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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y, people shed 60 to 100 hairs a day. When hair is thinning, the amount shed begins to

slowly increase.

The rate of hair shedding in androgenic alopecia is speeded up by three forces: advancing age, an

inherited tendency to bald early, and an over-abundance of the male hormone dihydrotestosterone

(DHT) within the hair follicle. DHT is a highly active form of testosterone, which influences many

aspects of manly behavior, from sex drive to aggression. The conversion from testosterone to DHT

is driven by an enzyme called 5-alpha reductase, which is produced in the prostate, various adrenal

glands, and the scalp. Over time, the action of DHT causes the hair follicle to degrade and shortens

the anagen phase.

95% of hair loss occurs because of genetic and DHT. So, to protect and re-grow your hair from

DHT and hair loss, hair loss products should be able to inhibit producing DHT and to block com-

bining with Androgen receptors. And then stimulating hair growth will help recovering from hair

loss.

Now, is marketed hair growth agent is classifying by each function and use materials expected

that can remove each depilation cause.

Internal, the prevention of hair loss is expect to be magnified still more according to that

age-lowering of depil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for product that contain herb medicine emper-

or who can do certainty in nature meeting in populace's nature oriented way of life is expect to be

propeled abuzz.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androgen alopecia and counterplan to help medi-

cal advise on hair loss and also make to know about varieties of treatment, care system and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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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ⅠⅠⅠⅠ

모발의 기능은 신체보호와 장식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두피보호와건강한모발상태유지 그,

리고 외모관리 및 개선에 있다.

특히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업무적 스트레스, ,

잘못된 식습관에 따른 신체적 불균형 등에 따른

탈모는 모발변화의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간주되

면서 탈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탈모 란 성장주기에 따라서 성장을(Hair loss)

멈춘 모발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말하며 불,

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한 탈모는 주로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유전적 현상으로 여겨져 왔

다 즉 탈모의 대부분이 남성들에게 발생하였던. ,

남성형 탈모증은사춘기이후나이가들어감에따

라 모발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것으로 경모의,

연모화 군모의 단모화 모포 위축과 같은 일련의, ,

탈모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원인은 남성호르

몬변화와유전적영향에의한것으로받아들여졌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최근들어탈모는사춘기이전의연령층

이나 여성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발생되어지면서

탈모의 심각성을 일깨우게 되었고 이는 화장품,

제품시장에서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시키는 직

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탈모방지및발모제는탈모치료를위한의약품

뿐만 아니라 샴푸 비누 등의 세제에서부터 화장,

품 그리고 건강식품에 이르기까지 신체 위생과,

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제품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동안 탈모에 대한 국내연구는 의학 분야에서

주로다루어져왔음에비하여 모발관리의가장기,

본적 단계라 할 수 있는 미용학에서 이에 대한 선

행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탈,

모방지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본연구는미용학적관점에서오늘날남

녀노소를 막론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탈모현상

과 이의 방지를 위한 관련 제품시장의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내용과 방법은 모,

발과두피의생리적특징및유형 탈모의원인및,

탈모증의 종류 탈모증의 진단 및 치료요법 그리, ,

고 탈모방지제시장및기술동향에관한내용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ⅡⅡⅡⅡ

모발의 성장주기1. (Hair cycle)

은희철(2005)1)에따르면모발은시간이지남에

따라 성장기 쇠퇴기(Anagen : Growing stage),

휴지기(Catagen : Degenerating stage), (Telogen

탈락기 등의독특: Resting stage), (Exogen stage)

한 주기를 지니는데 이를 모주기라 한다, .

모주기에있어 성장기는 년동안계속되며, 2 8 ,∼

각부위에따라기간이다르다 그후 주의쇠. 2 4∼

퇴기를거쳐 달정도의휴지기에들어가는데, 2 4 ,∼

이러한 반복은 오래된 모발을 이탈시키고 새로운

모발을 생장시킨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있어 성장기모의 쇠퇴기, ,

휴지기 모의 비가 으로 비동시성을 지닌다90:10 .

모발의 주기는 회 반복하므로 이 주기가10 15∼

일찍 끝나는 사람은 탈모가 된다 또한 휴지기의.

모발의 이상 되면 머리털이 빠지는 상태라20%

할 수 있는데 평균 하루 개 이상 탈모 될50 100∼

때를 말한다.

