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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모발학회 회장 최광성입니다. COVID-19 속에서도 진료와 연구에 묵묵
히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의 대
한모발학회의 활동 상황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2021 봄 뉴스레터
를 발간합니다.
모발학회는 지난11월, 제6차 모발학회연수교육을 대면학술대회로 개최하였
고, ‘탈모 진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는 2021년 5월 30일 서울 역삼
동 삼정호텔에서 개최되며, COVID-19 방역 지침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병행하는 학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원형탈모증에
치료제로 기대되는 JAK 억제제에 대해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신 Angela
Christiano 교수를 포함한 여러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모발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COVID-19 는 학회 임원들의 활동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지만, 현 임원들은
대내외의 아래의 여러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한글판 모발
학교과서가 출판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모발학회 연구비를 확대하여 올해 첫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대한모발학회 탈모치료 가이드라인도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논문으로 출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탈모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언론 홍보활동
과 환자 지원을 위한 대관업무에도 여러 임원들이 협력하여 활발히 노력하고
있으며, 원형탈모환우회와 협력하여 환자의 권익과 치료 보장을 확대하는 활
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에는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회원 여러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이러한 부족함을 메우는 큰 힘이 됩
니다. 현재의 어려움속에서도 대한모발학회 회원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
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대한모발학회 회장 최광성

1

2020년 제6차 대한모발학회 연수교육
2020년 대한모발학회 연수교육이 11월
21일 (토) 13:00~18:20 인터컨티넨탈 서
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Beyond the
Horiz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lopecia’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 되었
습니다. 금번 연수교육은 정기 학술대회에
서 주가 되는 기초 및 임상 분야의 최신 연
구가 아닌 보다 실용적인 ’탈모 진료’를 다루
었으며, 비대면 참가자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정기학술대회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자 대면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직접
소통하는 연수교육이 되었습니다. 연수교
육에서는 실제적인 진료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탈모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검사
법의 의의와 적응증에 대해 소개하고 가장
흔한 탈모증인 원형탈모증과 남성형탈모증
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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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환우회 희망축제
원형탈모증환우회 소아캠프가 2021년 1월 10일 (일)
10:00~12:00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동으로 실시되었습니
다. 원형탈모증환우회 소아캠프는 원형탈모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야기 동화 (1편-사랑스런 연주를 들려줘, 2편-성
진과 미영)를 소개하는 시간과 문화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
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환아 부모, 청소년 이상의 환
우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초등학생 이하 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미술 수업으로 나눠서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습니다. 또한 원형탈모증환우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한
심우영 교수, 허창훈 교수, 이정우 S메드 대표에 대한 감사
패 증정 시간이 이어져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
사는 원형탈모인이 겪는 아픔을 치유, 공감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모색, 촉구하기 위
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이
었지만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약 50가족 이상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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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2021년 제1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가 5월 3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되며, COVID-19 방역
