다양한치
료선택을고려할때 계산되어야만한다.
원형탈모증에많은다른치료가
제시되어왔으나밝혀지
지않은자연적병력과자연치유의
경향으로오직플라시보,

두 번째약물요법

첫번째약물요법이실패한
환자들에게두번째
약물요법
으로의진행은자동적이지않으며이것은환자에게있어서

맹검실험된보조제만이고려되고있다. 비용이드는플라시 그들의머리모양을단순하게바꾸거나가발을얻는것이좋
보의장기화된사용은환자의질병의타협으로부터환자를

을 수도 있다. 치료받는 환자들에게치료의 선택은

지연시키기때문에안 된다.

prednisolone나 PUVA의 전신성면역억제제를포함하며,

원형탈모증은상당한고민을낳는다. 사람들은눈을크

dithrano과
l diphencyprone(DCP) 또는미녹시딜과같은자

게 뜨고보며원형탈모증의고통받는사람들은부끄러움을

극제나민감제와접촉이다. 전체적으로
성공할수 있는것

느낀다. 대체로어린이는그들의부모나성인상대보다더빨은 아무것도없으며각각결점을가지고있다.
리 탈모증을대처하는것을배운다. 의사들은환자에게그

매일50 mg Prednisolone는 치료3~6주 후 환자의4분의

들의두려움이나어려움을말로하기
위해상당한시간을줄

3에서부분적재성장을유발했다. 반응하는한계일
회복용

필요가있다. 환자지원그룹은머리모양과탈모의영향을최량은0.8 mg/kg로 제시되었다.
소화하는화장품에관한풍부한정보를제공할수 있다. 그

그러나완전한재성장은일반화되지않았고지속적회복은

들이혼자가아니며다른사람들도영향을받는다는것을아예외적이다. 대부분
환자는치료의중단이나용량감소로재
는 것을재확인하는것은상당한이득이된다.

발하지만몇몇환자는복용량을
유지함에도불구하고재발한
다. 모든환자가스테로이드와매일의
methylprednisolone(500

최초의약물치료

밤에가림치료에관계없이불소가첨가된국소제제스테

mg)의정맥주사에반응하지는않으며다루기힘든채로
남아
있다.

로이드는하루2번 적용하여환자의상당수에서재성장을

경구용Prednisolon은
e 초기이며, 급속히진행되는질병

가져왔다. 최근발병한탈모와10세 미만어린이의탈모에

에 효과적이고탈모가회복안정화되면장기간의경구용스

가장잘 반응하는것으로나타난다. 치료가실패라고간주

테로이드치료보다는DCP나 PUVA가 추천된다. 전신적

되기전 3개월간의치료시도가필요하다. 만약모발성장이

PUVA는 국소의PUVA보다더 잘 작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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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의 최소erythemogeni치료는치료가작용하지않
c

를 포함한다. DCP는인공돌연변이가되는
것으로보이지는

았다고주장하기전에요구되며, 만약치료에반응이있다

않았다. 환자에게아픈
귀뒤의임파선종창이
정상이라는것

면 계속되어야한다. 원형탈모증환자의30~50%는 모발이

을알려야만한다. 치료는
그것이실패했다고판단하기
전6

재성장할것이며
치료의중단에재발은흔하다(50~90%). 장 개월동안계속되어야한다. 모든유용한치료에반응하지
기치료자위험은특히어린이에게서피부암의유발을포함

않는원형탈모증환자의소집단화가있다는
것을제시하는

하며어떤환자도일생동안200이상의치료를받아서는안

접촉성예민성에반응하는데실패한환자들은
다른유용한

된다. Dithranol은원형탈모증의치료에서국소자극제로사 치료에도잘 반응하지않는경향이있다.
용되어왔다. 작용기전은
알려지지않았지만치료받은환자

불행히도, 이무-반응군을미리식별하는것은불가능하

의 3분의2가미용학적으로약 50% 정도의모발재성장이일

다. 미녹시딜2% 로션은안드로겐성탈모에가장먼저사용

어났다.

되지만원형탈모증에서도역시사용된다. 처음의결과는유

Dithrano의
l 농도는자극을경험하는모든환자에게서증

망했지만나중의임상에서는농도가5%로 증가되었을후기

가된다. 만약3개월내에반응이없으면치료는중단한다.

시도에서조차도
유지되지않았다. 전두성탈모증환자는미

이때까지보통눈에띄는dithranol 착색이있었지만이것은

녹시딜에반응하는것처럼보이지않으며미용학적으로현

시간이지나면서해결된다. 반응은
착색정도와관련있지는

저하게재성장한경우는거의없다.

않다.
Diphencyprone(DCP는두피에서접촉성알레르기피부염
)
세 번째약물요법
을 유발하는데사되어 왔던 보조제로서dinitrochlo-

이것은작은일련에서한 번 또는다르게성공했다고보

robenzene(DNCB를
) 대체해왔다. DCP는광분해성이며환

고된입증되지않은다양한치료법으로구성된다. 일반적으

자들에게모자를쓰도록이야기한다. 화학제는환자가감작 로 첫 번째와두 번째의어떠한치료에도반응하지않는원
된 후 매주바른다. 화학제는적용후(젖지않은두피에) 24

형 탈모증이퍼진환자는대머리로남을수도있다.

시간동안두피에접촉되어야만한다.

Cryotherapy(2 freeze thaw cycles)를포함하는치료, 매일

많은환자들은치료에반응하여
가발쓰는것을어렵게만

100 mg 복용하는Azathioprine, 전체의두피에걸쳐매일
0.2

드는가려움증, 되는느낌, 물집, 두드러기가
발달한다. 귀뒤

mg/ml 국소용질소용머스타드; 아연
설페이트의600 mg 매

임파선병증은일반적이며그들이양성이라는것을재확인

일복용경구용아연보조제cyclosporin A 모두공개
임상에

할때까지환자는스트레스를받는다. 이것은
0.001%의 낮은

서 보고되었다. Cyclosporin A는현재효과적인국소제제로

용량으로치료하여감소시킬수 있다. 그러고나서용량은

는 유용하지않다. 3.5 mg/kg 복용량의경구용cyclosporin

24~48시간정도지속되는약한피부염을만들기위해1개월

는 단지몇몇환자에게서만미용학적으로
수용가능한모발

이상의간격으로조정될수 있다. 간행물은심한원형탈모

재성장을만든다. 그것은신장독성과장기사용후에암을

증환자에게서약45%의유익한반응비율이있다고한다. 누

유발할수 있기때문에다른치료에반응하지않는원형탈

가 반응할지에관해어떤신뢰할만한예상요소도없다.

모증의일반적치료에적당하다고
여겨지지않는다. 이식거

회복은기간이다양하지만종종연장된다. 때때로접촉민부반응을막기위해cyclospori을
n 고용량복용하면서원형
감성은치료기간동안사라지며, 하루3번 300 mg 경구용

탈모증이발전하거나진전된환자가문헌상으로도보고되

씨메티딘을복용하여회복될수 있다. 몇몇전문의는환자

었다.

에게집에서그들스스로DCP를적용하도록하고있지만다
른 이들은조심스럽지않은취급의결과를두려워한다. 의

원형탈모증의자연적병력, 특히자발적중단경향은치
료양식을평가할때 잊혀져서는안 된다.

료진의감작또한위험하다.
잠재적부작용은소양증, 물집, 이차감염, 백반, 두드러기

원형탈모증

물리적치료

확장된원형탈모증이있는몇몇 환자들은머리를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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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내 pulse methylprednisolone의 효과를결정하기위해
서 예상된공개시험을수행하였다.

대머리가된다(선스크린이요구된다). 다른몇몇은모자나
스카프를사용한다. 다수는가발을쓰기로결정한다. 환자

방법

들은종종가발을쓰는것에대한오해를하며좋은가발을

methylprednisolone 500 mg이 3개월동안매월3일연속

가지고있는다른환자에게말하는것이나품질좋은가발

투약되었다. 3개월후 부분적치료반응이있는환자에게3

제작자의충고는매우소중하다. 환자들지지조직은대개

연속pulse요법이제안되었다. 1999년12월과2000년 12월

좋은가발제작자를제안할수 있고가발유지와스타일링에

사이에32명의환자가3연속pulse치료를받았다.

대한유용한충고를줄 수 있다. 모발이식은조직검사에서

그들은모두1년미만동안두피의탈모나모발손실이두

염증없이오랫동안유지된고정반에
행해져왔지만활동성

피의30% 초과부위가있는활성또는매우활동적인원형

의 질병에서이식된모발은일반적으로계속되는면역학적

탈모증이있었다(그들의대부분은3개월). 그들은8명의남

공격때문에빠지게된다.

성과24명의여성이었다. 평균나이는30세였다(9~60세).
결과

심한원형탈모증에대한반복적pulse

어떠한중대부작용도관찰되지않았다. 3개월의추적기

methylprednisolone 정맥주사요법: 환자
32명의

간에15명의환자는80~100% 재성장했고(47%), 5명은
부분

공개 연구(INTRAVENOUS REPEATEDPULSE

적 재성장(15%), 7명은안정화(22%), 5명만이악화(16%)되

METHYLPREDNISOLONE THERAPY FOR SEVERE

었다.

ALOPECIA AREATA : AN OPEN STUDY OF 32
PATIENTS)

16명 이상의환자와6개월동안의추가는
미해결중이다.
이전의연구기간에서처럼
다수국소적원형탈모증이있는
환자는가장좋은재성장을보여주었다.

P. Reygagne, Ph Assouly, C Jouanique, B Matard, H Bachelez,

나이, 원형탈모증의유형, 시작에서치료까지의지연등

L Dubertret Sabouraud Center and Dermatology Service(Pr

여러요인들이반응비율에관련되어논의될 것이다. 결론

Dubertret), Hopital Saint Louis, PARIS.

은 3개월이상매달반복되는methylprednisolon의
e 정맥내

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pulse연속치료는치료반응성이있고급성광범위한원형탈

Research Socir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모증환자에게서단독연속치료보다더 효과적인것으로보
인다.

배경

원형탈모증(AA)은 자가면역질환일
것이다. 유효한치료
는 국소, 병변내 혹은전신코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다.

원형 탈모증에있어서 narrow-band UVB의 효과
(Efficacy of narrow-band UVB in the treatment of
alopecia areata)

전신pulse methylprednisolone 치료는발병12개월미만의
진행성탈모가있고급속히진행되는
원형탈모증이있는환
자에게효과적인것으로보고되었다.

* Chantal Bolduc, **Lori Hobbs, **Jerry Shapiro, **David
McLean, **Harvey Lui *University of Montreal, Montreal,
Quebe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ritish

목적

이 결과의개선을조사하기위해우리는매달반복되는

Columbia 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Socir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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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에있어서narrow-band UVB의 효과

원형탈모증은아마도그 면역조절효과로전신PUVA치

원형탈모증(AA)은 흔한질병이며대부분의환자에게있
어서미용학적으로나심리적으로심각한고민에빠지게한

료에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NB-UVB는이전에건선, 유 다. 경구용PUVA의임상적사용은원형탈모증의치료에있
건선, 백반증을포함하는다른PUVA에 반응하는질병에대

어서그 효과가입증되었지만전신적부작용
때문에제한되

해 효과적인것으로증명되어왔다. 이연구의목적은광범

었다. 유용한대안은다른농도의8MOP솔루션PUVA의 국

위한원형탈모증에대한narrow-band UVB(NB-UVB)광선

소요법이다. 이연구의목적은0.75%의 고농도8MOP-용액

치료의효율을결정하는것이다. 두피의반쪽은NB-UVB에

사용시 국소PUVA치료의효과와부작용을확인하는것이

노출되었으나다른두피의반과신체의다른부위는보호막

다. 우리는9~29세까지의13명의여성, 4명의남성과
9~29세

으로덮는좌우비교실험이다.

사이의소년이며원형탈모증의다른임상적단계에서
포토

이 연구는6개월에걸쳐매주3번NB-UVB치료를받았던

타입II-III인 18명의환자를치료했다(전두탈모증
2명-AA III

40% 이상의넓은범위에걸친원형탈모증이있는환자를

등급, 두피의30% 이하8명- AA II단계와AA I 단계두피의

포함한다. 초기NB-UVB치료용량은기준포토테스팅에의

30% 이상이포함된8명. 유병기간은6개월에서20년까지였

해 결정된MED의 70%였다. 계속적인치료에너지는치료

다). 8-MOP의0.75% 각각의치료30분 전에모발이없는부

반응에따라점차적으로10%로 증가되었다. 탈모는
세부적

위에적용되었다. 절차는
주마다세 번 행해졌다. UVA근원

으로나뉘었고사진은치료시작과연구기간에걸쳐매 4주

은UVA램프(PUVA 200, Waldmann)이었다. 환자
5명에게서

마다촬영했다. 7명의환자가이 연구에참가했다. 2명의환

모발의90% 회복이관찰되었다. 7명에게서
회복은50% 이

자만재성장을보였다. 한환자가초기에치료된면에서재

상 이었고, 6명에게서는
30% 이상이었다.

성장을보였으나연속적으로
치 료받은부위와받지않은부
위에서모두재성장을보였다.
다른4명의환자는재성장을경험하지않았지만이 환자
들은다년간에걸친탈모를가지고있던환자였다. 환자는

점증적으로UVA용량은2~12개월의치료기간동안에22,
30과 68, 7J/cm 사이에서배치되었다. 최대
단독UVA용량은
4J/cm였다.
모발회복의첫째증상은조사후 빠르면15세션, 늦으면

치료를잘 견디었으며광독성을경험한환자는없었다. 우

25세션뒤에관찰될수있다. 국소
PUVA요법은환자에게잘

리의결과는통계학적유의에도달하지못했으며
이것은연

받아져강한홍반이나물집과같은심각한부작용은발견되

구 샘플크기와관련있을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

지 않았다. 결과는8MOP의 고농도국소PUVA치료가AA를

초기자료뿐아니라치료의반응성에대해기준에의거, 추

치료하는데있어서가능한설비를강화하는유용한치료대

가적인연구가정당화되었다.