1) 은희철 모발 생물학의 기초 모발생물학, , , 3: p.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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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기(Anagen stage)

성장기의 수명은 년이며 전체모발의2 8 80∼ ∼

를차지하고이단계에서모발은한달에90% 1∼

정도 자란다 모유두와 접촉하는 모구의 하1.5cm .

반부에서는 모모세포의 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

나 머리카락이 생성된다 이러하게 만들어진 모발.

은 각화현상으로 모간 밖으로 올라가게 되고 내

모근초와 외모근초는 모발의 성장과 발육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쇠퇴기2) (Catagen stage)

성장기가지나게되면잠시성장을멈추는시기

가 오는데 이것을 쇠퇴기라 한다 이때는 모발의.

생성과 발육이 멈춰지는 휴지기를 넘어가는 시기

로써 모발의 뿌리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쇠퇴기는 주 정도 지속되다가 휴지기로 진2 4∼

행되며 전체모발의 를 차지한다 이 단계에서1% .

는 모모세포와 색소세포의 활동이 멈추면서 케라

틴을 만들어 내지 않고 모발의 성장이 중단된다.

또한 뿌리하부의 모낭이 주름이 잡히고 뿌리,

전체의 길이가 약 로 줄어든다1/3 .

휴지기3) (Telogen stage)

모구부가 수축하며 모낭의 모양이 곤봉의 형상

을 띠는 수명을 다한 곤모가 그 밑에서 생성된 새

로운모발에떠밀려빠지는데이를휴지기모발이

라 한다.

탈락기4) (Exogen stage)

보통의모발은휴지기에서바로빠지는것이아

니라 그 다음 성장기가 지나갈 때까지 빠지지 않

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기가 지나

도록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3

개의 모발주기와 별도로 탈락기라는 명칭을 추가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개념이다 탈락기에 구체.

적으로 관여하는요인에대하여는잘밝혀져있지

않으나단백분해효소2) 가중(proteolytic enzyme)

요하다고 알려졌다.

Fig 1. Scheme of hair cycle with hypothesized mech-
anism of exogen development.

모발 성장 조절인자2.

모발의 성장의 조절 인자로 안드로겐 에스트로

겐 갑상선 호르몬 스테로이드 레티노이드 프로, , , ,

락틴 그리고성장호르몬등여러호르몬등이관,

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안드로겐

은 가장 중요한 조절 인자로 사춘기 이후 거세된

환자에게서 남성형 탈모증과 전두부의 모발선 퇴

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안드로겐을 투여한 후

탈모가 진행되었고 안드로겐 수용체의 기능저하,

를보이는 이있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는 환자에서턱수염이자라지않고남성형탈모가

발생하지않는다는사실이입증된후남성형탈모

2) Yoram Milner, Exogen Shedding Phase of the

Hair Growth Cycl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19: p.639 64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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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안드로겐은 다른 스테로이드와 같이 세포막을.

통화한 후효소의작용에의해활성형으로변환된

후 세포질 혹은 핵 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고

안드로겐과 안드로겐 수용체의 복합체는 에DNA

결합하여 전사 및 단백질형성에 관여하게 된다.

임신중기와말기에약 의생장기모발10 95%∼

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이는 임신 시 증가된 에스

트로겐이 생장기에서 휴지기로의 진행을 억제하

기때문이며출산후에에스트로겐의급격한감소

로 생장기의 모발의 휴지기로의 진행이 가속화하

여 휴지기 탈모증이 발생한다.

또한 여자에서 발생한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에

에스트로겐이 사용된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남성

형 탈모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그 정

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탈모의 원인 및 종류탈모의 원인 및 종류탈모의 원인 및 종류탈모의 원인 및 종류....ⅢⅢⅢⅢ

탈모증이란 일련의 요인에 의해서 경모의 연모

화 군모의단모화되거나 모포의위축등비정상, ,

적인 탈모 패턴을 형성하는 현상으로 정상인과,

탈모중자의 두피를 조직학적으로 비교하면 탈모

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모의 원인1.

유전적 요인1)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유전성 질환이라는 점에

서 이견은 없지만 그 유전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다.

