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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 치료(Medical Treatment)

탈모증의치료(Management of Alopecia)

남성과여성모두에게있어서탈모의가장흔한원인이다.
알려진안드로겐성탈모의
세가지형태는남성형
안드로

SOURCE : Dept. of Otolaryngology, UTMB, Grand Rounds

겐성탈모(MPAA), 여성형안드로겐성탈모(FPAA), 범형안

Presentation

드로겐성탈모의유형이있다. MPAA는전형적으로전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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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서헤어라인이쑥 들어가면서나타난다. 그후 꼭대

FACULTY : Karen Calhoun, M.D.

기/정수리에서모발의가늘어짐이두부위의합류와함께발

RESIDENT : Kyle Kennedy, M.D.

생한다. 그러고나서측두앞부위와후두부에서모발이있
는 두피가남는다. FPAA는꼭대기/정수리부위에서는모발

소개

탈모증은남성과여성모두에게증상이나타날수 있으

가늘어짐이나타나는반면전두부헤어라인은유지된다는
점에서MPAA와 구별된다. 드물게, 모발가늘어짐이안드로

며, 여러원인으로발생될수 있다. 미용적중요성은환자에

겐성탈모증에서보여지는것처럼전체두피를거쳐동시에

게 감정적영향력을미칠수 있다는것이다.

나타날수 있다. MPAA는정상안드로겐수치를가진여성

많은환자들이자신의탈모치료에기대하는만큼만족하
지 못하고있으며, 보다나은치료를위해전문가의조언을
구하고자한다. 원인과다양한문제에따라탈모를경험한

에게서종종나타나며, FPAA는호르몬적으로정상인남성
에게서나타날수 있다.
백인은AA에 의해가장자주영향을받으며, 유전방식은

환자에게도움을줄수 있는의학적인수술치료요법이
존재

불명확하다. 모든AA유형은두피의탈모가있는부위의성

한다. 이러한방법은단독으로또는병행하여사용될수 있

모에서연모로의변화가나타난다. 유전적경향은안드로겐

으며, 특별한치료는환자의요구에부합하기위해개별화

성 탈모증의발현에있어서필수적이며, 안드로겐성
탈모증

될 수 있어야만한다. 실질적이고신중한치료계획을고안

은 안드로겐이존재할때에만그 증상이나타난다. 탈모증

하기위해전문의는환자의상태와기대에대한명백한이

이 있는두피에서안드로겐의효과에대한감수성의부위별

해를하고있는지확인해야만한다. 이와같은제시는환자

변화가관찰된다.

가 이식수술과같은의학적관리를선택할수 있는기회를
갖게된다.

피부에서5 alpha-reductase의작용에의해테스토스테론
으로부터생성되는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은 탈모
의 발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두피에서안드로겐

탈모의병인

탈모는외상, 화상, 종양, 자가면역질환, 화학요법, 상
피부
태의결과로나타날수있다. 그러나안드로겐성탈모(AA)는

이 모낭에미치는영향에의한기전은명백하게확립되지는
않았다. 안드로겐은
모낭세포로들어가서사이토졸에서안
드로겐수용체와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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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겐-안드로겐
수용복합체는세포의생합성활동의

부위가평가되어야한다. 특히더 성숙한환자에게서전두

변경에영향을주어세포의핵 안으로이동된다. 다양한신

부 헤어라인은전측두부삼각형이라불리는전두부와측두

진대사의차이는탈모가있는부위, 탈모가없는부위의두

부 헤어라인의교차점인삼각형부위가두드러진다.

피에서밝혀졌다. 안드로겐수용체는
DHT와의결합전위가

삼각형의정점은전두부헤어라인의가장바깥쪽을나타

능한활성모노머형태와비활성적사량체형태로명백히존내며눈옆으로부터위쪽으로확장된
수직선과연장선에위
재한다.
단위체: 사량체비율은탈모가있는두피에서더높게발
견되었다. 이기전의상대적중요성은밝혀지지않았지만,
그들은AA의 다양한형태에서의몇몇차이점과남성과여

치되어야만한다. 삼각형은전두부헤어라인이위쪽으로물
러나고측두부헤어라인이뒤쪽으로물러나면서형성된다.
전두부헤어라인은전측두엽의삼각형위치에서가장낮
은 중간점이자연스럽게볼록하게되어있다. 측두와후두

성에게서보여지는성별간차이점을설명할수있을것이다.부위에서증여부모발의양과질이측정된다. 적절한밀도
탈모는안드로겐과다증의
가장일반적인증상중 하나이지

는 탈모가있는부위를적절히덮기위해필요하며, 증여부

만, 안드로겐의증가된수치가AA의 발전에필수적인것은

는 수술후 변화가발견되지않아야한다.

아니다.

밝은회색, 흰색, 진한회색, 금발또는붉은색
머리는전형
적으로모발과두피간의최소의대조때문에이식기간동

환자선택

안 가장좋은결과를초래하며어두운모발과밝은피부톤

모발대체가가능한환자의평가는항상주의깊은병력,

은 대조가강해바람직하지않다. 나이든환자들은좀 더 확

신체검사와함께시작한다. 다른형태의선택적
미용절차에

립된탈모유형을가지고있으며, 알려지지않은것은거의

서처럼환자의동기, 기대에대한조심스러운예측이행해

존재하지않기때문에수술모발대체를위한더 좋은후보

져야한다.

자이다. 게다가, 나이든
환자들은두피가다소더 느슨하다.

환자의감정적안정에대해의심이
간다면정신과적상담

단지증여부모발의양이제한적이다.

이 도움이될 수 있다. 치료선택과
한계에대한철저하고솔

모발이식수술에서
탈모가있는두피의주어진부위를커

직한토론이진행되어야하며, 전문의는
환자의치료목적과

버하기위해더많이필요할수록수술에유용한증여모발이

기대가합리적인지에대한확신이있어야만한다. 환자의탈더 적다는역설적관계가존재한다. 모든가능성중 가장나
모유형에대한명백한측정이필수적이다. 그러나
MPAA의

쁜 결과는“끝나지않은”환자와그들의담당의가모두수

급진적이고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이것은매우어렵거나

확된증여부모발의더 이상의유용성이없는상태에
직면하

불가능하다. 특히탈모의미래유형을완전히예측하기어

는 것이다. 탈모에있어서치료의선택은약물요법과비수

려운젊은환자의경우그렇다. 이러한이유로보존적접근

술 그리고수술요법둘 다를포함한다.

이 가장현명하다. 미래의탈모유형에비추어특별한시술
법이개발되어치료가가능한부분은
현시점에서시술을진
행해서는안 된다. 최후결과는환자의탈모가끝날때까지

약물요법

많은약물치료법중 어떤것은안드로겐대사와활동을

완전히알수없고, 이것은시술(치료)이시작될때로부터수방해함으로써모발성장에영향을끼치며어떤것은생물학
십 년이될 수도있다.

적 반응조절자로서의활동에의해영향을미친다. 이약물

Norwood 분류는일반적으로비교목적을위해탈모의정 치료법이모발성장에대해갖는효과는다른상태의병치료
도를특징짓는데사용된다. Norwood 스펙트럼은
약한전
두측두부의퇴축으로묘사되는분류I로부터측두두정과후

를 위한약물치료의사용동안에우연히발견되었다.
항안드로겐제제는
다음과같다:

두엽부위에서모발이있는좁은테두리의두피로묘사되는
class VII까지나뉜다. 전두부헤어라인과가능한모발증여

spironolactone-aldosterone antagonist

탈모증치료

cyproterone acetate-synthetic antiandrogen
cimetidine-H2 receptor antag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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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환자에게서특히중요하다.
공여부위에있어안전한전방의경계는
일반적으로외이

estrogen and progesterone

도를통하는수직선이다. 중앙후두부에서
기증자부위에있

finasteride(Propecia)-5 alpha-reductase inhibitor

어서안전한부위의위쪽
범위는보통외이위의부착에서2
cm 위쪽을통과하는가로선으로분리된다.

항안드로겐의대부분은여성화, 성욕감퇴, 남성의발기부 적절한공여부위의다음선택은세포에안정을더하고
전에대한가능성때문에여성에는사용이제한된다. 피나

잠재적shearing을최소화하기위해서두피에무균성생리식

스테라이드(프로페시아)는
안드로겐수용체에약하게결합

염수용액을침투시킨다. 모발은
약 2 mm길이로다듬어진

하는5 alpha-reductase억제제이다. 그것은원래양성전립선 다. 자가이식은약5,000 rpm에서핸드엔진셋을사용하는날
비대증치료를하기위해승인되었고최근
탈모의관리에서

카로운4 mm carbide steel 외과용관상톱으로행해진다. 모

경구사용이유효해졌다.

낭이손상되는것을막기위해모낭과수평방향에서조직덩

많은환자들이이약물치료로탈모지연과새로시작된모어리를조심스럽게얻는다. 공여부위는보통피부의가로
발성장을증명하였다. 생물학적
반응조절제는칼륨채널길

수평에서연속적인조직덩어리를채취해야가장눈에띄지

항제와강력한주변동맥확장제인, 미녹시딜(로게인)이다. 않는다.
탈모치료에서작용기전은불분명하지만, 약물치료는
탈모

피하지방조직은
모낭아래의피하지방층을1 mm 두께로

를늦추며몇몇환자에게서탈모과정을되돌린다는것이관유지하면서피부표면과수평인축의수평면에서모낭으로
찰되었다. 그것은2%국소용액으로사용이승인되었다.

깊이절개한다. 과도한조직, 늘어진피부또는끊어진모간
은 제거된다. 자가모발이식편은Ringer's lactate로 적신살

수술요법

균한거즈위로살짝놓고공여부는봉합된다. 공여부위폐

수술적모발치료는증여부모발로탈모가있는두피는덮

쇄의관통기술에서남아있는피부의가장자리조직이절

는 것, 탈모가있는두피부위의축소또는이 두 양식의조

개되며, 반대편의
절개는들쭉날쭉한단면이맞물리도록반

합을포함한다.

대방향에서진전된다.
피부의봉합은일직선의
절개선을남긴다. 수여부위에서

펀치-그라프트모발이식

자가모발이식은세로로길게찢어진부위나구멍으로이식

모발자가이식은적당한두피증여부위로부터탈모가있

될 수 있다. 수여부구멍은그라프트의축소를위해허락되

는 부위로탈모부위를얻기위해이식될수 있다. 자가이식

는 그라프트를얻기위해사용되는것보다작은0.25~0.75

은 표피, 진피그리고살아있는모낭이있는피하지방조직

mm 펀치로얻어진다. 그라프트는
적절한순환을제공하기

을 포함하는두피조직의덩어리로구성된다. 모발조직편은

위해수여부구멍직경과동일한두피의일관된중재부위

일반적으로직경4 mm이며두피의바깥쪽과뒤쪽으로부터

를 유지하면서줄로삽입된다.

얻어진다. 이부위는전측두부와중앙부위에서수여부위

수령자구멍의위치확정은모낭스스로의위치와평행하

에충분한모발덮개를제공하기위해수용할만한밀도의성며, 모든시도는덮여지는두피가특정부위에서모발의자
모를포함해야만한다.
약 4개의이식기간이대부분의탈모부위를덮는데요구

연스러운방향을재창조하기위해되어야한다. 첫번째와
두번째이식기간에약6주가경과하도록한다. 모발성장은

된다. 이식은공여부의특징을유지한다. 치료는안드로겐

일반적으로약 12주간은이식된부위에서관찰되지않으며,

성 탈모의급진적이고예측할수 없는본질에비추어가능

모발은수술후초기몇주간은그부위에서빠질수도있다.

한 공여부위의적절성을평가하여행해져야만한다. 이것

모발성장의양과질의측정은다음그라프팅을계획하기전

은 탈모의미래형태를
예상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

에 수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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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그라프트와
마이크로그라프트

더 작은자가이식편은이식될수여부위의필요적용부
위에의존하여얻어질수 있다. 미니그라프트는
각각3~8개
의 모발을함유하며일반적으로4.5 mm직경의펀치그라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Y형은중앙선시상타원형보다시
행하기어려우나정수리부위에서다량의탈모부위절개가
가능하다.
절개의디자인에있어서더 많은탄력성이가능하며, 후

트의4등분에서얻어진다. 마이크로그라프트는
각각1~2개

두부중앙에서위치결함은피한다. 더자연스러운모발방향

의모발을함유하며
표준펀치그라프트의주변으로부터날

또한보존된다. 측면형은
디자인이매우다양할수 있으며

카롭게절개된모낭이포함된조직에의해만들어질수 있

C, J, S와 초승달모양이사용되어왔다. 자연스러운모발방

다. 이이식편은좀더산재될필요가있는부위나이전에표향은전형적으로유지되며, 후두부중앙부위는피하게된다.
준 이식편으로이식되었던부분의가장자리를조화롭게하

이 절개들은수행하기에기술적으로더어려우며중앙두피

거나가늘게해야하는부위에이식될수 있다.

의 지각감퇴증의발병증가와연관된다.

두피퇴축술

넓은범위의두피퇴축술

두피퇴축을위한다양한
절개형태가제안되었으나, 모두
탈모가있는두피의축소라는공통목표를갖는것은아니
다. 두피유연성정도는이 수술의성공을위한중요한예측
인자이다. 이방법은이식되어야하는작은부위에제공되
며 효과적으로수여체: 증여부비율을낮춘다.

넓은부위의두피퇴축술은주로요구된퇴축수술정도에
서 표준두피퇴축술과구별된다.
양측의후두두정엽
(BOP)과 양측두(BT)피판은넓은범위
의 두피퇴축술에사용되어왔다.
이피판들은Norwood class IV-VI 환자에게서중앙두피와

두피퇴축술은일반적으로모발이식에서부가적으로사용꼭대기부위의넓은범위의탈모부위를관리하기위해개
되며이식수술전, 수술중, 수술후에수행될수 있다. 대부

발되었다. 2~3회수술의조합이보통요구되며, BOP피판이

분의퇴축술은국소마취와정맥내주사진정치료와함께엎초기시술때전형적으로행해진다. 후
그2~3개월간격으로
드린자세에서수행된다. 혈관공급의손상을피하기위해

BT피판이수행될수 있다. 탈모는전두부에서남게되며연

수술사이에서약 6주간이지나도록해야만한다. 두피퇴축

속적으로전두부헤어라인의재창조를위해펀치-그라프트

술은측두부외부쪽으로, 그렇지
않으면가능한한 전체탈

모발이식으로치료된다.

모 부위의제거와함께그들이두피중앙선에서만나는지

BT자체피판은꼭대기부위에서더 좁은탈모부위를가

점에서들어올린다. 자세한수술의최종디자인은개별적

진 환자들에게사용될수 있다. BOP와BT피판은피판수술

탈모환자의요구에부응하여맞춰져야만한다.

약2~6주전에후두동맥의결찰을필요로
하며, 이것은이어

이상적인환자는꼭대기와정수리부위의안정된경증에

지는두피괴사의위험을최소화한다. 두피탄력성이적은환

서 중증도의탈모가있는나이든 환자일것이다. 중앙선시

자들은BT피판전에2개의BOP피판을필요로할 수 있다.

상봉합타원형태는아마도수행하기가 덜 어려울것이다.

BOP피판시술은표면측부두동맥의주행확인으로시작한

절개는머리덮개널힘줄뿐아니라피부와피하지방조직을통다.
해 아래쪽이된다. 두피는subgaleal plane에서심이의위쪽

수직의피부절개는귓바퀴상위부착평면에서동맥전방

부착과목뒤쪽봉우리에서아래쪽으로들어올려진다. 두피 으로시행된다. 절개는측두부위에서는헤어라인뒤쪽이며,
피판은앞으로옮겨지며, 2개의층에서장력없도록상처봉

측두외각에서위쪽으로옮겨진다. 거기서부터, 절개는
측두

합이된 후 초과된탈모가있는두피는절개된다. 이형태의

전방과후두부외각을따라뒤쪽으로확대된다. 유사한절개

잠재적단점은중앙후두부공여부위로확장되어
생기는중

를반대쪽에서도
시행한다. 두피피판은
뒷바퀴아래쪽과외

앙의흉터형성이다. 이것을가리기위해이식이필요할수

이 연골조직의후방으로들어올려진다.

있다. 이부위에서는부자연스러운모발의방향또한발생

꼭지위의두피는표면피하의평면을따라올려진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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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후두부근발단과머리덮개널힘줄의
시작지점을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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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서절개가시작된다.

하여목뒤부분을걸쳐올려진다. 들어올림은전체모발이있 확장제의제거가
수행되고, 절개가
측두주변과후두부위
는 두피가움직여목뒤부분으로확장된다. 그러고나서두

의 언저리로들어간다. 모발이있는피판은중복된탈모부

피피판은겹치는탈모가부위의절개와함께전방쪽과중앙

위를절개하고두피와중앙선에가깝게위로나아갈수 있

쪽으로전진된다.

다. 피판의추가적진행은피막을절개하고아래로더욱감

상처봉합은2개층에서행해진다. BT피판은
자연스럽게

춰진다. 조직확장의단점은두피의일시적기형뿐아니라

곧추선머리카락을재창조하기위해후두부헤어라인안으

반복적인식염수의주입과연관된불편함이다. 잠재적합병

로 두피후방의절개가전향한것을제외하고유사한방법

증은출혈, 혈종, 확장기의
분출과확장기실패이다.

으로시술된다.
넓은범위에걸치는두피퇴축술은표준두피퇴축술과비
교하여합병증발병률이증가한다. 더넓은범위의피판의

전위피판

앞이마부위의탈모가있는환자에게서
전위피판은앞이

혈관공급괴사의증가로더 빈약하다. 이는피판을만들기

마 헤어라인의회복을위해상대적으로빠른방법을제공

몇 주전후두부동맥의결찰에의해그 정도가경감된다. 중

한다.

앙두피부위에서흉터가넓어지는것은잠재성흉터나
또는

Juri 피판은이 목적으로사용되는전위피판의한 예이다.

측두부헤어라인부위에서흉터노출과연관된다. 이부위에 그것은표면측두부동맥에서얻어지며완성을위해서여러
는 미니그라프트의조직이식이요구되어지지만, 정교한
수

단계를필요로한다. 표면측두동맥은표면나선형뿌리에

술의기술과신중한수술전 계획이이러한수술후 부작용

서약 3 cm로확인되었고, 피판과전두헤어라인이디자인되

을 최소화할것이다.

었다.
피판너비는4 cm이며, 길이는양쪽전두측두부위에서

조직확대

조직확장기의사용은
특히제한된두피이동성에제한되

전두부의헤어라인말단에도달하는데 필요한거리에의해
결정된다. 추가적4 cm는피판이식으로부터오는결과인조

어 치료가쉽지않은두피퇴축술이나모발생성피판을요구

직을보완하기위해피판의길이에추가된다. 피판은위의

하는환자에게또 다른치료방법이다. 전체적으로
놓여진

나선형루트위에서그것의기본3 cm로부터측두부위내로

두피를잡아당기는것에있어서조직확장기는두피공여부후상위로휘어진다. 그후 피판은정수리부위와후두부위
위의넓은표면전반에모발을배분한다.여러확장기가유
용하며이들은전형적으로바나나
또는말발굽형태이다. 그

에서후하위로구부러진다.
피부의절개는galea를통해피판아래의근위부3/4를 따

들은개별환자의요구에맞추어만들어질수도있다. 측두

라 수행되지만, 들어올려짐은
수행되지않는다. 일주일후

두정과후두부주변을따라서절개되고, 두피는이 부위에

말단의1/4의 피부절개가되고일주일전 수술시의말단끝

서 들어올린다. 확장기들이
삽입되고골막에편평하게피

위로subgale축에서들어올려짐이수행된다. 그후 피판은

판을놓는다. Dead space를경감하기위해탈모증이있는두 아래로놓여진다. 또다른주가경과한후 피판의들어올림
피중앙부위아래에위치한원격의주입항을
통하여무균식

은 subgale축에서완성될수 있으며, 공여부위에서넓게손

염수가주입된다.

상되어두 층에서봉합된다. 절개는전두부헤어라인을따

조직확장은확장기가
삽입된약 2~3주 후 시작되며무균

라서행해지며피판이바뀌어놓여진다.

식염수30~60 ml씩매주2~3회 주입된다. 확장기는
탈모부

피판의삽입에앞서표피1 mm조각이두피피판의헤어

위를덮을만큼확장기위로적절한돔 모양의조직이생길

라인양상으로부터날카롭게절개된다. 그러므로
노출된진

때까지6~8주의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채워진다. 적당한

피는이 부위에서모발재성장기간동안흉터를숨기기위

확장후에확장기는부분적으로수축되며, 전두측두
삼각형

해 이마부위의단면아래쪽에묻힌다. 피판뒤로탈모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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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겹치는두피부위가잘리게된다. 피판의전위6주뒤에

한다. 전문의들은최선의노력을해야하며원치않는결과

반대쪽측면의것과대칭적인같은
전두후과삼각형의대칭

에 대한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주어진환자의향후탈

로에따라결과적으로standing cone이 개정될수 있다. 필

모 유형에관한예후를인식했을때 최악의상태를예상해

요하다면, 추가적
피판이2~3개월후 최초의것에서후부로

야만한다.

옮겨질수 있다. 피판수술은모발회복수술의어떤유형보

최종적으로모발복구수술을할때, 당신이필요로하는것

다 많은합병증을포함할수 있고, 이들은괴사, 출혈, 혈종,

보다더 많이혹은더 적은결과가나올지모른다는것을항

감염, 넓어지는흉터, 좋지않은헤어라인디자인을포함할

상 명심해야한다. 그러므로적절히계획한다.

수 있다.
합병증

참고문헌

출혈, 흉터, 감염, 혈종과
같은합병증은어떠한수술에서
도 나타날수 있는합병증이다. 그러나
어떤합병증은특별

* Fiedler VC, Galan A. Androgenetic alopecia :

히 모발이식술과관련되어있다. 몇몇은수술토론을진행

pathophysiology and medical management. Fac Plast Surg

하는중에이미언급되었다. 대부분이
수술기간동안조심

Clin North Am. 1994;2(2):101-109.

스러운관심으로처리되거나억제될수 있다.
울퉁불퉁한모양, 압박, 압흔/잔디
형성은수여부에부적
절하게매칭된이식조직의결과이다. 낭포는유지된
이물질
이나표피봉합의결과로형성될수 있다. 휴지기탈모나쇼

* Konior RJ, Kridel RWH. Management of alopecia. In : Head
and Neck Surgery-Otolaryngology. Bailey BJ et al, eds. JB
Lippincott. Philadelphia 1993 : 2338-2348.
* Marrit E, Konior RJ. Patient selection, candidacy, and

크탈모는모발이식술뒤에정상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며

treatment plan for hair replacement surgery. Fac Plast Surg

보통수술3, 4개월후에해결된다. 모낭염은
흔하지않으며

Clin North Am. 1994;2(2):111-137.

수염에가성모낭염의병력이
있는환자에게서나타난다. 동
정맥루형성은진행성확대로문제가될 수 있다.
관리를위한결찰이요구될수 있다. 모발이식수술이
수
행되었을때, 헤어라인은부적절하게놓이거나부적절한형
태가될지도모르며, 모발위치확정이잘못지시될수도있
다. 두피퇴축술또는피판이수행되었을때 되돌아감, 괴사,
자국이현저하게작용할수도있다. 적절한피판이나축소
디자인그리고tension-free wound closure는이러한문제를
다소해결할수도있다.
요약

각 환자의기대와환경에반응하여
고안된실제적치료계
획이필수적이다. MPAA의진행성과예측할수
없는본질때
문에탈모의수술관리를위한절차뒤에오는십 년간의원
치 않는결과를피하기위해서는보존적접근이필요하다.
환자와전문의모두에게장기간의
위임은최종결과가수
년 동안증명되지않는치료계획을위한기초(근거)를제공

* Stough DB, Randall JK, Schauder CS. Complications in hair
replacement surgery. Fac Plast Surg Clin North Am.
1994;2(2):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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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 5년간 임상 결과
5년간의 PropeciaⓇ시험 결과
‘모발 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자료는두정부에경-중등도의남성형탈모증을가
진 18~41세인1,553명의남성을대상으로하여프로페시아
의 안전성과효능성을최초로논증한이 중 눈가림위약-대
조 임상시험의치료연장시험에의한것이다. 측두양퇴축

PR News Wire via Dow Johns WEST POINT, Pa., 3.

(측두탈모증)에대한효능은입증되지않았다. 처음
12개월

14/PRNewswire/

의 프로페시아시험에참여한남성은프로페시아(n=779) 또
는 위약(n=774을
) 무작위로투여받았다.

제59회 미 피부학회연례회의의최신자료에따르면, 지

처음12개월간의시험은시험설계에따라다음해에위

금까지보고된탈모치료에관한최장기간의대조임상시

약으로남아있는소수의사람들에게서만
연간기초로연장

험결과, PropeciaⓇ(finasteride 1 mg)를복용한남성이위약을

되었다. 각각1년의연장이끝난남성은다음한 해를연장

복용한환자에비해5년후모발수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

신청할수있었다. 5년간의
자료는프로페시아또는
위약치

나타났다. 5년간위약을투여받은사람들(n=15)에 대하여

료를5년동안지속한결과였다.

프로페시아치료를받은남성(n=219이
) 1인치반경내에서
277개 모발차가나타났다.
머크연구소의임상연구선임연구원인의학박사Keith

5년간효능결과

시험은4개의종료지점으로나누어프로페시아의효능을

Kaufman는“이시험은프로페시아가두정부로널리퍼지는 평가하였다: 두피1인치반경에서의모발수 : 피부과의패
남성형탈모증을가진사람들이모발을유지하는데도움이

널에의한
‘이전’
과‘이후’
사 진의분석두피모발성장
변화

된다는것을 증명하는새로운장기간의과학적자료입니

에 대한환자설문조사과연구자분석프로페시아대 위약

다.”또한,
“5년이상치료하지않은탈모의과정을평가하

의 효과는다음과같이증명되었다:

기 위한최초의대조임상시험으로서남성형탈모증의자
연 진행을보여주기위한것이었습니다.”
라고했다.
Merk & co., Inc.,에의해제조된프로페시아는2년간의시

Ж모발수 시험시작당시바셀린모발수는두피1인치반

경에서평균876개였다. 첫해 종료까지프로페시아를복

험을기초로남성형탈모만을치료하는것으로지시되었다.

용한남성은위약을복용한사람보다평균126개 이상많

프로페시아는1일 1회요법이며, 미FDA에 의해허가된유

았다. 5년종료까지이러한차이는계속되어프로페시아

일한남성형탈모증
제제이다. 탈모증은
대략미국에서약3

를 복용한측이순수차이가277개로증가하였다. 5년종

천만명가량이며, 프로페시아는
여성또는어린이에게는사

료시점에서프로페시아를복용한남성(n=219) 중65%가

용하지말아야한다.

시험시작시점에서의모발수에
비하여유지또는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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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반면모든위약군(n=15)에 속하는남성은모발수가

(1.8% vs. 1.3% 위약), 발기곤란(1.3% vs. 0.7% 위약) 그리

줄었다.