지침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본 학
술대회에서는 국제모발학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air Research Societies, IFHRS)의 의장인
Wilma F. Bergfeld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형탈모증에 치료제로 기대되는 JAK 억제제
에 대해 탁월한 연구를 수행한 Angela Christiano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석학들을 초청하여 모발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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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또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남성형탈모증과 원형탈모증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신 치료법도 준비하였
고, 최근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인 scalp microbiome과 hair stem cells에 대해서도 해당분야 산학계에 종
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활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연구 및 진료에서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구 및 임상 분야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알
찬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가능한 많은 분이 직접 학술대회장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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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모발연구 30년사 기념 논문 출간
Karger Publishers에서 발간되는 'Skin Appendage Disorders' 저널 2021년 2월호에 세계모발연구학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air Research Societies, IFHRS)의 출범 배경과 이와 관련된 대한모발학회
(KHRS)의 기여와 학회 설립배경에 대한 종설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karger.com/
Article/FullText/512035)
세계모발연구학회연맹은 대한모발학회(KHRS)와 더불어 유럽(EHRS), 미국(AHRS), 일본(SHSR), 및 호주
(AHWRS)를 포함한 5개 모발연구학회가 창립멤버로 주축이 되어 2013년 출범된 기구로, 2019년 중국(CHRS),
러시아(RHRS), 우크라이나(UHRS)의 모발연구학회를 추가 멤버로 받아들였으며 모발과 두피 관련 임상과 기초
연구분야를 망라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자 2년에 한번씩 세계모발연구학회를 대륙간 순환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는 2014년 제8차 세계모발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6년에 제14차 대회 개최국으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종설 논문에는 대한모발학회의 역사와 초대 회장인 노병인 교수의 소개와 함께 모
발연구학회의 key person의 Q&A 코너에 최광성 교수, 강훈 교수, 심우영 교수가 참여한 인터뷰내용이 실렸고,
이를 통해 그 간의 대한모발학회의 발전역사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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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학회 캠페인
대한모발학회-헬스경향 공동기획-소아 원형탈모 바로 알기 기획은 세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었으며 ①소아 원형탈
모의 진단과 치료 (김문범 교수) ②소아 원형탈모 임상 사례 (현장에서 느낀 환아와 가족들의 고통, 스트레스) (유
박린 교수) ③소아 원형 탈모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허창훈 교수)를 주제로 대한모발학회 소속 의료진의
기고를 통해 소아 원형탈모에 대해 관심을 고취하고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모발학회-헬스경향은 원형탈모증에 대해 캠페인을 지속 기획하고 있으며, 헬스경향이 마련한 각종 질환에
대한 최신치료법부터 미래의학에 발맞춘 보건의료 발전방향까지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보건의료 석학들과 소통
하면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는 [세계 석학들과 함께하는 의학 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소아원형탈모에 대해
각 나라의 모발학회의 회장단과 좌담회를 진행하여 소아원형탈모 환자의 삶의 질 저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 경구용 JAK 억제제의 효과 등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링크: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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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학회 캠페인
남성형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 즉 성분명 피나스테리드 복용 후 우울증에 대한 보고는 지난해 11월 미국의사
협회지 피부과학저널 발표에 이어 매체에서 기사화 되면서 최근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모발
학회에서는 입장을 정리하여 특별기고를 실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불안해하며 질문할 수 있기에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뉴스레터에 공유합니다.
전문 링크: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32