남자는 단일 유전자에 의한 우성유전 여자는,

열성유전을 보인다는 견해 불완전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견해 안드로겐 탈모증의 유전이 여러,

유전자에 의해 매개되며 탈모증이 발현되는데 필,

요한 유전자수의역치상남자보다여자에게서역

치가 높고 안드로겐이 증가하는 경우 역치가 낮,

아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남성 호르몬의 관여2)

년 이 남성호르몬과의 관계를 밝1942 Hamilton

혀낸 이후남성형탈모는모근세포내에존재하는

을더욱강력한대사체인 로전Testosterone DHT

환시키고 가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DHT

합하여 세포내 대사를 활성화할 Adenyl cyclase

의 활성을억제하고세포내의 Cyclic AMP3)의농

도를낮춰모세포의당대사를저하시켜에너지공

급을 저해함으로서 단백질 합성을 지연시켜 모낭

의 성장기가 단축되고 반복된 과정에서 휴지기의

모낭의비율이증가되어모발은점차가늘고짧게

발생한다.

Fig 2. Generation and removal of Cyclic AMP

노화3)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후

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

3) T. W. Fischer,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affeine and testosterone on the proliferation of

hair follicles in a HOCM, Dr. Kurt Wolff research,

8: p.14, 2005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 권 제 호5 2 49494949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안드로.

겐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여 탈모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MH Choi et al.4)의연구에의하면 모낭수,

준에서 안드로겐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고 어린나

이에서 탈모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자로서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

법을이용하여측정하였다 실험결과. testosterone

과 epitestosterone 의비와 dihydrotestosterone의

절대치가남성형탈모환자와그아들들에게서정

상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성모 를이용한분석이대상자(terminal hair)

가 어린 경우에 탈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수

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

된 호르몬불균형의교정이남성형탈모의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혈액 순환 장애4)

모발은 모모세포의 분열 중식 분화에 따라 성, ,

장하며 이에 필요한 수분 및 영양분 등을 모유두

세포주변에퍼져있는모세혈관을통하여공급받

는다 따라서모유두및모포주변에분포하는모.

세혈관의발달은모발의성장에매우중요한요인

이 된다.

5) Supeoxide radical

인체 내에서 명령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화학물

질 중 모낭으로 하여금 생장기 또는 휴지기에 접

어들라고 명령하는 화학물질은 Superoxide

이며 생장기에 접어들도록 명령하는 화학radical ,

4) MH Choi, YS Yoo, BC Chung, Biochemical roles

of testosterone and epitestosterone to

5a-reductase as indicators of male-pattern

baldness. J lnvest Dermatol, 116: p.57-6, 2001

물질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Nitrix oxide .

서 탈모부위에 국소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치료

제를개발해 를Super oxide Dismutase(SODases)

이용해 의수위를낮추는방법Superoxide Radical

을 연구 중이며 현재 에서도 많은, FDA SODases

를 연구 중이다.

기타 원인6)

피지선의 피지 분비 장애①

피지분비가 과도하게 일어 날 때에는 피지선이

확장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

한다 또한 과도한 피지 분비는 의. 5 -Reductaseα

수위를 높이고모공을막아결국에는모근에이상

이 온다5).

비듬의 과잉발생②

정상세포에 비하여 염증이 일어난 표피의 세포

는 조기에 각화세포로 변성되어 박리한다 각질세.

포의 박리로 병적인 비듬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로써 피지막의 변성 부패산물들이 모공과 통하,

는 모근에 작용하여 모구의 세포에 변화를 주고,

성장기 모를 휴지기 모로 변화시켜 탈모된다.

스트레스③

스트레스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부질환

에 영향을 주며 이를 정신피부 질환이라 한다 스.

트레스는 시상하부에서 corticotrophin releasing

를 생산하게 하여 뇌하수체에서 를factor ACTH

분비하게 하는데 이것이 부신에 작용하여,

을 분비하도록하고 이DHEA-S, androstenedion ,

들이 에 의해 로 환원되어탈5 - reduction DHTα

모를 증가시킨다.

5) Peter H, Health Review Magazine. Janua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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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의 종류2.

원형탈모증1) (Alopecia areata)

원형 탈모증은 보통 두피혹은 신체의 다른 부(

위에 동전크기 만한 탈모반이 생기는 것이다 대) .

머리라고는할수없고일종의일과성탈모질환으

로 활발히 성장하는 모낭에 염증을 유발하며 이

염증은 자라는 모발에 손상을 주어 모낭이 너무

빨리 휴지기로 들어가게 된다 스트레스성이 주.