안임을확인시켜주었다.

원형탈모증에있어서의국소PUVA요법
(TOPICAL PUVA THERAPY FOR ALOPECIA
AREATA)

S. Valkova, A. Tsvetanova, M. Trashlieva. Clinic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Medical University, Pleven,
Bulgaria.
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Socirties 2003 Jun 26-28; Barcelon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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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20, 30대 여성의1~2%, 40대 이상에서는20~30%가

세균이나곰팡이, 모낭충으로
인한두피의염증도심각한

탈모증상을보이는등적지않은여성들이
탈모로고민하고

문제다. 대개두피가가렵고아프지만때로는증상이없는

있다.

경우도있다. 임신과출산도탈모의원인으로임신하면여

여성들은탈모를유발시키는남성호르몬인안드로겐보

성 호르몬인에스트로겐이평소보다10배 가량증가해생리

다 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을훨씬더 많이갖고있어남

를 멈추게하고 임신을유지시킨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성들처럼완전한대머리가되지는
않는다. 단지머리카락이

100개 정도의휴지기머리카락이빠지는데이렇게여성호

다량으로빠지게되어숱 자체가적어질뿐이다. 즉남성형

르몬의농도가높아지면머리카락이빠지지않고있다가출

대머리는굵은머리털이잔털로연모화하여, 끝내는
이연

산과동시에에스트로겐의농도가낮아지면서그동안안빠

모마저빠지게되는데, 여성의경우에는굵은머리털이연

진 머리카락이한꺼번에빠진다. 또폐경뒤에는여성호르

모화의상태에서진행을멈추는것이특징이다.

몬이줄어들면서머리카락이빠진다.

여성은남성에비해머리숱이많고(남:여=122:135) 모발

여성도남성호르몬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데남성호

의 두께는더 가늘다. 머리를기르는경우가많아모발건강

르몬이정상보다많으면탈모가생긴다. 정신적, 육체적
스

이 더 중요한데도잦은퍼머와염색등으로손상되기가쉽

트레스도탈모를부르며무리한다이어트도마찬가지이나,

다. 여성의탈모는남성탈모와다른데앞쪽의헤어라인은

원인이밝혀지지않은탈모도많다. 머리가갑자기많이빠

빠지지않고정수리쪽머리카락이가늘어지며숱이줄어든

지고주변사람들이탈모임을알아본다면치료가필요할수

다. 남성은젊을때부터탈모가진행되지만여성은폐경이

있다.

후 중년에심해진다.

원인을한번더 구체적으로요약해보면

남성은몇 년 사이에빨리빠져버리고여성은천천히지
속적으로빠진다. 탈모가있는여성은모발이가늘어져있

Ω1.

여성은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이남성호르몬인

어 드라이나퍼머같은일반적인손질에도모발이더 심하

안드로겐의기능을억제해야하는데, 체내호르몬의

게손상되어탈모와모발의손상이동시에진행되는것이다.

균형이깨져안드로겐이과다해지면탈모증세가나
타난다.

Ω2.

원인
여성은남성보다빈혈이
10배 정도많은데빈혈이있으면

피임약의남용과심한다이어트로인해남성호르몬
인 안드로겐의분비를활성화시켜탈모를불러들인
다.

탈모가잘생긴다. 갑상선질환이있는경우도머리카락이빠Ω3.

입시나사회적응문제등으로인해과다하게스트

지는데여성이남성보다갑상선질환에5~10배 잘 걸린다.

레스를받게되면이 역시탈모를촉진하는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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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그림2-7. 여성형 탈모증의 분류(Ludwig 분류)

Ω4.

로 작용한다.

유된음식물을섭취해주고스트레스를받지않도록하는것

항우울제나항생제등을오랜기간복용했거나빈

이 최선이다.

혈, 천식, 관절염등이있으면탈모증세가함께나
타나기도한다.
Ω5.

화공약품이주성분인모발용품에의해두발이손상
을 입으면탈모현상이촉진된다.

예방과 치료
여성의탈모는크게유전성탈모와
비유전성탈모로나눌
수 있다.
유전은친가나외가에대머리남자가있다면의심을해

산후 휴지기 탈모증
탈모여성의대표적인탈모로는출산한여성에게서나타

봐야하는데다만탈모의양상이남성과는다르다. 남성의
탈모가부분적으로머리숱이많이줄어드는형태로진행

나는산후휴지기탈모를들 수 있다. 보통아이를낳고난

된다면여성형탈모는전반적으로숱이
줄어드는형태로나

뒤2~5개월후에나타나기
시작하며, 탈모의위치는
머리앞

타난다.

쪽 3분의1부분에서주로빠진다.

치료는미녹시딜을주로사용하며코퍼펩타이드, 트레티

임신을하면태아의영양공급을위해전신쇠약증세가
나

노인, 케라틴, 엘시스틴
성분이포함된약제등을병용하여

타나고내분비호르몬의변화가생기는데이
때문에머리카

치료할수 있다. 우선모발의증가보다는현 상태에서악화

락이빠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영아에게서도
탈모현

되는것을막는데 목표를두고가늘어진모발이다시회복

상이나타난다.

될 수 있도록한다. 탈모가많이진전된상태라면모발이식

이 탈모현상은태어나서4개월사이에일어나며털이다
시생기는것은생후
6개월부터라고보면된다. 휴지기모발

도 고려해야하지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비유전성탈모의원인으로는항암치료, 육체적스트레스

의 비율은65~85% 정도이며, 모양은남성형탈모증과유사

(수술, 빈혈, 급속한체중변화), 심리적스트레스(큰정신적

한 경향이있다.

충격), 갑상선질환, 약물의
부작용(비타민A 과다복용, 고혈

출산을하고머리털이빠지는것은
사람마다차이가있지

압약), 호르몬변화(임신, 피임약, 폐경기
후), 다이어트(여성

만탈모의비율은전체의25~45% 정도된다. 탈모는보통
2~6

은 남성보다탈모에대한다이어트의반응이크다. 주된원

개월가량지속되다가특별한치료없이도회복된다. 영양

인은철분결핍이고다른단백질부족도관여한다) 등이있

상태를높이기위해설퍼아미노산의하나인메티오닌이함

다. 이런비유전적인요소들은원인이개선되면모발의재

여성형탈모증

생을관찰할수 있다. 그래서치료의방향도원인제거에초
점을맞추어야한다.

드로겐성탈모의상대적유병률
Ω3.

탈모때문에머리를이틀에한 번 감을필요는없고매일
감아도무방하다. 또일반적인파마나염색도정도가지나치

Ω4.

영양, 신진대사, 내분비학적
이상과연관한유병률
과 징후

Ω5.

다는두피에골고루뿌리고가볍게마사지해
주는것이좋다.

여성에게서AGA를 유발하는탈모와관련있는심
리적질병

Ω6.

안드로겐성탈모의조직학적진단의신뢰도와회복성

Ω7.

만성휴지기탈모와여성안드로겐성
탈모를구별하
기 위해사용되는조직학적구분점

여성의안드로겐성탈모
(FEMALE ANDROGENETIC ALOPECIA)

AGA가 있는여성에게있어서순환하는안드로겐의
수치

지 않다면크게우려하지않아도된다. 그리고미녹시딜, 코
퍼펩타이드, 트레티노인
성분은스프레이로그냥뿌리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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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8.

계보발단자의1촌수에서여성형AGA의 임상유전
자와남성형AGA의 유병률

R. Sinclair. University of Melbourne Department of

Ω9.

어서기능적다형현상의존재

Dermatology, St Vincent's Hospital, Australia.
Br J Dermatol. 2003 Jun;148(6):1205-11.

AGA가 있는여성의안드로겐수용체유전자에있

Ω10. 만성휴지기탈모의자연경과
Ω11. 경구용항안드로겐제의단독치료에대한 여성형

우리는사춘기이후또는이전의오스트레일리아여성이

AGA의 반응

임상학적으로정수리에서그러나정수리에서뿐 아닌다른
곳에서쉐딩의증가나탈모수의증가혹은이 둘 모두가일
시적혹은장기적으로나타날수 있는두피의탈모로심리

이러한가설들을검사하기위해다음수단을개발하거나
또는확인하도록요구되었다.

적 괴로움을경험한다고가정한다. 그것은주로두피의모
낭에서민감한세포의안드로겐수용체와상호작용하며순

Ω1.

환하는안드로겐의생리학적수치의작용때문이다.

해 여성에게믿을만한도구로서작용할수 있는여

그것은영양결핍, 신진대사
이상, 내분비장애에
의해유
발되는것이아니며관련성또한없다. 그것은안드로겐성

성 AGA에 대한임상의분류scale
Ω2.

탈모의여성상관이다. 그것은
축소된모낭의증가율에의해
조직학적으로확실하게특징지어질수있다. 그것은유행병

안드로겐성탈모의존재와범위를자가측정하기위

여성형AGA와 관련있는심리적질병을측정하기
위한도구

Ω3.

최상의조직학적표본과검사방법

학, 조직학, 병력에서
구분될수 있으며특발성만성휴지기
탈모의치료에반응한다.

Ω4. 객관적측정의방법과치료에대한반응분류

장기경구용항안드로겐치료는안전하게정수리에서탈
모의양을부분적으로막고회복할수 있다(그러나모발쉐
딩을증가시키지는않았다). 국소미녹시딜에의해서부분

여성에게있어서의안드로겐성탈모

적으로회복될수는있으나방지될수도없다. 우리가시험

(Androgenetic alopecia in female )

한 이 구성을검사하기위해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epartment of
Ω1.

사회에서안드로겐성탈모의유병률

Dermatology, San Francisco, California 94117, USA.

Ω2.

탈모가있는코호트중 초경전, 월경중, 폐경후안

J Investig Dermatol Symp Proc. 2003 Jun;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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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20. 여성형 탈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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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21. 여성형 탈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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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2. 여성형탈모의유형

여성형탈모증

사례2-23. 여성형 탈모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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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2-24. 안드로겐성여성형탈모증

여성형탈모증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후1년

사례2-25. 안드로겐성여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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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6개월

치료전

치료후1년

수술전

수술후1년

사례2-26. 안드로겐성여성형탈모증

여성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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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27. 안드로겐성여성형탈모증

생한다.

요점

Ω1.

Ω2.

안드로겐성탈모는흔한대머리유형의학명이다.

Ω4.

미녹시딜로션(로게인), 스피로나락톤정
씨프로테론

이는유전적영향을받기쉬운사람들에게호르몬에

아세테이트정은
안드로겐성탈모에효과를주는유

의해유발된다.

일한치료이다. 시장에는
가짜치료제가많이있으

안드로겐성탈모를유발하는호르몬은디하이드로

며 어떠한치료든추천하기전에자격이있는전문

테스테론(DHT)이다. 5-Alpha Reductase는DHT생

의와상담하는것이중요하다.

성 양을결정하는화학제이다.
Ω3.

Ω6.

Ω7.

모발이식은심한안드로겐성탈모가있는여성에게

안드로겔성탈모의유전성은확실하지않지만어머

효과적일수 있지만그 효과가남성에게있어서만

니나아버지로부터유전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큼 드라마틱하지는않다.

모발성장은새로운모발이모낭에서생성되기전에
3년간성장이활발한시기가3년 동안지속된수 3
개월간휴지하는기간을가지며주기적으로반복된

정의

안드로겐성탈모또는대머리는
남성과여성에서두피탈

다. 일반적으로이 사이클은각 모발성장, 휴지, 퇴

모와관련된다. 남성에게는
이마헤어라인에서시작하여정

행을거쳐최종적으로같은크기의또 다른모발로

수리부위부분탈모로발전, 최후에정수리부위의완전한

대체되는데이것은일생동안반복된다. 안드로겐성 탈모로도달하는명확한유형으로발생한다. 여성에게이마
탈모에있어서대체된
모발은모발사이클을거쳐점 헤어라인은그대로남아있으며정수리위로광범위한가는
점 작아져이전의것과동일한크기가아니다.
Ω5.

모발로발전된다.

안드로겐성탈모는사춘기이후의어떠한나이에도

대부분의여성들은최종적으로대머리로발전할것이며

시작할수 있으나그것은다양한기간동안발전된

모발이소실되는비율은사람마다다르다. 일반적으로여성

탈모로이끌어낸다. 이기간은짧으면5년, 길면20

의 20%는 30세 때까지, 30%는40대까지, 40%는50대까지,

년일수 있으며탈모는종종갑자기폭발적으로발

50%는 60대까지대머리의증상을보일것이다. 안드로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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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라는용어는안드로겐(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는성 호

사이클이다. 동물에게있어서모든털은동시에성장하고성

르몬의일종), 유전자(대머리
유전자가유전되었다는중요

장이멈추어서이것은동물들이털갈이하는동안모든털이

성을반영) 그리고탈모를뜻하는알로페시아에서온 것이

한번에빠지는이유이다. 인간에게서
털의생장은3년마다

다. 안드로겐성탈모보다더 많은다른탈모원인이있으며

한번에모든털이빠진다기보다는불시에
이어서매일몇가

어떤치료를추천하기전에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

닥씩빠진다. 하루에50개정도빠지면정상이다.
빠진모발이동일한크기와동일한성질의모발로
대체되

대머리에대한호르몬의영향

는 한, 그상태가유지된다. 그러나만약새로만들어진모

1940년대여드름, 과도한얼굴과신체의털, 두피탈모를

발이그만큼두껍지않고빠진모발만큼자라지
않는다면안

발전시키는테스토스테론이과잉생산되는여성이발견되

드로겐성탈모가시작된다. 안드로겐성
탈모의기전은유전

었다.