미국의사협회지 피부과학저널 발표에 발표된 논문과 관련해 외신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약제 복용으로 인해 우울
증, 자살충동이 생길 수 있는지’와 ‘해당회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느냐’는 2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
는 부분이다. 첫째, 은폐여부는 FDA가 경고문구를 제품설명서에 의무화하지 않았던 미국상황으로 국내는 이
와 다르다. 국내상황을 정리해 보면 피나스테리드 제품설명서에는 용법, 용량과 함께 소아 또는 여성에게 투여금
지, 임부에 대한 경고,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에 대한 내용이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명확히 기술
돼 있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피나스테리드는 2000년 식약처 승인 이후 성인 남성형탈모증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약이다. 같은 성분
의 보다 큰 용량이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 피나스테리드 복용 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자살
충동에 관련된 건수는 2016년까지 총 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처방된 약제의 기간이나 양을 고려했을 때 심각하
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처방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프
로 세 스 에 익 숙 해 있 지 않 기 때 문 에 앞 으 로 더 많 은 관 찰 이 필 요 할 것 으 로 보 인 다.

대한피부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모발학회
소속 4명의 전문의 (유박린, 조항래, 최지웅, 허창
훈)가 참여하여 탈모의 진단,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법,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6편으로 나누어 영
상을 촬영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 탈모에 대해 올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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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년 대한 모발학회 공문
2020년
•

KDA,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기준 의견조회/ 회장단 의견 조율 후 답신

•

KDA, 모발이식주체/회장단 의견 조율 후 답신

•

KDA, EADC 산하학회 심포지움/ 1시간 정도의 심포지움으로 계획, 학술이사 답신

•

KDA, 대한모발학회 피부과전문의 전문역량 및 평가방법/교육이사 및 간행정보이사 답신

•

KDA, 식약처 모발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자문위원 요청 건: 김정은 대외협력이사, 김도영 간행정보이사 추천

•

KDA, 대한의사협회.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통한 탈모 진료의 안전성 및 탈모 치료를 위한 전문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
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청, 의무이사 회신

•

KDA, 산하학회 전공의 평가 문제 출제의뢰, 교육이사 답신

•

KD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확인 소위원회 전문가 추천건 회신

•

KDA, 식약처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 및 인정수준 평가기준 의견 요청, 대외협력이사 및 간행정보이사
회신

•

KD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확인 소위원회. 모발현미경검사 항목 재심청구 건 전문가 추천
회신

•

KDA, 대한의사협회. 전화상담을 통한 프로페시아 처방 관련 불법 비대면 의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이사 회신

2021년
•

KDA,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대외협력이사 회신

•

KDA,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회신.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고시원료의 성분지정 배경 및 임상적 근거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와 허가과정에서의 효과평가
에 대한 개선책 요구. 대외협력이사 회신

•

KDA, 2023년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세계피부과학회(WCD) 모발관련 연자 및 좌장 추천 의뢰 회신

•

KDA,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연수교육시행규정 개정 및 연수교육
지침 변경[제2021-1호])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 인정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12월 말까지 연장 통보

•

KDA, 산하학회 심포지움 제안서 요청 학술이사 답신

•

KDA, 산하학회 학술활동 결과 및 계획서 제출의뢰 학술이사 답신

•

KDA, 질병관리청 2021년 전문학회를 통한 건강정보 재집필 및 감수 주제별 연구자 장용현 교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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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대한모발학회 회원 동정

●

근무지 변경


●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조교수 윤선영

해외연수 후 귀국


경북의대 장용현

대한모발학회 회원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대한모발학회 회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관혼상제, 수상, 근무지 변경 등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매년 봄, 가을로 발행되는 대한모발학회 뉴스레터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한모발학회 입회 안내

1.회원자격과 회원역할
1) 정회원: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자격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모발 관련 진료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3) 연구회원: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
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준회원: 전공의 및 모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2. 대한모발학회 가입절차
1)
2)
3)
4)

대한 모발학회 홈페이지(www.khrs.or.kr)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회원 가입 안내 클릭
좌측 메뉴에 있는 회원 가입신청서 클릭 후 웹 상에서 작성하여 제출
접수된 회원 가입신청서는 KHRS 상임이사회에서 적절성을 평가 후 회원 인준
가입비는 최초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정회원은 KHRS 학술대회 시 한번이라도 등록하셨다
면 가입비를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만일 본인의 회원 가입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KHRS 사무국
(khrsinfo@gmail.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와 함께한 격동의 미국 연수기