원인으로인식되어있는데유전적소인 알레르기, ,

면역 및자가면역성소인과정신적인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복합적인요인들에 의해 발생된다 일반.

적으로 탈모 부위를 보면 모공은 거의 보이지 않,

고 두피가 반짝거리며 움푹 들어간 모양이다.

휴지기 탈모증2) (Telogen effluvium)

휴지기탈모는모낭이너무빨리휴지기로들어

갈 때 발생하는 탈모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일반.

적으로 모발을 가늘게 하며 호르몬 양 영양상태, , ,

스트레스 혹은 약물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휴식기 모발의 비율은 전

체모발에서 정도된다 보통휴식기의머5 23% .∼

리카락이 이상되면이를휴지기탈모로진단25%

한다 휴지기 탈모는 원인 자극이 일어난 후. 2 4∼

개월이 지나 모발탈락이 시작되며 원인 자극이 제

거되면 개월에걸쳐정상적으로회복된다 여6 12 .∼

성에게서 휴지기 탈모가 의심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검사 빈혈검사 철분검사 등이 필요하다, , .

산후 휴지기탈모증3)

여성의 대표적인 탈모로는 출산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산후 휴지기 탈모를 들 수 있다 여성호.

르몬은 모발의 발육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

지만 산후에는급격히줄어들기때문에그영향으

로 탈모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보통 아이를 낳고 난 뒤 개월 후에 나타나2 5∼

기 시작하며 탈모의 위치는머리앞쪽 분의 부, 3 1

분에서 주로 빠진다 임신을 하면 태아의 영양공.

급을 위해 전신쇠약증세가 나타나고 내분비 호르

몬의변화가생기는데이때문에머리카락이빠지

게 된다.

영양상태를 높이기 위해 설퍼 아미노산의 하나

인메티오닌이함유된음식물을섭취해주고스트

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약물성 휴지기 탈모4)

약물에의한탈모로대표적인것이암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암제이다 나이 많은 여성에게 남성호.

르몬을 투여했을 경우에도 드물게 머리에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호.

르몬은 체모는많이나게하지만오히려머리카락

을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약물로는 헤파린 코마린 트리파라, ,

놀 카마마세핀 리틀카보네이트 센타마이신 등, , ,

이 있다.

남성형 탈모증5) (Androgenic alopecia)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증은 모낭의 소실을 보이

는 탈모가 아니고 병변부위 모낭의 크기 감소를

일으키는탈모로써남성은이마위의두발선이후

퇴하거나 두정부의 탈모가 동반하며 대머리를 만

드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이마 위의 두발선이 유,

지되면서 머리 중심부를 미만성으로 침범하므로

여성 미만성 탈모증이라고도 부른다.

안드로겐은 체모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화작

용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발

에있어서만은점진적인크기의감소를초래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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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인의 탈모증 양상3.

탈모 발생유형을 보면 임현상 외6)나 한은실

외7)의 보고에서 남성 전신적 탈모 중에서는

분류 제 형 명 여성에서는Hamilton 3 (94 , 37.4%)

분류제 형 명 이가장많았다Ludwig 2 (39 , 50.7%) .

탈모 발생 부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기향8)은 탈모가 발생한 부위가 남자는 후두부

측두부 두정부 전두부(60.4%), (47.1%), (45.3%),

순으로 여자는 후두부 두정부(26.4%) , (63.8%),

측두부 전두부 순으로나(55.0%), (46.6%), (27.4%)

타나 남녀 모두 후두부에서 가장 높은 탈모발생

부위가 나타났다 반면 김명주. 9)의 연구에서는 두

정부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40%), (30%), (15%),

순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전두부에서(5%) , ,

여성일 경우두정부에서많이발생된것으로나타

났다.

탈모의 초발연령에대한박장규외10)의연구를

보면 명의응답자중 대가 명 대249 , 10 17 (16%), 20

가 명 대가 명 대가108 (43.4%), 30 64 (25.7%), 40 46

명 대가 명 대이상이 명(18.5%), 50 12 (4.8%), 60 2

이었다 탈모초발연령은 대에서 로(0.8%) . 20 43.4%

가장 많았으며 대에서 약 정도를 차, 20 30 70%∼

지하였다.