고 사정액감소(0.8% vs. 0.4% 위약), 이러한
성적영향은치
료를중단한모든사람과5년간의시험동안계속프로페시

Ж이전과이후사진 5년의시험종료시점에서프로페시아

치료를받는 사람(n=279)과 위약으로치료를받은 사람

아를복용한56%의 남성에게서사라졌다. 5년의종료시점
에서이러한부작용의발현은프로페시아로치료를계속한

(n=16)의임상사진을표준화하여검토한피부과패널들은 0.3%의남성대위약투여자에서는동등하거나영향이더적
프로페시아로치료한남성중 90%가 바셀린대 위약투여

었다.

자 25%에 비해뚜렷한탈모증이없는것으로평가하였다.
프로페시아에관한주요정보

Ж환자설문조사설문지는프로페시아치료자
(n=284)와 위

프로페시아는여성또는어린이에게사용해서는안된다.

약투여자(n=15)에 의해5년간완성되었으며, 프로페시아 나아가, 여성은임신중이거나임신가능성이있는경우남
치료자는다음과같은외형에높은만족을나타내었다:

자아기의성기관이비정상으로될수있으므로사용해선안

전체적인머리카락(63% vs. 20%), 두정부(59% vs. 13%) 그 된다. 더욱이, 여성은
임신중이거나임신가능성이있을때
리고앞부분의헤어라인(48% vs. 7%). 프로페시아로치료 부서지거나깨진정제에손으로다루어선안 된다. 프로페
받은사람은대부분다음과같이말하였다. 대머리부분

시아정제는코팅되어있으며, 일반취급시분해되므로접

이 작아졌다(61% vs. 20%). 머리모양이좋아졌다(77% vs

촉을방지하고, 깨지거나부서지지않은정제를제공해야한

40%). 모발성장이크게 증가함을경험하였다(75% vs.

다. 12개월내에효과가나타나지않으면그 이상의치료는

40%). 그리고탈모속도가저하되었다(90% vs. 67%).

소용없으며, 치료를
중단하면새로자란모발이점차탈모
될 수도있다. 프로페시아는
1997년 12월 FDA 승인을받았

Ж연구자분석 5년의종료시점에서프로페시아로치료받

으며, 최근53개국에서사용되고있다.

은 사람(n=279)과 위약으로치료받은사람(n=13)을 평가한
내과의사들은위약투여자15%에 비해프로페시아로치료
받은사람의77%가 두피모발이증가한다고결론지었다.

추가정보

탈모증과프로페시아에
관한추가정보를얻고자
하는분
은www.propecia.com
을방문한다. 프로페시아웹사이트는

5년간안전성측면

또한자신의탈모가어떻게진행될지도볼 수 있다. 의사만

5년간의시험으로프로페시아의놀라운안전성측면이확이 개인에게 프로페시아가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
실해졌다. 처음12개월의임상시험에서부작용이대부분평 PROPECIAⓇ정(Finasteride) PROPECIAⓇ(프로페시아) 일반명
범하고매우 적은 수의 사람에게서보고되었다. 성욕감퇴

: 피나스테리드프로페시아는남성에게만사용해야한다. 프
로페시아를복용하기전 이 설명서를읽어야한다. 또한새
처방을받을때 변경사항이있을경우프로페시아설명서
를 읽어야한다. 이설명서는의사와의상담역할을하지않
는다. 이약을복용할때 의사와규칙적으로상담해야한다.
프로페시아의유용성은?

프로페시아는두정부와앞-중앙부두피부분의남성형탈
모증치료에유용한다. 프로페시아는
남성에게만사용하며,
여성과어린이에게사용해서는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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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의작용은?

대부분남성에게서프로페시아는성겨지거나벗겨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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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수 있다. 임신한여성이프로페시아활성성분을
접촉하게되면, 의사와상담해야한다. 프로페시아정제는

피부분을채워주어
모발수를증가시킨다. 프로페시아를복 코팅되어있어정상취급시활성성분의접촉을차단하며,
용한남성은사용2년간탈모속도가현저하게둔화되었다.

정제가부서지거나깨진것이공급되어선안 된다.

비록결과는다양하더라도프로페시아는이마양쪽면인측
두부에서의헤드라인감소를치료한다. 남성형탈모는점차 프로페시아의부작용은?
로일어나며평균적으로건강한모발은매달
1/2인치만이성

모든처방약물과마찬가지로프로페시아는부작용이있

장하였다. 그러므로
효과는시간을두고보아야한다. 프로

다. 임상시험에서프로페시아의부작용은일치하지않고,

페시아를복용하여효과를보기위해서는3개월이상복용

대부분의남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소수의남성만이성

해야한다. 프로페시아는
계속복용시장기간작용이지속

적 부작용을경험하였다. 이러한
남성은다음의경우를하

된다.

나 또는그 이상의증상을보고하였다. 성욕감퇴, 발기부

12개월이지나도록효과가없다면더
이상치료가필요해

전, 사정액감소. 이러한부작용은프로페시아를복용한남

도 소용이없다. 프로페시아의
복용을중단하면치료중단

성 중 2% 이하에서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프로페시

12개월이내새로자란모발이다시탈모될
수 있으며, 이경

아 복용을중단한남성에게서는사라졌다. 또한프로페시아

우 의사와상의해야한다.

를 계속복용한경우에도부작용이사라졌다. 이들또는유
사한부작용이생기면의사에게즉시알려야한다. - 프로페

프로페시아의복용은?

의사의지시에따른다.

시아는전립선암의스크린을위한 PSA(Prostate-Specific
Antigen에
) 영향을미칠수 있다. PSA 검사를받았다면프로
페시아를복용했다고의사에게알려야한다.

- 1일1회1정을복용한다.
- 공복또는비공복에도복용할수 있다.
- 복용을잊었을때여분의정제를복용하지말고다음정
제를복용한다.

저장과취급

프로페시아는원래용기에저장하고용기는닫아둔다. 상
온에서습기가없는곳에보관한다. 프로페시아
정제는코
팅되어있어정상의취급에서활성성분에접촉되지않도록

프로페시아를1일1회이상복용한다고더빨리작용하지 하고, 부서지거나깨진정제는공급되어선안 된다. 프로페
않는다.

시아정을다른사람에게주어선안 되며, 처방받은자만이
복용할수 있다. 어린이손이닿지않는곳에두어야한다.

프로페시아를복용해서는안 되는사람은?

이전단은프로페시아에관한개요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다른질문사항이있으면의사에게물어본다.

- 프로페시아는남성형
탈모증을가진남성용으로서여성
과 어린이는복용해선안 된다.
- 프로페시아성분에대해알레르기를가진사람
- 가임기여성: 프로페시아를복용해선안 된다. 깨지거
나 부서진정제를만져서도안 된다.
남자아이를임신한여성이
경구로또는피부로프로페시
아의활성성분이흡수될경우, 남자아이의성기가비정상

남성형 탈모증 남성에서
1일 1회 finasteride 1 mg으로 치료한 후의
모발무게와 모발수의 변화
Vera H. Price. MD, FRPC a, Emory Menefee, PhD b, Matilde
Sanchez, PhD c, Patrick Ruane, MBA d, and Keit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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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haracteristics of all patients in each study
Initial study

Extension study

Finasteride group

Placebo group

Finasteride group

Placebo group

(n=33)

(n=33)

(n-26)

(n=23)

Age (y)

32.9 ± 4.8

30.9 ± 4.4

32.5 ± 5.0

31.2 ± 4.5

Baseline hair weight (mg)

10.7 ± 4.8

10.6 ± 6.0

10.8 ± 5.0

10.3 ± 5.4

Baseline hair count

255 ± 48

236 ± 67

252 ± 42

239 ± 72

Ⅱ

8 (24.2)

7 (21.2)

8 (30.8)

5 (21.7)

Ⅱa

1 (3.0)

0

1 (3.9)

0

Ⅱ vertex

7 (21.2)

10 (30.3)

5 (19.2)

8 (34.8)

Ⅲ

3 (9.1)

2 (6.1)

2 (7.7)

1 (4.4)

14 (42.4)

14 (42.4)

10 (38.5)

9 (39.1)

No. (%) of subjects with each hair loss pattern*

Ⅲ vertex

Valuse for age, baseline hair weight, and baseline hair count are expressed as mean ±SD.
* According to a modified Norwood-Hamilton scale.

Kaufman, MD4 San Francisco and Richmond, California, and

약군과비교했을때 순평균퍼센트변화±SE [95% DI]= 각각

Rahway, New Jersey

48, 96주에서9.2% ± 2.8% {3.8, 14,6]. 15.4% ± 3.6% [18.5,
32.7], 35.8% ±4.6% {26.7, 44.8]; 두시점모두p≺.01), 모발

배경

Finasteride제Ⅱ형5α‐
(
환원효소저해제)는두피와혈청
dihydrotestosteron을
e 감소시키고, 남성형
탈모증남성에서

무게의순개선정도는더 증가하였다(각각48, 96주에서
25.6% ± 3.6% [18.5, 32.7], 35.8% ±4.6% [26.7, 44.8]; 두 시
점모두p≺.001). finasteride는일반적으로내약성이좋았다.

효과적임을보여주고있다.
결론
목적

이 연구의목적은남성형
탈모증이있는남성의두피모발
무게에있어finasterid의
e 효과를측정하기위한것이다.

이 연구에서finasteride 1 mg은 남성형탈모증남성에서
모발무게를증가시켰다. 모발무게는모발수보다더
많은정
도가증가했고, 이는모발수이 외에(길이) 성장률증가, 모
발굵기, 치료환자에서finasterid의
e 긍정적인효과를일으

방법

66명의남성형탈모증이
있는남성에게finasteride 1 mg/d

키는다른인자등이향상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j Am Acad
Dermatol 2002;46;517-23).

또는위약을48주 동안투여하였고이 중 49명은48주의연
장시험에참가하였다. 효능은
두피의모발무게와모발수로
측정하였다.

남성에서의남성형탈모증(androgenetic alopecia, AGA)은
유전적으로감수성이있는사람에서두피모발이진행적으로
가늘어지는것을특징으로한다.이가늘어짐은유전적으로

결과

예상한대로모발수는finasterid를
e 투여시증가하였고(위

표시된모낭의점진적인축소화때문이고이것은모발성장
기의단축, 바탕질용적이감소되는것을나타낸다. 안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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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andomization of subjects to treatment groups in the initial and extension studies.

겐, 특히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은 남성형탈모증의
병

렁장치료효과를측정하는데유용하고중요함은앞서설명

인론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한 바와같다.

변화시키는효소인
제Ⅱ형환원효소에유전적인결함이있는
남성에서는측두부형탈모또는남성형탈모를경험하지않

조사 방법

는다. 또한남성형
탈모증을가진남성의투피에는
정상두피
와 비교하여DHT 농도가증가되어있다.
제Ⅱ형5α
‐ 환원효소의매우특이적인저해제인
finasteride

연구대상

22~40세 사이의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사람들중경

는 경구투여시혈청과두피의DHT 수치가감소한다. 이전

증에서중등도의남성평탈모증(변형된Norwood-Hamilton

의임상실험에서매일1 mg의finasterid를남성형탈모증남
e

분류법에따른grade Ⅱ, Ⅱa, Ⅱv, Ⅲor Ⅲv)이 있는66명의

성에게사용했을경우대조군에비해탈모진행이늦어지고

남성들이선택되었다(표3-1). 연구참가제외기준은스크리

모발성장은증가했다. 이들연구에서주요유효성결과변수

닝시신체검사와실험실평가상유의한비정상이있거나전

는두피의한정된부위에서color macrophotograph를통해알 에두피탈모에대한
수술적치료를하거나, 1년이내국소적
수있는모발수였다. 추가적인
유효성결과변수는한쌍의치

인minoxidil 사용이다. 안드로겐혹은항안드로겐계열의약

료 전후표준화된임상사진비교, 연구자들의
모발성장변화

사용, finasteride 혹은다른5α‐ 환원효소저해제를사용, 남

평가, 치료받은피험자의모발성장자가평가였다. 한연구에

성형탈모증이아닌다른이유로인한탈모였다. 연구기간

서 photorichogram 방법이이용되었을때 finasterid는
e 성장

동안헤어스타일의변화나모발염색은허용되지않았다. 연

기 모발수를증가시키는것을보여주었다.

구대상자들에게서연구에참여하기
전에IRB(임상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주요유효성결과변수로서모발무게를이

회) 승인및 동의서를받았다.

용한모발성장에대한finasteride 1 mg의 효과를평가했다.

이 보고서는초기무작위이중맹검, 위약대조
48주 연구

두피의한정된부위에서의연속적인모발무게측정이모바

와 연이은이중맹검, 위약대조, 48주
연장시험모두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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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valuation of change in cumulative hair weight as a result of treatment.

기술하고있다. 이연구는San Francisco의 California대학의

대조, 48주간연장연구에등록할자격이주어졌다. 49명의

한 센터에서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대조연장연구에참가했고(그림3-1) 처음
48주간에행해졌던동일한치료를받았다. 병원방문도
6주

연구계획안

마다계속이어졌고각 방문때마다모발을잘랐고연속적

스크리닝방문시두피정수리앞부분에서전형적으로가

인 측정을위해보관하였다. 처음연구에서와같이생체징

늘어진부위를확인했다. 프라스틱주형을
이용해지정된부

후를기록했고실험실검사를실히하였으며모든이상반응

위의모발을확대경하에신중하게잘라냈다(-12주째로표현

보고를수집하였다.

되는). 이시기에는아무런치료도하지않았다. 6주후에있
었던(-6주째로표현되는) 다음방문에서두번의6주간격기
본값측정중첫 번째에서연구대상자들의
모발을잘라수집

평가절차

표시하기와모발자름방식
맨처음모발을자를때
(-12주째)

되었다. 이방문에서연구대상자들은단일맹검연구의6주위사각구멍(1.34 ㎠)이있는플라스틱주형을선택된두피부
약 치료기간에참가하였고, 연구기간
동안사용하는샴푸를

위에놓았다. 지정된사각형모양의부위안에있는모든모

표준화하기위하여 연구용 샴푸(Neutrogena T/Gel,

발을crochet hook을이용해주형에놓고꽉 잡은후확대광

Neutogena Corp, Los Angeles, Calif)를 받았다. 지정부위의

선하에수술용가위를이용하여신중하게손상되지않도록

모발을두번째6주간격기본값측정동안다시잘라수집하

손으로모발을자르고두피로부터약 1 mm 정도의모발은

였다(0주째로표현되는). 이방문시에는연구대상자들은모

남겨두었다. 주형을제거한
후사각모양으로잘려진부위의

발을자르기위해6주마다병원을방문했다. 모발샘플은
연

근접하지않은 부분에Spalding and Rodgers 표시기구

속적인모발무게와모발수측정을위해보관되었다. 목표부

(Spalding and Rodgers, Voorheesville, NY)를이용하여두개

위에서의사고로인한모발잘림을
방지하기위해연구대상자 의 작고영구적인문신을하였다.
들로하여금모발을자른후 1주 이내에습관적으로이발을

6주간마다연속적으로방문하여플라스틱주형을목표부

하도록지시했다. 연구기간
동안생체징후를기록했고실험

위에놓았다. 두개의작은문신은정확한위치를위해사용

실검사를실시하였으며모든이상반응보고를수집하였다.

되었다. 목표부위모발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손으로신

처음48주간연구를마친연구대상자들은이중맹검, 위약 중하게잘랐다. 자른모발을미리라벨이붙여진수집종이

Ⓡ
프로페시아

그림 3-3. Mean percant change (±1 SE) from basdline in interval hair weight for men
who completed the extension study.

그림 3-4. Mean percant change (±1 SE) in cumulative hair weight as a result of treatment for
men who comleted the extens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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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은후 종이를다발형태로접어작은글라신봉투에넣

어진6주 간격2회(-6주, 0주)의모발무게의평균으로규정

은 후 무게를재고계산된모발샘플은이 연구가끝날때까

했다. 만일두기본값샘플중하나만
이용가능하다면이하

지 저장하였다.

나를기본값수치로사용하였다.
모발무게의퍼센트변화는각각의모발을자른시점에서

모발무게측정처음에행해진48주간의연구마지막에
(48

의 interval 무게와치료전 모발무게의차이를치료전모발

주째) -6, 0, 6, 12, 24, 36, 48주에각각수집된모발샘플은치

무게로나눈값을가지고계산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항상

료 방법, 연구대상과
방문수(즉횟수)를모르는기술자가단

정확히6주간격(442일)마다모발을자르기위해병원에갈

일기간에무게를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48주연장연구마

수 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측정된모발무게는통계분석을

지막(96주째)에서도치료전과60, 72, 84, 96주에각각모발

유용하게하기위하여길제날짜수인D를이용한42/D factor

샘플을수집하였고치료방법, 연구대상과
방문횟수를모르

를 곱하여보정되었다.

는 동일한기술자가단일기간에무게를측정하였다.

치료결과로인한누적모발무게의평균퍼센트변화를계

모발무게를측정하기전에각각자른모발샘플은헥산으

산하기위해모발무게를좀 더 분석하였다(그림3-2). 치료

로 기름을제거시킨후 건조시켰고최소한24시간동안일

결과로인한누적모발무게의퍼센트변화는실제
누적무게

정온도, 습도
(20도, 65% 상대습도)하에놓아
두었다. 모발을

와 치료전 누적무게의차를치료전 누적무게로나눈값으

저울접시에옮기고0.01 mg 정확도의컴퓨터저울로무게를 로계산하였다. 만약
처음치료받지않던시기에실시한6주
측정하였다. 무게를
측정한후 모발은다시원래다발로저

간의무게(예를들어
-6주와0주셈플의평균)가연구기간중

장되었다.

일정했다면치료전누적무게는추정누적무게로정하였다.
치료결과로인한누적모발무게의퍼센트변화는다음과같

손으로센 모발수 모발샘플의무게를잰 후 각각의모발

은 식으로표현되었다.

을 표시된격자위에5개씩진열후 손으로수를세었다. 이
작업은0, 24, 48주에수집한모발샘플을가지고처음48주

100×(실제누적무게-치료전 누적무게)/치료전누적무게

간의연구마지막에실시되었고다시
48주간의연장연구마
지막(96주째)에-6, 72, 96주에수집된모발샘플을가지고
작

치료기간동안모발무게가6주, 12주이후에는12주 간격

업하였다. 길이가2 mm 이하인모발은모발수에서제외되

으로(예를들어6, 12, 24, 36, 48, 60, 72, 84, 96주) 측정되었

었는데그 이유는그런모발은본래대로모발이라기보다는

으므로단순선형보간법은누적
모발무게의평균퍼센트변

모발줄기의주각일수 있기때문이다.

화계산이가능할수있도록중간시점수치(즉
18, 30, 42, 54,
66, 78, 90주)를예측하는데사용하였다.

실험실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청화학검사와
호르몬

측정이치료전과24, 48, 96주에시행되었다. 전립선
특이항

모발수 모발무게와같이치료전 모발수로무작위배정

원수치를포함한혈청화학검사치와혈청호르몬(테스토스테 전에기본값에서얻어진두개의모발수평균으로정하였다
론, DHT,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포함)치가중아

(-6주와0주). 오직하나의기본값만이이용가능하다면그하

실험실에서이루어졌다(각각Mayo Medical Laboratories,

나를기본값으로사용하였다. 모발수에서의
퍼센트변화는

Rochester, Minn, and Endocrine Sciences, Calabasas Hillas,

interval 모발수와치료전 모발수차이를치료전 모발수로

Calif.).

나눈값으로계산하였다. 모발무게에서의
변수와는달리각
방문사이세어모발수에대한변수효과를측정할수 없었

통계분석

모발무게 치료전 모발무게는무작위배정하기전에얻

고 따라서실제간격이표준6주(42일) 간격과다른경우교
정할수 없었다.

Ⓡ
프로페시아

48, 96주에기본값으로부터의
모발무게와모발수의퍼센
트 변화가있을거라는
사설은분석의다양성으로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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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모발무게순증가는36%였다.
연속적인모발무게측정에는모발수, 모발길이(모발성정

다. 처음48주 연구를끝낸연구대상자와48주에유효성결

비율)와모발두께에서의
변화도포함되었다. 모발무게와모

과변수에대한측정값을가진연구대상자가58주분석에포

발수를측정하는모든시점에서모발무게는모발수보다더

함되었다. 위약군에있던한연구대상자는이분석들에서제크게증가했다. finasteride 치료시모발수증가보다모발의
외되었는데그 이유는 연구기간 동안 국소적으로5%

성장속도, 두께증가와
같은다른factor를 함축하고있는자

minoxidill 용액을동시에사용했기때문이었다.

료는finasteride 치료시관찰된모발무게증가에기여하고있
음을암시한다. 이자료는또한finasterid를
e 이용한이전연
구에서두 시점사이에모발수는안정화되는반면1년째와

결과
초기에무작위로할당되었던66명의연구대상자중에서

비교하여관찰하였을때 2년째에두피를덮고있는면적이
증가하는지를설명하는데도움을 준다. 가정하건데

finasteride 치료를받응33명 중 28명(85%)의 연구대상자와

finasteride 영양하에서는이전에축소된두피모발이점점길

위약으로치료받은
33명중27명(82%)의연구대상자들이
48

어지고두꺼워져치료한지2년이되면미용적으로유의한

주 연구를끝마쳤다. 48주대조연장연구에참가한49명 중

것이지속되었다. 남성형
탈모증에서두피모발의축소는수

에서finasteride 치료를받은26명 중 22명(85%)과 위약으로

년에걸쳐나타나기때문에이
과정을복구하는데수년이걸

치료받은23명 중 14명(61%)이 96주 연구를끝마쳤다. 다음

리는것은당연하다.

의 결과(평균값± SE 95% CⅡ)는연구대상자중 두 코호트
로부터나온것이다.

누적모발무게는시간에따라누적된케라틴생성물의
총
량을나타낸다. 기본값으로부터
추정되는초과분은치료로
인한케라틴생성물의
총 증가를뜻하며, 위약군의
경우에는

모발무게측정

케라틴생성물총 누적손실은모발축소의진행에의한것이

Interval 모발무게에서기본값으로부터의
변화

다. finasteride 치료로관찰된누적모발무게의퍼센트변화

48주 동안finasterid로
e 치료받은연구대상자들은
기본값

의꾸준한증가는현재모발의완만하고점진적인증대의메

으로부터평균 20.4%의 모발무게증가를보였다(±1.9%

카니즘을제시한다.

[15.5, 25.4] : p≺ .01). 반면에위약으로치료받은연구대상

결론적으로이 연구결과는매일1 mg의 finasteride 투약

자들은기본값에서평균-5.2%의 모발무게감소를보였고

은 남성형탈모증남성에서유의적으로모발무게가증가한

(±1.9% {-10.2, -0.1] : p= .052) 이것은48주에위약군과비

다는것을나타낸다. 48주와96주째finasteride 치료군은위

교해finasterid군
e 에서25.6%의 모발무게퍼센트변화의순

약군에비해각각26%, 3%의모발무게순증가가있었다. 모

증가가나타났다(±3.6% [18.5%, 32.7]; p≺.001). 모발무게

발무게의변화는모발수변화에비해크게나타났는데이것

에 있어위약과비교해나타난finasteride 치료의이런긍정

은 아마도finasteride 치료가남성형탈모증남성에서모발

적인효과는12주 이내에명백하였다
(12주째순증가= 7.8%

성장률과모발두께또는둘다개선시키는것을나타낸다. 이

±3.0% [1.9, 3.6]; p≺.05).

전의임상연구에서와같이
이경구에서도finasteride 1 mg은

96주에서(그림3-3) finasteride로 치료받은연구대상자들
은 기본값으로부터평균21.5%의 모발무게증가가유지되
었다(±3.3% [15.9, 27.2]; p≺.001). 위약으로치료된연구대
상자들은기본값으로부터평균-14.2%의 모발무게감소(±
2.4% [-21.3, -7.2]; p≺.001)를 보였는데이것은96주째에위
약군과비교해finasterid군
e 에서35.8%의 모발무게teride와

남성들에게일반적으로내약성이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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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

Minoxidi은
l pyrimidine 유도체로다른약제보다가장먼

낭 배양에서도모발성장을촉진하였다고한다. Minoxidil은

저두피의탈모증치료에사용되기시작했다. 항고혈압용경모유두(dermal papilla), 모구(bulb), 외측모근초(outer root
구약제로사용되었으나이 약제를복용한환자에서다모증

sheath), 모낭주위섬유세포등에서DNA 합성을촉진시키는

이나타나는것이관찰되어이후국소도포제가개발되어탈것이관찰되기도하였다. 이러한작용들은생장기의연장과
모증치료제로사용되어왔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2% 또는 5%의 minoxidil 용액은

연모에서성모로의전환을돕는효과로나타난다.
많은임상연구결과에의하면minoxidi은
l 50% 이하의환

minoxidi을
l 60% ethanol, 20% propylene glycol, 20% water

자에서만효과가있는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임상적으

에 녹인제제이다. 경구용finasterid와
e 함께남성의안드로

로 주목할만큼의효과가나타나지않는경우에도minoxidil

겐 유전성탈모증치료제로미국FDA의 공인을받은약제

은 남성형탈모의진행을정지시키거나상당히
완화시킬수

이다. 여성의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치료에는 2%

있었다.

minoxidil 만이미국FDA의 승인을받았다.

모발성장효과는모든연령에서다나타나지만특히40세

Minoxidi이
l 모발의성장을촉진하는기전은현재까지명

이하의환자에서더 성공적이다. 또한
유병기간이10년이하

확히밝혀져있지않으나, 여러가지경로를통해작용할것

인경우, 직경10 cm 이하의작은병변인경우, 길이1 cm 이

으로추측되고있다. 가장많이언급되는기전은minoxidil

상의miniaturized hair가남아있는경우등에서그렇지않은

이 모낭에서활성대사산물인minoxidil sulfate로 대사되어

경우보다더 나은효과를나타낸다. 두정부에서의
효과가제

potassium channel을 열어세포내calcium 농도를낮춘다는

일 좋고, 전두부는효과를보기어렵다. Minoxidil에의한모

것이다.

발성장의최대효과는6개월에서
12개월이후에나타나며, 장

모낭배양실험에서calcium 존재시모낭의성장이표피
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에의해 억제되므로
minoxidi에
l 의한calcium 농도저하는표피성장인자에
의한
모낭 성장 억제효과를저해한다고추측된다. Minoxidil의
minoxidil sulfate로의전환은주위표피나진피보다모낭에
서 훨씬높게일어난다.
다른기전으로는minoxidi이
l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와그수용체의발현을증가시켜
결
과적으로혈관생성과생장기를촉진할것으로알려져있다.
반면, 최근의연구에의하면minoxidi이
l 혈액공급이없는모

미녹시딜Ⓡ

그림3-5. 미녹시딜에 의한 다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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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치료시점차새로운모발의성장효과는감소한다.
Minoxidil 도포를중단하면급속하게탈모가진행되어
4~6
개월후에는두피모발이치료이전상태나혹은그보다악
화된상태로돌아간다.
남성형탈모의경우5% minoixidil이2% minoxidil보다약
간 더 나은효과를보인다. 그러나농도를5% 이상으로높

다모증의경우남성보다여성에서흔한데, 2% minoxidil
을 사용하는여성의3~5%에서나타나며5% 용액을사용할
경우그 빈도는더 높을것으로추측된다.
약제를계속사용할경우에도1년후에는다모증이사라
지며, 약제를중단하면1~6개월후에회복된다. 그외에아
주 드물게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보고되고있다.