적으로더 많은5-Alpha Reductase를 생성하는경향이있고

그 이후우리는영향받기쉬운여성에게서안드로겐(성

더 많은DHT가 있다는것이다. 모발주기를
통해DHT는 새

호르몬)이어떻게대머리를유발하는지에대해연구해왔다.로운모발의위축을일으킬것이며점차적으로모발의
크기
주요한호르몬은모낭에있는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생성
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이다. 디하이드로테스토

를 감소시킬것이다.
결국모발은작아져피부의표면에닿지못하여모공이밖

스테론은그것이유도된테스토스테론보다
5배 더 활발히

에 안 보일것이다. 현미경으로
대머리의피부를보면모든

작용한다. 디하이드로스테론의
생성은5-Alpha Reductase라

모낭이여전히존재하지만육안으로볼 수 없을만큼작다.

불리는화학제에의해조절된다.
안드로겐성탈모시간의틀
안드로겐성탈모의유전

젊은세대에탈모가발전하는경향은
가족력을통해일어

탈모는사춘기이후의어느나이에서든시작될수 있다.
시작되면10~20년에걸쳐탈모의다양한단계를거쳐계속

난다. 그것이일어나는방법은명확하지않지만그 경향은

된다. 탈모는지속적이지않지만갑작스럽게진행된다. 사

부모로부터유전될수 있는것으로보여진다. 대부분의
사

람들에게3~6개월지속되는탈모를가속화하는기간이후

람이탈모가있는그들의가족중 누군가를밝혀내지만항

6~18개월간지속되는안정기
동안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

상 그런것은아니다. 얼마만큼의
5-Alpha Reductase가탈모

다. 모발이빠지는데시간이걸리는것처럼어떤치료든지

를시작하고진행시키는
유전인자인지보아왔다. 더
많은5-

회복하는데 많은시간이걸린다.

Alpha Reductase와더많은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갖고
있다면더 빨리탈모가시작될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의생성과다로인한문제는거의없으며이
는 쉽게검사될수 있다.

안드로겐성탈모의치료

현재는안드로겐성탈모의치료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
두 가지접근법이있다.
첫번째는국소제제인미녹시딜의사용이다. 이것은하루

모발주기

두번두피에적용하여사용하는로션으로무엇보다도더이

각 모낭은일생동안수많은모발을만들어낸다.

상의탈모를막기위함이고두 번째는모발재성장을촉진

최초의모발은모낭에서부터약3년동안한달에1 cm의

하도록하기위함이다. 이것은모든사람에게효과적인것

비율로자란다. 그이후에모발은죽고더 이상자라지않으

은아니며효과를유지하기위해서는계속사용되어야한다.

며 향후3개월간휴지기로접어든다. 3개월의휴식기간뒤

두번째치료는안드로겐성탈모의
진행을초래하는호르

다음모발이모낭에서자라나오기시작하고그것이자라면

몬을 막기 위한 시도를 포함한다. 여기에 두 가지 약

서 처음있던모발을밀어낸다. 이것이일생동안지속되는

cyproterone acetate와 spironolacton이
e 사용되어왔다.

여성형탈모증

이약은처방전이필요하며효과를유지하기위해서는장
기간동안계속사용할필요가있다는사실을아는것이중
요하다.
치료효과가있다고어떻게말할수 있을까?

탈모의치료에있어서가장어려운부분중 하나는치료
효과가있는지없는지결정하는것이다. 이는탈모가일반
적으로서서히발생하며탈모가가속화되는
3~4개월의기간
이후에비활성이6~12개월지속되는기간이갑자기발생하
기 때문이다.
치료효과가있다면어떻게말할수 있을까?

Ω1.

끊임없는모발쉐딩현상
매일빠진모발의수를셀 수 있다.
이것은당신의상태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대
략 알려줄 수 있다. 빠지는모발의수는일, 주당뿐
아니라계절적변동이있기때문에전적으로신뢰할
수 없다.

Ω2.

Standard Photography
도움이될 수 있지만미미한개선이나악화를신뢰
성 있게뽑아낼수 없다.

Ω3.

Standardised Digital Photography
이시스템은탈모를
모니터하기위해전문적으로만
들어졌다. 탈모의새로운치료를개발하기위해과
학자와정부관할당국에의해전세계에서사용되어
왔던동일한시스템이다.

현재의Melbourne는 환자가치료에대한반응을모니터
하기위해이 기술을사용할수 있는유일한곳이다. 일반적
으로사진은상태에따라4~6개월마다하도록권장된다. 시
스템의예민도는이보다먼저탐지된변화를
허용하지않는
다. 효과는사진과사진을비교할때 가장좋다. 사진과사
람을비교하는것은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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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탈모증

소아탈모증의특징은머리카락이시일을두고빠지는것
이 아니라한꺼번에빠지는것이다.
이 경우머리카락이빠지기시작하여1주일을전후해서

한국어린이에서의원형탈모증
(1991-2002)(ALOPECIA AREATA OF CHILDREN IN
KOREA(1991-2002))

탈모증이생기며, 탈모증이생기는부위는후두부가가장많BI Ro.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고 측두부, 두정부, 전두부
순으로나타난다.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소아탈모증환자들의환경을살펴보면결손가정, 맞벌이
부부, 부모나형제간의갈등등의가정적인요인이
45%로가

이 연구는1991년 1월부터2002년 12월까지원형탈모증

장 많이차지하고있고, 공부로인한스트레스나지나친학

이있는어린이의임상적특징과심리적동태를
측정하기위

원 교육도10% 정도영향을미치고있다. 소아탈모증환자

해서수행되었다.

의 가족내 위치를보면장남55%, 막내33%, 중간8%, 외동

1,762명중새로운원형탈모증환자283명(16.1%)이 원형

4%로 나타났다. 이는장남에게거는부모들의지나친기대

탈모증이있는15세 미만의어린이였다(원형
탈모증202명,

가당사자에게심각한스트레스로작용한다는것을알수있전두성탈모증51명, 전신탈모증18명, 발모벽12명). 결과는
을 것이다. 치료에대한부모의조급증은특히금물이다. 즉

다음과같았다.

시 치료효과가나타나기를기대하거나완치가안 됐는데도

1) 어린이에게있어서가장일반적인탈모형태는원형
탈

중간에포기해서는안 된다. 약물요법으로는
DPCP 면역요

모증이었다
(202환자, 71.4%). 2) 147명의환자(55.9%)는 초

법을쓰거나스테로이드를주사해주는방법이있다. 소아

등학교학생이었다. 3) 탈모의과거력은
45명의환자(15.9%)

탈모증은치료보다예방이중요하다. 시험이나공부에서
오

에게서관찰되었으며, 가족력은
23명(8.1%)에서 관찰되었

는스트레스로부터해방시켜야한다. 즉과중한
학습교육에

다. 4) 아토피성피부염은
거의대부분이동반된질병이었다

서 벗어나도록배려해주어야하고결정할일이있을때도

(55.0%). 5) 첫째아이나학교일이나과외활동으로스트레

아이의의견을존중하여아이와함께선택하는것이좋다.

스 받은상태의어린이들은높은병력을가지고있다(각각

이 외에도가정내에서대화나사랑을통해스트레스를해

47.3%, 22%). 6) 신경정신병의상담에있어서, 신경과민의어

소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린이와연관된질병은그들에게있어서가장일반적인문제
였다.
이 결과는초등학교학생, 첫째아이그리고아토피성피
부염이있는어린이에게서현저하게원형탈모증이생김을
보여준다.
심리적스트레스는질병의발전에있어서중요한요소이
거나악화요소로서공헌할수 있다.

소아탈모증

사례2-28. 소아탈모증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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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1개월

치료후3개월

사례2-29. 소아 원형탈모증

소아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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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6개월

치료후8개월

치료후 10개월

치료후1년

사례2-30. 소아 전신 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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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31. 소아 원형탈모증

휴지기의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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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의 탈모증

신체가어떤자극을받고나면(심한스트레스) 2~4개월지 고 재발가능성도높으므로편안한마음으로
즐겁게지내도
난 후에머리카락이빠지기시작한다. 이런탈모증을가리

록 한다. 또한살을빼기위해식사량을줄이는다이어트를

켜 휴지기탈모증이라고한다.

심하게하면단백질이부족해져머리카락이빠지므로조심

휴지기탈모증은정상적으로는10% 정도여야할 휴지기

해야한다.

머리카락이25% 이상으로늘어나버리는것을말한다. 이쯤
되면머리숱이눈에띌 정도로줄어들고있음을느낄수 있
다. 심한경우하루에120~400개 이상빠지기도한다. 그리

휴지기 탈모증(Telogen effluvium)
샤워중혹은베개에서모발이많이빠짐을발견하고병원

고 어느한 부분이뭉텅이로빠지기보다는전체적으로골고

을방문한다. 또외래에서얼마나
쉽게모발이빠지는가를
보

루 빠지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출산등과같이몸이임신

여주면서자신의머리카락을뽑아보는경우도있다. 이질환

기간중에스트레스를받은경우, 특별한치료를하지않아

에서탈모는스트레스성상황으로약 2~3개월이후에발생

도 2~3개월이내에탈모가멈추고저절로좋아진다. 하지만

한다. 원인으로는만성전신성질환(예:간부전, 신부전, )암
,

심한경우는피부과에
찾아가서탈모원인에대한정확한진 심한정신과적스트레스, 수술혹은마취, 심한다이어트, 급
단을받아, 적절한치료대책을찾는것이좋다.
출산후유증으로서의일시적인탈모증상외에폐렴등

성 신체적스트레스(예: 심한출혈, 고열)와출산등이포함
된다.

열병에의한탈모증상도있을수 있지만, 이것역시폐렴의
치료와함께몸이회복되면서자연스럽게좋아지게된다.
약물에의한탈모는약제를중단하면회복된다. 혈액이응휴지기탈모 : 임상적의미(TELOGEN EFFLUVIUM :
고되는것을막아주는약제인헤파린쿠마린, 조울증의치

THE CLINICAL IMPLICATIONS)

료에쓰이는리튬, 진통소염제인인도메타신, 항생제인
겐
타마이신, 고혈압치료제인프로프라놀롤, 통풍치료제인알DH Rushton, MJ Morris School of Pharmacy & Biomedical
로퓨리놀등의약제에의해탈모가발생할수 있으나약제

Sciences, University of Portsmouth, Portsmouth, Hants, UK.

를 중단하면회복된다. 그러므로
치료제복용중 탈모가발

www.ehrs.org

생했다면복용중인약제가원인은아닌지확인해보는것
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스와다이어트도탈모를유발한다. 정신적으로
스

휴지기탈모(TE)는 피부의학에서중요한문제이며여성에
서 증가된탈모에대한불평이더 많지만남성또한TE가 있

트레스를받아도탈모가생길수 있다. 그런데이 스트레스

다. TE는어떠한심각한근간이되는의학적상태와
정상적으

로 인한탈모는다른원인에의한탈모보다더 오래지속되

로연계되지않지만, 근심과
걱정을일으킨다. TE를진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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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산후 휴지기탈모증

것은간단한일처럼보일수도있으나실제는그렇지않다.
종종TE(TE가 6개월혹은그 이상지속되는만성휴지기

이차양상일때 발생하며그 부위는새로운생장기의초기
지연때문에모발밀도가감소한다.

탈모, CTE)가있는환자는탈모의명백한표시가없다. 이것

휴지기로들어가는모발수의실질적증가가없을지라도

은 많은전문의들에게문제를유발하며심지어가족구성원

측정된휴지기비율은증가한다. 활동성안드로겐성탈모의

들조차도그들이탈모를갖는지의혹을표시한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TE는 뚜렷한특징일수 있으며, 이것은남성

당사자들은전문의의시간을낭비하는것이나가족의삶에

과 여성모두에게영향을줄 수 있으며모발밀도에있어서

영향을미치는것에대해죄책감을느낄수도있다. 스스로

의 변화가생기기전 6개월또는그 이상(CTE) 지속될수 있

인터넷, 인쇄물에서필사적으로조언을구한다. 그들은모발다. 그러므로몇몇임상의들은
CTE가안드로겐성탈모의첫
쉐딩의증가를유발하는다른모발케어습관을
채택할지도

번째단계라고느끼며치료가필요치않다고주장한다. 균

모른다.

형 잡힐필요가있다.

몇몇에게서스케일링문제는그들의상태를복잡하게발

TE/CTE는 안드로겐성탈모의특징이될 수 있거나또는

전시킬수 있다. 모발밀도, 직경
그리고생장기와휴지기비

분리된존재와정확한진단이치료를고려하기위해
중요하

율은모발침해에있어서발생할수 있는물리적변화를특

다. 이기술은TE/CTE를 측정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는

징지을수 있다. 최초의TE에서는휴지기모발수에있어서

임상학자들과그들이
TE의임상적의미를어떻게말할지도

상대적증가만있다. 분할넓이는몇 년간계속되는쉐딩의

움을준다.

증가후에도영향을받지않는다. 합병증은TE 또는CTE가

휴지기의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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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그리고만성, 휴지기탈모와산후탈모에대한토론

입할때까지휴지기모발을유지한다. 결국새로운생장기

(A discussion on Acute and Chronic Telogen

모발은오래된휴지기모발을밀어낸다. 이쉐딩은탈모를

Effluvium, Telogen Gravidarum)

유발하지않으며트리코그램이변하지않는다.
휴지기모발은생장기모발의상당수가
조기에성장을멈

www.alopecia.com.au

추고퇴행기와휴지기로들어갈때 나타난다. 과도한모발
쉐딩은최초발생2~3개월후발생한다. 일시적인탈모는긴

Definition

휴지기탈모는보통심한병또는유사한자극
3~6개월후

모발군이미용학적으로
중요하지않은, 짧은, 새로운생장기
모발로대체되면서발전한다.