6) 임현상 이창균 노병인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임상적, , ,

고찰 대한피부연구학회지, 4(1): p.27-34, 1997

7) 한은실 김명남 홍창권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임상적, , ,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 33: p.44-52, 1995

8) 김기향 외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연구 한국미용학회, ,

지, 5: p.109-122, 1999

9) 김명주 두피 및 모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탈모 연구, ,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 2000

10) 박장규 김정수 서기범 이증훈 안드로젠성 탈모증, , , ,

의 임상적 고찰 충남의대잡지 제 권 제 호, , 28 2 , 2001

탈모증의 대응책탈모증의 대응책탈모증의 대응책탈모증의 대응책....ⅣⅣⅣⅣ

육모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1.

육모제가 남성형 탈모증과 여성의 미만성 탈모

증에 육모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병형 병기에( , )

대한일본의학육모협회 에따르면남성형탈(1994)

모증의 경우 형 형으로 개선율이 높고 형, , ,Ⅱ Ⅳ Ⅰ

형에서는 약간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병기별로.Ⅲ

는 의외로 중기 말기에 개선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젊을수록 남성호르몬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이라생각된다 연령별개선율을보면. 21 40∼

세 세 세이상 를보여56%, 41 60% 60%, 61 69%∼

고령자일수록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계절별 개선.

율을 보면 월에가장효과적이었고4, 5, 6 7, 8, 9

월에는 육모효과가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 하절기.

의 체력 저하와 과도한 세발에 의해 모발의 손상

과 자외선이나 고온에 의해 두피가 손상을 받으

며 발한에 의해 육모제의 흡수가 나빠진다고 생,

각 할 수 있다.

여성의 미만성 탈모증의 경우 병기별 개선율은

남성과 달리 일정한 경향은 없고 초기나 말기에,

도 발모를 기대 할 수 있다.

남성형 탈모증에서는 고령자만큼 높은 개선율

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기 세와 비(21 40 )∼

교해 고령자 세 이상에게 높은 개선율을 얻을(61 )

수 있었다.

탈모원인 억제 및 유효성분2.

억제제1) DHT (DHT Blockers)

와 의결합을억제5 -Reductase Testosteroneα

시키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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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제2)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 없이 인위적으로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제로서 비효과적으

로 들 수 있으나 성장촉진제는 사실상 대머리 부,

위를 미용적으로바꾸어주는성공적인 방법이다.

3) SOD`S(Super Oxide Dismutase)

로알려진것으로모낭Super Oxide Dismutase

에서 과잉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DHT

조작하는 치료제이다 세포가 외부 이물질에 반응.

할 때 침입하는바이러스 세포 외부이물질조직, ,

에 대해서 신체를 방어할 때 도움이 되는 Super

를 방출한다 는 이 를Oxide . SOD`S Super Oxide

감소시키고모낭을거부하는 인체의의도를감소

시킨다.

항 염증제4)

인체 면역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피의 염

증 가려움증 홍반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그, , .

러나 잘못사용하면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항 안드로겐5)

치료 모낭의 가 테스토스테론을5 -reductaseα

로 만드는데 이것이 목표부위에서 안드로겐DHT

와 결합하여 모낭세포의 단백질합성을Receptor

지연시켜 모낭의 주기가 단축되므로 의 생DHT

성결합과 대사를 억제하는 항 안드로겐약물을 이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여성화를 초래하거.

나 발기부전을초래할수있으므로사용상의주의

를 요한다.

Table 1. Hair growth promoters.

탈모 방지제의 시장 및 기술동향3.

양모제는 약효 성분의 종류 및 배합량 그리고,

효능 효과의 차이에 따라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 , ,

품 등으로 나뉜다 의약외품의 효능 범위는 발모.

촉진 육모 양모와연모 비듬 가려움 탈모의예, , , , ,

방이 되고 있다.