이는경우모발성장효과가계속높아지지는않는다. 하루
두 번 도포하는경우하루한번도포하는것보다다모증을
유발할확률이높다. 그러나도포횟수를그 이상으로늘려
도 전신흡수나치료효과는더 이상증가되지않는데, 이는
minoxidi이
l 두피조직내에축적되기때문이다.
여성에서도minoxidil 사용에의해 효과를볼 수 있다.
1992년 여성의안드로겐탈모증에서5% minoxidil을
사용하

18세 미만의 환자에서 원형 탈모증의
치료에 있어서 미녹시딜 국소 용액의 사용
(Use of Minoxidil Topical Solution in
the Treatment of Alopecia Areata in Patients
Under 18 Years of Age)

여치료효과를보고한바에의하면전체모발수의25%가증
가하였고연모를제외한모발수는24%가 증가하였다고한

R.J. Trancik1, J.R. Spindler1, R.V. Cuddihy1, P. Doren2.

다. 2% minoxidil을 사용한경우 모발성장효과가63%로

Pharmacia Consumer Healthcare, Peapack, NJ, USA1 and TKL

placebo 도포시의39%보다높았다.

Research Inc., Paramus, NJ2.

임상적으로minoxidi의
l 효과는남성보다여성에서더 높
은 것으로생각된다. 이는minoxidi에
l 의한모간두께증가

Proc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Socie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효과가머리카락이긴여성에서더잘나타나기
때문으로해
석되기도한다. 5% minoxidil은남성용으로판매되고있으
나 실제적으로는여성에서도처방되고있다.

18세 미만의환자에게서원형탈모증의치료에미녹시딜
국소용액(MTS)의 사용은여러해 동안전문의들사이에서

Minoxidi은
l 남성과여성에서모두하루두 번, 매일사용

일반적으로사용되었지만, 이
집단에서사용실태는잘 확립

하는것이권장된다. minoxidil은도포후약4시간이후에흡

되지않았다. 이연구의목적은18세 미만의원형탈모증환

수되므로수영이나샤워는그 이후에하도록한다. 한번도

자 치료에서MTS의 사용보급률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포시1 ml를사용하며손으로가볍게문질러바르도록한다.

임상의들의이 조사는설문지법으로수행되었고18세 미

Spray식 도포방법은사용하지않도록하는데이 경우대

만인환자에서원형탈모증의
치료를위해MTS를처방받고

부분의약제가두피보다는
모발에묻기때문이다. minoxidil

있다고한응답자들에게면접법에의해
시행되었다. 1~17세

을 사용하는남성환자에서finasteride 사용후 minoxidi을
l

사이의원형탈모증이있는173명의환자를치료한총 18의

중단할 경우 finasteride 복용 시작 후 최소 4개월간은

임상의로부터의자료가수집, 분석되었다.

minoxidil 도포를계속하여야minoxidil 중단후 나타나는탈
모 증가현상을억제할수 있다.
2%나5% minoxidil 모두심혈관계
등에대한전신적부작
용은없으며, 두피의건조, 가려움, 홍반등이
minoxidil 약제

초기치료나이는48%에서1~10세였고, 52%에서11~17세
였다. MTS의평균치료기간은남성과
여성에게서각각22.9
와 10.6개월이었다.
대다수의환자(90% 이상)는
MTS와다른약의복합처방으

자체나porpylene glycol vehicle에 의해발생할수 있다. 이

로 치료받고있었다. 몇몇환자들은(남성의20%, 여성의

러한국소자극반응빈도는2% minoxidil의 경우약 7%이

18%, 전체의19%) 치료받은두피부위에서완전한모발재

며, 5%인경우이보다높다.

성장을보였다. 몇몇환자는탈모에서변화가(전체15%)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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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탈모가악화됨(전체
4%)를 보여주었다. 남성의

모발측정자료를사용하여(Olsen et al [JAAD 1990;22:643-46]),

56%와 여성의58%는 아직까지MTS로 치료받고있다. MTS

탈모가5명의참가자중 4명(80%)에게서안정되었다고평가

단독으로치료받은환자의13%에서는부작용(가려움증)이

되었다. 남성에게서
MTS 5%의사진실험을위해2명의맹검

보고되었다.

피부의학전문가들에의해실행된전체적사진의측정은탈

극소수의환자가(전체1%) 부작용때문에치료를중단했

모의안정화를더욱지지한다. 한전문가는MTS2%와 5% 두

다. 이조사의결과는MTS로 off-label 치료받고있는18세

집단에서모두탈모안정화가94%임을측정했다. 두번째전

미만의남성과여성환자의모집단이있음을보여준다.

문가는MTS 2%사용자의85%, MTS 5%에서83%의 안정화를

결과는환자의모집단에서의MTS사용이효과적이며, 안

보고했다. 결론적으로다양한
연구는5명의사용자중 4명에

전하고, 환자순응이
좋다는것을제시한다.

게서탈모를안정화시키는MTS의 능력을지지한다.

미녹시딜 국소 용액의 사용에 따른
탈모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Hair Loss with
Use of Minoxidil Topical Solution)

18세 미만의 환자에게서 안드로겐성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미녹시딜 국소 용액을 측정하는
임상의들의 조사(Clinician Survey Evaluating
Minoxidil Topical Solution in the Treatment of
Androgenetic Alopecia in Patients
Under 18 Years of Age)

J. Rundegren1 and R.J. Trancik2. Pharmacia Consumer
Healthcare, Helsingborg, Sweden1 and Peapack, NJ, USA2.
Proc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Socie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R.J. Trancik1, J.R. Spindler1, R.V. Cuddihy1, P Doren2.
Pharmacia Consumer Healthcare, Peapack, NJ, USA1 and TKL

PMS연구에서11,000 이상의안드로겐성탈모증이있는

Research Inc., Paramus, NJ2.

미녹시딜국소용액(MTS) 2% 사용자는5명의대상자중4명 Proc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이MTS(Rogaine/Regain로탈모완화나중단을경험했다는
e)
Societies 2001 Jun 13-15; Tokyo, Japan.
것을증명하였다. 치료결과에
대한대상자들의의견이중요
하다고고려되지만, 이결과를더 확실히하기위해수행되

18세미만의안드로겐성탈모증
(AGA)환자의치료에서미

었고다른자료들은탈모의안정화를지지하기위해
존재하

녹시딜국소용액(MTS)의 사용은이전에특별한것이아니

게 되었다.

었다. 이연구의목적은18세 미만의환자중AGA의치료를

MTS 2%와5%(여성에서2 연구와남성에서2)를 모두측

위해MTS의 사용보급을측정하기위한것이었다. 임상의들

정하는4 다기관연구에서모발측정자료의최근분석은
MTS

의이조사는설문지법과
18세미만의환자에게서
AGA의치

사용으로탈모가안정화될수 있다는것을증명해왔다. 기

료를위해MTS를 처방을받는다고말했던응답자와의면접

준치와비교해연모가아닌모발의증가된또는변치않은

법으로수행되었다.

숫자를계산한것을기본으로한 모발측정안정자료는
남성
에게있어서의안정화는90%, MTS 2%의사용자에게는
77%,
MTS 5% 의사용자에게는
96%와75%를나타냈다. 여성에게

자료는10~18세사이의총448명의환자를치료했던
84명
의 임상의로부터수집되었다.
환자의대다수는남성
(76%)이었고24%는여성이었다. 탈

서는MTS 2% 사용자들에게는87%와 88%, MTS 5% 사용자

모에대한MTS치료를시작한환자의평균나이는남성과여

에게서는85%와 89%였다.

성에게서각각15.8과 15.2세였다. 남성에게있어서38%는

또한5년이상2%와 3% MTS로치료받은대상자들에게서

전두탈모증을가지고있으며, 21%는
정수리탈모, 40%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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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탈모증치료

두와정수리탈모를
모두갖고있었다. MTS치료의평균기간 료 6개월후에증가한전체모발수(189,6/㎠ vs.163,7㎠
/ ;p
은 남성과여성에게서각각17.4개월과19.2개월이었다. 남

= 0.067)와모발두께에있어서통계적으로뚜렷한증가를발

성의67%와여성의63%는 현재AGA에 대해MTS로치료중

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치료
(175,1/㎠ vs.148,8/㎠; p =

에 있다.

0.082) 후성모(두께40μm이상의모발)의증가를발견할수

치료에반응하는환자들은모발역할호전, 감소된
탈모를

있었다.

보여준남성55% 여성의51%로 알려졌다; 남성40%와 여성

이 결과는Trichoscan이 치료6개월후의모발지수의뚜

44%는변화를보이지않았다. 전체적으로환자의
5%만이탈

렷한변화와미녹시딜로치료받은남성소그룹에서조차변

모가악화되었다. 거의
몇몇환자만이(전체적으로
6%) MTS

화를측정할수 있음을보여준다.

치료와관련된부작용이보고되었다(대부분
가려움이나약
한 자극). 이연구는MTS로 off-labe치료를받은환자의모
l

모발 성장을 위한 미녹시딜 전의환자에게있어서
MTS의사용은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트레티노인의 복합사용 : 적용 방법, 사용량, 사
환자가잘 견디는것으로제시되었다.
용 빈도에 따른 효과
Minoxidile - Tretinoin combination for Hair
Regrowth : Effect of frequently, Dosage,
트리코스캔 : 안드로겐 탈모가 있는
Mode of Application
남성에게 있어서 미녹시딜 5%의 사용결과
(Trichoscan : Results Using 5% Minoxidil
Adam Lewenberg, M.D., New York, New York
in Men with Androgenetic Alopecia)
Advnaced In Therapy Vol 13, No5, 1996
집단(18세미만)이있었음을보여준다. 또한결과는18세이

R. Hoffmann Dept.of Dermatology, Philipp University,
Marburg, Germany.

요약

탈모는미녹시딜
2%와트레티노인0.025%를포함한액을
도포하여치료할수 있다; 이열거된방법은4년전부터사

Procedings of the 2003 International Meeting of Hair
Research Societies 2003 Jun 26-28; Barcelona, Spain.

용되어진방법이다. 하루4번 약을적용하는962명의환자
들 중 각질탈락이6주이내에매우많이감소되었다. 4개월

탈모와모발의가늘어짐은흔한불평사항이며치료효과

에 864(89.8%명은현존하는모발의질적개선을눈에띄게
)

는 측정하기어려운것으로인식된다. 최근우리는사람과

보여주었고, 822명은새로운정상모발이성장하기시작했

잠재적으로는동물의털을측정하기위한자동디지털이미

다.(이 모발은잘빠지지않는다). 다음3개월이내에
58명의

지 분석과함께epiluminesce nce(skin) microscopy(ELM)를

환자들이추가적으로새로운모발이자라기시작했다. 1.5~2

혼합하는수단으로서Trichoscan을 개발하였다.

년에정상모발의완전한재성장이계속해서요법에
응했던

Trichoscan은 interclass correlation of approx라불리는모

312명의환자중 158명(51%)에게서나타났다. 그리고중등

발성장의생물학적지수를분석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도 또는미약한재성장은각각126명과28명의환자에게나

Trichoscan 오퍼레이터와interclass correlation of approx는

타났다. 매일단 한번1 ml의사용으로90% 이상의환자에

91%이내. 다른Trichoscan 오퍼레이터는97%. 이와 함께

게서이재성장이유지되었고매년
1~2달 동안은중단할수

Trihoscan의 힘과정확성은6개월간5% 미녹시딜로치료받

있었다. 일찍그리고오랜기간탈모를가진개인이나저항

은안드로겐성탈모증이있는10명의남자에게서모발
지수

성 탈모를가진환자도이 요법으로모발이재성장할 수 있

를비교함으로써증명되었다. 기준치와
비교하여우리는
치

었다; 20년이상탈모를가진남성은그렇지
않았다. 몇몇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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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이미존재했거나약물오용과관련된 것으로보인다. 피부

트레티노인과미녹시딜복합제를두피에국소적으로적

자극은새로운환자에게서일반적이고조기치료할수있고

용하는것은Bazzano 외연구자들의한임상적연구에서새

일반적으로예방가능하다; 그러나, 44명의환자들은되풀이로운모발이성장하는결과가나타났다. 그들은46%(1400
되는피부자극으로치료를중단했다.

명)가미녹시들0.5%액과트레티노인0.025% 액의복합제
로 모발성장이증가했다고보고했다. 이연구는제어되지
않은, 가설이공개된그리고특별치료과정을결정하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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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4:688-691

미녹시딜을복합사용하는효과를널리연구했다. 그들의임

6. Franz TJ. Percutaneous absorption of minoxidil in men,
Arch Dermatol. 1985; 121:203-206

상적연구는1983~6년까지의이 복합치료 요법을연구한
Bazzano 외연구자들에의한실험다음에이루어졌다.
Bazzano 외연구자들에의한연구대상은한 지역에서4
개의치료그룹으로이루어졌다.; (1) 트레티노인
0.025%액

탈모에의 트레티노인과 미녹시딜

(2) 미녹시딜0.5%액(3) 트리티노인0.025%, 미녹시딜0.5%
액(4) 알코올95%, 프로필렌
글리콜5%, 부틸레이트
톨루엔

의뢰

남성형탈모치료에있어트레티노인과함께
미녹시딜을사
용하는효과는어떠한가?

1 mg/100 ml.
대상자는그룹들로똑같이
나누어지지않았고그룹할당
은 무작위형태가아니었다; 트레티노인단독요법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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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자, 미녹시딜단독요법을받은3 대상자와위약군5

용이있고, 미녹시딜은유사분열과혈관확장인자로써작

명이다.

용한다. 트레티노인이모낭세포성장과분화, 흡수의강화를

58명의대상자는이 연구를위해최초로공인되었지만두
명은약물과민성때문에빠지게되었다. 그들은포함되지도

촉진할 수 있다는주장은Bazzano 외 연구자들에의해인
용된참고문헌에의해서도잘 뒷받침되지못했다.

제외되지도않은형태로하였다. Bazzano 외에의한다른중

인체와쥐에트레티노인국소도포의부작용은Gunther

요한변화가능한정해지지않은것은남성-여성대상자비

와 Freitag에 의해연구되었다. 트레티노인의
국소적도포는

율(한여성대상자는Bazzano 외에의해가입이논의되었으

인체연구기간동안부분적홍반, 피부박리, 해리, 모포염,

나 만약다른대상자가여성인지또는그 치료그룹에그들

소양증으로나타났다. 쥐실험에서는구진, 인설, 가피, 홍반,

이 들어갔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 대상자의연령, 그리고

출혈, 피부두꺼워짐, 쓰라림, 그리고
특징적모발손실발생

탈모의정도와지속기간이다. 실험
액들은점적기에의해하

이 발생했다. 그밖의트레티노인을도포한환자에게서보

루 두 번씩적용되었다. 도포
부위는단지“두피환부지역”

고된부작용으로는수포, 가피형성, 부분적부종, 과색소침

으로만표시되었으므로, 모든
환자들은똑같다고가정될수

착, 저색소침착과광과민성이었다.

없다. 이것은미녹시딜이두피부위에따른효과의변동정

미녹시딜외용제의부작용은
훨 씬더부분적반작용에제

도를보여주기때문에중요한변동사항이다. Bazzano 외는

한적되어있다. 가장일반적인부작용은미약한두피자극

이것이미녹시딜이나위약의반응이아니고, 그것은트레티

이다. 알러지성접촉성피부염이보고되어있지만드물다.

노인단독사용두가지모두와미녹시딜과의복합제에의한

미녹시딜단독사용은가장최근연구결과심장박동에의

중증도또는우수한반응이었다고보고하였다.
“ 무반응”
은

미 심장한변화를가져오지않는다고한다(혈압, 심박동수

20% 이하의성모의수 증가로(모발은색소와굵기가있다),

또는심전도적결과). 그러나미녹시딜3%를 하루두 번 적

“중등도반응”
은성모수의20~45% 증가로,
“우수반응”
은성

용하는15개월 동안의연구에서는, 혈압이정상 혈압에서

모 수 45% 이상의증가로정의한다. 복합제사용그룹36명

7~30정도감소했다. 반면
심장박동수는반사적으로증가하

대상자중 16명(44%)은 지정된목표부위내에성모숫자에

였고환자는자각증상이없었다. 외용미녹시딜을사용한

서 45% 이상의증가를경험하였다고보고되었다. 미녹시딜

건강한탈모남성의6개월간의잇따른조사에서, Leenen 외

단독사용과위약에대한빈약한반응은이 두 그룹내 환자

연구자는혈압은변하지않지만심박동수는증가하는것을

의 적은숫자로인해당연한것일지모른다.

발견하였다. Leenen 외는또한정상혈압대상자의좌심실

미녹시딜은아직연구중인하나또는그 이상의기전에

최종심장이완량과좌심실량(mass)의 통계에근거한의미

의해모발성장촉진이일어난다. Headington은미녹시딜이

심장한증가를보고하였다. 비록짧은기간의미녹시딜외

모발주기의성장기에영향을주고, 따라서모발기질세포

용제사용이건강한대상자에게안전하게나타났지만건강

(hair matrix cell)에“ON”메시지의기간이
증가함에따라긴

한 대상자의오랜기간의사용과관상동맥질환을가진대

모발을생성한다고했다. Wester외연구자는미녹시딜은배

상자가어느기간정도사용하는지에대한훨씬많은연구

양된표피세포에직접유사분열에영향을미치고피부내

를 필요로한다.

혈액순환을증가시키지만이 효과가모발성장과관련되

Bazzano 외는매개변수에따른형태가각 환자에대해

었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 Cohen 외연구자에의한

모니터되었다. 혈압, 혈액화학
실험, 완전혈구측정, 체중,

연구에서는또한미녹시딜은DNA 합성을강화를통해세포 맥박, 심전도와피부자극이다. 이모니터결과는발표되지
에 유사분열효과가있다고밝혔다.

않았다. 그래서미녹시딜과트레티노인을둘다포함하고있

Bazzano 외는미녹시딜과트레티노인이국소적으로도포 는 액체가부작용의증가또는감소을유발할 수 있는지결
될 때 상승기전이일어난다고제시했다; 트레티노인이경

론 지을수 없다. 그들은트레티노인을수반하는, 더희석된

피흡수를강화하고모낭세포성장과분화를촉진시키는작 미녹시딜액이효과적일지도모르고, 부작용의
위험성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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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가능성을제시했다. 그러나만약미녹시딜의경피흡다.(이모발은잘빠지지않는다). 다음3개월
이내에58명의
수가트레티노인에의해증가했다면그것은심장혈관의빈

환자들이추가적으로새로운모발이자라기시작했다. 1.5~2

도에영향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

년에정상모발의완전한재성장이계속해서요법에
응했던

많은이유들로인해
이연구는트레티노인과
미녹시딜둘

312명의환자중 158명(51%)에게서나타났다. 그리고중등

을 함께남성형탈모치료를위해
기본적으로사용되지는않

도 또는미약한재성장은각각126명과28명의환자에게나

게 되었다. 그연구실험
계획안은통제되지않은, 가설의숨 타났다. 매일단 한 번 1 ml의 사용으로90% 이상의환자에
김 없이, 복합치료에편중되었다. 미녹시딜
치료그룹대상

게서이 재성장이유지되었고매년1~2개월동안은중단할

자 수는미녹시딜단독사용이복합치료보다덜 효과적이

수 있었다. 일찍그리고오랜기간탈모를가진개인이나저

라고판단하기에는너무적었다. 미녹시딜은오직두피의두항성탈모를가진환자도이 요법으로모발이재성장할 수
정부위모발성장을촉진하는데효과가증명되어있다. 그

있었다; 20년이상탈모를가진남성은그렇지않았다. 몇몇

리고Bazzano 외 연구자는어느두피부위어느치료그룹

환자는일시적인심박동수의증가를보였으나이것은이전

에서사정되었는지기록하지않았다. 추가로, 트레티노인사에 이미존재했거나약물오용과관련된 것으로보인다. 피
용으로인한두피자극은일반적이고수반된
치료의국소적

부자극은새로운환자에게서일반적이고조기치료할수있

그리고심장혈관부작용에의영향양쪽모두불확실하다.

고 일반적으로예방가능하다; 그러나44명의환자들은되

미녹시딜과트레티노인이동시수반된
치료전에치료대안,

풀이되는피부자극으로치료를중단했다.

공정하고통제된연구가단기간과장기간사용모두에있어
효능과안전성이증명되었어야한다.
DIANE M. LONDON-W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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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propylene glycol solutions; effect of application

용되어진방법이다. 하루4번 약을적용하는962명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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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질적개선을눈에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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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복합체를 통한 탈모케어

그림3-7에 나와있는쥐에서처럼세 군데의털을완전히

최근탈모치료를위한약물들이개발되고탈모시장이급

깍은후원형부위에코퍼펩타이드를함유한제품을
적용한

속히성장하는가운데등장한새로운물질이코퍼페타이드

결과다른주변보다모발재생이더욱
빠르게진행된것을볼

(구리복합체, AHK-Copper, 성분학명; Prezatide Copper

수 있다. 인간의모발성장이쥐에서처럼극적으로
반응하는

Acetate, Copper Tripeptide-1)이다. 코퍼펩타이드는
기존의

것은아니지만피부건강과모낭의기능은매우밀접한관계

의약품들이가지고있는부작용에대한대안으로주목
받고

가 있음을알 수 있다.

있으며, 특히, 여성탈모
환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여성

그림3-8의 윗부분은코퍼펩타이드처리를하지않은쥐

탈모환자들에게안전한물질로알려지고
있어이에대한관

의 피부단면이며아랫부분은코퍼펩타이드
처리를한쥐의

심이고조되고있다(그림3-6).

피부단면으로모낭(하단부의길쭉한자주색부분)이더 넓
어져있으며, 피부내피하지방산(사진중간의하얀부분)의
양과피부의두께가증가했음을알 수 있다.

AHK-Coppe의
r 발견

Ronald E. Trachy 등의
“Evaluations of Telogen Hair Follicle

1990년대초 GHK-Cu의 상처치유작용을실험하는과정

Stimulation Using an in Vivo Model : Results with Peptide

에서실험용쥐의상처주변털이눈에띄게증가한것을주

Copper Complexes”실험에서AHK-Cu~, GHKVFV~Cub,

목한미국프로사이트사의연구원들에의해AHK(alanin-L-

GGHK-Cu, Minoxidil 등을상호비교하여휴지기모낭의성

histidyl-L-lysine) 구조의코퍼이온이발견되었다.

장기촉진에대해연구한결과Topica로
l 적용되었을때적용
21일 만에AHK-Cu 1.25% 및 0.67% 성분을적용한부위의
100% 모낭이성장기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그림3-9).
GHK-Cu의 피부재생촉진기능을연구하던중에다소우
연히발견되어연구된AHK-Copper 성분의뛰어난모발성
장촉진기능은1997년 모발제품에적용되어FDA 임상2단
계를성공적으로마침으로써우수성과안전성에대해확실
한 검증을받았다.
특히, FDA 임상2단계에서실시된미옥시딜과의비교임
상 결과우수한통계적유의성을확보하였다.
“1997, Awarded U.S Patent #6,017,888 covers stimulation
of hair growth by peptide copper complexes.

미녹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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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코퍼이온

[GHK-Copper]

[AHK-Copper]

그림 3-6.

휴지기에들어가면서감소한다. 모낭이
성장하고휴식을취
주제

사용기간

모발증가

플라시보

US phaseII

Tricomin 2.5%(3개월)

+97개

-51

임상결과

Minoxidil 2.5%(4개월)

+73개

+31

하는동안나타났다가사라지는이러한물질들이야말로모
발의성장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성장인자라할 수 있다.
코퍼이온은세포섬유다발과의상호작용을통해서이러
한 ECM 구성물질들의합성을촉진하고모유두의섬유다발

2002, Awarded European Patent #0765152 relates to the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copper petide complexes as

밀도(섬유소의양)를증가시켜주어모발의성장주기를조
절하는데도움을준다.

active therapeutic substances for healing wounds.”

AHK-Cu와 5 αR
AHK-Cu와 모발성장
건강한모낭에는다른체내장기들에비해더 많은구리

모낭을약화시켜모발의성장을저해하는DHT(Dihydrotestosteron는
) 피부의피지선과땀샘에서분비되며남성

가존재한다. 흥미로운점은정상적인노화가진행되면서인호르몬을DHT로 바꾸는효소인1형 5αR는 주로피부의피
체 내 구리의축적량이줄어든다는사실이다.
모발이가늘고탈모가규칙적인경우에는주로안드로겐
(남성홀몬)과관련이있으며유전적영향이라할 수 있다.

지선, 진피, 모낭각질세포, 모유두, 땀샘에
2형 5αR는 주로
전립선, 정낭, 모낭의
내모근초부위에분포한다(그림3-10).
인체내에서주요미네랄성분들인구리, 아연, 카드뮴, 니

탈모가발생할때 다 자란모발(길고거칠며색소가침착된

켈, 철등은5αR의1형에대해서는모두일정정도의억제기

성인의것)은줄어드는데이는실제모발의성장기(anagen)

능을가지고있다.

는 짧아지고휴지기(telogen는
) 길어지는것과직접적인연
관이있다.

1995년 일본스기모토박사는자신의연구를통해서5αR
1&2형을동시에억제할수있는유일한금속이온이바로코

모발의성장기에모유두에는콜라겐과다양한당단백질

퍼임을 밝혀냈다. 실험결과1형 5αR에 대해서는 1.9

들이많아진다. 이러한모낭내(ECM구성) 물질들은모발이

mM(0.12 ㎍/ml)의 농도에서2형 5αR에 대해서는19.2

156

3장: 탈모증치료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AHK-Cu 모발성장실험결과(실험기간21일)
Ronald E. Trachy, Timpe, Dumwiddie, Patt, Evaluations of Telogen Hair Follicle Stimulation Using an in Vivo Model: Results with Peptide
Copper Complexes. Dermatological Research Techniques, pp-241-254, 1996.

트리코민Ⓡ

157

그림 3-10.

mM(1.2 ㎍/ml) 농도에서50% 감소효과를보였음을발표했

용기전을보여줌으로써기존의의약품들과병용치료시뛰

다. 또한, 이러한양이온의5αR 억제능력은피부조직에서

어난시너지효과를보여줄수 있다는점이가장큰 장점으

더욱강하게나타난다.

로 보인다.