에발생하는두피에서의자기제한적, 비반흔탈모이다. 그것 손상이반복되지않으면탈모는새로운생장기
모발의성
은 항상그렇지는않지만보통모발의회복또는정상적인
상태로3~6개월에걸쳐해결된다. 산후탈모는출산뒤에
오
는 휴지기탈모의이름이다.
만성휴지기탈모는더욱흔하지않다. 이만성탈모는6

장과함께해결된다.
산후탈모는출산뒤에오는휴지기탈모의이름이다. 그
것은태반을순환하는에스트로겐이생장기를연장시키고
임신기간동안모발가득한상태를초래하기때문에발생

개월이상지속되는쉐딩이증가할때발생한다고전해진다.한다. 분만에서이 영양성호르몬의중단은모든오랜생장
기 탈모가퇴행기로갑자기들어가도록한다. 몇달 후 휴지
Epidemiology

휴지기탈모는범발성탈모의가장흔한원인중 하나이

기모발은빠진다.
이 만성휴지기탈모의원인은불확실하지만모발주기의

지만많은환자들은의료진찰을찾지않으며, 이것이발병

생장기가짧아지는것 때문일수 있다. 생장기가50%로 감

률을확인하기어렵게만든다. 산후탈모는출산이후모든

소할때까지쉐딩이
눈에띄지않는다고제시되어왔지만공

여성의3분의1에서절반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
평가된

식적인연구는유용하지않다.

다. 다시더 많은케이스는임상적으로드러나지
않는다. 만
성휴지기탈모는전체적으로명백하지않은이유로많은여특징
성에게서발생한다.

유발사건후약 2~3개월이드라마틱한탈모가있는기간
이다. 그것은두피로부터의탈모이며몇 주에서몇 달간계

Aetiology

다양하고폭넓은유발인자가급성휴지기탈모와관련
있다.
심한열병, 임신(산후탈모와
같은), 만성전신성병, 약물
치료에서의변화, 대량출혈, 식이요법이나갑작스러운단

속된다. 광범위한탈모가되면서모발이눈에띄게가늘어
진다. 환자들은종종그들의최근질병에이 사건을연관시
키지않으며그들이대머리가되어가는것에관심을갖게
된다. 모발당김검사는정수리와두피가장자리에서쉽게빠
지는휴지기모발군에매우양성적이다.

식, 우연한외상, 외과적수술이나심한감정적스트레스가

만성휴지기탈모에서의증상발견은좀 차이가있다.

가장일반적이다.

영향받은여성은30~50명 사이이며매우많고두꺼운모

만성휴지기탈모가급성휴지기탈모에의해촉진될수
있으며일반적으로자극원인이분명치않다.

발을갖는다. 종종어린시절에특히긴 생장기간을가진모
발이매우길게자랄수 있었던과거력이있다. 그들은모발
이 가늘어지면서샤워후에배수가막히기에충분한갑작스

Pathogenesis

생리학적으로매일두피에서휴지기모발의쉐딩은모발
주기의자연스러운결과이다. 모낭은
그들이생장기로재진

런 모발쉐딩을주소로한다.
진료과정에서현저한양측두부후퇴가있었고모발당김
테스트에서정수리와후두부에걸쳐양성이지만어떠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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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가늘어지는지확신하기는어렵다. 안드로겐성
탈모증

하다. 특히, 모낭의소형화와성모의손실이없고연모모발

에서흔한중앙부위의넓어짐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수의증가도없었다. 휴지기모발이약간증가할수 있지만

환자는이전에더 많은모발을가지고있었다고확고히주

급성휴지기탈모나안드로겐성탈모에서보다는덜 나타난

장하며대머리로간다는예측때문에고민한다.

다. 후두부와정수리에서의트리코그램은휴지기모발의수

보통안드로겐성탈모의초기시작의가족력은
없으며두

가 경미하게증가됐음을보여준다.

피조직검사는최소의변화만을보여준다. 일반혈액검사, 혈 이와는대조적으로초기안드로겐성탈모에서트리코크
청철과갑상선기능검사는탈모의또다른원인을배제하기

램은후두부가아닌정수리부위에서휴지기모발이증가함

위해모든환자에게수행해야만한다. 또는이 상태를암시

을 보여준다.

하는병력또는검사에서다른특징이있다면매독혈청학,
항핵항체와혈청아연검사가
수행되어야한다.

급성휴지기탈모와산후탈모는3~6개월에걸쳐예후가
결정된다.

약물복용을확인해야하며
특히초기3개월은경구피임약

대부분의여성들이모발손실을완전히회복하지만기존

의복용변화가생장기간이짧은휴지기모발의원인이
될수

의 안드로겐성탈모때문에부분적으로모발이가늘게
남는

있으며, 쉽게간과될수 있기때문에문진야만한다. 두피조

다. 이러한경우는예후를더 확실히하기위해조직검사를

직검사는안드로겐성탈모와의감별을위해만성휴지기탈

하는것이좋을수 있다.

모증의경우에수행되어야한다.

필자는임신성탈모후몇몇모발들이사람두피에서정상
적으로나타나는모발성장에서처럼
비동시적으로나지않

진단

진단상어려움은유병상태가연장되거나규칙적으로반

을 수도있으며향후전신적또는부분적에피소딕탈모를
유발할수 있다고제시해왔다.

복될때 발생한다. 만성휴지기탈모는초기안드로겐성탈

만성휴지기탈모가있는여성에게있어서예후는불확실

모증과구분하기어려우며, 휴지기모발쉐딩증가가선행

하다. 그러나탈모가파동적인과정을거치며대머리는되

되면서진행된안드로겐성탈모의기간에특히그렇다. 만

지않고대개3~4년후에자발적으로회복된다. 치료는단지

성 원형탈모증은매우드물다.

환자들이대머리가되지
않고, 휴지기탈모가일시적이며모

심한형태는일반적으로전두탈모증을포함하여빠르게
나타나며감탄부호모발이발생한다.
감탄부호모발이없을때원형탈모증의
진단은임상적으

발이다시충분히자랄것이라는것을재확신시킨다. 몇몇
환자는재성장을기다리는동안가발을요구한다. 실험학상
국소제의미녹시딜은생장기를연장하고휴지기탈모를생

로는 할 수 없으며조직검사가요구된다. 때때로손톱의

장기로재진입시킴으로서
회복을촉진하지만이에대한증

Beaus lines는 동시에나타나기도한다. 악화요인만지속되

거는부족하다.

지 않으면보통아무것도없다.
요점

휴지기탈모는과도한쉐딩에의한후천적이며, 자기-제

병리

급성휴지기탈모에서트리코그램은25% 이상의휴지기
탈모를보여비정상적이고
이것은휴지기탈모와초기
안드

한적, 가역적, 비반흔성
탈모이다. 촉발인자는
대개는발생
하지만항상밝혀질수 있지는않다.

로겐성탈모를구별하기어려운경우에유용할수 있다. 비
록 그것이걱정이심한환자에게예후에관한정보를제공
할지라도, 조직검사는급성시에는거의요구되지않는다. 급
성 휴지기탈모의조직학적소견은염증없이휴지기모발
의수가증가함을보여준다. 조직학적으로정상두피와유사

생장기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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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기 탈모증

이 경우는생장기의모낭이급성으로심한장애를받아

접유독성손상은유사분열을중단한다. 모발성장의
갑작스

두발의80~90% 이상이급속하게탈락되는상태로악성종

러운중단결과로생장기모발은가늘어지고부서지고한꺼

양치료시사용하는화학요법제와X-선 조사에의한것이많

번에빠진다. 고전원인은세포독성약물과방사선치료이다.

다. 이경우원인물질의투여를중단하면수주일이내에모
낭이회복되므로예후는양호하나, 재생되는
모발이가늘고
성장이저하된경우도많이볼 수 있다.

임상적특징

탈모는손상되고며칠이내에발생한다. 두피에서모든생
장기모발은(전체의약
85%) 급속히빠진다. 모발은근과
함
께나오지않고오히려부분적으로
각화된모근의기저가부
서진채로나온다. 뽑힌모발의
광학현미경소견은채취하는

생장기탈모증(Anagen Effluvium)

중 모발이부서지고가늘어진근위부쪽이나특징적인이영
www.alopecia.com.au

양학적뿌리를보여준다. 한번 손상이멈추면모발은여전
히 생장기에있는상태로즉각다시자라게된다. 재성장은
모발이휴지기에서퇴거하여성장기로재진입하는모발을

소개

모발기질에서급속히케라티노사이트로
분화하는데직

필요로한다는점에서이것이휴지기탈모와다르다.

그림 2-9. 함암치료 후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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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조사로유발된생장기탈모는연장될수 있으며
또한갑작스러운쉐딩, 회복된몇 달 후 휴지기모발의퇴행
기로의변화를유발하는유사분열의파괴로연장될수있다.
약 400 cGy의 단독방사는대상자의약 20%에서생장기탈
모를일으킬수 있으며반복방사는더 많은영향을미칠수
있다. 고용량이(≻1,000 cGy) 두피에
방사되면영구적탈모
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탈륨으로인한중금속중독은광범
위한생장기탈모의원인으로쉽게간과될수있다. 탈륨유
효성은이 무색, 무취, 무향의보조제가대중적독약이었던
1960년대유행이후현재엄격히제한된다. 급성이식대숙주
병 역시때때로생장기탈모를일으키며이것은이전의효
과나화학방사선요법과구분되어야만한다. 원형탈모증
이급속히진행하는처음단계에서생장기모발이빠지며이
는 유사한임상유형을만들수 있다.
치료

생장기탈모의가장흔한원인은약물이다. 약을중단하
면 빠르게회복할수 있다. 주기적인화학요법약물조차도
영구적탈모를일으킬수 없다. 만약탈모가화학요법의과
정전에예상된다면국소적으로두피
쿨링을하는아이스팩
이 탈모를줄일수 있다.
요점

생장기탈모는급속하고드라마틱한탈모를일으킨다. 이
는 모근에서유사분열의중단과모간의근위부골절때문이
다. 전신탈모증은
흔하지만한번자극요인이제거되면급속
히 회복된다.

두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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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성 탈모증(Traction Alopecia)

압박성 탈모증

견인으로상처를받는부위에국한하여나타나게되는탈 누워서자라고있는유아들의후두부에서, 전신마취하에
모증으로휴지기탈모증의일종이다. 즉모발의견인은해

서 두부가오랫동안고정된위치로압박을받을때 또는만

당 모낭을집단적으로이행기및 휴지기로변하게할 수 있

성 환자로써장기간침대에한편으로만누워있는환자등

기 때문이다. 모발을세게땋거나, 직선으로잡아당기거나

에서발생한다. 이의원인은압박으로인한국소허혈로생

또는파마머리를할 때에너무세게모발을말아서모양을

각한다.

만드는과정에서일어난다. 진단은
병소의인위적인분포와
병력에의하며치료는머리를느슨하게하고
외상을피하여

매독성 탈모증(Alopecia Syphilitica)

야 한다.

2기 매독의증상으로전형적인경우는후두부의좀먹은
사례 2-32. 견인성 탈모증

모양(moth-eaten appearance)이다. 눈썹, 속눈썹
또는체간
부의모발도침범받을수 있다.

가성 독발(Pseudopelade of Brocq)
반흔성탈모증(alopecia cicatrisata)의한 특수한형태로써
병변의모양이원형탈모증(pelade, in French) 비슷한임상
적으로비염증적진행성인원인미상의백색흉터가남는탈
모반이다.
호발연령은25~45세로여성이호발하는경향이
있다. 임
상은주로두정부경계가불규칙한작은탈모반으로시작하
여 융합되며“눈위에
찍힌발자국모양”
으로나타난다. 침
범된두피는백색으로위축되어있다.

점액성 탈모증(Alopecia Mucinosa)
점액의침착과뒤이은모발, 모낭의변성으로탈모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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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33. 종양성탈모증

사례2-34. Burn Scar

어나는병이다.
얼굴및두피, 목에비염증성원형판에서인설이덮인침

발성모낭염들이반흔성탈모증을초래하는대표적염증성
질환이다.

윤성홍색판, 종양등의다양한임상양상의탈모반이나타
난다.

종양성 탈모증
두피에양성이나
악성의종양이발생하면
바로그장소에

염증성 탈모증
만성단순태선을비롯하여두피를
침범한각종습진성질

탈모가발생한다. 한관종, 신경초점액종, 다발성
지방낭종
등이두피에국한하여나타나서탈모를초래할수 있는양

환, 독창, 원판상홍반성루푸스, 모공성편평태선, 유육종, 독성종양이다. 유방암등이
두피에전이하여탈모증(신생물탈

두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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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35. 두피모낭염

모증, alopecia neoplastica)을만들기도한다.

선천성삼각탈모(congenital triangular alopecia)나선천성
피부결손(aplasia cutis congenita)은선천성국소무모증이라
할 수 있고 발한성 외배엽 이형성(hidrotic ectodermal

선천성 탈모증
이것은두피를일부또는전부침범하며보통조갑, 치아,
골격의외배엽성결함을
동반한다. 모발은약하고
희박하고
성장이느리다.

dysplasia은
) 치아와조갑변화를동반한선천성범발성무모
증이라고할 수 있다. 그외에어린선, 표피모반, 지루모반
등에이은속발성반흔성탈모가있다.