-경북의대 피부과 장용현 교수-

거의 일년내내 강한 햇빛과 맑은 날이 지속되는 LA 근교에서 지내다가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연수기를 적으려니 남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 연수 전 진료도 연구도 뭔가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이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
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의 반/타의 반 연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지역/대학/분야로 연수를 다녀올까를 고민하
고 가족들과 상의도 하였는데 이왕이면 피부과 아닌 다른 영역을 공부해 피부과 연구에 접목해보고 싶은 마음에 연수지를
L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소속되어 있는 Biostatistics Core of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으로 원형탈모증 연구에 접목해보고 싶은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twork
Meta-analysis 등의 데이터 정리 및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배워온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회발표 등으로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임을 알리는 것처럼 나름 순탄한 연수생활을 보내던 중 올 초 본격화된 COVID19 pandemic 사태가 미국에서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COVID-19 사태 초기 한두달은 전파력 등
관련정보 부족으로 미국에서 감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거의 집에서만 가족과 함께 머무르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아
이들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맑은 날씨, 깨끗한 공기, 잔디밭이 널려 있는 아파트내 수영장, 놀이터 등에서 에너지를 분출
하지 못하니 많이 힘들어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근감 있게 인사하던 사람들과도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고 미국인
들이 costco에서 휴지와 물을 사재기하여 살 수 없는 신기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식구들
이 언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붙어 지내며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LA
지역은 이후에도 COVID-19 사태에 이어 흑백갈등,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로 제가 오기전까지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직접 경험하니 세계 최강국으로 알려진 미국 시스템도 나름
개선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해외연수의 하이라이트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여러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셔서 많이 다녀야지 마음먹었었
는데 이놈의 COVID-19은 저희 가족의 여행계획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와보려나
하는 생각에 나름 이곳저곳 안전에 유의하며 다녀보았습니다. 유타와 애리조나 주의 끝도 없는 사막과 캐년들은 저와 아
이들에게 대자연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해주었고 미 서부에 끝이 안보이게 이어져 있는 다양한 해변들과 아름다운 석양은
저에게 휴식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습니다. 사실 고운 모래를 방석삼아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근심걱정이 한 순간이지만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서부 오렌지카운티주에 거주하던 관계로 COVID-19 사태가 본격화되고 몇 달 지난 이후에는
나름 맘먹고 동부여행도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근교 지인 댁을 베이스캠프로 편도로 10시간 운전해 가서 본 나
이아가라 폭포, COVID-19 때문에 교통체증 없이 한적하게 둘러보았던 뉴욕 타임스퀘어, 매일 서부 일몰만 보다가 동부
버지니아비치에서 보았던 미국의 새벽 일출 등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메릴랜드 박진 교수님 댁에 방문하여
맛난 식사 대접받고 한참 수다 떨었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면을 빌어 박진 교수님 가족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코로나 백신접종이 이 혼란한 시기를 진정시키고 예전의 생활로 우리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
겠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뉴 노멀의 시기에 접어든 것 만은 분명해 보이고 앞으로의 해외연수도 그
패턴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고 격려해주신 선후배 선생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수를 계획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연락주시면 아는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좌]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CHLA) [중간1] Biostatistics Core of CHLA, USC 류지훈 교수님과 함께 [중간2] 함께했던 동료들
[우] 미 남서부의 대표해변 Huntington Beach

학술대회와 행사
<국

내>

제1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일 시 : 2021년 5월 30일 (일) 13:00~18:30
장 소 : 삼정호텔

헤어포럼
일 시: 2021년 8월 21일(토)
장 소: 대전 유성호텔

대한모발학회 연수교육
일 시 : 2021년 11월 27일 (토) (예정)

<국

외>

AHRS AA Summit Collaboration Organization
2021년 7월 27-28일, NY, USA
KHRS collaboration, KHRS Logo 제공, KHRS 회원 참가비 할인
12th World Congress for Hair Research
2021년 4월 9~12일, Melbourne, Australia 예정이었으나
COVID-19 팬데믹에 대해 AHWRS의 요청으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됨
19th European Meeting for Hair Research
2020년 6월 18~20일, Sheffield, UK → 2023년 6월 15~17일, Sheffield, UK 으로 연기됨
https://www.ehrs2020.org/

학회 소식
대한모발학회 연구비 공모
모발 질환의 기전 및 치료에 대한 학술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기초 및 임상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 모발학회 연구비」를 공모하였고, 장용현, 신현태, 김정은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모발학 교과서 편찬 진행 중
모발학-안드로겐탈모증 : 모발생물학, 안드로겐탈모증의 진단과 연구기법, 안드로겐탈모증의 임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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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review

Investigation of Suicidality and Psychological Adverse
Events in Patients Treated With Finasteride
JAMA Dermatol. 2021;157(1):35-42