Arkansas 대학의John Sorenson 교수는인간의체내에는
혈장에1 ml당 약 1 ㎍이, 피부에는그보다적은양이존재
하지만피부내코퍼이온의농도는그 이상으로올릴수 있
다고밝혔다.
탈모치료에있어서중요한기전인DHT 억제 기능에더

모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과 펩타이드
(Chemical agents and peptides affect
hair growth)

하여AHK-Coppe는
r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ECM 구성물
의 합성을촉진하여모발의성장주기를정상화하는기능과

H Uno and S Kurata Wisconsin Regional Primate Research

모유두내의섬유다발밀도를증가시켜모발을굵게
만들어

Center, Madison 53715-1299.

주는기능, 혈관형성및 혈관기능강화를통한모낭에의충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Vol. 101, 143S-147S,.

분한영양공급등의기능과강력한항염기능등 다양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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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증: 남성형탈모증

처방: 프로페시아+트리코민

치료기간: 10개월

적용증: 안드로겐성여성형탈모증

처방: 트리코민+ 미녹시딜

치료기간: 10개월

Ref) In Dermatologic Research Techniques. H. Maibach,
ED. CRC Press. 1996

5αR 1&2형억제
ECM 합성촉진
모유두내섬유다발밀도증가
Natural Growth Factor 합성촉진
혈관기능활성화(Angiogenesis)
강력한항염기능

사례 3-1. AHK-Cu의모발성장시스템

트리코민Ⓡ

지난10년간남성호르몬성탈모증을가진마카크(원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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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주입하였다. 발견된
5αR의 리튬, 칼슘, 카드뮴, 구리, 마

이) 모델에대해치료적이며예방적효과가있는몇몇물질

그네슘, 망간, 니켈, 아연
과 철에대한민감도를분석하였다.

을 실험하였다. 말초혈관이완제로서
강력한저혈압제이며

그 결과, 카드뮴, 구리, 아연에
의해1형 5αR는 0.9, 1.9,

다모증의부작용이있는것으로알려진미녹시딜과디아족

169.2, 174.3 마이크로몰에서50% 가량강력하게억제되었

사이드를도포제로서사용하자마카크원숭이의벗겨진두

으며니켈과철에의해서는약하게억제되었다. 반면에
2형

피에서상당한발모가있었다.

5αR의활성도는오직구리에의해19.2 마이크로몰에서
50%

2년간의실험에서스테로이드5α
R 억제제를탈모증이나

로감소하였다. 이자료는양이온이5
αR의활성화를특별하

타나지않은사춘기이전마카크
원숭이에사용하자탈모가

게 제어하고있으며, 특히피부조직에서보다강하게억제

일어나지않은반면
대조군은탈모가되었다. 발모효과는
1)

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모발개수측정, 2) 모발형태정밀분석, 3) 모낭세포
내 DNA
합성률로결정하였다. 이들효과는모낭세포분열의촉진, 연
모에서종모로가는성장기모낭의확대(탈모치료) 또는
대
머리가되기이전휴지기모낭의유지(탈모억제)가필수이
다. 구리를포함하는펩타이드(PC1031는
) 실험쥐(fuzzy rat)

Evaluation of Telogen Hair Follicle Stimulation
Using an In Vivo Model : Results with Peptide
response latency

의 연모낭에해당되는등 피부모낭을확대시켰으며그 효
과는미녹시딜제제와
유사했다. 모낭의
크기와성장주기의
양적일치성을분석하여모낭성장에대한물질의효과에대

“Ronald E. Trachy, Erika D. Timpe, Irene Dunwiddie, and
Leonard M. Patt 01996 by CRC Press. INC.”

해서도생각해보고모유두와의상호작용에있어호르몬의
발현기전에대해서도함께논의한다.

진피내 연구는 활성 성분인, PC1234(AHK-Cu)와
PC1031(GHK-Cu은
) 미녹시딜(RogaineTM과의비교를위한
)
국소투여연구와
특정대조군(PC1234와 PC1031을 사용한동

인체 피부 내에서 발견된 1형 5αR를
특별히 억제하는 양이온들(Cations inhibit
specifically type 1 5αR found in human skin.)

일국소성분으로구성된용액) 국소투여연구내에포함된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효과의측정은반응률, 반응잠재,
반응정도(부위)에근거한다. 추가적으로, 자극의
측정또한
국소연구를위해언급된것과같은규모로사용된다. 표3에

Y Sugimoto, I Lopez-Solache, F Labrie and V Luu-The

서와같이PC1234, PC1031 그리고미녹시딜은국소투여를

Medical Research Council Group in Molecular Endocrinology,

통한모발성장촉진에효과적이다. 이성분으로치료받은동

CHUL Research Center, Quebec, Canada. Journal of

물은29일연구기간내에반응(잠재)을보였다. 두대조군모

Investigative Dermatology 104:775-778, 1995

두 연구기간동안 반응을 나타내지않았다.“PC1234는
PC1031 21일, 미녹시딜11일과비교하여반응잠재response

스테로이드5αR는 테스토스테론이매우강력한남성호르 latency(1.2와
5 0.67%에서9일)로가장효과있었다.”
몬인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으로환원되도록촉매작
용을한다. 1형5αR는 주로피부에서나타나는반면2형 5α
R는 특히전립선에서많이나타남을밝힌바 있다. 이들두

모발성장의분석에의한자료는표4에나타난다. 측정은
연구시작후 15, 21, 28일에행해졌다.
PC1234는(1.25와 0.67%)는 치료부위내모발성장측정에

가지5αR에대한여러양이온들의가능성있는다른효과를

의해 결정된것처럼가장 강력한성분이었다. 15일째에

평가하기위해서우리는발현벡터를수립하고활동성이미

PC1031 0%와 미녹시딜33%를 비교하여치료부위의100%

약한5αR를포함하고있는인체부신종양주세포인
SW-13 세

가 생장기에있었다. 21일째에주사제결과와비교하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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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4에서 보여주듯35%의 치료 부위 반응이 PC1234군

평가항목에서상당한개선이있었다. Ballisto meter로측정

(0.25%)의 낮은복용량에서측정되었다.

한눈주위피부의탄력도는1주만에(통계적으로) 상당한개

PC1031치료(5, 2.5%)는53~56% 반응을나타냈으며, 미녹

선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인피부밀도와두께는초

시딜치료는51% 반응을나타냈다. 0.25% 농도에서
PC1234

음파측정기로입증되었으며눈 주위피부의현격한개선상

반응은미녹시딜64%, PC1031군중간과고복용에서
93~98%

태는디지털이미지로
촬영했다. GHK-Cu 크림에
대한부작

와 비교하여28일 94%였다. 두대조군모두연구기간동안

용은없었으며실험기준 이하제품도없었다. 연구결과,

휴지기에서머물렀다.

GHK-Cu Eye Cream이눈주위피부에신속하고지속적으로
작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Skin Care Benefits of Copper Peptide
Containing Eye Creams

Skin Care Benefits of Copper Peptide
Containing Facial Cream

James J. Leyden, M.D; University of Pennsylvania, 3400
Spruce St. Philadelphia, PA; Thomas Stephens, Ph.D; Thomas

James J. Leyden, M.D; University of Pennsylvania. 3400

J. Stephens & Associates, Inc., Dallas, TX; Mary Beth Finkey,

Spruce St. Philadelphia, PA; Thomas Stephens, Ph.D.; Thomas

M.S.; Neutrogena Corporation, Los Angeles, CA; Sylvia

J. Stephens & Associates. Inc. Dallas TX; Mary Beth Finkey.

Barkovic Neutrogena Corporation, Los Angeles, Ca JAAD

M.S.; Neutrogena Corporation. Los Angeles. CA; Sylvia

P.69

Barkovic Neutrogena Corporation, Los Angeles, CA JAAD
P.68

GHK-Cu인 Tripeptide-Copper 복합체를함유한검체가
눈 주위피부에미치는영향을탐구하기위한연구가수행
되었다.
GHK-Cu가 정상인의섬유아세포내 콜라겐형성을향상
시킨다는최초의논문이발표되었고피부침투에대한연구

Tripeptide Copper 복합체를함유한제제의장점은상처
치유(당뇨성궤양) 분야에서이미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얼굴피부에대한연구논문이발표된적은없었다.
GHK-Cu를 함유한크림의피부에대한작용을규명하기

를통해생체활용도가입증되었다. 임상효과를확립하기위위한 일련의연구가있었고피부의생리적활용에있어
해8주간이중맹검법을실시하였다. GHK-Cu를함유한크림 GHK-Cu Complex가 일반인의섬유아세포내 콜라겐합성
이 잔주름, 피부결과탄력에여러기능을수행하여현격히

을 증가시킨다는사실이in vitro 실험에서밝혀졌다. GHK-

개선시켰으며계기측정이임상결과를증명했다.

Cu 크림과비교하기위해서레티놀을함유한제품을
대조군

비타민K를 함유한제품과비교하기위하여GHK-Cu 크

으로8주 동안이중맹검법으로실험하였다. 둘다 피부결,

림을3주간의이중맹검법으로얼굴의절반에임상실험을했안색, 잔주름및 전반적인일광손상에대해상당한개선이
다. 실험과정에서GHK-Cu 크림은눈 주위피부를상당히
개선시켰으며유효성및 안전성대비비타민K제품보다월

있는것으로나타났다.
GHK-Cu 크림의경우안색과탄력에
있 어보다더현격한

등히나았다. 이어서실험결과를증명하기위해부드러운안개선이이루어졌다. Peptide(아미노산
화합물) 전달체와
색을가진여성부터초기광노화징후가있는41명의여성

Copper 함유율사이의기능을연구하기위해서
8주간두번

을대상으로Copper Peptide를함유한
Eye크림을하루두번

째이중맹검법을실시하였는데한쪽에는PeptideCo대pper

사용토록하는12주간의실험을했다.

비율을다른쪽2배로포함시켜두가지제품의효능을평가

4주만에잔주름, 깊은주름
및전체눈꺼풀의외관에
대한

하였다. 양쪽제품모두광노화에대해상당한개선이되는

트리코민Ⓡ

것으로나타났으며두 가지성분에따른차이는없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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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몰에서88%, 5X10(-3)몰에서68%, 10(-3)몰에서40%,

음파반향도의측정결과양쪽제품모두dermal matrix 의밀 5X10(-4몰
) 에서21% 그리고10(-4)몰에서10%씩감소시키는
도증가를보였다.
GHK-Cu와 관련한연구결과를평가하기위해서보다많

것으로밝혀졌다. 이와유사한실험조건에서sodium azide
와 DABCO는 10(-2)몰에서1가 산소를각각86%, 88%씩억

은피실험자를대상으로이중맹검법및위약실험을했다. 부제하였다.
드러운안색을가진여성부터초기광노화징후가있는여

Hematoporphyrin, riboflavin, methylene blue 같은또다른

성 71명이12주간의연구에참여했다. 1주가지나자피부탄

1가산소를형성하는광감제또한Cu(2)와 유사한결과를보

력, 안색및 전체적인외관이플라시보제품에비해눈에띄

였다. 그러나Fe(2), Fe(3), Zn(2) 또는As(3)는 1가산소에대

게 좋아졌다. 2주째가되자잔주름이, 4주째에는
깊은주름

한 중화력을보이지않았다. 반응시스템내 코퍼함유펩타

이 개선되었다. 눈에띄게개선된피부탄력도는전체적인

이드의존재에도UV 조사에따라구리의1가산소중화력은

피부밀도와두께에대한초음파측정치와일치했다. 피실험

52~66%까지감소되었다. 금속이온의
1가 산소중화력은활

자들은제품의기능에대해확실히인정했으며이에반하는

성산소(ROS)가 유발하는독성작용을막기위해광역학반작

주/객관적부작용은없었다. 요약컨데, GHK-Cu를함유한제 용이라는산소에의한손상을감소시키는특징을보여준다.
품은광손상된얼굴피부의외관을현격하게
지속적으로개
선시켜준다.

Copper(II) as an efficient scavenger of singlet
molecular oxygen.

Effects of Topical Creams Containing
Vitamin C, a Copper-binding Peptide Cream
and Melatonin Compared with Tretinoin on
the Ultrastructure of Normal Skin

Joshi PC. Photobiology Laboratory, Industrial Toxicology

Ahsan A. Abdulghani, MD, amelia Sperr, RN, Sophia Shirin,

Research Centre, Mahatma Gandhi Marg, India.Indian J

Md, Galina Solodkina, MD, Elvira Morales Tapia, LPN,

Biochem Biophys 1998 Aug;35(4):208-15

Barbara Wolf, PhD, and Alice B. Gottlieb, MD, PhD
Divisions of Dermatology and Clinical Phamacology,

활성산소(ROS)는 DNA, 단백질, 탄수화물
및지질등의조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Robert

직손상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는
것으로인식되고있다. 활

Wood Johnson Medical School, New Brunswick, New Jersey,

성산소의증가와항산화보호체계의약화는
암과에이즈를

and Revlon Research, Edison, New Jersey. Disease

포함하여다수의악화과정에기여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Management and Clinical Outcomes 1;4:136~141, 1998

여러형태의ROS 가운데광감작용반응에의해주로형

Elsevier Science Inc.

성되는1가 산소는수용액내에서선택적으로오래도록존
재하기때문에그 생리적중요성은더욱크며세포보호막
을 통과하여생체분자에미치는반응성은매우높다.
지금까지의연구를통해(1) Rose Bengal(시약)의광감작

피부의미세구조에대한국소트레티노인과비교하여비
타민C, GHK Copper Peptide 복합체및 멜라토닌의국소적
용 효과에대해서는별로알려진바없다. 이들국소제품들

용에의한1가산소형성, (2) Sodium Azide, DABCO 같은이 가운데어떠한것이광손상된피부와관련하여재생과정을
미 알려진1가 산소중화제로활성산소억제, (3) 1가산소

향상시키는지판별하는데흥미를갖게되었다. 건강한피실

중화에따른Cu(2)의 효능연구에의해Cu(2)의 1가산소중

험자에게국소제품을임상처방한후 피부내프로콜라겐합

화작용을평가하였다. 그결과
Cu(2)는1가산소의형성률을

성을연구하였다. 국소도포후 각화세포의증식, 각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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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탈모증치료

의 분화및 피부부작용에대한변화를확인하기위해추가

들이12주 동안조사자-맹검법으로
연구되었다. 가장우선

연구가진행되었다. 이연구를위해20명의건강한피실험

적인목적은모발이식첫 번째단계를이해하는탈모가있

자들이1개월간참가하였다. 트레티노인과
비타민C를함유

는 건강한자원자에있어서염성드레싱(placebo control)과

한국소크림을10명의지원자들의양쪽허벅지피부표면에

비교하여구리복합체가함유된거즈드레싱
(GraftCyteTM

각각도포하였다.

Moist Dressings)의결과를비교하기위함이다. 강화된이식

나머지10명의지원자들에게는멜라토닌과Copper를 함

조직의치료상태판단은이식된모발과그 주변모발의성

유한크림을양쪽허벅지피부표면에각각도포하였다. 실

장 또는쉐딩뿐아니라기본적치료특질의임상적관찰을

험 1개월후 피부내 프로콜라겐합성, Ki67+ 각화세포(표피

기본으로한다(홍반과부종).

증가)의수, K-16 각질(표피분화) 및
피부CD3 + 세포(T 임

그라프트사이트모이스트드레싱의사용과직접적으로

파구)의수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기준피부생체조직에대연관되는주목할만한효과는홍반과부종의
감소이며현저
한 면역조직학적평가를하였다.
면역조직학적평가에서트레티노인처리한10명의지원

한 보유력과이식된모발의계속되는성장이다.
추가적으로, 이발견은염성플라시보
치료와비교하였을

자 가운데4명이, 비타민C 처리한
10명 가운데5명이, 멜라

때 그라프트사이트
모이스트드레싱처치를받은두피측면

토닌처리한10명 가운데5명이그리고코퍼함유
크림처리

에서우수한결과가나타났다고판단되는9~12명의환자에

한 10명의 가운데7명의 피부 조직에서dermal papillary

게서온 것이다.

fibroblast에
s 의한프로콜라겐형성이유의하게증가한것으

전반적결과는단기간의모발이식치료기간동안상처에

로 밝혀졌다. 피부내 콜라겐합성결과가좋은피실험자를

집중된임상학적이점과구리복합체를함유하는그라프트

선정하여계속된연구에서트레티노인은표피의증가를향

사이트모이스트드레싱의
증가된이점을나타낸다.

상시킨것으로나타났다. 트레티노인과
비타민C의피부내
CD3 + 세포(T 임파구)의감소는이들복합체가항염기능이
있는것을 의미한다. 비록트레티노인, 비타민C, 멜라토닌 미국 FDA임상 2단계 발모치료 결과
과코퍼함유펩타이드를도포한모든실험자들의피부에서
콜라겐합성이니타난것은아니지만이물질들이피부내콜

Copyright 1997, Reuters News Service KIRKLAND, Wash.,

라겐합성을향상시키는
것으로우리는결론지었다. 이러한

April 4/PRNewsWire/

물질들이피부표피의광손상을복구하는과정에서그리고

1997년 4월4일자KIRKLAND 로이터뉴스서비스

항염인자로서적용하는데 개방되어있다는결론이다.
프로사이트사(나스닥
코드: NNM : PRCY)는 18~40세 남
성형탈모환자를대상으로한 PC1358이라는모발성장복합

Clinical Evaluation of GraftCyteTM
Moist Dressings on Hair Graft Viability and
Quality of Healing

체의초기실험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었다고오
늘발표했다. Tricomin Solution이라는
품명의회사연구물질
임상2상실험에는초기~중기남성호르몬성및남성형탈모
환자36명이참가하였다. 참가자
가운데33명이평가를받았

DAVID PEREZ-MEZA, MD, MATL.LEAVITT, DO, AND

으며두 개의투여집단가운데한 곳은무작위로위약을할

RONALD E. TRACH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당 받았다. 실험참가자들은24주간일일2회씩국소도포하

Surgery Volume 6, Number 1, 1998, Pages 80-84

였다. 이연구의결과에는정수리
부분1 cm2 내 모발의총수
와 중량에대한PC1358 1.25%와 2.5% 처방대비위약의효

모발이식술과이식술후의상처치료에관련된여러현상

과가포함되어있다. 다른결과로서치료부분에대한일반화

트리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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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적평가도들어있다. 실험기간동안PC1358 2.5% 투여

사실 우리 몸에는 Cuprous(Copper 1 또는 Cu1+)와

집단은위약집단대비전체모발수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

Cupric(Copper 2 또는Cu2+)의 두 가지형태의코퍼이온이

한 증가를보였다. 실험단계를거치는과정에서전체모발

존재한다.

중량의증가는발견하지못했다. 일반화장품적평가에서고

이 가운데백색의Cuprous가 전체코퍼이온의99% 이상

농도처방을받은참가자전원이모발이더 났거나현 상태

을 차지하며나머지1% 미만이특정아미노산과결합하여

를유지했다고생각한반면위약투여집단의거의절반은실

작용하는청색의Cupric이다.

험기간동안탈모가더 늘었다고생각했다. 임상2단계이중

간세포성장인자(liver cell growth factor)로
알려진코퍼(구

맹검실험역시복합체의보다심화된안전성평가가이루어

리)는피부유연성과탄력, 혈관및 연결조직형성에도필수

졌다. 실험에서약물관련심각한부작용은전혀없었다.

적인물질로인식되었지만지난25년간의동물및 배양세포

PC1358은 코퍼펩타이드복합체로, 이물질의특정작용

실험에서조직재생에도중요한기능을하는것으로밝혀졌

기전은아직알려져있지않지만, 이러한종류의복합체가

다. 과학자들이조직재생에대한코퍼(구리)의효과를연구

모낭을보호하고성장을촉진하는약리작용이있는것으로

하는과정에서코퍼가혈관형성, 상처부위의섬유다발과대

동물및 실험실연구에서밝혀졌다. 추가실험에서PC1358

식세포의활성화, 콜라겐, 엘라스틴, GAGs의
형성촉진등을

은 모낭을제어하는
세포외기질의주요구성물의합성을
촉

통하여상처치유과정을향상시키는것을발견하게되었다.

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프로사이트사는성장하고있는건강관리회사로상처치
유, 조직재생및 관련기술과관련하여특허받은코퍼펩타
이드복합체에대해연구하고있다.

코퍼의 역사와 발전 과정
1970년대초 과학자들에의해인간의혈청에서코퍼를감
싸고있는효소로발견된3중펩타이드(GHK : Glycyl-HistidylLysine는
) 외부세포막내부의많은단백질에서도찾을수 있

코퍼펩타이드

으며일반적인조직재생과정에서떨어져나오기도한다.

코퍼펩타이드(구리효소)보다
구체적으로GHK-Copper

GHK와 같은특정아미노산과결합된코퍼이온은구조적

or AHK-Copper(성분학명; Prezatide Copper Acetate, Copper

으로안정될뿐만아니라(크림, 젤, 로션과
같은다양한형태

Tripeptide-1는
) 일반대중에널리알려진물질은아니지만,

로 가공이가능) 인체내에서발견되는천연구리전달자와

이미오래전부터팔찌나연고의
형태로관절염이나근육통

유사한방식으로각 세포에공급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을 치료하는데의학적으로사용되어왔으며, 철과아연다

코퍼이온은셀루로플라즈민
(cerulo-plasmin이라는혈장
)

음으로인체에풍부한
금속이온으로발전기에접어든항노 내 단백질이나glycyl-L-histidyl-L-lysine(GHK) 같은저분자
화관리시장에새로이나타난무기물질(미네랄)의하나이

구조의펩타이드와결합되어인체를구성하는세포로전달

다. 코퍼(구리)는인체의성장, 발달및 유지에지대한기능

된다.

을 하고있으며, 특히피부내에서일어나는많은중요한생

이러한코퍼의장점은미국내에서특히, 워싱턴대학, 샌

물학적작용에필수적인물질이다. 일반적으로사람의적정 프란시스코대학을중심으로보다심도있게연구되었으며
구리섭취량은하루평균2.0~3.0 mg(미국인기준)인것으

1986년 대표적인연구기관으로미국프로사이트사가설립

로보고되고있다. 코퍼(구리)가많이함유된음식으로는콩,되면서그동안밝혀진코퍼의장점들을실용화하기위한본
밀 배아, 게그리고간 등이있다. 하지만실제음식물을통

격적인연구가수행되었다.

한 섭취량은하루평균0.9~1.2 mg 정도이며음식물을통해

코퍼펩타이드를활용한최초의결과물은1994년 Wound

공급받을수 있는양에는한계가있으므로비타민이나철

Repair & Regeneration지에발표된이아민젤(Iamin Gel)이라

분과마찬가지로충분한양을공급해주어야한다.

할 수 있다. 당시연구에서심각한당뇨성족부궤양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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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Ref) Gerif D. Mulder. et al,
“Enhanced healing of Ulcers in patients with diabetes by topical treatment with glycyl-L-histidyl-L-lysine
WOUNDcopper
REPAIR & REGENERATION.1994
*(Leslie Baumann MD., Cosmetic Dermatology, 2002. chapter 16, p.118)

대한8주만의임상으로상처부위가완벽하게치유되는놀

지는기미, 색소제거, 제모
등 각종레이저처치및 레이저

라운결과를보여줌으로써이아민젤은큰주목을받았으며,박피, 화학박피등 피부가상당한손상을입게되는시술전
1997년FDA 임상을거쳐당뇨성궤양을
비롯하여울혈성궤

후 처치제품도출시되었다. 이제품은실제로미국을중심

양, 압박성궤양등 각종궤양치료와, 각종수술후 상처부

으로폭넓게사용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위와공여부위, 1~2도화상등에대한치료제로출시되어
현재희귀성전문의약품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FDA는새로이식된모발이휴지기로들어가는것
을막기위해이식후에사용하는그라프트사이트라는
또다
른 프로사이트제품을승인했다. 회사는
이식후 즉시더 많
은 모발이성장할것이며결과가수술후 전형적으로6~8개

이렇게GHK-Cu/ AHK-Cu 코퍼복합체는화학적으로합성
이 가능하므로상품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현
재 의약품및다양한종류의피부관리제품과
화장품에적용
되고있다.
이러한, GHK-Copper의대표적인장점들을학술적연구
자료를근거로하나하나살펴보면다음과같다.

월보다더 빠르게나타날것이라고언급했다.
실제로모발이식과같은심각한상처를유발하는수술후Ω1.

뛰어난상처치유환경을조성한다(Gerit D. Mulder,

처치에있어서코퍼의활용은수술후 가려움증, 크러스트

et al,“Enhanced healing of ulcers in patients with

그리고이식부위의쉐딩현상문제들을최소화하고이식모

diabetes by topical treatment with glycyl-L-histidyl-L-

의 안착률을높일수 있을것이므로환자의만족도를높이

lysine

기 위한제품으로보인다(그림3-11). 또한GHK-Coppe의
r

REGENERATION.1994).

상처치유및 피부재생기능에착안하여피부과에서이루어

Ω2.

copper”

WOUND

REPAIR

&

강력한 항 산화 작용을 보여준다(Joshi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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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GHK-Cu의피부재생시스템

Ω3.

“Copper(II) as efficient scavenger of single molecular

(Wegrowski Y, Maquart FX, Borel JP.“Stimulation of

oxygen” Indian J Biochem Biophys 1998

sulfated glycosaminoglycan synthesis by the

Aug;35(4):208-15).

tripeptide-copper complex glycyl-L-histidyl-L-lysine-

메탈로프로티나제의분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Cu2”
. Life Sci 1992).

TIMPs의 분비를증가시킨다(Aain Simeon, Herve

Ω6.

Emonard, William Hornebeck, Francois-Xavier

“Copper Control as an Antiangiogenic Anticancer

Maquart“The tripeptide-copper complex glycyl-L-

Therapy: Lessons from Treating Wilson’
s Disease”

histidyl-L-lysine-Cu2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July 1, 2001).

stimulates

matrix

metalloproteinase-2 expression by fibroblast
Ω4.

혈관형성및 기능강화작용을한다(G.J. Brewer

Ω7.

부작용이전혀없고, 색조개선, 주름개선
등 다양한

cultures”
. Life Sci 2000).

피부개선효과를보여준다(James J. Leyden,

가장 뛰어난 콜라겐 합성 촉진작용을보여준다

M.D;University of Pennsylvania, 3400 Spruce St.,PA.

(Abulghani A et. al“Studies of the effects of topical

et. al.; ”
.Skin Care Benefits of Copper Peptide

Vitamin C, A Copper binding cream, and melatonin

Containing Facial Cream.”AAD, 2002).

cream as compared with tretinoin on the
ultrastructure of normal skin”1998.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Ω5.

매우 뛰어난 GAGs 합성촉진 작용을 한다

코퍼이온의 미래
저분자구조의특정아미노산과결합된코퍼이온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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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Ref) Abulghani A et. al“Studies of the effects of topical Vitamin C, A Copper binf\ding cream, andd melatonin on the
ultrastucture of normal skin”1998.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MACROPHAGES
ENTER DAMAGED
SKIN AREA
FREGMENTS
ATTRACT
WOUND
MACROPHAGES

SKIN REPAIR
COMMENCES

COMBINATION OF COPPERIIONS
PLUSPROTEIN FRAGMENTS
AMPLIFIESSKINREPAIR

DAMAGED
SKIN GENERATES
PROTEINFRAGMENTS

그림 3-14.