2장: 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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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6. 흉터 부위 탈모 Cleft lip

모낭염

두피모낭염(Scalp Folliculitis)

모낭염은모낭내에발생되는농피증으로표재성모낭염
과 심재성모낭염이있다. 주요원인균은코아큘레이즈

www.alopecia.com.au

(Coagulase) 양성포도상구균
((+)staps이나,
)
개체의저항성이
떨어진경우엔피부에존재하는정상균도발병시킬
수있다.
Ω1.

표재성모낭염‐ 모낭의개구부에발생되는질환으

요점

모낭염은농포가산재된가렵고
아픈두피와함께나타난

로서 대표적인질환은 모낭성 농가진(follicular

다. 대부분1~2주가지나면자연적으로치유되지만몇몇은

impetigo, impetigo Bockhart)이며조그마한농포가

중앙의괴사가진행되어마마흉터를남긴다. 반흔성탈모

주 병변이다. 가피가형성되지만적절한치료를했

의 몇 개의반이남는다.

을 때 반흔형성없이치유된다.
Ω2.

심재성모낭염‐ 심재성모낭염: 모낭의심부에발
생되는질환으로표재성모낭염보다염증반응이심

정의

두피모낭의농포는모낭의파괴와흉터를남길수도있

하여모낭주위염까지발생되며큰농양과연결되어 고 그렇지않을수도있다.
있다. 대표적질환은모창(sycosis), 절종(furuncle),
옹종(carbuncle) 등이있고독발성모낭염(folliculitis
decalvans도
) 여기에속한다.

유행병학

두피의농포는매우흔하며거의 모든사람들이살면서

두피질환

하나혹은그 이상이생길수 있다.

99

진단

임상학적으로농포의원인을결정하는것이항상가능한
원인

것은아니며경험상의치료가유용하다.

모낭의농포는전염되거나염증이생길수 있다. 보통전
염된유기체는포도상구균과효모균을포함한다. 비-전염염관련특징
증성비-파괴성모낭염은심상성여드름, 호산구성모낭염,

환자는여드름이나모낭염이곳곳에발생할수 있다.

지루성피부염과함께나타날수 있다. 농포는종종가렵고
벗겨져이차감염을일으킬수 있다. 파괴성모낭염은두피
의 괴사성여드름, 탈모성
모낭염, 두피의절개성봉와염이
특징일수 있다.

예후

치료받지않으면, 새로운병변이불규칙한
간격으로계속
생길수 있다. 어느한 시점에진행중인손상이약간만존
재하더라도이 상태는수년에걸쳐오랫동안계속된다.

임상적특징

최초의증상은두피어느곳에서나발생할수 있지만정
수리에서가장잘 발생하는강한가려움증또는가벼운통

치료

심상성여드름에사용되는
Tetracycline가일반적으로경
s

증이있는모낭의구진이다. 이들은종종
1~2주가지나서없

감시키며종종항효모제나타르샴푸와복합
처방된다. 유지

어지기전에벗겨진다. 손상은단독으로혹은다수로발생

요법으로장기간의항생제와약용샴푸가필요하다. 저항력

할 수 있다. 괴사성여드름은앞이마모발선주변에서가장

이있는경우이소트레티노인에서효과를얻을수있으며장

흔하게발생한다. 최초의
구진은가운데가오목하게들어간 기간유지할필요가있다. 그러나부적당한수의환자가그
농포가된다. 괴사성여드름에서그들은결국딱지형태로벗효과에대해결론내리기위해이 약으로치료해왔다.
겨지는중심선괴사와궤양으로발전한다. 딱지가
떨어지면
움푹들어간마마양의흉터가남는다. 반흔성탈모반이나
타날수 있다. 때때로쉽게알아볼수 있을만한표시와함

홍반성루푸스(Lupus Erythematosus)

께 참을수 없는강한가려움증이있을수 있다.
www.alopecia.com.au
병리

조직학은모낭의누두부와각질층부분아래쪽에서급성

요점

염증성침윤병소를보여준다. 모낭의
붕괴는진피염증을일

원판상루푸스의피부병변은반흔성탈모를일으킨다. 초

으킨다. 박테리아나
효모군이모낭에서발견될수 있다. 이

기 손상은모낭의마개에홍반, 인설을띠며진단상조작학

변화와더불어괴사성여드름에서
모낭염은모낭의괴사와

과 면역형광을갖는다. 종국에
말기병변은임상학적나조직

림프구의혈관주위와피부부속기주변염증의침윤이동반

학적으로편평태선, Brocq탈모와구분되지않는다. 전신성

될 수 있다.

루푸스는좀처럼반흔성탈모가되지않는휴지기탈모와루
푸스모발을유발한다.

조사

세균배양은포도상구균이
자 랄수있으나생검부위의그
램염색에서P.여드름의양성다형성
간균이나타날수있다.

정의

홍반성루푸스(LE)는 세포핵 항원으로순환하는비-기관
특이순환자가-항체의존재에의해특징화된자가면역결
합조직질환이다. LE의세가지다른형태는전신성(SL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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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7. SLE

두피질환

급성과원판형루푸스(DLE)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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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흉터없이4~6개월내에없어진다. 피부의DLE
는 윤곽이뚜렷한홍반성판과유착성비늘과모낭의덮개

유행병학

LE는 여성에게서가장흔히 발생하며(SLE는 8:1, DLE는

가 나타나며, 이는신체어느부위에서도발생할수 있으며
머리와목에서가장빈번하다.

2:1) 백인보다아메리칸흑인에게서3배 가량더 빈번히발

병변은위축, 흉터, 색소로
변하면서치유된다. 반흔성탈

생한다. 발병률은약
2,000분의1이다. 가족력은
약10%에서

모는DLE에 감염된환자의33%에서나타난다. 두피손상은

발생한다. 발병이가장잘 일어나는나이는약 40세이다.

DLE가 있는남성의20%, 여성의50%에서나타나며반흔성
탈모의경우DLE는 약 30~40%로 보고된다. 두피부위의판

병인

은 가렵다.

줄기세포를함유하는모낭누두부의염증이DLE에서발

모낭성마개와함께홍반과인설부위는두피를따라불

생하는반흔성탈모의원인으로생각된다. SLE를동반하는

규칙적으로확장되며흉터를만든다. 때때로반흔성탈모반

탈모쉐딩은급성휴지기탈모로여겨진다.

은선행하는염증의형식으로발전해
Broq 탈모와유사해진
다. 궁극적으로넓은부위의탈모가형성될
수있다. 특히어

임상적특징

SLE는두가닥DNA에대하여순환하는항핵항체
(ANA)와

두운피부톤을가진사람에게서색소침착은흔하며편평태
선과감별하는데도움을줄 수 있다. 그부위에서는좀처럼

항체를가진다발적전신질환이다. 피부증상은광대뼈의홍석회화가발생하지않는다.
반, 광감작성, 탈모, 입궤양, 혈관염, 두드러기성
병변을포

두피의만성반흔성LE에서는편평상피세포암이보고되

함한다. SLE는복용한약물로인해일차또는이차로생길

어 왔다. 두피에서는심재성루푸스가매우빈번히발생하

수있다. 휴지기탈모의결과로서비반흔성
탈모는SLE가있

며 반흔성탈모를유발한다. 심재성루푸스는최소한의상

는 환자, 특히질병이활성단계에있는환자의50%에서발

피세포변화와함께염증성침윤병소가피부지방에집중되

생한다.

어있는루푸스의비정상적별형이다. 연속으로
DLE가 있는

쉐딩과약간의두피홍반이있다. 모발은건조하고약하며

228명의환자중 6명에게서발견되었다. 이상태는유육종

쉽게부서진다. 짧고, 흐트러지기
쉬운루푸스모발은특히

(sarcoid이
) 라고생각되었지만현재는루푸스의변종으로
보

전두부가장자리에서30% 나타난다. 질병이중단되면서손

고 있다.

실된모발이자라지만루푸스모발은다소오래유지된다. 원
판형병변이함께나타난다면반흔성탈모가발생할수있다.병리
PNCA / cyclin에 대항하는항체는높은탈모발병률과관련

조직학적으로LE의 세 가지형태를구분할수 없으며발

이 있으나이 항체는루푸스환자의약 3%에서만나타난다.

견되는특징은모낭의마개를동반한과각질화드문드문하

아급성LE는루푸스가있는환자의약
10%를포함하며고

고, 적당하거나심할수 있는깊고얕은반점형, 혈관주위와

리모양다환의발진, 광감작성, 핵
항원에서추출된Ro 항체

피부부속기의임파조직의침윤물이며기본적특징은국소

에 의해특징지어진다. 임신기간
동안이 자가항체는태반

기저층공포변성이다. 이는
교질체형성, 색소성
실금, 모유

을 통과하여태아에게전달될수 있다. 영향을받은아기는

두부종, 기저막부위의농후와표피와난포상피로의림프구

고리모양다환의신생아발진과선천적심장블럭을가진
신

의 세포외유출과동반될수 있다.

생아LE로 발전된다. 비반흔성
탈모또한아급성LE 환자의

뮤신은넓게분리된콜라겐다발간의엷은파란색조로진

약 절반에서나타날수 있다. 국소반흔성탈모또한발생할

피내에서볼수있다. 반흔은
표면과평행하게퍼져있는균

수 있으며병이빈번히나타날수 있다.

일화된콜라겐섬유, 부속기의손실과고립된굴근과같이

신생아아급성LE에서고리모양의발진은두피를포함한

나타난다. 엘라스틴섬유는
엘라스틴염색으로인해반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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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것처럼보일수 있다. 과과립구증, 톱니모양의
망상조

SLE는 10%에서DLE와함께나타나며
DLE는33%에게서SLE

직 융기, 모낭주변섬유형성쪼개진조각은루푸스에서발

의과정중 발견될수있다. 반대로DLE가 있는대부분의환

견되지않았으며편평태선과구별하는데 도움을준다.

자는SLE로 진행되지않는다. 최초의DLE가 머리와목으로

심부염증침윤은편평태선에서는
발생하지않지만LE에
서 항상나타나지는않는다. 종종상용조직학상에서이 두

한정되었다면위험도는1~2%이며, 상처가퍼져있다면위
험도는22%이다.

질병을구분하는것은불가능하며이러한경우면역형광이
근거가될 수 있다. 보체(C3)에도불구하고, 편평태선이
아
닌 LE의 80% 이상에서IgM과 IgG는 기본막을선형으로착
색한다. 직접면역형광법은비손상 피부에서SLE의 약

예후

예후는다양하다. 몇몇경우에서는
1~2년 후모두없어지
지만다른경우에서는수년간지속된다.

50~70%의경우에양성이며자외선에
노출된피부인지노출
되지않은피부인지에따라선택된다.
DLE의20%에서만포함되지않은피부의양성의면역형광

치료

루푸스를유발하는약은배제되기위해필요하며루푸스

법을가지게될것이다. IgM에서약한일시적
양성면역형광

를 유발할수 있는약물은배제되어야하며루푸스를유발

법이머리와목에서발생할수 있으며혼동의원인이된다.

할 수 있는약물의목록은아래표에나와있다. 강한국소

이것은루푸스가없는데서거의나타나지않기때문에IgG

코티코스테로이드인
병변내의트리암시노론과침투성프

양성반응또는IgM 강한양성반응은두피에서루푸스를지 리드리소론(1 mg/kg)은활성DLE의 진전을중단시킬수 있
지하는증거로사용되어왔다. 오래된말기의병변에서, 조

다. 말라리아예방약은국소스테로이드로
난치성인만성의

직학과면역형광법이결정될수 있으며그러한경우에반흔

경우에치료의주가된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퀴논은
200~400

성 탈모와같은비특이성진단이할 수 있는전부이다.
조사

LE의 진단은보통혈청검사와직접면역형광법의
조직학
을 필요로한다. ANA는SLE가 있는 환자의80% 이상에서
DLE가있는환자의35%, LE가있는60%에서양성반응을나
타낸다. Anti-Ro 항체는SLE가있는환자의30%, DLE의10%,
LE의 60%에서발견되었다.

표 2-2. Drug Induced Lupus Erythematosu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ntihypertensives(hydralazine, prazosin, clonidine,
methyldopa,
ß-blockers, ACE inhibitors, thiazide diuretics)
antiepileptics(phenytoin, carbemazipine)
anti-arthritics(penicillamine, allopurinol, gold)
antibiotics(griseofulvin, sulphonamides, tetracyclines,

양성ANA는또한정상군의5% 이상에게서나타났으며이 penicillins,
isoniazid, streptomycin)
수는나이가들면서증가한다.
miscellaneous

감별진단

음성ANA, 비특이임상적특징, 음성
직접면역형광법그

lithium
quinidine
chlorpromazine

리고다의성병변이나타나는경우는희귀하지않다. 이러

procainamide

한경우에서진단은루푸스의
특징적피부손상이나타났을

oral contraceptives

때 수년후 밝혀질수 있다.

Discoid Lupus Erythematosus
isoniazid

관련된특징

DLE는 그 자신또는SLE의 특징으로서나타날수 있으며,

griseofulvin
penicillamine
dapsone

두피질환

mg씩 매일복용하면대체로3개월내에중단되며복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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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지않았다는점에서결정적이지않다.

점차적으로감소시킬수있다. 반흔형성은영구적이며, 비반
응자들은다른치료를고려하기전 3개월이상클로로퀸으
로 바꿔야만한다. 레티노이드, 댑손, 탈리도마이도
수면제

발병기전

어떤약은안드로겐성탈모를악화시키면서작용하지만

또는 이 약들의복합처방은난치성의경우에유용하다.

다른것은휴지기탈모를발생시킨다. 높은복용량에서생

Cyclophaspha mide, methotrexate와cyclosporin A는심하고

장기탈모를유발하는대부분의약은낮은복용량에서는휴

다른치료에서실패해급속히진행한경우에사용된다.