한편 원형탈모증 발모부진 지루성 탈모증 비, , , ,

강성 탈모등의 병적탈모증에대해서는의약외품

양모제의 대상 외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의한 적

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형 탈모증은 병적 탈모증이기 때문

에 의약외품 양모제의 존재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탈모원인 억제탈모원인 억제탈모원인 억제탈모원인 억제 유 효 성 분유 효 성 분유 효 성 분유 효 성 분

억제제DHT
Fatty acids, Green tea, Saw Palmetto,

등Vitamin B6, Zinc

생장 촉진제 판토텐산 칼슘 미녹시딜 등Cypress thiol, ,

SOD`S Tricomin, Folligen, Proxiphen

항 염 증 제
Nizoral, T-Gel, Betadine, Tricomin,

Folligen, Proxiphen

항 안드로겐
Spilono Lactone, Proxipjen, Nizoral,

Revivogen

혈 행 촉 진
당약추출액Vitamine-E, Nicotinate, ,

고추 틴크 생강틴크 등Carpronium HCL, ,

영 양 공 급 각종 및그유도체 등Vitamine , amino acid

보 습 제
Glycerine, Hyaluronic acid, Chondroithine

등sulfate, 1,3-buthylene glycol

살 균 제
염화벤질코니움 이소프로필Cypress thiol, ,

메틸 페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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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

단일 화합물 위조로 주로 혈행 촉진으로

의 유사물질 기타 합성물질 중 검색에minoxidil ,

의한 효능확인의방법으로연구하는것이하나로

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U

남성호르몬억제물질의연구로 보다finasteride

효과가 우수한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효소 자체및그효소와관련된 의pathway

차단 물질 연구도 함께 진행되며 에서 주도M

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각대학의피부과연구실과공동으로연

구하며앞으로도위기업들이주도적으로해당분

야의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2)

현재일본은많은바이오기업들이발모제의개

발에 모모세포의 활성 촉진 모근세포의 혈행 촉,

진 피지분비의 억제 남성호르몬 전환의 억제, , ,

발모주기 중 성장기에서 퇴행기와 휴지기로 이행

을 촉진시키는 물질인 `TGF- 2'(Transformingβ

의 활성 억제 분야 등 크게Growth Factor- 2) 5β

가지 기전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크고 여러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 및 발매를 하고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다 주로 각 업체들은 하나.

이상의 의대 피부과와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하며주로물질은천연물의추출물을대상으로효

능 물질을 선별한다.

우리나라3)

탈모방지와 발모 관련 특허내용을 살펴보면 출

원 특허의 가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것이 주62%

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천연물을 함유한 탈모예방.

모발제의 천연재료로는 인삼 상백뽕나무 검은, ( ),

콩 검은깨 오가피 구기자 등이 많이 사용되고, , ,

있으며 최근에는 숯 황토 등을 이용한 연구도 진,

행되고 있으며이와관련된특허는전체의 51.2%

에해당하는 건의출원되었고 년의102 , 1994 1995∼

건에불과하던출원이 년에는 건으6 2002 2003 35∼

로 약 배 성장하였다6 11).

탈모예방 모발제의 성분으로는 계면활성제 등

의 화학성분 보다는 인체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두피 보호 작용이 있는 식물이나 과일 성분

의천연물을함유하는탈모방지모발제의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ⅤⅤⅤⅤ

탈모증은모낭에소실을보이는탈모가아니1.

고 병변부위 모낭의 크기감소를 일으키는 탈모로

서 남성에서는 이마위의 두발선이 후퇴하거나 두

정부의탈모가동반하며소위대머리를만드나여

성에서는 남성과 달리 이마위의 두발선이 유지되

면서 머리중심부를 미만성으로 침범한다.

탈모증의주원인은유전 호르몬 나이등으로2. , ,

요약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는 탈모증

의 또 다른 발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기

탈모화 및 유병율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성형 탈모증의 약물치료는 작용기전에 따3.

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항안드로겐성

약물로 모낭에 작용하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양을

낮추거나 효소의작용을억제하여, 5 -reductaseα

의 생산을 줄여주는 방법이다DHT .

11) 김성호 매일 만나는 생활 속의 발명 특허청, , , 2004



54545454

향후시판되는양모 육모제 탈모방지제들은4. , ,

탈모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물질 중

주로 천연물의 추출물을 대상으로 효능 물질을,

선별하여 현재까지처럼 혈행 촉진 모근 강화 모, ,

유두 세포 성장 촉진 모근초 세포 성장 촉진 피, ,

지 제거 모모세포 활성화 등에 효과 있는 물질들,

을 세포 배양의 방법 및 동물 실험의 방법을 통하

여 찾아낼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외에 가려움 비. ,

듬 제거 항균 항염등의물질들도연구하여구색, ,

맞추기 및 소비자 만족을 위한 작업도 병행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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