MACROPHAGES
RELEASESKIN
REPAIR GROWTH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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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구리복합체를 함유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군
제품

제조사

사용범위

이아민

프로사이트

항염작용을 하는 상처치유젤

그라프트사이트

프로사이트

이식된 모발의 휴지기 진행을 막아주는 모발이식 후 처치

트리코민

프로사이트

헤어로스 처치

폴리겐

스킨바이올로지

5알파리덕타제의 안드로겐 억제제

콤플렉스 Cu3

프로사이트

레이저박피, 더마브레이젼, 화학박피후 처치

프로텍트&리스토어

스킨바이올로지

레이저박피, 더마브레이젼, 화학박피 후 처치

네오바 나이트 리페어

프로사이트

나이트용 보습제

뉴트로지나

나이트용 보습제

오스모틱스

항노화크림

뉴트로지나 비지블리
펌 나이트 크림&아이크림
블루코퍼

산의성격을띄며모발을지탱해주는상피층에직접침투

있는여러항노화물질중에서코퍼는
2002년10월22일AAD

가 가능하다. 코퍼이온은
모든세포와장기에서필수적으

에서선정된6가지항노화물질로소개되는등 미국을중심

로사용되며, 각세포에작용하여Cytochrome C Oxidase(세 으로크게주목받고있다. 이미코퍼의상처치유, 조직재생,
포내 호흡 촉진작용), Superoxide Dismutase(항산화기능
),

모발성장기능과관련하여100여건의특허와220여종의코

Lysyl Oxidase(콜라겐과탄력섬유를연결하는 기능),

퍼관련제품이출시되고있다.

Macrophage(20여 종 의 성 장 인 자 배 출 ), Matrix

FDA승인을통해출시된Iamin gelⓇ, GraftCyteⓇ, Tricomin

Metalloproteinase(손상세포 제거) 및 Dopamine B

Ⓡ

같은구리제품의유효성, 안정성그리고뛰어난안전성을

Hydroxylase(catecholami을
ne합성)와같은중요한구리의

바탕으로코퍼펩타이드가향후세계항노화시장에서어떻

존효소의형성을촉발한다. 코퍼이온과이러한효소체계사게 자리매김하게될지자못기대된다(그림3-14).
이의직접적인연관은만성구리결핍증(Menkes 병-발육부
진, 가벼운색소침착, 비정상적(곱슬) 모발
등)으로고생하
는 환자를통해서쉽게알 수 있다.

구리 복합체(Copper Peptide)

코퍼이온이모낭에유익한영향을끼친다는사실은앞서
언급한내용외에도다양한연구를통해이미입증되었다.
무엇보다코퍼펩타이드성분은인체내 천연 물질(미네
랄)을활용하므로장기사용에도부작용이전혀없다는점

Leslie Baumann, MD 2002.
Cosmetic Dermatology p118, 2002
The McGraw-Hill Companies Medical Publishing Division

에서높이평가된다. 즉피부과에서주로수행되는상처치
유, 각종박피및 레이저시술전후처치, 모발이식, 모발성

구리는신체내에서세 번째로널리쓰이는미량의요소

장촉진등과관련된다양한기능들을아무런부작용없이효이며, 모든세포에널리분포하고있는데여기서구리는구
과적으로발휘한다는점이기존의항노화재생제품이나
탈

리의존효소의내세포형성에있어서중요하다. 혈류에서코

모치료제들과현격하게구분되는코퍼이온만의특성이라할퍼는가장먼저셀룰로플라스민에결합한다. 그것은또한항
수 있다.
항노화시장이성장하면서최근 연구개발이활성화되고

산화효소수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와사이토크롬C 옥시다
제의형성에도관여한다. 또한
코퍼는라이실옥시다제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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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효소에있어서도반드시필요한데그 효소는엘라

임이밝혀졌다. 특정부위에서만반응이일어나는이유와프

스틴과콜라겐그리고도파민베타하이드록시라제의
연결

로콜라겐합성의증가를가져오는메커니즘을밝혀줄더많

고리에관여하며카테콜라민형성에도관여한다.

은 연구가필요하다. 비록코퍼펩타이드함유항노화크림

글리실히시티딜라이신-코퍼는GHK로도알려져있으며
자연적으로발생하는트리펩타이드복합체이다. 그것은
다
수의제품에서사용되며(표3-2 참조) 상처치유, 탈모와
모
발이식처치및유지, 노화제품, 레이저처치
제품에서그효
과가알려져있다.
프로사이트는(Redmond, WA) 최초로
코퍼펩타이드제품
을 출시했다. 그들의최초제품은수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
인 이아민젤로이것은항염 작용을하는 상처치유젤로서
1996년 FDA의 승인을받았다. 얼마간의기간뒤에환자들
은 대부분이
“기존모발의강화”
라는기록으로이아민과모
발 성장이연관있음을보고하였다.
이것은또 다른수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인트리코민의
출시를가져왔으며그것은헤어로스
치료에사용되도록조
성되었다.
FDA는새로이식된모발이휴지기로들어가는것을막기
위해이식후에사용하는그라프트사이트라는
또다른프로
사이트제품을승인했다. 회사는
이식후 즉시더 많은모발
이 성장할것이며결과가수술후 전형적으로6~8개월보다
더 빠르게나타날것이라고언급했다. 이제품과유사제품
에 대한더 많은연구가유효성을입증하기위해필요하다.
코퍼펩타이드는광노화의예방과치유에사용되는새로
운 대안이라는점에서중요한주제이다.
이중맹검플라시보실험의
부족에도불구하고GHK-Cu는
배양된섬유소내의콜라겐합성을촉진한다는사실이나타
났다. 또한당뇨성궤양의상처폐쇄를강화한다는사실도보
여주었다. 건강한사람피부에코퍼펩타이드의국소사용에
대한연구가문헌으로남아있다.
이연구에서Abdulghani 등은Vitamin C, prezatide copper
acetate, 멜라토닌을진피내프로콜라겐합성을위한면역효
소 분석법사용하는트레티노인과비교하여실험하였다.
그들은코퍼펩타이드로처치한부위에10명 중 7명이기
선으로부터진피내 유두상섬유아세포에의해프로콜라겐
합성이증가되었음을발견하였다.
4성분중코퍼복합체는
프로콜라겐합성에서가장
효과적

의효과를측정하는장기연구가수행되지는않았지만이제
품은무해하며보습제로서기능은만족할만하다.

트리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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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Ω1.

출을용이하게함으로써탈모에흔히동반되는지

성분

Tretinoin 0.025%
약리작용

Ω1.
Ω2.

모낭을막고있는피지, 각질, 솜털등 이물질의배
루, 비듬에도효과적이다.

Ω2.

탈모증치료에유일하게허가받은미녹시딜제제와

두피세포의증식과분화를촉진및 조절하여모낭

병용시미녹시딜제제의두피흡수를3배나증가시

을 막고있는이물질의배출을용이하게한다.

켜 줌으로써탈모증을효과적으로치료할수 있다.

새로운혈관형성작용에있어두피로의혈류량을
증가시켜모세순환이개선되어두피로의영양공급 사용방법
을 증가시킨다.

Ω3.

미녹시딜제제의경피흡수를3배증가시킨다.

1일1회(취침시) 또는2회 적당량을환부에바른다. 민감
한 피부의치료시에는1일 1회또는이틀에한 번씩적용한
다. 증상에따라적절히증감한다.

효능및 효과

두피에적용시탈모억제및 발모촉진효과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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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xid과
il tretinoin
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탈모증 치료요법의 설명 및 평가
(Treatment of Alopecia with a MinoxidilTretinoin Combination)
Adam Lewenberg, M.D.
Advanced In Therapy Vol. 8, No 4, 1991

Ж6개월이후 잔존모발개선환자의90%에서모발재생이

시작됨
Ж2년째 거의완전한모발재생관찰

탈모가시작된지오래되지않은환자(7년 이내) 특히비
유전성및 여성환자는매우효과적으로판명됨

Subject

mail pattern alopecia, general alopecia, alopecia areata 환
자 약 1000명 이상

References

Methods

1. Burton JL and Marshall A : Hypertichosis due to minoxidil.

2% minoxidil, 0.025% tretinoin 혼합액약 2 ml를 1일 3회
탈모부위에분무후 발모효과관찰

Br J Dermato 1979 101:593-595.
2. Javier R, et al : Long-term treatment with minoxidil in
patients with severe renal failure. J Cardiovasc Pharmacol

Results

탈모기간이7년이내인환자484명 중
Ж3개월이내 42%에서잔존모발의개선관찰됨(quality, 성

장관찰, 탈모감소)

1980 2(suppl) :S149-S155.
3. Zappacosta AR : Reversal of baldness in patient receiving
minoxidil for hypertension. N Engl J Med 1980 303:14801481.
4. Weiss VC, West DP, and Mueller CE : Topical minoxidil in

Ж6개월이내 85%에서잔존모발의개선관찰됨(quality, 성

alopecia areata. J Am Acad Dermatol 1981 5:224-226.

장관찰, 탈모감소)

레티노이드와 모발 성장
Wilma F. Bergfeld, MD, FACP Cleveland, Ohio

이 연구는레티노이드가모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
몇 가지약물적접근을통해실험되었다.
연구는Retinoic acid(RA)이모발성장에서특히모낭형성
에 그리고호메오박스(homeobox) 유전자
단백질Hox C8
와 Hox C6를 모조할때에중요한역할을한다라고확증했
다. 실제，RA는 호메오박스유전자들의상향-하향조절을
나타내고, 이는모낭생성, 개시, 분화와심지어억제에영
향을준다.
모낭의거의모든부분에서확인되는RA 수용체RA는 세
포핵내에서CRABP에접합되어，단백질
통합과세포교체

외용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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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한다
RA는 또한기저세포분화와각화된외피양쪽모두를감
소시키는트랜스글루타미나제
(transglutaminase를
) 강화시
키는것을발견했다. 이것은광손상된피부의관리와관련
되는회춘과정의완전한구성요소이다. 결국, RA가특히
모낭성장의개시와분화그리고억제에중요한성장요소
를증가시킨다는것을발견했다. 예를들어, 신생의쥐에표
피의성장요인들을투여하면모낭생성이지연된다.
동물실험에서무모의비타민A 결핍게빌루스쥐를트레
티노인외용제로치료했을때 정상적모발성장을경험하
는것으로나타났다. 그연구는오직alltrans-RA 만이그리고
cis-RA와 마찬가지로미녹시딜과복합되었을때
모낭성장기
가 연장될수 있다는것과동시에휴지기가감소한다는것

나녹시딜Ⓡ

을 발견하였다
안드로겐성탈모를가진
56명의환자에관한한연구에서

미녹시딜은중증의고혈압치료에사용되는혈관확장제

는, 트레티노인0.025% 외용제사용으로
58%의환자에서눈

로서이를경구투여한환자에게서체모의성장, 굵어짐, 색

에 보이는미용적모발성장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 증가등의현상이발견되었다. 이를국소도포용발모촉

RA(트레티노인)의사용이미녹시들의경피 흡수를증가시

진제로개발한제품이미국FDA에 의해서처음으로남성형

키는것을알았기때문에다른환자들은트레티노인
0.025%

탈모증에대한치료제로승인되었다. 따라서미녹시딜
제제

와 미녹시딜0.5%로 복합치료하였다. 이조합은실험된개

는 종래의발모촉진제와는달리효력및 안전성이국제임

개인에66% 이내에서모발성장을가져왔다.

상을통해서입증되었다.

Finasteride는 안드로겐수용체와 결합하지 않는 5reductase 억제제이다. 두개의다른5-reductase 효소들중에 원료약품의분량
서 type 1은 인체두피의지배적인형태이고type 2는 성기

Ω나녹시딜Ⅰ
: 미녹시딜(USP) 5.0g (나노리포좀화한BHA,

조직과모낭의내측모근초(inner root sheath)의지배적형
태이다. 연구들은남성형탈모가5-reductase 결핍과정상적

Retinol palmitate를부형제로첨가함.)
Ω나녹시딜Ⅱ
: 아젤라인산(Azelaic acid) 5.0g (Vitamin B6

type 1 5-reductase 활동으로인해발전하지않는다는것을,

(0.5%), D-Biotin (0.05%), L-Carnitin (0.5%)

type 2 5-reductase가 탈모로의발전에있어역할을하고있
음을시사하고있다고밝혔다. 실제, finasteride가트레티노
인, 미녹시딜과복합사용되었을때 모발성장은안드로겐

효능·효과

남성형탈모증

성 탈모레벨V인환자에게서레벨III까지유발되었다.
이처럼이 연구는트레티노인이모낭성장, 분화와재생
에 있어중요하다는것을확인했다. 제한된동물과인체관

용법·용량

Ω1.

모발과두피를완전히건조시킨후, 이약 0.5~1 ml

찰과연구들은트레티노인이모낭성장을개선하고남성형

를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4개월동안환부에만

탈모(또는안드로겐성탈모)의관점들의어느정도는역전

바른다.

시켰다.

Ω2.

1일총 투여량이2 ml를 초과하지않아야한다.

Ω3.

이 약의사용중단후에는탈모가재발될수 있다.

3장: 탈모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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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가늘어지고빠져고민하는남녀에게공

성상

플라스틱용기에든 무색또는엷은황색의투명한액체

용으로사용할수 있다.
Ω8.

여러가지비타민과천연식물발효추출물로구성
된 액티베이션성분들이두피에영양을
공급하여모

포장단위

50 ml

발을건강하고튼튼하게해 준다.
특징

헤어에센스

Ⓡ

Ω1.

강력한침투및세정
효과로모낭을막고있는피지,
각질, 솜털등의이물질의배출을용이하게함으로
써 탈모에흔히동반되는지루성피부염, 비듬에도

성분

알로에참깨꽃, 톱
야자외 식물자연발효추출물및비타
민등

효과적이다.
Ω2.

탈모증치료에허가받은제품과는달리그 개발목
적을용매추출이아닌자연발효기술을이용하여
탈모방지, 발모를목적으로개발되었으며강력한세

약리작용

Ω1.
Ω2.
Ω3.

두피로의혈류량을증가시키며항모발손실효과를

정, 모낭영양공급, 침투캐리어에의해그효과가배

촉진시킨다.

가 된다.

두피세포의증식과분화를촉진및조절하여모낭을
막고있는이물질의배출을용이하게한다.

사용방법

새로운혈관형성작용에있어 두피로의혈류량을

Ω1.

증가시켜모세순환이개선되어두피로의
영양공급
을 증가시킨다.
Ω4.

Ω5.

헤어에센스샴푸로매일한 번 사용후 헤어에센스
를 두피에적당량을바른후 마사지한다.

Ω2.

모낭세포에서DNA 합성의
증가를유도하며동시에

최대효과를얻기위해서는헤어에센스를아침저녁
으로하루두 번 사용한다.

섬유세포나상피각질세포와같은비모낭세포에서

Ω3.

효과를얻은후에는저녁에하루한 번 사용한다.

는 유도하지않으며양 특이적방법으로모든모낭

Ω4.

증상에따라적절히증감한다.

세포에서DNA 합성을증가시킨다.

Ω5.

눈썹등 체모가부족한곳에사용하면효과적이다.

자연발효성분들이모낭의원활한메타볼리즘을유
도하여모발성장사이클을정상화시키며강력한침
투 효과로모낭종자층매트릭스세포에공급되는
모세혈관의혈행을개선시켜머리카락의케라틴합

i-MEDES™ HAIR ESSENCE
i-MEDES™ HAIR ESSNCESHAMPOO

성에적합한환경을만들어준다.
Ω6.

본제품은과일, 곡물
등이미식품으로사용하는물

용량

질들을독자적인발효기술을접목하여개발되었으

1. i-MEDES™ HAIR ESSENCE : 30 ml

며 발효과정중 얻어지는활성성분을이용하여인

2. i-MEDES™ HAIR ESSNCESHAMPOO 200 ml

체에무해하며안전하다.
Ω7.

본 제품은유전적인원인, 호르몬의물균형, 과다한

상품구성및 개요

정신적스트레스및다이어트, 잦은퍼머와
염색, 드

Ω상품명: i-MEDES™ HAIR ESSENCE

라이사용, 악성비듬, 두피
각질화등의두피문제로

i-MEDES™ HAIR ESSNCESHAM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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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Ω1.

비듬방지효과가뛰어나다.빠른시일내에악성비
듬이사라지고깨끗한두피를유지하도록도와준다.

Ω2.

가늘어진 머리카락이굵어진다.

Ω3.

원활한메타볼리즘: 은행열매발효추출물에의한
모낭의원활한신진대사를통해모발성장사이클정
상회복에도움이됩된다.

Ω4.

모세혈관의혈행개선: 인삼발효추출물성분과비
타민함유과일산이모낭종자층매트릭스세포에작
용하여모낭기능을향상시켜준다.

Ω5.

모낭기능향상: 알로에, 녹차및 인삼발효추출물
중사포닌과비타민성분의시너지효과로머리카락
의 DNA 합성을유도하고모발성장의최적환경제
공을제공한다.

Ω6.

모발과두피에활력: 강력한세정효과를가진천연

Ω제품의유형: 화장품(헤어케어
전문)

발효물질이모공의노폐물을제거하고천연액티베

Ω기술및 판매원: ㈜메데스코리아

이션성분들이두피에영양을공급하여모발을건강

성분및 용량

하게해준다.

감초추출물, 레몬추출물, 은행추출물, 비타민
등

Ω7.

침투효과를재현하여모발성장최적 환경을제공

특징

Ω1.

본 제품은과일, 곡물등이미식품으로
사용하는물
질들을㈜메데스코리아의
독자적인발효기술을접

Ω2.

강력한침투효과: 신발효기술의접목으로강력한
한다.

Ω8.

항균및 재생효과: 발효추출물의항균효과로지

목하여개발되었으며
발효과정중얻어지는활성성

루성피부염, 비듬, 가려움증
등 두피질환에효과

분을이용하여인체에무해하며안전하다.

적이다.

본 제품은유전적인원인, 호르몬의물균형, 과다한

Ω9.

머리카락을생성시키는모낭종자층매트릭스세포

정신적스트레스및다이어트, 잦은파마와
염색, 드

에활성영양성분과비타민공급을통해원활한케라

라이사용, 악성비듬, 두피
각질화등의두피문제로

틴합성을돕고모세혈관의혈행을촉진시켜모낭의

머라카락이가늘어지고빠져고민하는남녀에게공

기능을향상시켜준다.

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디자인되었다.
Ω3.

자연 발효성분들이모낭의원활한메타볼리즘을

주원료의효능

유도하여모발성장사이클을정상화시키며강력한

Ω1.

침투효과로모낭종자층매트릭스세포에공급되는

Ω4.

Aloe(Aborescense) Extrac t: 영양공급, 5-Alpha
Reductase Blocking

모세혈관의혈행을개선시켜머리카락의케라틴합

Ω2.

Ginseng Extract : 혈행촉진

성에적합한환경을만들어준다.

Ω3.

Angelica Gigas Nakai Extract : 여성호르몬조절

여러가지비타민과천연식물발효추출물로구성된 Ω4.

Black Soybean Extract : DHT 생성억제, 항염증효과

액티베이션성분들이두피에영양을공급하여모발

(감마및 알파리놀레익산, 리놀레익산, 올레익산의

을 건강하고튼튼하게해준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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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5.

Sesamum Indicum Extract : DHT 생성억제

제품사용순서

Ω6.

Grape Seed Extract(Procyanidin Oligomers) : 머리카

헤어에센스샴푸→ 헤어에센스

락 성장촉진
Ω7.

Saw Palmetto Extract : 모낭의안드로겐수용체방
지, 5-알파리덕타제효소제거로DHT 생성방지

Ω8.

Gingko Biloba Extract : 혈행촉진

Ω9.

Pine Tree Leaf Extract : DHT 생성억제

Hair Essence TONIC
모발및 두피보호전문헤어제품

Ω10.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Extract : 모발성장
Ω11. Lemon : 영양공급, 세정및 발효흡수제

상품구성및 개요

Ω12. Licorice Extract : 호르몬조절및 중화제

Ω상품명: HAIR TONIC

Ω13. Tretinoin Acid : 상피조직의기능수행, 세포재생, 머

Ω제품의유형: 화장품(헤어케어전문)

리카락의신진대사작용

Ω판매원: ㈜메데스코리아

Ω14. Vitamin B1 : 세포성장
Ω15. Vitamin B2(Riboflabin) : 부드러운피부의신진대사,

다른조직의산소치환, 전분과당분의동화작용과신
진대사

성분및 용량

감초추출물, 식물성프라센타, 옥토피록소, 알로에
추출
혼합물, 카모마일, 알란토인
등

Ω16. Vitamin B3(Nicotinic Acid) : 피부, 간장및 혈액순환

기능유지, 전분과탄수화물
의동화작용에필요인자
Ω17. Vitamin B6(Pyridoxine) : 조혈기능, 피부와
신경기

용량

100 ml

능 유지, 단백질, 지방및 탄수화물의작용도움, 모
발성장
Ω18. Vitamin C : 교원질형성, 항산화효과, 히스타민의과

잉 생성억제, 상처치유효과, 체내의
철분흡수촉진
Ω19. Vitamin D : 체내의칼슘밸런스유지, 신진대사활

성, 체내의산소치환
Ω20. Vitamin E Acetate : 근육조직및 전신의맥관조직,

혈행촉진
Ω21. Zinc Sulfate : DHT 생성억제, 항염증효과
제품사용방법

Ω1.

헤어에센스샴푸로매일한번머리를감고말린다.

Ω2.

헤어에센스를두피에적당량을바른후마사지한다.

Ω3.

최대효과를얻기위해서는헤어에센스를
아침저녁
으로하루두 번 사용한다.

Ω4.

효과를얻은후에는저녁에하루한 번 사용한다.

Ω5.

눈썹등 체모가부족한곳에사용하면더욱효과적
이다.

구성

헤어토닉100 ml

외용치료제

상품특성

Ω1.

알로에은행잎등자연발효시킨혼합물을함유하여
손상된모발보호및 두피의환경을개선시켜준다.

Ω2.

발효과정중얻어지는
활성성분을이용하여인체에
무해하며안전하다.

Ω3.

Flavonoids, Matricine, Azulene 및 Bisabolo을
l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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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식물 발효 추출물과 비타민을 함유하는
헤어에센스 사용하는 새로운
탈모증 치료요법의 설명 및 평가
(Treatment of Alopecia with Fermented
Extracts using a Natural Fermentation
Technology-Vitamins combination)

하고 있는 카모마일(Anthemis Nobilis Flower
Extract을
) 처방하여세균성피부염과점막의염증에 Subject
효과적인다.
Ω4.

식물성프라센타단백질의작용으로모발의구조에

mail pattern alopecia, general alopecia, alopecia areata 환
자 약 50명 이상

특별한영양을주고모발의모공을채워주며손상을 Methods
치료하고모발끝을부드럽게해준다.
Ω5.

옥토피록소를함유하여비듬이나피지를제거하는

헤어에센스약 3 ml를 1일2회탈모부위에분무후 발모
효과를관찰한다.

기능을가지고있어
이상적인모발의상태를유지시
켜 준다.
Ω6.

본 제품은유전적인원인, 호르몬의불균형, 과다한

Results

탈모기간이5~10년 이내인환자50명 중

정신적스트레스
및다이어트, 잦은퍼머와
염색, 드
라이사용, 악성비듬, 두피각질화등의두피문제
로머리카락이가늘어지고빠져고민하는남녀에게 References
공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디자인되었다.
Ω7.

글리시리진을함유하고있는 감초 뿌리 추출물
(licorice root extract)을 처방하여항염기능이뛰어
나다.

1. Journal of Investigational Dermatology : 1997 Aug 109 (2) :
152-7
2. Inhibition of steroid 5 alpha-reductase by specific aliphatic
unsaturated fatty acids.

제품컨셉

3. Inhibition of 5alpha-reductase activity in human skin by zinc
and Azelaic acid.
4. Human prostatic steroid 5 alpha-reductase isoforms--a

관찰기간 관찰결과
3개월 이내 30%에서 모발 손실 부위에 솜털 및 잔존 솜털에
성장 관찰됨(quality, 성장관찰, 탈모감소)
6개월 이내 52%에서 모발 손실 부위에 솜털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잔존 모발의 개선 관찰됨(quality, 성장관찰, 탈모감소)
6개월 이후 모발손실 부위 재 발생한 솜털과 잔존 모발 개선 환자의
85%에서 모발 재생이 시작됨
* 탈모가 시작된지 오래되지않은 환자 (5년이내) 특히비유전성및체모가
부족한 부위및 두피에남성보다 여성환자의 경우매우 효과적으로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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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selective inhibitors.
5. Testosterone metabolism in primary cultures of human
prostate epithelial cells and fibroblasts
6. J Steroid Biochem Mol Biol, 55 : 3-4, 1995 Dec, 375-83
7. Acta Obstet Gynecol Scand, 67 : 5, 1988, 397-9
8. Proanthocyanidins from grape seeds promote proliferation of
mouse hair follicle cells in vitro and convert hair cycle in
vivo.
* Attached Clinical Photograph of Congenital Baldness(Age :
10, Male, Japan) provided by Japan Hair Association

단가드Ⓡ
성분

Zinc pyrithione 2%
약리작용

Ω1. Cytostatic action : 표피각질세포의turnove를
r 감소시

켜 표피가과다하게인설화되는것을억제한다.
Ω2. Antifungal action, Antibacterial action : 두피지루피부염

부위에과다증식된P.ovale의 수를정상화시킨다.

사의지시에따라사용한다.
투여방법

두피의반은zinc pyrithione 1% 샴푸로, 나머지반은ZPT
성분이없는샴푸로샴푸한다.
zinc pyrithione 1% 샴푸로일주일에2회씩4그룹으로나
누어각각1회, 3회, 6회, 9회샴푸한다.

적응증

비듬및 두피의지루피부염

Ω대상질환: 비듬
Ω피험자수: 32명

특징

Ω1. 두피세포의비정상적인증식을억제함으로써비듬을

효과적으로치료한다.
Ω2. 피부내로흡수되지않으므로안전하며부작용을유발

Ω결과: zinc pyrithione shampoo로 치료한두피에서비듬

이 placebo의 부위에비하여유의성있게감소함
Ω결론: zinc pyrithione 샴푸가임상적으로비듬의치료에

효과적임을보여줌

하지않는다.
Ω3. 우수한세정제와컨디셔너가동시에함유되어있어서

두피및 모발을청결하고부드럽게유지한다.
사용방법

적당량의액을취해젖은두피위에바르고거품이나도
록 마사지한후 물로충분히헹군다. 처음2주간은최소한
일주일에2번사용하고, 그후에는정기적으로의사
또는약

References
* The effects of a shampoo containing zinc pyrithione on the
control of dandruff - R. Mark et al, British Jouranl of Dermatol,
112, 415-422, 1985

외용치료제

스티프록스Ⓡ / 세비프록스Ⓡ

177

미약한항염작용이있어효과가뛰어나다.
Ⓡ
Ⓡ
Ω3. Anti-microbial effect : 스티프록스
/세비프록스
샴푸

는진균뿐만아니라Gram+, Gram- 균에도우수한항균

성분

Ciclopirox olamine 1.5%

작용을나타낸다.
Ω4. 기존Ketoconazole 제제는유소아에대한안전성이확

립되지않아12세이하의소아에게는사실상금기이나,

작용

두피에적용된후 스티프록스/세비프록스 샴푸의주성
Ⓡ

Ⓡ

분인광범위항진균성분, Ciclopirox olamine이비듬및 지
루피부염등에서과다증식된Malassezia 균에항진균효과
를 가져비듬과지루피부염에효과를나타낸다.