지기탈모를유발할수 있다. 항갑상선약
(amiodaron포
e 함)
과 항지질약은결핍상태를생산함으로써작용한다. 미녹시
딜은휴지기쉐딩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되고있지만이

탈모를유발하는약물(Drug-Induced Hair Loss)

것은잠자는모낭이생장기로재진입하여오래된모발을밀
어내기때문이며진짜탈모가아니다.

www.alopecia.com.au

레티노이드로인한탈모의기전은
복잡하다. 휴지기고정
결함뿐아니라생장기의감소를나타낸다. 생장기탈모의어

요점

떠한증거도없다.

탈모를유발하는약은다른대안설명이없을때 환자들
이 약물을복용하는중에탈모가생기고약을중단했을때
재성장하면서제시되었다. 약물
재투여시탈모의재현은병

임상적특징

휴지기탈모를발생시키는약은일반적으로먼저나타날

에 대해처방되었다는
것보다탈모를유발하는약을
확인하

수있는모발의가늘어짐을초래하면서나타난다. 탈모는치

는 것을돕는다. 어떤약이이 부작용을유발하는지잘 알려

료시작6~12주 후 시작되는경향이있으며약물이계속투

져 있다.

약되는동안진행된다.

정의

진단

약은생장기또는휴지기모발의탈모를유발할수 있다.

진단은다른원인을배제하고탈모와연관된
약물사용과

생장기탈모는전신탈모증으로급속히발전하는환자에게

다른원인배제의정확한연대학을기초로한다. 만성휴지

서는보통급격하며생장기탈모에대한부분에서논의된다.기 탈모에대해검사할수도있다. 환자는철 결핍성빈혈,
갑상선저하증과안드로겐성탈모와같이휴지기탈모를악
역학

화시킬수 있는다른원인을배제하기위해검사해야한다.

탈모는고용량의화학요법을받는모든사람에게영향을
끼친다. Etretinate와Acitretin는매우흔하며복용량과관련이 병리학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으로는
덜 빈번하다. 탈모는종종
경구

병리학은자극제의본질을반영한다.

피임약의중지나개시후에나타나며, 높은복용량과높은프
로게스테론대에스트로겐비율을가지고있는것의경우더
빈번하다. 약과연관된탈모의발병률은밝혀지지않았다.

연관된특징

약발진의또다른특징이나타날수있다. 레티노이드
또
한 모발, 즉곧은모발을곱슬곱슬하게하는모발과관계없

원인

탈모를유발해온 것으로보고된약물의목록을아래표

는 효과를가지고있다. 이것의기전은알려지지않았지만
모낭내 케라티니제이션과
연관될것이다. 그것은보통치

에서볼수있다. 이보고서의다수는다른원인이적절히배료를중단한후 6개월이나그 이후에자발적으로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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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Drug Induced Alopecia Telogen Effluvium
Heparin Warfarin Propranalol/Metoprolol Captopril/
Enalopril Allopurinol
Boric acid Phenytoin Glibenclamide Amphetamines
Levadopa
Bromocryptine Methysergide Interferon Albendazole/
Mebendazole
Cimetidine Colchicine(low dose) Sulphasalazine
Penicillamine Gold
Antithyroid action Carbimazole Propylthiouracil
Amiodorone Lithium
Prothryoid action Thyroxine Hypolipidaemic agents Clofibrate
Triparanol Pro-androgen action Oral contraceptive
pill Danazol
Testosterone Anabolic Steroids Lichenoid cicitricial alopecia
Chloroquine Mepacrine Proguanil Anagen Effluvium*
Radiation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Colchicine(high dose)
Thallium/Mercury/Arsenic Cantharadin Azathioprine
Methotrexate
*Almost all chemotherapeutic agents can provoke
an anagen effluvium.

예후

약물로유발된안드로겐성탈모, 약에의해유발되는반
흔성탈모는예외지만약이
정말탈모의원인이라면약물의
중단후 모발재성장이나타난다. 종종환자는모발의가늘
어짐과눈에띄게계속되는쉐딩을주장해왔다. 이것은탈
모를유발하는레티노이드복용후에일반적이며기전은
잘
밝혀지지않았다.
약의중단을권고받는다.

지루성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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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성 피부염

지루피부염은머리, 얼굴, 앞가슴등 피지선의활동이증

위에주로발생하는데대부분머리에병변을동반하며
입술

가된부위에잘발생하는만성적인염증성피부질환이다. 지과 점막도침범될수 있으며입술에서특히뚜렷하여입술
루피부염의가장흔한초기피부증상이라볼 수 있는비듬

표면에건성의인설과균열로인해박탈구순염이생길수

은 염증반응이없이도
머리의피부각질조각들이비늘처럼

있다. 몸통의지루피부염은앞가슴과등의상부에주로발

떨어져나오는것을말하며시간이경과하면서두피
이외의

생되는데붉은색또는갈색의병변이얇은각질조각들로덮

피부인얼굴등에도피부병변을동반하는지루피부염으로

여 있는형태로시작하여점점주위로퍼져서여러개의둥

발전될수 있다.

근 병변을형성하기도한다.

지루피부염은전체인구의1~3%, 젊은성인의3~5%에서

넓적다리안쪽과엉덩이사이의주름부에도지루피부염

발생하는흔한피부질환의하나이다.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이 발생될수 있고이곳에서는진균증, 칸디다증, 건선과
유

조금더 많이발생되고, 30대내지60대 사이의연령층에많

사한임상양상을보일수 있으나보다인설이미세하고경

이발생하고피부가기름진사람에게호발하는경향이있다.계가덜 명확하며양측성과대칭성인경향이있다.
지루피부염의원인은아직확실히밝혀져
있지않으나호

유아기의지루피부염은얼굴, 몸통, 몸의접히는부위에

르몬의영향에의한피지의과다분비, 피티로스포룸이라는

잘 발생하며생후3~4주된유아의앞머리또는옆머리에황

곰팡이, 땀이나정서적긴장상태, 생활환경등이지루피부

갈색의두꺼운딱지로덮인병변이발생된다. 유아기에
발

염의발생과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생되는지루피부염은태반을통해들어온모체의호르몬영

머리의지루피부염에서가장먼저나타나는임상증상은

향으로피지선의발육이촉진되어피지의분비가일시적으

비듬이며, 상태가심해짐에따라피부에염증이생겨붉어

로증가하기때문이다. 지루피부염은전신박탈성상태로이

지고각질조각들이서서히증가하여가장자리가분명하게

행될수 있고신생아에서는이런심한
전신성지루피부염을

드러나보이는병변을형성하게되며심한가려움증을동반

낙설성홍피증이라하며전신성림프절병증과지속적인설

하게된다.

사를동반한다.

두피에서증상이
심할경우기름기가있는
딱정이가앉거

지루피부염의증상은대개집에서휴식을취할때보다는

나 빨간발진및 진물이나는두꺼운가피를수반할수 있으

직장에서증상이악화되는경향을보이는데이것은과도한

며 두피를벗어나이마, 얼굴, 귀, 목까지퍼질수
있다. 심한

업무량, 스트레스, 건조한
공기, 공해및먼지등이영향을준

경우두피전체가악취와함께더러운가피로덮일수 있고,

것으로생각된다. 또한지루피부염환자의절반가량이계

유아에서머리에쌀겨모양의피부탈락이엉겨붙은황색

절적요인을호소하며온도와습도가낮은겨울철에악화되

의 가피가동반한것을유가라고한다.

는 경우가많으며땀을많이흘리거나과다한알코올섭취

얼굴의지루피부염은주로눈썹, 눈썹사이, 이마와코 주

등도지루피부염을유발하거나악화시킬수있다. 지루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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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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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치료는우선증상악화의요인들을찾아그 요인들을

므로보통의비듬과는따로구분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

제거하는것부터시작하여야한다.

견이우세하나동일질환으로간주하기도하여아직도논란

지루성피부염은우선모발및 피부의청결을유지하는

중이다.

것이중요하다. 지루, 즉머리의
기름기및먼지의제거를
하

비듬의원인은확실하지않으나표피의과다한증식, 피

여 악화요인을없애고피티로스포룸균이나염증의치료를

지의과다분비그리고곰팡이중 호지성(好脂性) 진균인
피

위해약용샴푸로1주일에2~3회씩머리를감고, 국소도포

티로스포룸등이거론되고있다. 특히진균이질병의원인

제는1일1~2회씩환부에바른다. 또한심한두피의염증때

이란설이강하게대두되고있으나, 이진균이비듬형성에

문에머리가많이빠지는경우가발생될수 있으므로금주

영향을미칠뿐 원인균은아니라는견해도만만치않다. 또

및 과로를피하는자기관리를하도록노력하고머리에비

한 정신적스트레스, 과로, 전신
질환으로비듬이악화하는

듬이나가려움증등의초기증상이시작될때 올바른치료

것을종종볼 수 있다. 과거에는버터, 초콜릿, 크림등 지방

를 받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병변이더욱심한경우에는

이 풍부한음식의섭취와유관하다고하였으나현재는중요

항히스타민제나이차세균감염을치료하기위하여항생제

하게생각하고있지않다.

의 전신투여가필요한경우도있다.

치료는특히두피의세척이중요하다. 일주일에
2~3회황
화 셀레늄, 타르혹은아연제제가포함된약용샴푸로두피
를 깨끗이세척하는것이효과적이며최근에는진균의
역할

비듬
비듬은붉거나진물같은염증증상없이
두피에각질세포

이 강조되면서항진균제가포함된샴푸가많이사용되고있
다. 바르는약으로는항진균제
그리고두피에염증증상이있

가쌀겨모양으로심하게일어나는
현상이다. 두피의
각질층

거나지루피부염과의구분이애매한경우에는스테로이드

은 정상적으로한꺼풀씩서서히탈락하나그 양이증가하면

크림이나로션혹은항생제를사용할수 있다.

서 큰 덩어리로떨어지는것을통상비듬이라칭한다. 이는
회색, 피부색내지갈색을띠며대체로두피전체에고르게
나타나고, 가끔가려움증을동반한다.
이비듬은사춘기이후청년층에많으나소아나노인에서

Ciclopirox Shampoo for Treating Seborrheic
Dermatitis

는 드물다. 즉사춘기가되면피부활동이증가되어피지선
분비가활발해지고피부가착색이되며음모나액모가나는

A. K. Gupta MD et al, Skin Therapy Letter Volume 9 No.

등 여러변화가생기는
동시에표피탈락이증가되어비듬이
시작된다.

요약

심하지않는비듬자체는병적인증상이라고할 수 없다.

지루성피부염은면역능을가진성인의
1~3%에서나타나

목욕으로각질세포가때가되어벗겨져나가듯, 낡은두피

는 일반적인염증성피부질환이다. 원인은
알려지지않았지

의 각질세포가벗겨지는과정이므로지극히자연스런현상

만, Malassezia 속의효모균의영향등많은발병
인자들이보

이다. 문제는정도가얼마나심하냐이다. 계절적으로
여름

고되고있다. Anti-Malassezia 효과와항염효과를함께가지

에 호전된다는보고도있으나실제로개인차가심하며
계절

고 있는시클로피록스샴푸처럼다양한치료방법이있다.

과 무관한경우가더 많다. 비듬을유전질환이라고는
할수

시클로피록스샴푸는두피지루성피부염의치료에효과적

없으나가족내에닮는경우는흔히볼 수 있다.

이고안전한것으로나타났다.

두피에비듬과유사한
병변을일으키는질환으로
지루피
부염이있는데지루피부염의경우기름기가많은비듬을보지루성피부염의치료
이고두피가붉으며때때로진물이흐르고경계가분명하

지루성피부염의주요한두
가지치료법은국소용부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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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호르몬(스테로이드)과항진균제를사용하는
것이다. 국소
용 스테로이드를사용하는것은항염효과로염증을가라앉
히기때문에지루성피부염을호전시킨다. 그러나국소용스
테로이드(특히강한효능과불소를함유한스네로이드)를장
기간사용하는경우에부신피질의기능성부전을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부작용때문에지루성피부염의치료에대한
관심이항진균제를사용하는쪽으로쏠리고있다. 이러한치
료제에는non-specific agent 계열(예, zinc pyrithione,
selenium sulfide, propylene glycol, lithium succinate),
hydroxypyridone 계열(예ciclopirox), azole계열(예,
bifonazole, fluconazole, itraconazole, ketoconazole,

그림2-10. 귀부위의지루성피부염

miconazole, metronidazole)과 allylamine계열(e.g.,
terbinafine) 등이있다.

적용하였다. 4주동안홍반(erythema), 인편(scaling과
) 지루
성 피부염의전반적인상황 등을 6단계(0=none, 1=slight,

시클로피록스
(Ciclopirox)

시클로피록스는하이드록시피리돈
계열이며, 지루성피
부염의치료에사용되는시클로피록스샴푸는무색의반투

2=mild, 3=moderate, 4=pronounced, 5=severe)로 점수화하
였다. 결과로시클로피록스샴푸를사용한군이효과적인것
으로보고되었다.

명액제이다. 시클로피록스는
Malassezi속
a 의효모균에대한
효과와더불어항염증작용이있음이알려져있다. 시클로

부작용(Adverse Effects)

피록스의향염증효과는azole 계약물과하이드로코티손보

시클로피록스샴푸를1주일에2회씩사용한626명의환

다도강력하다고Rosen 등의연구에의해보고되었다. 시클

자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가려움증이
나타나는것이가장

로피록스의항염증 효과는 5-lipoxygenase와 cyclo-

빈번한부작용이었는데
피부자극, 홍반및 가려움증이대상

oxygenase의 활성을억제하는것을비롯하여여러기전을

환자중 약1%에서발생하였다.

통하여나타나는것 같다.
용량및 사용방법(Dosage and Administration)

머리를적신다음, 시클로피록스샴푸약5 ml를
두피에적

임상시험(Clinical Trials of Ciclopirox)

Vardy 등은시클로피록스샴푸의지루성피부염치료에
대한효과를연구하기위해이중맹검, 무작위, 플라세보
임

용한다. 머리가길다면약10 ml 정도사용하는권장한다. 약
3분뒤에헹군다. 일주일에2회씩4주간적용하다.

상시험을시행하였다. 102명의환자를시클로피록스샴푸와
기제(vehicle shampoo)를1주일에2회씩4주간무작위로매

결론(Conclusion)

회 5분씩두피에적용하였다. 증세와
홍반(erythema), 인편

지루성피부염은Malassezia 속의효모군에대한비정상

(scaling) 및 가려움증(pruritus) 등의증후를평가하였다. 대

적이고염증성면역반응이원인일수 있다. 지루성피부염

조군의41%가 개선또는치료효과를보인반면시클로피록

의 가능한치료방법중 하나는항진균효과와더불어항균

스 샴푸를 사용한 그룹은 93%가 치료효과를보였다

작용과항염작용을함께나타내는시클로피록스샴푸를사

(P<0.00001). 두피의지루성피부염에대한효과를평가하기 용하는것이다. 시클로피록스
샴푸는지루성피부염의
치료
위한또다른이중맹검, 무작위, 플라세보임상시험이진행되 에 있어서효과적이고안전하다는것이증명되었다.
었는데, 1주일에2회씩4주간매회5 ml(긴머리는10 ml)를

정신질환에의한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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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탈모증

발모벽(Trichotillomania)

적인전문치료를요하는경우는드물며소아에서는대부분

일종의신경증증상으로두발이나속눈썹등을부러뜨리

예후가양호하다. 예후가
불량한경우는주로성인에서다.

거나뽑는결과로발생된탈모증이다. 주로전두부와두정
부를침범하며병변내에는서로다른길이의모발과새로
나오는짧은생장기모발들이보이므로원형
탈모증의매끈
한 병변과는다르다.

스트레스 탈모증
극심한정서적충격후발생한것으로
보고되는데전쟁이

10세 이하의여아에서많이나타나는것으로기술되어있

나 급성질환의심한스트레스이후에수주이내에모든모

으나중·고등학생층에서도
호발하며성인에서도경험한다.

발을잃는다. 이것은심한공포를경험한어린이에게서
일어

대개의경우성격상집착강박성인격인경우가많다. 정신과

나는범발성원형탈모증으로본다.

사례 2-39. 발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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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의 이상

가장대표적인현상이염색이나파마를자주하여
머리카

에현저하고, 여름철이나
임신시에호전되는경향이
있다.

락이손상되어머리카락이중간에부러지는현상이며
그외

두피뿐아니라눈썹, 음부, 액와부에도
침범할수 있다. 흔

선천적인머리카락의질환이있다.

히 사지 신측부, 후경부등에 모공성각화증(keratosis
pilaris이
) 동반된다.
Ω치료및 예후 사춘기에자연적으로호전되는경향이있

선천성 머리카락의 이상

으나평생지속될수 있고, 부신피질호르몬제, etretinate 전
신요법으로효과가있다는보고도있다.

1. 염전모(Pili Torti, Twisted Hair)

Ω정의 모발이장축에따라
꼬인상태가특징적이며모간이

편평해지고잘 부러지므로부분적인탈모를보인다.
Ω원인및 발병기전 선천성인경우엔상염색체성우성으로

3. 결절성열모증(Trichorrhexis Nodosa)

Ω정의 모간에불규칙한간격으로배열된작은백색결절들

이발생되며, 결절들은모피질이부러져많은가닥으로갈

유전되며, 후천성인
경우엔다른피부및 전신이상을동

라져마치두개의빗자루를양끝으로붙여놓은것 같다.

반한여러증후군과연관되어나타날수 있다.

부러진모발의경우끝이솔의끝모양으로보인다.

Ω증상 소아기의두피나, 눈썹, 속눈썹에서
발생되며, 모발

Ω증상 이 질환은주로두발에서발생하나음모및 액와부

은 장축에따라나사모양으로꼬이며, 편평하게
된다. 색

의모발에서도발생될
수있다. 선천성인
경우에는전신에

이옅은부위와진한부분으로
나타나기때문에반짝반짝

분포된모발에서발생되고, 후천성인
경우에는자학증세

빛나는양상을볼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부분적탈모현

가 있는정신질환, 소양감이심한피부질환에서긁거나

상이나타나며모발은짧고부서지기쉽게된다. 정신지

털을꼬는물리적원인과화학적물질들의손상으로발생

체나각막혼탁, 손톱기형등과동반될수 있다.

하고arginosuccinic aciduria 같은대사질환에서도발생된

Ω치료 특별한치료는없고외부모발외부충격을줄여준다.

다. 임상적으로빈모증(hypotrichosis), 탈모증을초래한다.
Ω치료 모발의외상을피하고소양증을치료해야한다.

2. 연주모(Monilethrix, Beaded Hair)

Ω정의 상염색체성우성으로
유전되는선천성질환으로두

피 모발에다발성결절들이형성되고결절들사이는위축

함입성 열모증(Trichorrhexis Invaginata)

이 되어마치진주목걸이또는염주모양의모발이형성
된다.
Ω증상 결절부위에서모발이쉽게부서지며
유아및소아기

Ω정의 각화를시작하는모낭의부위에서원위부의털이근

위부의털로함입, 공과소켓같은모양으로중첩되어결

머리카락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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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clasis
normal
trichorrhexis invaginata

trichorrhexis nodosa
tapered fracture

trichoptilosis

trichoschisis

woolly hair
pili torti

corkscrew hair

trchonodosi

그림 2-11-1. Trichonodosis

절이생기며대나무처럼보인다.

부른다.

Ω원인및발병기전상염색체성열성으로유전되며, 모피질 Ω치료및 예후 사춘기나초기의성인기에자연치유된다.

내에서의-SH기가S-S로 치환되는것이결핍되어모피질
이 부드러워지고, 이부드러워진모피질이손상되어합

5. 백륜모(Pili Annulati, Ringed Hair)

입된다.

Ω정의 모간피질의각질형성에이상이있어모간의직경

Ω증상 여아나소아기의여자들에서잘 발생하며, 임상적

은 일정하나장축에따라불규칙하게기포가형성된다.

으로모발이부러지고수가적어진다. 회선선상어린선

Ω원인및 발병기전 이 질환은드문선천성질환으로원인

(icthyosis linearis circumflexa)이나 층판상 어린선

은 불확실하나가족성으로발생되고상염색체성우성으

(lamellaricthyosis과
) 동반되면Netherton 증후군이라고

로유전되기도하며옅은색깔의모발을지닌사람에서호

112

2장: 탈모증

monilethrix

grooved hair

pseudomonilethrix

pili bifurcati

tapered hair

pili annulati

bubble hair

그림2-11-2. Trichonodosis

발한다.

환이동반되지는않는다.

Ω증상 모발 내에고리모양이나타나는데, 이것은모피질

내에비정상적으로공기가함유되어
빛의반사차이에의
해 흑색과백색의띠가교대로나타내기때문이다. 모발

양털모양모발(Woolly Hair)

의 성장은정상이며, 피부나다른기관의질환과는관련
이 없다.

www.alopecia.com.au

Ω치료및 예후 충격을피하면정상길이의모발까지자랄

수 있다.

요점

양털모양모발은곱슬곱슬하게나타나며흑인종이아닌
6. 양털모양모낭(Wooly Hair)

사람의머리에음부의털과같이빳빳한모발이다. 상염색

Ω정의 두피에한국성혹은전체적으로가늘고꼬불꼬불한

체 우성특징이나제한된발달부족으로출생시생길수 있

모발이나타난다.

고 안드로겐성탈모의전조로서사춘기때에etretinat를
e 받

Ω증상 가늘고밀집된곱슬머리가출생시부터나타나고아 은 사람에게나타날수 있다.

동기에가장심하며모발이12 cm 이상자라지않지만어
른이되면어느정도호전된다. 이러한모발은한타래로

정의

뭉쳐져있어빗질이힘들경우가있다. 염전모나결절성

양털모양의모발은흑색인종이아닌사람에게서구불구

열모증과동반되기도한다. 다른피부질환이나전신질

불한모발이나타나는것이다. 이름은양의털에서유래된

머리카락의이상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8개월

치료후2년

사례2-40. Woolly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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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8개월

치료후2년

사례2-41. Woolly Hair

머리카락의이상

치료전

치료후3개월

치료후8개월

치료후2년

사례2-42. Woolly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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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3. Woolly Hair

것이다. 상태는국소적또는전신적, 선천적이거나후천적일이 나타나게된다. 단단하게감겨있지만그것은정확히흑
수도있다.

인종의것과같지않으며음모에더 가까울것이다. 모발은
부서지기쉬우며모발파열에가까운결절과골절로발전할

유행병학

희귀함

수 있다. 종종, 모발은2~3 cm 이상자라지않는다. 모발직
경이감소하고색깔은영향받지않은가족의것보다밝을수
있다. 양털모양모발반점은곱슬곱슬한모발부위에나타

병인

난 하나또는종종밝은빛을띠는반이다. 태어나면서
혹은

선천적형태는열성유전으로묘사되었을지라도상염색체태어난후2년내에나타난다. 후천성
양모모양모발은후천
의 우성으로유전된다. 선천적국소형
양털모양의모발반점

성 진행성꼬임, 구렛나루모발
또는대칭성제한적알로트

이 돌발적으로발생한다.

리치아라는이름으로다양하게묘사되어왔다. 세가지모

후천적양털모양모발이나진행성꼬임은안드로겐성탈
모의전조증상이나약물부작용으로나타날수 있다.
모발의양털모양에대한근원은알려지지않았지만모발
단면의형태와관련있을것이다.

두 같은상태의별형임을나타낸다. 처음에는
사춘기때 두
피의단면주위에불규칙한줄모양으로
나타나며, 귀위쪽에
서 후두부위까지진행된다. 이모발은거칠어지고흐트러
지기쉬우며꼬여있고건조하며윤기가없으며턱수염같이
변한다. 환자들은거의이발이필요하지않은부위를알아

특징

양털모양모발에서는출생시 과도하게곱슬곱슬한모발

볼 수 있다.

머리카락의이상

병리

모발현미경에서는물결모양과반꼬임을보여준다. 두피
조직검사는정상이다.
조사

모발현미경으로충분하다.
감별진단

흐트러지기쉬운 모발은염전모, 헝클어진모발증후군,
loose anag en syndrome과혼동을가져올수 있다.
연관된특징

보통은없으나어떤경우에는목, 팔에사마귀모양또는
선형상피반점과동반된다.
양털모양모발반점아래의상피반점은이미보고되었으
며 외배엽결손의변종과연관이되고양모모양모발반점
증후군이라고불려왔다. 또다른동반으로위축성
모공각화
증, 염전모, pili annulati와다양한시각, 골격과발육의결함
을 포함한다.
양모모양모발을가진환자에게는안과검진이추천된다.
예후

선천성양모모양모발은나이가들면서좋아지는경향이
있다. 늘그런것은아니지만보통후천성진행성꼬임은안
드로겐성탈모의시작을예고한다.
치료

Etretinat는
e 양모모양모발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
지만그것을치료하는것은아니다. 어떠한치료도유용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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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슬머리

직모와 곱슬머리는 어떻게 다른가?
머리카락은모낭에서생산된케라틴이라는특수한형태
의 단백질로이루어져있다. 모낭의세포들은한 모낭을이
루는세포안에서도각각의케라틴생산속도에차이를보
일 수 있다.
이생산속도는유전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
직모인사람
은 한 모낭내의모든세포들이동일한속도로케라틴을만
들어성장하는반면, 곱슬머리인사람은모낭내의케라틴
생산속도및 성장속도에차이를보이게되어머리카락이
자라는동안회전하기때문에곱슬머리가된다.

곱슬머리는 왜 생기나?
(곱슬머리와 유전의 연관성)
그것은부모에게받은유전자(DNA) 때문이다. 머리카락의
형태는사람에따라혹은인종에따라다르다. 직모나곱슬머
리 등 머리카락의모양은유전자에의해서후대로유전된다.
곱슬머리는우성유전이어서가령곱슬머리와직모사이에
태어난아이는대개곱슬머리가된다. 그러므로동양인과흑
인 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머리는대개곱슬머리가된다.
“어릴때는직모였는데어른이되면서곱슬머리로변했
다.”라고하는사람도있지만이는아이들의머리카락이가
늘고유연하기때문에곱슬머리의성질이아직나타나지않
았다가성인이되면서곱슬머리의특징이나타나기때문일
것이다.
그림 2-12.

곱슬머리

119

그림 2-13.

치료법

리를차분하게가라앉혀준다. 심한건성곱슬머리인경우

앞에서도설명했듯이곱슬머리를직모로만드는것은유

는 일주일에한두번은해 준다. 헤어팩은트리트먼트나헤

전적인문제이기때문에어렵다고볼 수 있다. 곱슬머리의

어 전용팩을이용하며, 머리전체에골고루바른뒤 스팀타

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증상은광택이없고항상푸석푸

월이나비닐캡을쓰면흡수가잘된다. 헤어팩은한 달에한

석한느낌이든다는것이다. 항상수분을많이함유하지못

번 정도하면된다.