Ⓡ
Ⓡ
스티프록스
/세비프록스
샴푸는의사의처방으로영

유아에도사용이가능하다.
Ω5. 피부에irritan로
t 작용하는보존제와착색제등을함유

하지않아자극이적다.
Ω6. Conditoner : 스티프록스Ⓡ/세비프록스Ⓡ 샴푸는

Conditioner 성분을함유하고있어모발이뻣뻣해지고

특징

Ω1. Braod anti-fungel effect :스티프록스/세비프록스샴
Ⓡ

Ⓡ

엉기는현상이나타나지않으며, Conditioner 효과로모

푸는비듬및 지루성피부염의원인균인Malassezia 균

발을부드럽게하고볼륨감과윤기를더 해준다.

에 대하여 우수한 요과를 보일뿐 아니라, 기존

Ⓡ
Ⓡ
Ω7. 기분좋은향기: 스티프록스
/세비프록스
샴푸는기분

Ketoconazole 제제보다광범위한항진균작용이있다.

좋은향기로불쾌한냄새가나지않는다.

따라서두피질환뿐아니라안면백선, 체부백선, 족부무사용방법
좀 등에도목욕이나샤워시 전신적용이가능하다.
Ω2. Anti-inflammatory effect : 염증을동반하는지루성피

부염의치료에항염작용은매우중요하다. 스티프록스
/세비프록스 샴푸는기존 Ketocoonazole 제제에는

Ⓡ

Ⓡ

머리를물로적신후 거품이날 정도의충분한양을적용
하여손가락끝으로충분히마사지해 준다. 주2~3회 적용,
필요에따라사용횟수를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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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lopirox Shampoo for Treating Seborrheic
Dermatitis

로피록스의항염증 효과는 5-lipoxygenase와 cyclooxygenase의 활성을억제하는것을비롯하여여러기전을
통하여나타나는것 같다.

A. K. Gupta MD et al, Skin Therapy Letter Volume 9 No.
임상시험(Clinical Trials of Ciclopirox)
요약

지루성피부염은면역능을가진성인의
1~3%에서나타나

Vardy 등은시클로피록스샴푸의지루성피부염치료에
대한효과를연구하기위해이중맹검, 무작위, 플라세보
임

는일반적인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원인은알려지지
않았지

상시험을시행하였다. 102명의환자를시클로피록스샴푸와

만, Malassezia 속의효모균의
영향등많은발병인자들이보

기제(vehicle shampoo)를1주일에2회씩4주간무작위로매

고되고있다. Anti-Malassezia 효과와항염효과를함께가지

회5분씩두피에적용하였다. 증세와홍반(erythema), 인편

고 있는시클로피록스샴푸처럼다양한치료방법이있다.

(scaling) 및 가려움증(pruritus) 등의징후를평가하였다. 대

시클로피록스샴푸는두피지루성피부염의치료에효과적

조군의41%가 개선또는치료효과를보인반면시클로피록

이고안전한것으로나타났다.

스 샴푸를 사용한 그룹은 93%가 치료효과를보였다
(P<0.00001). 두피의지루성피부염에
대한효과를평가하기

지루성피부염의치료

지루성피부염의
주요한두가지치료법은
국소용부신피

위한또다른이중맹검, 무작위, 플라세보임상시험이진행되
었는데, 1주일에2회씩4주간매회5 ml(긴머리는10 ml)를

질호르몬(스테로이드)과
항진균제를사용하는것이다. 국소

적용하였다. 4주동안
홍반(erythema), 인편(scaling과
) 지루

용 스테로이드를사용하는것은항염효과로염증을가라앉

성 피부염의전반적인상황 등을 6단계(0=none, 1=slight,

히기때문에지루성피부염을호전시킨다. 그러나국소용스2=mild, 3=moderate, 4=pronounced, 5=severe)로 점수화하
테로이드(특히강한효능과불소를함유한스네로이드)를장였다. 결과로시클로피록스샴푸를사용한군이효과적인것
기간사용하는경우에부신피질의기능성부전을유발할
수

으로보고되었다.

있다. 이러한부작용때문에지루성피부염의치료에대한
관심이항진균제를사용하는쪽으로쏠리고있다. 이러한치부작용(Adverse Effects)
료제에는non-specific agent 계열(예, zinc pyrithione,

시클로피록스샴푸를1주일에2회씩사용한626명의환

selenium sulfide, propylene glycol, lithium succinate),

자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가려움증이
나타나는것이가장

hydroxypyridone 계열(예ciclopirox), azole계열(예,

빈번한부작용이었는데
피부자극, 홍반및 가려움증이대상

bifonazole, fluconazole, itraconazole, ketoconazole,

환자중 약1%에서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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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및 사용방법(Dosage and Administration)

머리를적신다음, 시클로피록스샴푸약5 ml를
두피에적
시클로피록스
(Ciclopirox)

시클로피록스는하이드록시피리돈
계열이며, 지루성피

용한다. 머리가길다면약10 ml 정도
사용하는권장한다. 약
3분뒤에헹군다. 일주일에2회씩4주간적용하다.

부염의치료에사용되는시클로피록스샴푸는무색의반투
명액제이다. 시클로피록스는
Malassezi속
a 의효모균에대한
효과와더불어항염증작용이있음이알려져있다. 시클로

결론(Conclusion)

지루성피부염은Malassezia 속의효모군에대한비정상

피록스의향염증효과는azole 계약물과하이드로코티손보

적이고염증성면역반응이원인일수 있다. 지루성피부염

다도강력하다고Rosen 등의연구에의해보고되었다. 시클

의 가능한치료방법중 하나는항진균효과와더불어항균

외용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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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항염작용을함께나타내는시클로피록스샴푸를사

가 바로본제를사용할경우에는자극감이나타날수 있으

용하는것이다. 시클로피록스
샴푸는지루성피부염의치료

므로초기에는두 약물을함께사용하다가그후2~3주에걸

에 있어서효과적이고안전하다는것이증명되었다.

쳐서점진적으로스테로이드제의사용을중지하는것이좋
다. 강력한스테로이드제를사용해온 경우에는작용이약
한 스테로이드제로
전환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사용을중

니조랄

Ⓡ

지한다.
이약 성분에대하여과민증및그외 병력이있는환자에
게는투여하지않는다.

효능및 치료효과

비듬또는지루성피부염은두피등의피부에상존하는

이 약을장기간사용시혈장에서케토코나졸이검출되지

피티로스포룸(Pityrosporum) 효모균이
스트레스등의유발

는 않았지만, 임부및 수유부에투여하는경우에는의사의

요인에의해과대증식하여그 숫자가10~20배까지증가할

진단후 신중히투여해야한다.

때 발생하는질환으로피티로스포룸을비듬·지루성피부
염이발생한부위(즉두피, 얼굴, 몸통등)에서제거하면이
Ⓡ
들 질환은치료된다. 니조랄
액은두피로부터비듬의원인

타메드Ⓡ

인 피티로스포룸을제거시켜줌으로써비듬을치료·예방
할 수 있는약용샴푸이다.

성분

니조랄액의기제는피부에거의자극이없는베이비샴
Ⓡ

푸의성분으로두피, 모발및 피부에거의손상을주지않으
며 접촉성과민반응시험, 광접촉성
알레르기발현성시험,
광독성시험등 피부독성시험에서도아무런독성반응이나

Coal tar 4%
작용

건선, 비듬, 지루피부염, 습진과
같은두피질환과이러한
증상과관련된소양증의치료

타나지않았다. 또한니조랄액은장기간사용후에도약용
Ⓡ

성분이피부를통해혈중으로흡수되지
않으므로임산부및
수유부도사용할수 있다.
니조랄Ⓡ액은머리를감으면서비듬등을치료, 예방할수
있는약용샴푸이므로
니조랄Ⓡ액 사용시에는일반샴푸를사
용할필요가없다.
부작용

이약을우발적으로복용한경우에는보조수단만을취해
야 하며, 최토나위세척은기도로의흡인으로인하여폐렴
을 일으킬수 있으므로시행하지않아야한다.
눈에들어가지않도록하며, 만일
이 약이눈에들어갔을
경우에는찬물로씻어내야한다.
본제를적용할때에는샴푸(또는바디샴푸)처럼사용한
다. 과민증상및 자극감이나타나는경우에는이 약 사용을
중지한다.
장기간국소용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를사용해온 환자

효능및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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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지루피부염등의두피질환치료용약용샴푸
표피의두께를감소시키면서항소양작용을가지며, 살균
작용이있다.
코올타르액의강렬한색과향을감소시켜사용함에
있어
거부감이없다.
적응증

건선, 비듬, 지루피부염, 습진과
같은두피질환과이러한
증상과관련된소양증에사용한다.
사용방법

젖은머리에적당량의타메드Ⓡ액을적용한후 거품이일
때까지문지르고손가락끝으로충분히마사지해준다. 모
발을물로여러번 헹구어완전히씻어낸다.
타메드Ⓡ는 매일또는두피질환의치료를위해필요할때
마다사용한다.

기타치료제

여러 가지시판중인탈모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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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료제

판토가Ⓡ(pantogaⓇr)

유를확인한결과그들이규칙적으로맥주효모(yeast)를 섭

판토가Ⓡ란(pantogaⓇr)?

취하기때문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 그후독일의
Tronnier

독일MERZ사에서개발한확산성탈모(여성형
탈모)와손
상된머릿결, 손톱의발육부진에처방할수 있는획기적인

교수와스위스의Agpharm제약회사에의해이 성분은과학
적인토대위에작용원리가더욱발전하게되었다.

모발치료제이다. 판토가는 세포의물질대사를통해약용

1978 독일의MERZ사에서“
PantogaⓇr ”
라는약품으로최

효모, 아미노산, 단백질, 케라틴, 비타민B 복합체의
독특한

초 발매한후 유럽및 세계많은나라들에서여성형탈모치

성분이모발의성장, 건강함, 탄력성을
위해필요한영양분

료제로처방되고있다.

Ⓡ

을 공급한다. 판토가는
이미광범위한과학적인연구를통
Ⓡ
하여그 효과가입증되었다. 판토가
는 획기적으로탈모를

감소시키며, 건강한
모발이자랄수 있도록자극하고모발
의 질과저항력을향상시켜준다.

주요성분

약용효모(Vigar yeast(Medical yeast)100 mg. L-cystine 20
mg. Keratin 20 mg
Thiamin 60 mg. Calcium Pantothenate 60 mg

역사

판토가Ⓡ의 역사는1960년대까지거슬러올라간다. 1960
년대칼스버그맥주공장의노동자들이뛰어나게아름다운

효과

ЖJ. Budde, H. Tronnier, V.W Rahlfs 1993년. 여성형탈모와

모발과손톱을가지고있다는것을발견하게되었는데그이 모발구조의퇴행적변화에관한체계적인치료방법=> 판
토가Ⓡ가 효능면에서가장우수하다.
ЖH.Petri, P. Pierchalla. 1990년. 여성형탈모와모발구조손

상치료제로서의약효성
판토가Ⓡ가모발팽창률에서성공적이라고판단한
비율
이 가장높았다.
ЖT. Bergner, 1999년. 여성형탈모와모바구조손상의
성공

적인치료법
여성형탈모치료효과와모발구조손상증상의개선에
있어환자의만족도가장높았다.

기타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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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re- and post-treatment median values and median differences(d)
Treatment group

Swelling(%)

Frontalanage rate(%)

Parletal anagen rate(%)

(24 patients in each group)

befor

after

d

befor

after

d

befor

after

d

Active medication 1

32.5

26.0

-6.0

1.5

81.5

10.0

68.5

78.0

10.0

Active medication 2

31.0

26.5

-4.0

70.0

76.0

8.5

70.0

8.0

7.5

Placebo

29.5

25.0

-2.0

68.5

75.5

7.0

72.0

74.0

4.5

표 3-4. p values intergroup differences in pre-versus post-treatment differences values
Comparleon of treatment groups

Swelling(%)

Frontalanage rate(%)

Parletal anagen rate(%)

≺ 0.001

0.056

0.018

≺ 0.001

0.056

8
0.01

Active medication 1/placebo

0.011

0.230

0.362

Active medication 1/placebo

≺ 0.001

0.188

0.061

(24 patients in each group)
Active medication 1/active
medication 2/placebo
Active medication 1/active
medication

표 3-5. Mann-Whitney statistic P(X≺Y) for differences between the pre- and post-treatment
Treatment group

Swelling(%)

(24 patients in each group)

befor

Active medication 1
Active medication 2
placebo

Frontalanage rate(%)

after

d

32.5

26.0

-6.0

31.0

26.5

-4.0

23.5

25.0

-2.0

63.5

약리작용

befor

after

d

1.5

31.5

70.0

76.0
75.5

Parletal anagen rate(%)
befor

after

d

10.0

63.5

73.0

10.0

3.5

70.0

73.0

7.5

7.0

72.0

71.0

4.5

Ж소아: 1일 1~2회 1회 1캡슐을식후에복용한다

약용효모, 엘시스틴
등 5가지주요성분이독특하게배합
되어모근의필수미세영양소를모근에공급하게된다. 또
한 5가지주요성분이서로상승작용을하여모근이살아있
는 확산성탈모에효과가있다.

부작용

모든약물과마찬가지로판토가Ⓡ도 다음과같은부작용
이 나타날수 있다. 드물게위통, 구토등 위장관불쾌감과
빈맥, 소양증, 두드러기
등이보고되었다. 그러나
임신부가

특징

어떠한원인에의해서건발생한확산성탈모(여성형탈

복용해도될 만큼안전한약물이기때문에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보고는없다.

모)의완화에탁월한효과를나타낸다. 부작용이
거의없어
장기간치료에적합한약물이다. 내약성이뛰어나장기간사복용시일반적주의사항
용시에도약효에는변함이없다.

Ж설폰아미드제제와
동시복용시주의하여야한다.

복용

Ж흉터로인한탈모, 안드로겐유전성탈모에는사용하지

의사의지시에따른다.
Ж성인: 1일 3회 1회1캡슐을식후에복용한다.

않는다.

184

3장: 탈모증치료

그림 3-15. Investigator's evaluation of overall efficacy

Ж임부및수유부에투여할경우에는
의사의지시에따른다.

그림 3-16. Patients' evaluation of overall efficacy

지 관리법의호전정도와효능을비교하기위하여확산성탈
모와구조적인두발손상증세를보이는72명의여성들을대

치료및 효과발현기간

상으로플라시보가통제된무작위이중맹검연구를실시하

Ж평균치료기간은3~6개월이고보통3~4개월이후부터효

였다. 두발의상태와성장은관리를시작하기4개월전후에

과를나타내며필요한경우투여를계속하거나반복투여

결정되며두발의팽창, 현미경검사로관찰가능한이마와정

할 수 있다.

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로측정할수있다. 이기준들로보
면 적극적약물치료1을 이용한치료가통계적으로플라시

Ж판토가Ⓡ는당뇨병환자에게투여할수도있다.

보 치료보다훨씬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적극적약물
치료2에의한치료는플라시보치료보다효과는있지만적

저장과취급

차광기밀용기로25도 미만의온도에서보관한다.

극적약물치료1을 이용한경우보다는좋지않은결과를보
였다. 조사자와환자에의한전체적인효능검사결과전반적
으로이같은결과와일치했다. 적극적
약물치료1에는포함
되나적극적약물치료2에는없는활성부가물질이투약의

확산성 탈모와 구조적 모발손상의 조직치료
(Systemic treatment of diffuse effluvium and
structural hair lesions)

효과를높이는역할을
한다. 적극적약물치료
2에함유된엘
시스틴의양을늘린다해도이 물질을대체할수는없다. 호
전성은좋은것으로나타났으며두 가지약물치료모두부
작용은없는것으로관찰되었다.

jurgen Budde, Hagen Tronnier, Volker W. Rahlfs, Susanne
Frei-Kleiner, Hautartz 44(1993) pp. 380-384

핵심어: 확산성탈모. 구조적두발손상. D-판토텐산
칼슘과
엘시스틴

요약

각기다른함량의비타민B와아미노산을포함하는
두가

확산성탈모 두발의생리적변화로모세관전체에영향

을 미치는탈모증세. 구조적두발손상을수반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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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Swelling : percentage increase in hair thickness after 30 min swelling compared to thickness swelling, recorded
before and after treatment(median values)
Swelling(%)

Treatment group

befor

after

difference

Pantogar(19 patients)

30

24

6

Active medication 2(19 patients)

30

22

9

Placebo (20 patients)

23

27

1

그림 3-17.
Treatment success and failure based on change in hair swelling

표 3-7. Frontal and parietal anagen rate before and after treatment(mean values)
Treatment group
Pantogar(11 patients)

Frontal anagen rate(%)

Parietal anagen rate(%)

befor

after

difference

befor

after

difference

71

80

9

78

85

7

Active medication 2(19 patients) 71

75

4

73

83

10

Placebo(20 patients)

75

7

75

76

1

69

국부적인화학적또는신체적외상이나두발성장과형성장을 함께실시한결과가효능이나호전성면에서좋은것으
애로인한이상변화때문에발병한다. 많은임상실험조사

로 나타났다. 이미수행된이 치료법에관한임상연구에서

로도두발성장장애를앓고있는환자의약 3분 1정도의병

확산성탈모와구조적두발손상그리고손톱의영양부족에

인이아직밝혀지지않은상태이고이 환자들의고통은아

효과를보이는것으로밝혀졌다. 한연구에서또한이 치료

주 크며증세에따른치료가요구된다. 비타민B와 아미노

법이나머지활성물질들을같은양으로유지하였을때 플

산을이용하는치료법이있으며수년에
걸쳐이치료만을계

라시보나d-판토텐산칼슘과보다많은함량의엘시스틴으

속하거나피부병학적상태의치료를위한약리학, 독물학,

로 동량을함유한이중요법을취할경우와비교하였을때

임상학적조사와의연합요법을병행하였을경우연합요법

보다우수한효과를낼 수 있음을증명했다. 따라서본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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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검연구의목표는이 치료에있어서더 많은양의엘시스

하여(두피로부터
0.5에서1.0 cm 떨어진지점에서) 현미경위

틴이대신할수 없는그 활성추가물질이란것이효능측면

에 나란히고정시킨다음0.5 N NaOH 용액을떨어뜨리고5

에서꼭 필요하다는가정을증명하는것이라할 수 있다.

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후에모발의두께를측정하
였다. 모발의팽창정도는0.5 N NaOH용액을떨어뜨리기전

환자및 치료방법

의 평균모발두께와비교하여용액을떨어뜨린후의평균모
발 두께가증가한정도를퍼센티지로나타낸것이다.

Ж환자의구성

연구에포함된집단의크기계산을
위해정한치료집단각

ЖTrchogram anagen rate

각24명의환자들은확산성
탈모와구조적두발손상증세를

각 환자의이마와정수리부분에서머리카락샘플을채취

보이는여성들이었으며임상실험조사로는탈모의원인이

하였으며(이마의머리카락이시작되는곳으로부터3 cm 위

되는질병에대한어떠한것도증명된바 없었고모근의현

그리고귀 위로3~4 cm 부분) 마지막으로
머리를감고5일이

미경 조사 결과 이마와 정수리 부분의 모근 성장률이

지난후50~80개의머리카락을제모하였다. 제모된모발은뿌

50~79% 정도임을알수 있었다. 조사대상환자들의평균연

리에서1.2 cm 떨어진지점에서잘려진것으로현미경위에

령은29.2±2.3 세, 평균체중은62.6±7.9 kg이었다.

놓고유리덮개를씌운다.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영양부족
상태의모발의비율은광학현미경을이용하여관찰하였다.

Ж연구절차

이중맹검의비교연구는세 개의무작위로선별된치료집

Ж전체적인효능의평가

단을대상으로유사집단연구형태로이루어졌다. 이연구

치료후반부에는조사자와환자들이치료의전체적인효

는 1983년 베니스에서수정된헬싱키선언과1987년 12월 9

능을매우좋음(표준화), 좋음(확장
표준화), 만족한다(부분

일공표된의약품의임상연구에관한
올바른시행지침을따

표준화) 또는만족하지않는다(표준화하지않음; 악화)로
나

랐다. 치료는4개월동안
계속되었으며날마다주
식사와함

누어평가했다.

께 특정치료약한알씩하루세번 물과함께복용하도록하
였다. 복용약의구성은다음과같다: 1 capsule of active
medication 1 : thiamine mononitrate 60 mg, calcium D-

Ж통계적평가

치료집단간의차이는Kruskal-Wallia test(다집단간비교)

pantothenate 60 mg, medicinal yeast 100 mg, L-cyctine 20 mg,

와 Wilcoxon-Mann-Whitney test(단독비교)를이용하여분

keratin 20 mg, para-aminobenzoic acid 20 mg, 1 capsule of

석하였으며가능한기준치와의불일치를조정하기위하여

active medication 2 : calcium d-pantothenate 60 mg, L-cystine

분석의기초를집단간의차이에두었다. 모든척도들(팽창,

220 mg; 1 placebo capsule : lactose 300mg.

이마와정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의실험오류인알파값
을0.05로제한하기위해Bonferroni-Holm 절차를다집단
간

Ж효능의범주

모발의상태를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모발의팽창정도

비교에이용하여알파값을0.017, 0.025, 0.050으로변화시
키면서p값을구했다. 각각의비교는동일한통계적수준으

를 이용하였고모근의현미경조사에서나타나는이마와정

로실시되었다. 결과는
중앙값으로보고하였고치료집단간

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을척도로모발성장의정도를측정

차는Mann-Whitne의
y P(X≺Y)값으로나타냈다.

하였다. 이러한척도들은확실한효능을알아
보기위하여치
료를시작하기4개월전과후에조사된것이다. 모발의팽창

연구도중그만두는환자들때문에발생하는결과값의
왜곡을최소화하기위하여최종검사에참석하지않은환

과머리카락의두께는
표준상태에서마이크로미터로표기하 자들의직전조사값들을치료후 값으로사용하였다(최종
였다. 환자한 명당이마부분에서10개의머리카락을채취

값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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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reatment success and failure based on change in anagen rate

Mantel-Haenszel test를이용하여조사자와환자에의해시 음을의미한다(표3-4).
행된전체적효능평가결과를분석하였다. 연구도중그만
둔 환자의경우그 환자에의한평가결과는조사자의평가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PC 프로그램인

다음표 3-5의 Mann-Whitne의
y P값역시상당한차이가
있음을말해준다(P(X≺Y)=0.860, P(X≺Y)=0.708).

TESTIMATE를 도입했다(IDV, Gauting/Munich).
Trichogram agagen rate

Ж결과

정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은치료집단간에통계적으로

연구에포함된72명의환자중 끝까지참여한환자는66

유의한차이가있음을보였다(p=0.018). 이때알파값은
0.025

명으로치료집단1은모든환자들이검사를마칠때까지참

이하이다. 각각의비교결과적극적약물치료1과플라시보

여했다. 치료집단2에서는두 명의환자가탈모가더 이상

치료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나타나지않거나치료의효과를보지못해마지막검사자를

(p=0.005)표3-4)
(
Mann-Whitney 통계로도역시그차이가충

받지않았다. 플라시보집단에서는4명의환자가최종검사

분히크다는것을알 수 있었다(P(X≺Y)=0.269)표
( 3-5).

에 응하지않았으며결과적으로치료도중그만둔 환자모
두가치료후에증상이호전되지않았다고보고했다.

이마부분의모근성장률의경우다집단간 비교에서는
전통적인5% 유의수준에미치지
못했으며(p=0.056) 각각의
비교에서는적극적약물치료1과 플라시보치료간에주목

모발의팽창

표3-3은중앙값을나타낸다. 세치료집단사이에는통계
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다(p≺0.001). 각각을비교한결과

할만한차이가있었다(p=0.017)표
( 3-4). 표 3-3과 5에서정
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의기술통계량과
이마부분의모근
성장률의기술통계량을비교할수 있다.

적극적약물치료1과2사이(p=0.011뿐
) 만아니라적극적약
물치료1과플라시보집단간(p≺0.001)에도유의한차이가
있음을보여준다. P값이
0.017보다작다는것은실험오류관

전체적인효능측정

조사자와환자에의한세 가지 치료법의전체적인효능

점에서5% 유의수준기준으로확실히통계적으로차이가있평가결과세 집단사이에효능의차이가있음을증명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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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p=0.006, 0.011). 각각을비교했을경우적극적약물

서는다른유사연구에비해작은편이다. 치료집단
1에서는

치료1과 플라시보치료간의차이(p=0.003, 0.008)와적극

어떤환자도도중에누락되지않았고그들중 대부분이플

적 약물치료1과 2의 차이(p=0.027,0.014가
) 유의함을보였

라시보집단에있었으며이후조사에따르면그들모두효

다(그림3-3-15, 16).

과 부족으로치료를중단한것으로밝혀졌다.
어떠한부작용도두 적극적약물치료집단에서
관찰되지

부작용과호전성

않았으며호전성또한매우좋았다. 이러한결과로적극적

두 적극적약물치료집단에서는어떠한부작용도관찰되

약물치료1에서추가되었던비타민B와아미노산이치료의

지않았으나플라시보치료집단에서는
한환자가경미한설

효능에중요한역할을하며적극적약물치료2에 함유되었

사증세를보고했다(가벼운
변통). 이증세와플라시보치료

던 엘시스틴의증가량으로는대신할수없다는결론을내릴

와의관계는밝혀지지않았다. 두적극적치료의경우호전

수 있다. 이로써적극적약물치료1이여성의확산성탈모와

정도가매우좋은것으로나타났다.

구조적모발손상을효과적이고
안전하게치료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적극적약물치료법에관한통제된무작

토론

본 연구에서효능의척도는모발의상태(모발의팽창정

위 이중맹검연구의결과를확인시켜준셈이다. 앞선연구
결과또한이를지지한다.