한 이유도있지만모발을자세히들여다보면중간중간유난
히 반짝이는광택을볼 수 있는데이것은모발이뒤틀려있
기 때문이다.
큐티컬층또한고르게정렬되어있지못하고패인부분도
있고심하게뒤틀려있는부분도있다. 결국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로인해지금껏곱슬머리의특별한치료법은없었다.
보존적인방법으로는첫째, 곱슬머리는건성타입이대부
분이므로트리트먼트성분이강한샴푸를선택하여샴푸후
모발전체에린스를듬뿍발라주고모발에유분기가흡수
되도록3분정도놔둔다음깨끗이헹구어낸다. 둘째, 트리
트먼트는상한모발을보호해줄 뿐 아니라건조한곱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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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성 질환에 의한 탈모증

갑상선질환과신진대사유발탈모증
(Thyroid and Metabolic-induced Hair Loss)

조사

갑상선기능검사는탈모유발측정에있어서필수검사중
하나이다.

www.alopecia.com.au
병리학
정의

휴지기탈모는갑상선항진/저하증과
연관되어발생할수

트리코그램과헤어마이크로스코피는증가된휴지기모발
의비율을나타낸다. 조직병리학적소견은휴지기탈모의것

있다.

과 동일하다.

유행병학

진단

갑상선저하증환자의약
25%는눈썹바깥쪽3분의1이손

휴지기탈모의다른원인이고려될필요가있으며철결핍

실되었고환자의약 3분의1은탈모가발생되었다. 비록논

성빈혈증은제외되어야한다. 만성신부전과투석은건조하

쟁되고는있지만, 갑상선항진증은심한
경우영향을받는사

고, 부서지기쉬우며드문드문한모발그리고음부와액와부

람의50% 이상에게서탈모를야기한다고한다.

위의털을포함한신체의탈모를동반한다. 악성종양을발
전시킬수 있는만성간부전도탈모를일으킬수 있다. 이에

병인

대한기전은알려지지않았다. 소화흡수불량을
동반할수있

갑상선저하증은표피와피부부속기관양측에서세포분열는췌장질병과위장장애도탈모와관련이있다. 이차매독에
을 억제한다. 환자의대부분에있어서이 유사분열의억제

서의탈모는좀먹은듯한외양을발생시킬수있으나이것은

는퇴행기를유발하며휴지기모발이
성장기로들어가는것

항상나타나지는않는다. 휴지기탈모는일차감염2~3개월

을 지연시킨다.

후 또는성공적치료후 Jarisch Herzheimer반응의특징으로
서종종나타날수 있다. 결합조직질환, 특히
전신홍반성루

임상적특징

푸스와피부근육염또한비반흔성탈모를유발할수 있다.

탈모는다른임상적증상들보다먼저일어날수 있으며
진단에중요한실마리이다. 갑상선저하증을
유발하는약은

연관된특징

또한유사한비율로
탈모를발생시킨다. 탈모는
점진적으로

신진대사질환의가장일반적인특징은진단할
때에는명

진행되며갑상선이치료될때까지
계속된다. 현저한
탈모가

백하지만, 가끔수개월씩다른증상에앞선탈모의병력이

일어날수 있다.

있다. 갑상선저하증의기간이나정도와탈모의정도간에연

전신성질환에의한탈모증

관성은나타나지않았다. 갑상성항진증에
있어서탈모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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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로치료해야만한다.

통 말기에나타나며탈모가뚜렷이나타난때에병을진단
하게된다.

정의

탈모유발조사에서빈혈을
동반하는철결핍또는빈혈을
예후

갑상선호르몬치료로털은급속히성장기와휴지기의카

동반하지않는철 결핍이종종발견되었다. 이러한
몇몇경
우에서철보충요법은탈모의중단과재성장을
가져온다. 다

운트폴로재진입한다. 갑상선
호르몬보충치료는일반적으

른 많은경우에서신체철 축적의보충은개선을가져오지

로 몇 달 내로모발의재성장을유도한다. 수년간갑상선저

않았다. 이러한경우철의부족은아마우연한발견일뿐이

하증이나타났거나모낭이쇠퇴했을때는치료적예외가발

고 이들은안드로겐성탈모또는만성휴지기탈모와같은

생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화학적으로치료에반응하는

다른탈모의원인을갖는다.

갑상선저하증환자의치료실패는가장일반적으로안드로
겐성탈모가교대로혹은동시적으로유발되기때문이라는
것을암시한다. 갑상선항진
환자의탈모는일반적으로갑상
선기능이정상화되면서몇 달 내에멈춘다.

유행병학

철결핍성빈혈은휴지기탈모가
있는여성의72%에서보
고되었지만이수치는과대평가된것이다. 경구제제의철로
치료받은환자가철 축적의정상화와관련하여모발이
재성

치료

치료를위해내분비학자를추천할수 있다. 오랫동안갑
상선저하증이있던환자에게급속한호르몬대체치료는심

장했다는많은케이스가문헌에있다. 철보충요법의중단
으로빈혈과탈모가다시시작되었고이는최소한몇몇경
우에철결핍이탈모의유발요인이라는사실을확인시킨다.

근경색을촉진할수있기에갑상선항진의치료가쉽지
않다.
병인
요점

갑상선저하유발탈모는비교적흔하며, 종종임상적으로
예측할수 없지만회복될수 있다.
탈모가있는모든환자들, 특히눈썹바깥쪽3분의1이빠

철은 DNA 합성에관여하는리보핵산분해효소환원효
소의필수보조인자로서철의결핍은기질세포의재생을감
소시킨다고알려져왔다. 그러나이는만성탈모를완전히
설명하는것이아니다.

지고자가면역질환의가족력이나갑상선저하의다른증상
이 있는환자는갑상선기능검사가필요하다.

임상적특징

환자는휴지기탈모를나타낸다. 철결핍은탈모, 특히안
드로겐성탈모형성의악화요인이며상세히살펴보지
않으
미만성탈모증의철결핍과영양소적원인

면 지나칠수있다. 약20%에서빈혈이없는철 결핍이발생

(Iron Deficiency And Other Nuitritional Causes Of A

하며단지혈청철이20μ
g/litre 이하로나타난다.

Diffuse Alopecia)
조사

www.alopecia.com.au

철결핍환자는부족요인을검사받아야만하며, 일반개
원의에게문의하거나내과전문의가도움이될 수 있다.

요점

휴지기탈모가있는모든환자는혈청내 철을측정해야
만 하고만약낮다면철 결핍의원인을조사하여경구용철

진단

휴지기탈모에는식이요법상의원인도
많다. 갑작스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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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소는휴지기탈모를일으킬수 있다. 장기간의단식과
영양결핍은약하고쉽게부서지는건조하고, 활기없고, 가
늘고, 뻗은모발을초래한다. 모발의
색은밝은톤이나붉은
톤으로변화할수 있다. 성장기모근에서영양실조에의해
생기는변화는광학현미경으로관찰할수 있다. 단백질결
핍성소아영양실조증으로일정기간모발의성장이중단되
는데, 이모발은휴지기로가거나, 심하지않다면모발의선
상성장보다모발의연마에영향을미쳐다발성Pohl Pinkus
lines을 초래한다. 모발색깔에있어서의변화는또 다른현
저한특징이다. 어두운모발은갈색또는붉은색으로변화
할 수 있으며갈색머리는금발로바뀔수 있다. 이색은소
위 깃발징후라불리는단백질결핍성
소아영양실조증을생
성하는주기적수축과함께변한다. 약하고건조하고부서
지기쉬운모발과탈모를유발하는아연결핍은유전적, 후
천적모두진단에중요한실마리가된다.
연관된특징

환자는빈혈로인해창백하거나쉽게피로하고무력해질
수 있다. 혈액손실을가져오는질병상태는명백할수도있
고 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복합비타민결핍은영양상태
가 좋지않거나흡수불량인환자에게나타날수 있다.
병리

병리학적소견은휴지기탈모와구분된다.
예후

몇몇에게는탈모가개선될것이지만나머지다수에서는
그렇지않을것이며안드로겐성탈모와같이다른요인을찾
아야만한다.
치료

환자들은철수치가40μ
g/litre 이상으로올라갈때까지경
구제제의철 보조제로치료해야만한다.

탈모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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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및 가족력 청취
가장중요한항목으로우선
자신의옛날사진과비교하여

머리를모두모아보자. 하루평균80개 이상이면탈모가
의심된다.

앞이마가넓어졌는지비교해보자. 탈모가생긴지3개월이Ω3. 손가락으로검사 자신의윗눈썹위로손가락3개이상
상이되었는지생각해보자.

이마선이올라가있으면탈모가의심되지만원래이마가

친가나외가(할아버지포함)에대머리가있는지알아보자 넓은분도있으므로부정확한검사이다.
(나이가들었어도탈모가심하면대머리라고할 수 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
육안으로 보기

Ω1. Trichogram 자신의머리카락을강제적으로20개 이

간단한검사

상을뽑아뿌리를현미경으로보는검사로의사만이할수

Ω1. 머리잡아당기기(Hair Pull Test) 머리감은지24시간이

있다.

지난상태에서20개의머리를엄지와검지로잡고가볍게 Ω2. 조직검사 자신의피부와머리카락을칼로조금떼어
잡아당겨보자. 5개이상빠지면탈모가의심된다.
Ω2. 머리모으기 비닐봉지에3일간연속하여자신의빠진

그림 2-14. 두발당겨보기(Hair pull test)

내어표본을만들고현미경으로
보는검사이다.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그림 2-15. 두발뽑아보기(Hair plu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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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Overall treatment algorithm

Ω3. 피검사 빈혈검사, 철분검사, 갑상선검사, 남성
호르몬

검사, 여성호르몬검사

오퍼레이터와interclass correlation of approx는91% 이내. 다
른 Trichoscan 오퍼레이터는97%. 지금까지우리는모발수,
밀도, 두께를분석할수있었다. 그러나우리는연모(모발≺
40 ㎛)와성모(hairs ≻40㎛) 밀도와덧붙여모발직경범위

트리코스캔: 새로운데이터와새로운특징

를 분석할수 있도록Trichoscan
을 개발하고있다.
요약하자면우리가제시할결과는Trichoscan이 모발성장

(Trichoscan: New Date and New Features)

의 주요지수와치료6개월후에나관찰될수 있는중대변화
R. Hoffmann. Dept.of Dermatology, Philipp University,

와 심지어는소그룹의proband에서관찰될수 있는중대한

Marburg, Germany.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www.ehrs.org

Trichoscan은 임상연구에서모든모발색깔을플라시보와비
교하거나다른모발성장촉진물질의역량을비교하기위해

탈모또는모발가늘어짐은흔한불평사항이며치료의
효

사용될수 있다. 그것은또한AGA나 다른탈모의형태를연

과는측정하기어려운것으로인식된다. 그러므로탈모와치구하는데 사용될수 있으며, 다모증이나
남성화에대한약
료반응을모니터할수 있는예리한도구가필요하다. 이러

물이나레이저치료의효과를연구하기위해채택될수있다.

한수단은모발성장의생물학적
지수를분석할수 있어야만
하며, 이들은1 : 모발밀도(n/㎠), 2 : 모발직경(
㎛), 3 : 모발성

장률(mm/day) 4 : 생장기/휴지기비율
이다. 최근우리는사람
과잠재적으로는동물의털을측정하기위한자동디지털이
미지분석과함께epiluminescenc e(skin) microscopy(ELM)
를 혼합하는수단으로서Trichoscan을 개발하였다.
Trichoscan
은interclass correlation of approx라불리는모발
성장의생물학적지수를분석할수있게한다. 같은
Trichoscan

탈모의진단

그림 2-17. Male pattern alopecia

그림 2-18. Male pattern alope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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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록서
200 년
환자이름

생년월일

전

화

주

번

호

질환명

여성안드로겐성탈모

소아탈모

기타:

년
병

일(

e-mail

소

기
남성탈모

월

호

일반탈모

산후휴지기탈모

개월

력

치료경험

있음

없음

수술요법:
과

거

치

료

병

력

비수술요법:

약물치료(

+

부신피질호르몬
냉동요법

+

면역감작요법

자외선요법

)
두피관리

기타(

메조쎄라피
)

현재까지의치료효과:

Questionary

1. 친가또는외가에탈모증상이있습니까?

YES

NO

2. 최근에심각한스트레스를겪었거나겪고있습니까?

YES

NO

3. 최근다이어트를한적이있습니까?

YES

NO

4. 비듬이있고머리가가렵습니까?

YES

NO

5. 최근출산경험이있습니까?

YES

NO

6. 출산경험이있다면출산후탈모가매우심각하였습니까?

YES

NO

7. 평소염색과파마를자주하시는편입니까?

YES

NO

8. 최근다음의약물을복용한적이있습니까?
피임약

항우울제

항생제

류마티스관절염

백반증

빈혈

매독

9. 다음의질환을앓은적이있거나지금앓고있습니까?
갑상선질환
아토피성피부염
남성형탈모

증상구분

비

고

다운증후군
천식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신부전

백반증
만성간부전

빈혈

매독

홍반성루푸스
여성형탈모

요일)

탈모의진단

Example

1. 부신피질호르몬 2. 면역감작요법 3. 두피관리 4. 자외선요법 5. 냉동요법
6. Finastride 7. Minoxidil 8. Copper-peptide 9. Mesotherapy
10.

11.

12.

13.

* Instruction :

1차저항
(

/

)

2차저항
(

/

결
(

)
과

/

)

A. 현격한개선 B. 다소개선 C. 탈모중지 D. 개선사항없음
E. 기타(

)

3차저항
(

/

결
(

)
과

/

)

A. 현격한개선 B. 다소개선 C. 탈모중지 D. 개선사항없음
E. 기타(

)

4차저항
(

/

결
(

)
과

/

)

A. 현격한개선 B. 다소개선 C. 탈모중지 D. 개선사항없음
E. 기타(

)

5차저항
(

/

결
(

)
과

/

)

Impression

A. 현격한개선 B. 다소개선 C. 탈모중지 D. 개선사항없음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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