도로측정)와성장(Trichogram anagen rate으로측정)이었다.
모발이팽창하는것은불완전한표피, 축소된케라틴세포
질과외생하는유해물질뿐만아니라남성호르몬탈모증과
같이모발의성장과형성장애로인해저하된시스틴함량
과 같은이유로모발의구성에변화가생겨구조적손상이

Efficacy of a Medical Treatment for Structural
Hair Alterrations and Diffuse
Effluvium- Comparative Double-Blind Study

오는경우이다.
본 연구에이용된검사절차는탄력도측정과는비교되는 H. Petri, P. Pierchalla, H. Tronier, Dermatological clinic of
결과를보였으며Brauckhof와
f Freytag의 연구조사를수정

Dortmud University Hospital

한 것이다. Trichogram anagen rate은탈모에쓰이는약품의

Witten-Herdecke University Dermatological

효과를평가하기위한인정할만한척도로본 연구에서사

Clinic(Director:Prof.Dr. med.H Tronnier), Schweiz.

용한방법론은Orfanos가 기술한절차를참고한것이며여

Rundschau Med. (PRAXIS) 79, No.47(1990)pp.1457-1462

기에서는형성장애모발을성장기모발로분류했다. 모발
의 팽창과trichogram anagen rate을 살펴보면적극적약물
치료1 집단에서플라시보치료집단보다훨씬효과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요약

본 이중맹검연구에서는확산성탈모와특성질환의구조
적 모발변형증세를보이는60명의환자를대상으로4개월

이결과는통계적으로도
증명된바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에 걸친Pantogar 치료를시행함으로써모발의상태와성장

차이는적극적치료1과 플라시보치료간에있었으며적극

에 미치는효과를적극적약물치료2와플라시보치료와비

적 약물치료2와 1사이에서적극적약물치료2와 플라시보

교하여조사하였다.

사이보다적은차이를볼 수 있었다. 조사자와환자에의한
전체적인효능평가에서이같은결과를잘 설명해주었다.
적극적약물치료1은플라시보와적극적약물치료2보다
효능면에서최상의결과를보여주었다. 단순하면서도명확
하게정의된함유물의분류기준때문에
누락률이본연구에

모발의상태와밀도를측정하기위하여효능변수로치료
전후모발의팽창정도, 착색, 두께
수치를이용하였고현미
경학적데이터로모발성장정도를측정하였다.
Pantogar 치료의효과는통계적으로모발의팽창측정과
현미경학적조사결과에의해증명되었다. 팽창측정의
경우

기타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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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방법

한 호전을보였으며현미경학적
조사결과역시아주작지만
탈모의감소를보였다. 플라시보치료법은이같은척도에있환자의구성
어서는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호전성면에서는좋

60명의여성과남성으로
구성된확산성탈모와구조적
모

은 결과를보였고임상적으로발견가능한
어떠한부작용도

발손상환자들이본 연구에포함되었으며
그들이가지는탈

관찰되지않았다. 모발장애는
피부병학적질병사이에중요

모증세에대한어떠한임상또는실험적조사결과가존재

한자리를차지한다. androgenetic and androgenous alopecia

하지않았다.

및 원형 탈모증과함께 확산성 탈모는 흉이 없는 탈모
(nonscarring hair loss)의넓은범주에속한다. 확산성
탈모는

연구절차

어떤환자들의경우의학역사를자세히들여다보거나임상

조사는비교에의한이중맹검연구를기본으로하며환자

실험또는모근샘플의정규화된반복측정을통해그 병인

들은세 가지: Pantogar, 적극적약물치료2 그리고
플라시보

을 설명하기도한다.

치료에각각무작위로배정되었고이 세가지치료법은피상

임상적인징후로는주로
두피전체에영향을미치는탈모

적으로모두동일했다. 조사자나환자모두젤라틴캡슐의포

의 증가와동시에이마와관자놀이부분의모발감소가있

장지, 색깔, 형태로치료법을구별할수는없었다. 치료는4

다. 현미경학적조사결과주로탈모휴지기와또는영양부

개월동안이루어졌고, 주식사때마다하루세 번 치료약1

족 상태의머리카락증가와더불어탈모성장기모발의감

알씩매일물과함께복용하도록했다. 내부적또는외부적

소가나타난다.

인 약물치료를동시에동반하는치료는피했으며모발은환

두발미용측면에서
보면확산성모발손실은주로구조적

자의미용상필요에의해조사자의지시에따라샴푸로감도

모발손상에기인한다. 물리화학적
유해물질이머리카락의

록 했다. Efficacy parameters 다음은4개월동안의특정치료

다공도를증가시키고부서지기쉬운머리결로만들며부분

를 받기전과후에환자들에게실시한조사결과이다.

적으로또는다발적으로모발이가늘어지면서오는모발기
둥의구조적변화로인한탈모증을동반한다. 그렇지않다

모발건강(Hair quality)

면 중요하지않게여겨지는모근샘플중 평균이상의수가

Ж모발팽창(Hair swelling) 각 환자의이마부분, 머리가시

약한모발일것이다. 발병과진단에관한한진보한의과학

작되는부분으로부터10개의머리카락을직접잘라내어

분야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질병들은종종그 원인치료가

현미경슬라이드위에나란히
놓고접착테이프조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경우에는
치료사가증세에따른치료를

고정시켰다. 현미경
슬라이드는22~23도에서4H로 유지

권하게된다.

하여유리덮개를
씌웠다. 0.5 N NaOH 용액을떨어뜨리기

이치료법의효능을측정하는데있어한
가지중요한문제

전에머리가잘려진부분으로부터0.5~1.0 cm의 머리카

가되는것은자연적으로생기는일시적인탈모의완화이다.

락 두께를마이크로미터단위로재고용액을떨어뜨린다

따라서의학적치료의효능은비교에의한이중맹검연구를

음 5분, 10분, 15분, 20분, 25분30분 경과후에반복해서

통해평가되어야할 것이다. 모발건강에미치는의학적효

쟀다.

과를증명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들이나와있다. 현미경

Ж모발착색 밝은색의머리카락을가진환자중 이마의머

조사는특히모발성장을측정하는효능척도로적당하다. 본

리가나기시작한부분바로위에서잘라내었다. Zeiss 광

이중맹검연구를통해모발건강과성장에대한Pantogar 치

도계를이용하여머리가잘려진
부분의바로위에서반투

료를4개월동안실시한후의효과를엘시스틴과d-펜토테산

명 정도를측정할수 있었다. 그당시모발은염색이된

칼슘의조합(적극적약물치료2) 그리고플라시보치료의효

상태였으며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이지날때

과와비교조사하였다.

마다반투명정도를반복해서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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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모발의두께 각 환자의이마에서머리가시작되는부분

검 연구를통해Pantogar, 엘시스틴과d-펜토테산칼슘(적극

으로부터열 가닥의머리를잘라냈다. 머리카락
한 개의

적 약물치료2)과 플라시보치료가모발건강과성장에어떤

지름은마이크로미터단위로잘려진부위로부터0.5 cm

효능을가지는지조사하였다. 치료전과후의모발팽창의특

와 2.0 cm 위에서측정되었다.

징들을모발건강의척도로이용하였다. 구조적으로손상된
모발이건강한모발보다팽창정도가큰 이유는불완전하게
분포된표피처럼모발의구성에변화가오기때문이다. 그

모발성장

Ж모발의밀도 환자마다머리앞부분의측면으로부터1 cm 러므로치료기간동안팽창의정도가줄어드는것은모발건
2

만큼의모발을잘라내어확대경으로1 cm2 면적당몇 개

강이향상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조사방법은실시

의 머리카락이있는지를세어보았다.

하기쉬울뿐더러탄력도와착색측정과는달리
반복해서시
행하여도같은결과를보여준다.

Ж트리코그램 환자각각으로부터이마와정수리부분의모

60명 중 58명의환자가모발팽창에관한연구를마쳤다.

근 샘플을채취하여마지막으로머리를감은지5일이지

Pantoga와
r 적극적약물치료2의치료기간동안팽창률이통

난 후 표준상태에서조사를실시하였다. arms 성장률로

계적으로유의하게줄었으며(p≺0.05) 플라시보치료결과

의학적효과를평가하였다.

치료전수치와비교해서
팽창정도의변화가통계적으로유

치료전 80%의 이마와정수리부분의모근성장률을가

의하지않게나왔다. Pantogar와적극적약물치료2 치료에

지는병색이있는모발을제공한환자들또한평가에포

서와같은현저한팽창률의감소는모발의
구조적인호전을

함되었다.

나타낸다고할 수 있다.

치료과정에서Pantogar 치료집단에서는
86%의환자에게

모발건강에있어서한층나아간척도라할 수 있는착색

서 적극적약물치료2와 플라시보치료집단에서는각각

의정도는어떠한치료집단에서도유의한변화를보이지않

75%와 58%의 환자에게서이마와정수리부근의모근성

았고이것은환자들중 극히일부분이건강한머리를가지

장률의증가를보였다.

고 있지않았기때문이다.
이전연구에서모발의
착색이팽창정도의측정
결과와유

호전성

사한결과를보인다는것을설명한다. 보다기술적인이유

세치료집단에서모두좋은호전성을보였다. Pantogar집 로 모발팽창의측정이착색측정보다는권할만하다.
단과적극적약물치료2 집단에서각각한명의환자만이탈

모발기둥의지름과같은모발두께를이용하여모근의세

모 증세의악화를보고했다. 손톱의부서지기쉬운정도가

포조직의함량에관한정보를알 수 있다. 세가지다른치

심해진경우또한Pantoga와
r 적극적약물치료2집단에서각 료를통해우리는모발두께에관한어떠한통계적으로유의
각 한 명씩나타났다. 플라시보
치료집단에서는한 환자가
배에가스가차는증세를호소한적이있지만이러한부작
용은모두실제로입증되지않은것들이다.

한 변화를관찰하지못했다.
트리코그램으로확인한anagen rate와 더불어모발의밀
도 역시모발의성장에미치는약품의영향을측정하기위
하여이용되었다. 모발의
밀도는손상되지않은모발말단

토론

Pantogar 치료의효능에관한선행연구와임상조사에서
이치료법이구조적모발변형증세를
보이는환자들의모발

의 소낭의개수를나타내는척도역할을한다. 조사결과이
마부분의평균모발밀도가cm2 당 115개로기존의문헌에
기술된것보다모발밀도가작은것으로나타났다.

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확산성탈모가있는환자

그렇지만anagen rate로 확인되는다소현저하게드러나

들의자연발생적탈모율과현미경학적자료를
감안할경우

는 탈모증세가환자들에게서보였다. 세가지치료과정에

또한그러함을보였다. 본연구에서는비교에의한이중맹

서모발밀도의변화는모근성장률의변화와상관관계에있

기타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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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측정결과에있어서내부적또는개인간에상

휴지기와성장기비율그리고모발의밀도에미치는긍정

당한차이가있었다. 게다가이러한모발의밀도변화가단

적인효과가엘시스틴과젤라틴, 레티놀을결합한약을6개월

지 심각한탈모형태에만국한되는것인지따라서모발의밀

동안복용하도록한 비통제적공개연구결과관찰되었다. 같

도가확산성탈모증치료의효능을시험하기
위한척도로써

은 약품으로한 이중맹검연구에서본연구와비교했을때현

적당하지않는것인지를자문해보아야한다.

미경학적조사결과호전정도가현저하게줄어든것을볼 수

Pantoga나
r 적극적약물치료
2도중에는통계적으로유의

있었다. 그렇다면본연구에서실시한
바와같이탈모성장기

한 어떤밀도변화도관찰되지않았다. 반면플라시보치료

와 형성장애에해당하는모발을구별하는것이증세별로또

후 모발의밀도변화가기준치보다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

는병리생리학적으로의미가
있는일인지의심스러울지모른

으로도유의했다(p≺0.05).

다. 보다많은연구문헌의저자들은엘시스틴이모발성장과

탈모치료법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치료전과후에

건강에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는지에대해강조한다. 다른

통제된조건하에얻은현미경학적측정결과는특히
이중맹검

플라시보가통제된이중맹검연구에서는확산성탈모치료약

연구에적당하다. 36명의환자로부터샘플모근을채취하여

을 1개월동안복용한두 집단모두anagen rate의증가를보

평가한결과Pantogar 치료집단은anagen rate의변화를감안 였다. 이러한차이들이통계적으로중요하지않을수도있으
했을때가장큰치료효과를보였고반면플라시보치료과정

며 짧은치료기간과도연관이있을지모르는일이다.

에서는어떤유의한변화도있지않았다. Pantogar 치료를받

동물을대상으로한방사능
실험연구에서엘시스틴과같

은 환자중 86%가, 적극적약물치료2를 받은75%의 환자그

은 아미노산이모발의증식과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리고플라시보치료법을시행한환자의
58%가이마와정수리

며 손톱의표피세포와하조피세포들에게도효과가있음을

부분의현미경학적anagen rate 검사에서증가율을보였다. 이 보였다.
성공적인치료의예에서그 수치는플라시보치료집단보다
Pantogar 집단에서통계적으로보다크게나타났다.

본연구결과는Pantoga에
r 함유된여러활성
물질들의결
합으로보다우수한효과를가져올수 있음을보여준다. 이

확산성탈모에관한지금까지의기록들이객관적이고명

미 구조적모발손상과확산성탈모에대해보고된이같은

백하다할지라도구조적탈모와함께확산성탈모의경우에

성공적치료법은본 이중맹검연구에서재확인할수 있다.

는 22명의환자들에게서현미경학적조사에의해입증되었

모발의팽창과현미경학적조사결과에기초한Pantogar 치

다. 이마와정수리부분의anagen rate로 봤을때 정상적인

료법의효과는통계적으로중요한것이다.

모근샘플을가진 환자들에게는(모근성장률>=80%) 모발의

적극적약물치료2 또한모발팽창정도의측정에기반한

부서지기쉬운정도가증가함에따라탈모로보이는증세가

모발건강의조사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호전을보였다.

나타났다.

트리코그램결과로알 수 있듯이치료기간동안정수리부

다른많은연구조사에서역시확산성탈모증세를보이는

분의anagen rate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한것 또한작

환자들의모든영역의두피에서채취한모발중에서많은수지만어느정도탈모를줄일수 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플
의 정상모근샘플을발견했다. 모발이얇아지는현상에관

라시보치료는이 척도에있어서는효과가없는것으로나

한 그리의미가있지않은현미경학적조사는아마도모발

타났다. 호전성역시좋았고임상적으로발견할수 있는어

의 부서지기쉬운정도와관련이있을지 모른다.

떠한부작용도관찰되지않았다.

확산성탈모와원형탈모의의학적치료의효능을
조사하

이러한유망한연구결과들은향후
통제된무작위이중맹

는 공개된연구들과더불어통제된이중맹검연구역시발

검 연구를통해확실히입증될필요가있으며필요한조사

표되어왔다. 이러한연구들은치료효과를만들어내기위

대상의수를사전에정하고중요한효능
척도들만으로축소

해 적어도3~4개월동안계속되는장기치료의필요성을강

제한함으로써포함시킬척도들과평가방법을단순하고명

조한다.

확하게정의하여연구대상환자의수와형태에보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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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방압통, 성욕감소, 우울증, 오심등이있으며남성태아의여
성화를일으키기때문에임신시에는금기이다.

Spironolactone(AldactoⓇn) e

Cimetidine

이뇨제로사용되는약물로안드로겐수용체를차단하는

소화기계궤양의치료에널리사용되는약물로서항안드

약한항안드로겐효과를
나타낸다. 아직피부과적인치료요

로겐작용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부작용으로성욕감

법으로서미식품의약청승인을받지못했지만조모증, 여드

소, 발기부전, 여성형
유방등이나타날수 있다. 이러한항

름, 원형탈모증, 화농성한선염에서실험적으로사용되고

안드로겐작용으로남성형탈모증, 조모증, 사마귀
등에일

있다. 효과가아주느리게나타나지만여성의남성형탈모

부 사용되나, 효과는아직입증되지않았다.

증에서모발소실을예방하는데 도움이된다고한다. 그러
나 모발의재성장에는효과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부
작용으로월경과다가발생할
수 있어대개경구피임약을함

Serenoa Repens, Saw Palmetto, Permixon

께 복용하며그 외 부작용으로는고칼륨혈증, 여성형
유방
증, 위장장애등이있다.

미국에서이들은건강식품판매가게에서쉽게구할수있
는 것들로그 기전은정확히밝혀져있지는않지만, 항안드
로겐작용이관찰되어주로전립선비대증의치료보조제로
서 사용이되고있으며미국내에서는OTC 제품(약국이나

Flutamide

슈퍼에서처방전없이자유롭게살 수 있는제품)으로판매

flutamide는비교적다른호르몬작용이없는항안드로겐약 되고있다.
물이다. 전립선암, 조모증등에사용되는데임신시에사용하
면 남성형가성반음양을일으킬수 있다. 경구투여시부작
용으로간독성이있으므로사용에유의해야하며, 남성형탈
모증과조모증의국소적인치료제로연구되고있다.

KevisⓇ hair rejuvenation program
KevisⓇ는 다양한탈모증치료에이용될수 있다고주장하
는데, 항안드로겐
작용으로남성형탈모증에효과가있다고
하는미국내 OTC 제품중 하나이다. 특히남녀모든연령

Progesterone
난소에서분비되는호르몬으로서월경주기조절, 임신유

층에사용가능하며탈모를방지하고모발을더욱
건강하게
Ⓡ
만든다고한다. Kevis
에는다양한당단백, 아미노산등을함

지 및 유선발달에필수적이다. 대부분
난소이상의치료나

유하고있는데탈모증뿐아니라여성의여드름, 주름, 지방

피임목적으로사용되며2% 농도로남성형탈모증의국소

이영양증, 진피경화증, 다모증에도
효과를주장하고있다.

치료로응용되기도하지만그 효과는미지수이다.

KevisⓇ의 부작용은정확히알려져있는것이없으나한연구
에서비듬과소양증의증거가보고된바 있다.

Cyproterone Acetate
강력한항안드로겐으로잘 알려진약물로서성선자극호
르몬의분비를감소시킨다. 대부분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아연(Zinc)
이전에도zinc가 여드름이나다른남성호르몬관련질환

의 치료에사용되고있으며여드름, 남성형탈모증, 조모증,

의 치료에많이응용되어왔으며
창상치유와여드름치료그

남성화증후군(virilizing syndrome)의치료제로서시도되고

리고모발성장의촉진효과를가진것으로믿고있다.

있다. 부작용으로서는
월경주기의불규칙화, 체중증가, 유

기타치료제

Fabao 101 D & Formula 101
중국에서건너온한약제제(소위101발모제)로서탈모증
에 효과가있다고주장하지만객관적이고정확한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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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섭취하였을때 도리어탈모를조장할수 있어서영양
결핍상태를제외하고는모발건강을위해서적절한
식이요
법 외에과도한섭취는불필요하다.

는 전혀되어있지않다.

Shampoo or Revitalizer Systems
Iamin(Prezatide Copper)
항산화제역할을
하는구리에서유래된약품이다. 국소적 1. Smart hair care program
인 항염증성창상치유제로사용되다가1996년 탈모에효과

Revitalizer, shampoo, powder gelatin 순으로구성되어있

가 있다는보고가있어주목받게되었다. 최근에는모발이

으며전체프로그램을시행하면탈모방지와모발건강에도

식 후 이식된모발의생착을돕는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

움이된다고주장한다.

져 모발이식술후에사용되기도한다.
2. Nioxin system : www.cherises.com

Bionutrient cleanser, bionutrient treatment, nioxin-

Polysorbate 80
1980년대초에탈모증의치료제로OTC 상품이었으나연
구결과효과가없는것으로밝혀져미식품의약품안전청에

recharging complex vitamine으로구성된다단계시스템으로
서 cleanse로
r 모공을막는지방성분을없애고경구로비타
민 등을공급해모발의건강을돕는다는주장을한다.

서 판매를금지하였다.

Piliel
Folligen(Copper Chloride) :

모발의성장을촉진하고탈모를감소시킨다고주장하여
연구되었던물질로현재연구결과그효과가없는것으로밝

www.regrowth.com

혀져연구대상에서제외된지 오래되었다.

Iamin과 비슷한신약으로구리복합체와Saw Palmetto를
포함하고있는데효과에대한정확한연구는
이루어지지않
았다.

ViviScal
식품보조제중 하나로서특수한바다추출물과규소복합
체를포함하고있다. 단순한어류추출물보다도
효과가뛰어
난 것으로주장하여FDA의 심사를기다리고있으나결과는

Amino Acids

미지수이다.

특정아미노산이모발의성장에도움이된다고주장되어
왔는데충분한식이섭취를하고있는사람에게는큰 도움
은 되지않는것으로생각된다.

Aminexil
콜라겐섬유의합성을억제하고모발의주위조직을유지
시키는작용을하는것으로생각되었으나, 최근
한 연구에

Biotin and Folic acid
오랫동안모발성장을돕는다고주장되어왔지만과도한

서 휴지기모발은되려감소시키고생장기모발은
증가시키
는 등 더 많은임상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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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ymuSkin

바라고있다.

송아지흉선에서추출한물질로면역조절과노화과정을
억제하는것으로생각되고
있다. 현재유럽과캐나다에서는
일부에서사용되고있는데, 그효과를미식품의약청의
승인
을 받으려면연구가더 필요하다.

Antisense technology
Antisense technology가많은기간연구되었으나인체질
환의치료에있어서별 성공을거두지못했다.
Antisense chimeras가 특정유전자부위를변화시켜작용
하지못하게한다는생각이었으나
특정부위에작용하는특

Maidenhair

이성이떨어지고핵산의불안정성, 비용, 결과의
불일치성

거담제로사용되었던한약제로모발성장및 색소결핍에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많다. 남성형 탈모증에서5α-

사용되어왔는데, 부작용도밝혀진것이없지만효과역시

Reducatse를 목표로하여antisense chimera의 두피국소도

증명된것이없다.

포를통한치료가시도되었으나
역시결과는만족스럽지못
했다.

Arnica
바르는한약제로다양한질환, 즉열, 감기, 피부염, 류마
티스질환, 기침, 기관지염, 스트레스에
의한탈모증에사용
되어왔다. 부작용은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물집, 궤양
형

Tricologic Biowave Helmet
전기적자극에의해모발의생장을촉진시키는기구라고
일부에서주장하고있다.

성 등이있다.

ElectroTrichoGenesis(ETG)
Horsetail

정전기적영역에서양성자극에의해모근을자극하는기

역시바르는한약제로서요로감염시약한이뇨제로, 잘부구로서탈모를방지하고모발의신생을촉진할것으로
주장
스러지는손톱이나탈모증에사용되어
왔다. 효과는미지수

되고있다.

이다.

Laser Light Therapy
Black Bryony
뿌리에서추출한한약제로국소적으로도포하였을때 신
경말단을자극하고혈액
순환을증가시켜류마티스성질환
이나탈모증에사용되어왔다. 부작용으로접촉피부염이발
생할수 있다.

유전자 치료
여러연구소에서유전자치료가시도되고있는데두피에
유전자가포함된크림을도포하면모낭세포에유전자가전
달되어탈모와머리카락의색소이상에효과가나타나기를

모근을자극하는특정
파장을내는레이저기구로안전성
면에서는미식품의약청(FDA) 승인을받았지만
효과면에서
는 미지수이다.

모발이식술환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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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

치료법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대머리수술은병의진행

탈모증은일반적으로털이정상적으로존재해야할 부위

상태가계속될가능성이많은20대 후반혹은30대 초반의

에서없어진상태를말하며두피, 음부, 겨드랑이, 눈썹, 속

경우에는앞으로계속진행될가능성이많아수술후 미용

눈썹등 신체모든부위에서탈모증이발생할수 있다. 탈모

상 오히려어울리지않는경향이있어30대 후반이후가적

는 크게흉터가있어서모낭이파괴되고영구히모발이재

당한연령이며병의상태가너무많이진행된경우는모발

생될수 없는상태인반흔성탈모와흉터가없어서모발이

이식수술로효과를보기가어렵다. 한편흉터에의한머리

다시날 수 있는비반흔성탈모등 크게두 종류로나눌수

카락, 눈썹, 음부등의탈모증은흉터의정도에따라달라질

있다.

수 있지만모발이식수술이나
기타성형외과적인수술로치

탈모증은예전의인식과는달리치료가가능한질환이며

료될수 있다.

단지탈모증의원인과종류및 연령에따라적절한치료방
법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비반흔성탈모증중 임상적으로가장흔한형태는원형
탈모증과남성형탈모증(대머리)이다.
원형탈모증은주로두피에탈모가원형으로발생하는것

모발이식수술의 대상
남성형탈모증(대머리), 음부, 눈썹, 수염, 속눈썹, 겨드랑
이 부위의탈모가있는환자나화상또는외상후의흉터로

으로여러개가발생할수있고, 신체
다른부위의탈모와함

인한탈모증환자에게자신의모발(주로뒷머리)을채취하

께 발생할수도있다. 원형탈모증의원인은아직뚜렷하게

여 이식수술을시행할수 있다. 단나이와환자의건강상태,

밝혀져있지않지만스트레스도
발생에상당히중요한원인

수술적합여부등을미리의사와상의한다음수술을결정해

으로생각된다. 이러한원형탈모증의치료로는부신피질호야 한다.
르몬제를탈모부위에주사하거나전신적으로투여하여치
료한다. 반면모발이식수술은
원형탈모증에는별로도움이
되지않는다. 남성형탈모증(대머리)은유전적소인이있는
사람에게서남성호르몬의영향으로발생하는것으로알려

수술 과정
모발이식수술시머리카락을제공할부위(이하
“공여부”
)

져 있는데주로앞머리와정수리부위에발생한다. 특히젊

에 국소마취를시행한후 메스(수술용칼)를사용하여모근

은 남성에게발생하면대인관계등 사회활동에지장을줄

까지절제하며절제된부위는수술용실로꿰매게된다. 채

정도의심한정신적스트레스도까지줄 수 있기때문에치

취범위는이식수술범위에따라결정한다.

료가필요한경우가많다. 약물치료로는일반적으로영구적
인 효과를기대하기어렵지만모발이식수술은효과가좋은

공여부에서채취한모발을하나씩가려낸다음모발이식
용주사기에하나씩끼운뒤주사기를이식수술할
부위에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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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넣고주사기만빼내면이식된모발은빠지지않고그 곳
에서다시자라나게된다.

우도있다.
Ω3.

알레르기반응환자의
체질에따라서마취제에전혀

보통대머리수술인경우는한꺼번에1,600~2,40개
0 정도

얘기치못한과민반응으로가벼운피부발진및 오

의 모발을이식할수 있으며기타부위의수술에는필요한

심, 구토등에서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다양한반

만큼을한꺼번에시행할수 있다. 머리카락을한 개씩이식

응이나타날수도있다.

수술하는단일식모이식술은
수술하는의사가많이번거롭
고 시간이많이걸리는단점이있으나시술후 미용적으로
자연스럽고출혈이적은장점이있다.
수술시간은평균적으로대머리수술인경우약 4~5시간
정도소요되며기타부위는3시간정도소요된다.

수술부위의부작용

드물지않게출혈(5% 이하), 감염(1% 이하), 과도한
종창,
일시적인두통, 일시적인두피의이상감각, 이식부위주위
의 반흔, 이식부위의발육부진, 약제에의한부작용(1% 미
만)을관찰할수 있다.
드물게는켈로이드형성, 이식된모발의완전한성장실

수술 후 경과
수술후가벼운통증과출혈이
있을수 있고수술부위및

패, 지속적인두피의
통증, 공여부모발의완전소실, 영구적
인 두피의이상감각, 공여부의
눈에띌 정도의반흔, 이식된

얼굴이부을수가있다. 이식수술한부위에는서서히딱지

모발의부자연스러운성장, 이식모발의소실, 알레르기반

가 앉게되고2~3주 후부터이식수술한부위의머리카락은

응 혹은다른약제에연관된문제들이발생할수 있다.

빠지기시작한다. 수술3~4개월후부터다시서서히머리카
락이자라기시작하여수술후 9개월정도가지나면성숙한
머리카락이완전히자라나오게된다. 전체적으로볼 때 이
식수술한머리카락의80~90% 정도가자라나게된다. 한편
공여부는2주후 실밥을빼내게되고그 부위는일직선상의
작은흉터가생기지만모발로덮여있게되므로눈에는보
이지않는다.

수술 후 부작용
수술후 부작용으로국소마취제에의한부작용과수술
부위의부작용으로나뉜다.
국소마취제에의한부작용

Ω1.

국소반응국소마취제주입부위의혈종(혈액이고
인 것), 부종, 염증및 농양(고름주머니)과괴사(조
직이썩는것)가일어날수 있으며드물게는신경에
손상을줄 수도있다.

Ω2.

전신중독반응은가벼운두통에서부터일시적인의
식소실, 전신경련
등이일어날수있으며, 심하면호
흡이정지되고혈액순환이잘되지않아
사망하는경

모발관리환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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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모발관리
모발관리는원칙적으로집에서
본인이직접하는것이좋

④ 진정작용
⑤ 종합적인마무리과정등으로구분할수 있다.

다. 머리를감는요령, 빗질을하는법, 샴푸와린스를효과
적으로쓰는것 등 일상속에서충분히자신의머리를잘 관

세정과정은약산성샴푸나
약용샴푸를사용하여머리를

리할수 있다. 하지만이런관리가제대로되지않거나관리

감는과정이며, 스칼프펀치(scalp punch)라는기계를이용

법을잘 모를때는병원에서규칙적인모발관리를받을수

하여두피의각질과모공내노폐물등을깨끗하게제거하는

있다.

과정이두피자극과두피연화과정은고주파와두피지압

병원에서모발관리를하는것은다른헤어센터보다이로

을 사용해두피를자극하는것으로, 이과정은혈류를돕고,

운 점이많다. 우선약을같이사용할수 있다. 대머리나지

두피의케라틴을연화시켜앞으로투여될약의흡수를효과

루성피부염등의질환은관리로만은효과적인
치료가되기

적으로하기위한것이다. 약투여과정은각 질환에맞는공

힘들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입증된약과관리를병행했을

인된약을투여하는과정으로이과정이효과를나타내는데

때효과를극대화시킨다. 다음으로
정확한진단으로제품이

가장중요하다.

나 관리의남용을막을수 있다. 두피와머리카락의질환은

진정작용은모발레이저나고주파마사지를이용하여
염

보통사람이생각하기보다매우복잡하여수백가지에
이른

증을가라앉히고, 상처회복을
촉진시키며모발성장을돕

다. 그러므로이러한질환을정확히진단할수 있는능력을

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두피에영양을공급하고머리카락

가진전문의만이치료와관리를동시에할 수 있을것이라

도 영양을공급하여튼튼한머리카락을만들어내는마무리

생각한다.

과정을거쳐모발관리를마친다.

병원에서해주는모발관리는크게대머리들을위한탈모

물론관리시스템은병원마다약간씩차이를보인다. 매

방지과정과대머리치료과정의코스와지루성피부염코

일 이런치료관리를받을수 있으면이상적이겠지만본인

스 그리고두피를세정및 영양공급코스, 손상된모발관리

의 사정에맞추어보통주 2~3회 간격으로3개월쯤집중적

코스등으로나눌수 있다.

인 관리를받는것이좋겠다.

모발관리는각 코스별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지만크게
과정을나누면다음과같다.

1. 머리감는법

머리를감는횟수는개개인에따라피지분비량이많아
① 세정과정

금세끈적이는사람은매일감아도괜찮고그렇지않는경

② 두피자극과두피연화과정

우에는이틀에한번씩감는경우도많다.

③ 약투여과정

머리를감을때는손톱으로박박긁는것은좋지않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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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지문쪽을이용하여두피를누르면서
마사지하듯감는게

Ω5.

빗질은꼭 머리를자연건조시킨후에해야한다.

좋다.
머리를감는시간을특별히정해둘필요는없지만, 잠자
는동안피지의분비가활발해지므로저녁에감는것보다는

3. 머리말리는요령

머리를감고난 다음에말릴때는다음과같은원칙을꼭

아침에감는게기분은더상쾌해질수있다. 그러나대개아 지키는것이좋다. 머리카락이가장약할때는젖은상태일
침 시간은바쁘게흘러가고건조시키는시간도더 많이필

때로머리를빨리말리게하기위해서머리카락을비비면서

요하기때문에머릿결에좋은자연건조를원한다면자신의

말리는사람들이많은데, 이것은나쁜방법이며, 큰타월로

생활패턴에맞추어머리를감아주는게 좋다. 또한저녁에

전체적인물기를제거한후작은
타월로톡톡두드리듯이나

감을경우자연건조후 잠자리에드는게 좋다. 머리카락이

머지물기를제거하는것이좋다.

젖은상태로잠을자게되면서로뒤엉켜상할수도있기때

또 추운날 젖은머리로외출하는것은머릿결을손상시

문이다. 머리를제대로감는것도중요한데일단두피의기

키는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으므로아무리바쁘더라도머

름기는샴푸로거품을충분히낸 뒤에따뜻한물로헹궈줘

리를완전히말리고외출을하는것이좋다.

야한다. 샴푸나비누
사용시거품이잘나지않는경우는머

머리를말릴때 많이사용하는헤어드라이어도무작정

리의피지때문이므로이때는샴푸를한번더 해주는게 좋

사용하는것보다머릿결을건강하게지킬
수있도록하는것

겠고샴푸가끝나면린스나헤어컨디셔너로마사지를
해준

이좋다. 드라이어에서나오는뜨거운바람은머리카락의구

다음깨끗이헹궈줘야한다. 샴푸또한머리카락의성질에

성 성분인단백질을파괴하기쉽기때문에젖은상태의머

맞춰서사용해야하는데지성두피에는높은
세정력을갖고

리를뜨거운바람을쏘여가며말리게되면이중으로모발

있되컨디셔너성분이적은게 좋고건성두피에는낮은세

에 스트레스를주는셈이된다.

정력에컨디셔너성분이많은것, 손상된두피에는낮은세

따라서머리를말릴때는먼저머리의물기를완전히제

정력과컨디셔너성분이많은것그리고어린이용으로는
약

거한다음반드시10 cm 이상의거리를두고드라이어바람

산성샴푸가적당하다. 비누는샴푸에비해세정력이약하

을 쐬도록하는것이좋다. 마지막에는차가운바람으로마

고 자칫찌꺼기를남길수 있으며사용후 머릿결이거칠어

무리하면헤어스타일을오래고정시킬수 있다.

보일수 있으므로가급적피하는게 좋다.
4. 모발과치료
2. 머리빗는법

머리카락을보호해주는치료
제품은모발에수분과
단백

빗질을할 때는너무힘을주어빗질을많이하면모발이

질 등을보충시켜주어윤기를나게할 뿐만아니라머리의

손상되므로부드럽게해야한다. 머리를빗을때 밑에서위

모양을유지시켜주는효과가있다. 이런헤어치료제품으

로빗거나머리털을
곧추세워서빗게되면모소피세포들이

로는헤어팩, 헤어로션, 헤어크림, 헤어에센스등이있다. 이

벗겨지거나찢겨져나갈염려가있으므로간격이넓고빗끝런 제품들은머리카락에볼륨감을주며, 부스스거칠어보
이 둥근빗을사용하는게 좋다.

이는머릿결에광택을주기도한다. 그뿐만아니라두피의

빗는순서는다음과같다.

피지를조절해주고비듬균성장을
막아비듬을억제시키는
효과있는제품도있다. 또한두피에영양을주어모발성장

Ω1.

머리끝부분또는엉킨부분부터빗어내린다.

을 돕고두피의염증을진정시키기도한다. 참고로헤어오

Ω2.

귀뒤에서부터목덜미의뒷쪽방향으로빗어
내린다.

일, 포마드, 젤, 헤어스틱
등은헤어스타일링제제로
치료효

Ω3.

고개를숙이고목덜미에서부터앞을향해빗어준다. 과는별로없다. 치료제는이렇듯손상된머리카락에영양

Ω4.

머리를감은직후젖은상태의머리카락에빗을대

분을공급해주고머릿결을보호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

는 것은머리카락에손상을주기쉽다.

므로머리카락에특별한트러블이없는머릿결이건강한사

모발관리환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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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경우일주일에한 번 정도만사용해도충분하다. 하지

고 정전기를방지하는성분이들어있어빗질을할 때 빗이

만 머리카락의손상이심하게된 사람의경우는일주일에

잘 통과하도록해 주는역할도하며린스역시계면활성제

2~3회 사용하여머리카락의회복을돕는것이좋다.

로서자극성이있으므로린스를할 때 원액이두피에닿지
않도록주의를해야한다.

5. 샴푸와린스

샴푸는머리카락과두피에끼어있는때와
기름기를제거
해 주는세제이다. 몇년 전 샴푸가수질오염을시킨다하

6. 염색과파마

Ω1. 머리는어떻게염색되는가?

여 사용을억제하고있는데, 요즘은식물성원료를한 샴푸

머리염색약은기본적으로세 가지가있다.

등 다양한환경친화제품들이나와있으므로잘 골라서사

임시염색약은모발의표면만물을들이며모발의바깥

용한다면큰 문제는없다고할 수 있다.
샴푸의주성분은계면활성제로머리카락과두피에묻은
때와기름기를제거해주는것이다. 계면활성제는
대개음

층인모소피에침투하지못하고염색약의분자가지나치게
커서모소피의틈사이를뚫고들어갈수 없기때문이다. 이
같은염색은샴푸를하면씻겨나간다.

이온으로되어있으나최근에는비이온, 양이온, 자연
계면

반영구적인염색약은분자구조가이보다는작아모발의

활성제도나왔다. 그외의구성성분은거품을내는기포성

표면을뚫고들어가적어도다섯번 정도는샴푸를하고나

분과머리털의질을좋게해 주는제제그리고찌꺼기를제

서야비로소염색기가빠진다.

거하는성분, 머리를정돈해주는성분등이복합적으로들
어 있다.
샴푸를사용할때는세발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먼저

영구적염색제는강한알칼리성용액으로각피의침투성
을 증가시켜피질내로들어가게되고, 피질내에서산화반
응을 통해 indo 염색 물질을형성한다. 모발의색상은이

미지근한물에머리카락을적신다음에사용하는것이좋다.indo 염색물질에의해결정되며, 이염색물질이분자량이
또한반드시샴푸원액을손에따른다음물과섞어서머리

크고모발각질에대한친화력이강하여모발내에계속존

카락에갖다대는것이중요하다. 이렇게한 다음머리카락

재하게되므로영구적인색상변화를유발하게된다. 산화

전체에거품이잘 일어나도록문지르는데, 이때손가락바

반응이발생하며강한알칼리성용액이라는점에서다른종

닥을이용해마사지하듯문지르는게 좋다. 손톱을세워서

류의모발염색제에비해모발에손상이크므로, 자주염색

문지르게되면두피에상처가생기기쉬우므로손끝
지문이

하거나부주의하게사용하는경우심한모발손상을유발할

있는쪽으로문지른다.

수 있다.

첫 번째, 샴푸를사용시에는거품이잘나지않는데이는
머리카락에있는피지나오염물의지방때문으로1회 샴푸
를 하고나도더러움이채 가시지않았다면두 번째로샴푸
를 하는데, 이때의샴푸양은1회의1/2정도면된다.
샴푸가끝나면충분히헹구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깨

Ω2. 영구적염색제

영구적염색제의경우재염색이필요한시기를신생모가
1 cm 이상자라는시기인4~6주로권하고있으나이 시기는
모발의윤기나촉감등의육안소견에의존하여권고하는시

끗이헹구지않으면샴푸제가두발표면이나
두피에남아트

기이다. 가장효과적이고대중적인염색약이산화염색약으

러블을일으키는원인이
되기때문이다. 샴푸가
머리카락의

로 그 효과가영구적이다. 산화염색약은
세 종류의용액으

때와기름기를제거하는세제라면, 린스는
손상된머리카락

로 구성돼있다. 하나는원색용액이며또 다른하나는과산

을 단백질로코팅을하고찌꺼기를제거하여
머리카락을윤

화수소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용액을결합시키는결합용

기가나면서부드럽게해 주는역할을한다. 또머리카락의

액이있다.

수분을보충시키는성분과비듬및두피의가려움증을없애

세 가지용액모두아주미세한입자로돼있어쉽게모발

는 약제가들어있다. 이밖에린스는윤활성분이들어가있

의 안쪽인모피질까지침투하며모피질안에서이 세 용액

200

3장: 탈모증치료

은 서로결합하여큰 분자로다시만들어진다. 이분자들이

태에서다시일어나모발은구부러진채로
고정되고탄력성

모피질안에갇히기때문에샴푸를해도씻어지지않는다.

이 복원된다.

이것은수명이영구적이라일 년에몇 번이고색을바꿔가
며 염색하는사람에게는적합하지못하다.
염색약이아무리효과를발휘하기시작해도두피에서는
곧 본래색깔의모발이나게된다. 따라서아무리염색을잘
했다하더라도3~4주 뒤에는염색의위력이떨어져다시해
야 할 지 고민하게되는것이다.
Ω3. 파마의원리

거리를걷다보면여러형태의머리모양을볼 수 있다.
요즘은컬러까지다양해지고있다. 머리에다양한패션이가
능하게된 것은현대적인콜드파마기법이개발되었기때
문이다. 파마가발명되기이전에도아름다움을갈구하던여
인들은머리모양에변화를주기위해노력해왔으나긴 직
모를여러모양으로땋아올리거나, 뜨거운인두로일차적
인 웨이브를주는것이고작이었다.
현대파마의기본이라할 수 있는콜드파마는1936년 영
국의화학자J. B. 스크피맨이발표한것에서비롯되는데그
는양모의분자구조를연구하다가그때까지의가열에의한
핫 파마대신상온에서약액을사용하여두발의케라틴구
조 단백질사슬을끊는방법을생각해냈다.
케라틴은모발이나손톱, 피부등을구성하고있는단백
질로흔히각질이라고도
불리는데이단백질은글루탐산, 알
기닌, 시스틴등의아미노산이주요구성물질이다.
특히시스틴이다른종류의단백질에비해많이들어있
는 것이특징으로시스틴에는황이들어있는데이것때문
에 시스틴과시스틴은결합을쉽게할 수 있다(시스틴결합
이라함). 그결과그물구조를이루게되며
이러한구조적특
성 때문에모발은탄력성을갖게되고탄력성으로인해모
발에물리적인변형을주어도곧 원래상태로돌아간다.
시스틴결합은알칼리용액에서쉽게깨지는성질이있
다. 따라서모발을원하는모양대로감은다음알칼리(콜드
파마제1액: 티오글리콜암몬이
주성분임) 용액을처리하면
시스틴결합이끊어지면서원래상태로돌아가려는탄력성
이 없어진다. 이러한상태에서산(콜드파마제2액: 브롬산
나트륨)으로중화시키면, 시스틴결합은모발이구부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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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 탈모증의 미래의 치료제와 탈모예방

법은간접적으로탈모방지에많이도움이된다. 또한콩등에
들어있는단백질을충분히섭취할것, 비타민과요오드같은

1. 탈모예방

미량의영양소섭취에도신경을쓰는것그리고추가로DHT

대머리의경우유전적인소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므생성을억제하는효과가있는'녹차' 를더불어
식이요법에활
로, 대머리를예방하기위해서는우선이런유전인자를받

용한다면탈모예방에좋은방법이될 수 있을것이다.

지 않고태어나는것이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하지만이것
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그렇지만머리가빠지는것2. 탈모예방을위한식단
을 촉진시키는이차적요인을미리피하다보면대머리증상
발현을최대한늦출수 있을것으로여겨진다.
대머리를문명병이라고도부르는것을들어보신적이있

Ω1. 포화지방(동물성
기름) 및당분섭취를
최소화한다. 지

방은불포화지방으로
식물성기름이좋다.
Ω2. 단백질은기름기가제거된고기, 닭고기(후라이하지않

을 것이다. 대머리는정신노동을하는사람들에게많이나

은 것), 생선(특히등푸른생선), 식물성단백질(콩) 등

타나는경향이있고특히요즘처럼사회가
복잡해지고다양

이 좋다.

한 스트레스가늘어나면서대머리가일찍생기는경우가많

Ω3. 탄수화물은과일, 채소, 콩
등이좋으나반면에감자, 파

다. 실제로스트레스호르몬이모발
성장을지연시킨다는보

스타, 빵등 밀가루음식은되도록줄인다. 그이유는

고도있다. 그러므로머리가빠지는자체가스트레스가되

감자, 밀가루등은체내에서곧바로당분화되어인슐린

기도하지만, 스트레스를건전한방법으로푸는것이도움

호르몬을높이기때문이다.

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미국의한연구
결과에따르면동맥경화같은심
장 질환과대머리증상은상당히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

Ω4. 술, 담배, 카페인등은탈모예방에도움이전혀되지않

으니최소화하고, 녹차가탈모예방에좋은효과가있으
니 참고한다.

고, 심장질환은동물성지방이중요한원인이되므로지나
친 동물성지방섭취를피하는것이좋겠다.
동물성기름이대부분인포화지방은직접적으로남성호

다음으로두피에지루성피부염이라는염증성병변이있
을 때 머리카락뿌리에손상을주어탈모가악화될수 있다.

르몬의혈중농도를높이며, 당분이많은음식은인슐린호

그러므로피부염이심해지기전에치료를하는것도탈모예

르몬의분비를높여필수지방산인아라키돈산
(arachidonic

방에도움이된다.

acid) 생성을증가시켜이것이남성호르몬생성의재료가되
어 결과적으로남성호르몬을높여준다.
그렇기때문에
‘동물성기름’
과‘당분’
을최소화한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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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치료제

락이한정이되었다는것이다. 즉몇 천 개 이상의머리카락
밖에얻을수 없어탈모부분이넓을때는만족할만한미용

1. 약물치료

적인결과을얻을수 없었다. 그러므로최근에는모낭을새

Ω1. 싸이옥톨(Cyoctol) 피부약전문회사인Squibb에서개

로 복제하여충분한모낭수를얻은후 두피에심는방법을

발하고있는바르는약이다. 남성호르몬을억제하는

연구하고있다. 구체적인방법은일단모낭을구성하는세

효과가있는약으로탈모예방과어느정도의발모효과 포를채취하여자신의두피와최대한같은
조건의환경에서
가 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
Ω2. RU58841 바르는약으로남성호르몬수용체억제제

(남성호르몬의작용을억제하는약)로
알려져있다. 보

배양하고, 그러면
그것이세포분열을일으켜새로운모낭을
형성하게되는것이다. 만약이 이야기가가능해지게된다
면자신의작은크기의두피조직만으로도원하는만큼의모

고에따르면상당히좋은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졌으 발을얻을수 있다. 그두피조직에서모낭세포를거듭채취
나 여러가지이유로이약이시판이될지는아직확인

하여복제하면되기때문이다. 현재영국과미국에서는이

이 되지않고있다.

치료기술의개발을위해연구중이나아직실험실수준의

Ω3. 나이트록시드(Nitroxide)남성형탈모가대상이아니고

모낭복제에성공과동물실험중이므로시간이걸릴것이

항암치료나방사선치료시탈모되는것을대상으로하

다. 그러나이 방법이성공한다면모발이식수술에있어새

는 약이다. 현재개발중으로‘
Tempo’
l 이라는제품명

로운장이열릴것임은굳이부연할필요가없을것이다. 최

으로출시를기다리고있다.

근에영국에서는자신이아닌다른사람의모낭을이식하는

Ω4. 버셀린(Burserelin) 다모증이있는여성들을대상으로

Burserelin의 효능에대해 이탈리아에서연구중이다.

방법도연구중이다.
많은연구자들이관심을갖고연구중이니미래에는획기

이약은난소낭종에서남성호르몬이분비되는것을억 적인치료법이나올수 있으리라기대된다.
제할수 있는효능을지니고있는데, 여성탈모증에효
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Ω5. 바르는유전자치료제 독일의Max Planck Institute사나

3. 유전자치료

마지막으로는유전자를이용한치료방법을들 수 있다.

Dyad Pharmac euticals사에서는국소적으로발라서유

1998년 1월 미국 콜롬비아대학의안젤라크리스티아노

전자를차단하는치료방법을개발하여임상연구단계

(Angela Christiano) 박사는전신적으로탈모가일어나는질

에 있다.

환에관여하는유전인자를발견하여발표함으로써탈모의

Ω6. PTH(부갑상선호르몬제) 억제제 모낭을휴지기로들어

가게하는PTHrP라는화학물질을억제하면모낭이다

유전자치료의새로운장을열었다.
이는남성형탈모에관한연구발표는아니지만, 전반적

시생장기로들어선다는연구결과가있다. 이걸바탕으인 탈모와관계된것이기때문에
남성형탈모치료에있어서
로PTHrP 화학물질을억제할수있는약을개발하고있

도 도움을받을수 있는중요한보고였다. 물론그 유전인자

다. 매사츄셋대학연구자들은동물실험을통해서는모

를 속 시원하게다 밝혀낸것은아니나이러한유전자구조

발의성장을유발시키는데성공하였고, 그다음단계로

를 이용하여모낭에직접원하는DNA 코드를전달하는방

인체실험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법이나유전자발현을차단하는치료법을개발하고있다. 그
러나이러한치료의효능성, 치료비용, 안정성, 후대에
미칠

2. 모낭세포배양/복제

영향등에대해아직밝혀지지않은점이너무많다. 그러므

기존의이식술은주로머리뒷부분의머리카락의뿌리(모로 탈모에관여하는유전인자를밝혀낸다고하더라도, 그것
낭)를채취하여일일이분리한후 탈모부위에옮겨심는방

을 이용한치료방법이안전하게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법을썼다. 그러나이 방법의문제는얻을수 있는뒷머리카

기간이걸릴것이다.

탈모증치료를위한반영구화장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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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치료를 위한 반영구화장술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Make-up)이란
일반문신과는

없는사람들에게선호되는화장술이지만화장품알러지가

다르게피부의표피에만색소를침투시켜메이컵을3-5년간

있거나스포츠를즐기는
사람등에게도효과적이며, 백반증,

지속시키다서서히지워지게하는화장술이다. 이미미국이

탈모증, 흉터등 피부과적치료가필요한질환의경우에기

나 유럽에서안전성과효과가입증되어대중화된치료방법

존의치료와병행할수 있는새로운피부과치료분야이다.

이며, 최근국내병원에서도많이시술되고있다. 평생똑같

또한▲쌍꺼풀수술후 어색한눈 ▲두꺼운쌍꺼풀로투

은 문신모양으로살아가는것이아니라나이와시대의유행

박해보이는눈▲입술라인이
선명하지않은사람▲입술색

에 맞게다시고칠수 있으며, 치료목적에서남성형, 여성

이 허옇거나검푸른사람▲입술이크거나작은사람▲백

형 탈모증, 백반증, 화상
흉터치료등에적용될수 있다.

반증으로탈색된피부▲몸, 얼굴및 머리등에흉터가있는

반영구화장은자연스러운색상연출이가능해아름답게
메이컵을할 수 있다. 여기에사용되는재료는피부에침투

사람들도반영구화장의적응대상으로훌륭한결과를기대
할 수 있다.

해도안전하고변색이없는약품으로미국
FDA에서승인받

특히남성형탈모증의약물치료, 모발이식술과
겸해서치

은 안전한제품이며또한
알레르기테스트를
거쳤기때문에

료 효과를높일수 도 있으며, 초기탈모환자의두피에반영

인체에무해하고부작용도없다.

구화장을시술함으로탈모부위를감출수 가 있다. 여성형

반영구화장은남녀노소누구나시술을받을수 있다. 특

탈모증일경우앞이마선은잘보존이
되어있으나머리위두

히 시간에좇기는직장여성들은매일아침
눈썹화장, 아이라

정부의모발밀도가감소되어있으므로반영구화장을적절

인, 입술화장을할 필요가없어시간낭비를막을수 있다.

히 시행하면약물치료로부족한부분에대한미용적인만족

미용적으로는부족한
눈썹을보강해주거나, 눈썹모발이

도를높일수 있다.

식후보완시술할수 있다. 또렷한입술선등 입술교정의

그 외 눈썹, 속눈썹이식후에도
적용할수 있으며흉터로

경우필러와같이겸해, 치료만족도를 더욱높일수 있다.

인한탈모부위에도적용할수있다. 이러한반영구화장술을

또한보기흉한피부
흉터의치료에있어서도
성형수술이

기존의탈모치료와적절히병행치료한다면치료만족도를

나레이저수술에비해반영구화장은
수술부작용에대한심

높일수 있다. 진행이많이된 남성형탈모증의치료에있어

리적부담과수술비에대한경제적부담이훨씬적으면서도

서 한번의모발이식으로만족도를높일수는없으나, 약물

미용적효과는오히려우수할수 있다. 반영구화장은
무엇

치료와병행하여반영구화장술을시행하면좋은결과를보

보다병원에서이루어지는시술이기때문에시술전관리부

일 수 있다.

터, 마취과정, 시술과사후관리까지
안전하고체계적으로행
하여지므로안심하고편안하게시술을받을수 있다.
반영구화장은화장할시간이부족하거나화장에자신이

반영구화장은문신과는
전혀다르다. 기존의문신은피부
의 진피층까지깊이들어가영구적으로
남기때문에유행이
나 노화로인한변화에맞게수정할수가없었다. 그러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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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전

시술직후

시술1년

사례 3-2. 남성형탈모증의 반영구화장

영구화장은피부진피의최상층부까지만매우얕게색소를

반영구화장은일회용바늘의사용과철저한드레싱으로감

투입하기때문에
3-5년지나면자연스럽게색이흡수되어없 염의가능성이없다. 그러므로피부과적치료관점에서다양
어져나이에따른변화에맞게수정할수 있다.
문신은선이선명하고인위적인느낌이
들고수용성색소
를 사용하여피부에들어가면색이변해, 색소에의한알러
지 반응이일어날수도있다. 반면반영구화장은농도조절
이 가능해색이자연스럽고, 순하고
안전한천연색소의사
용으로알러지반응이일어나지않는다. 또한문신은바늘
의 반복사용으로감염의위험이높지만병원에서시행하는

한 탈모증의병변을약물치료, 수술적치료와병행하여반
영구화장술을이용한탈모치료는환자들의높은치료만족
도를유지시킬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