아주대병원 피부과
최지웅

Post-finasteride syndrome이 보고된 이후 피나스테리드에 관련하여, 특히 장기간 해당 약제를 복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근 다시 이슈가 되었다. 안드로겐 탈모증 및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피나스테리
드를 비롯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의 장기 복약이 필요하므로, 부작용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환자의 안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피나스테리드를 처방받고 복약한 3282명의 환자들 중에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정
신과적 이상반응을 보고한 356개의 케이스를 분석한 pharmacovigilance study이다 (VigiBase라는 global database
에 보고된 케이스를 분석에 사용함). 보고의 주체는 환자, 약사, 의사, 제약사 등이며, disproportionality analysis (실제
케이스 발생률에 대한 불일치 정도를 분석)를 시행한 case-noncase study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니므로 엄밀
한 환자-대조군 연구는 아님)이다. 연구진은 피나스테리드 복약력과 정신과적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reporting odds ratio (ROR)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피나스테리드를 복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과적 이
상반응을 보고한 ROR이 4.33, 자살경향성 (suicidal ideation, attempt, and completed suicide 포함)을 보고한 ROR
이 1.63으로, 유의한 disproportionality signal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es)에서는 젊거나
(45세 이하, ROR : 3.47), 탈모 환자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아닌, ROR : 2.06)에서 유의하게 disproportionality
signal이 있었고, 두타스테리드 및 알파 길항제 복약력이나 미녹시딜 도포제 사용력 등은 부작용 보고에서 유의한 disproportionality signal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 연구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2012년 Post-Finasteride Syndrome Foundation이 설립된 이후, 피나스테리드와 관련한 여러 정신과적 문제들이 더 많이 보고(stimulated reporting)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성기능 장애와 같은 피나스테리드의 부작용 발생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탈모의 중증도가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점, 두타스테리드가 미국 및 유럽에서는 탈모에 대해 off-label
치료제이기 때문에 처방량이 적은 점, 동양권에서는 해당 부작용의 보고가 전혀 없는 점 등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 명확하여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mments on the article above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복약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후 성기능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하여 치료를 중단한 남성에서 우울증상, 자살충동 등이 잘
생긴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고 (J Clin Psychiatry. 2012 Sep;73(9):1220-3), 4년 전에 게재된 논문 (JAMA Intern
Med. 2017 May 1;177(5):683-691) 에서는 등록자료 (administrative database)를 이용하여 5알파 환원 효소 억제
제를 복약한 66세 이상의 93,197명을 대상으로 자살경향성과 우울증 발생 정도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5알파 환
원효소 억제제의 종류와 무관하게, 약제 복약이 우울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복약기간에 따
라 위험도가 차이). 하지만 이러한 정신과적 이상반응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전립선 비대증) 관련이 있으며, 5알
파 환원 효소 억제제 복약력과 관련이 없었다는 보고 또한 있다 (Pharmacotherapy. 2017 May;37(5):517-527). 특
정 약물을 복약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이상 반응, 특히 정신과적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반응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특정 인종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백인을 대상
으로 함)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교란 변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대규모 연구를 시행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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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한모발학회 임원진 구성 (2020.6 - 2022.5)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최광성

인하대병원

부회장

김문범

부산대병원

총무이사

권오상

서울대병원

국제관계이사(신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학술이사

이양원

건국대병원

재무이사

김상석

강동성심병원

발행인: 최광성

교육이사

유박린

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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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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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정보이사

김도영

신촌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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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이사

원종현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이사

김정은

은평성모병원

의무이사

박병철

단국대병원

무임소이사

김범준

중앙대병원

무임소이사

서수홍

고려대안암병원

무임소이사

김민성

조선대병원

무임소이사

박현선

보라매병원

무임소이사

이영

충남대병원

무임소이사

장용현

경북대병원

총무간사

최지웅

아주대병원

학술간사

신현태

인하대병원

감사

이동윤

서울삼성병원

감사

조성빈

연세세란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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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한모발학회 이사진 구성 (2020.6 - 2022.5)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이사

강광영

모래내피부과의원

이사

신기식

신피부과의원

이사

계영철

고려대안암병원

이사

신정원

분당서울대병원

이사

김규한

서울대병원

이사

오지원

경북의대

이사

김기호

동아대병원

이사

윤태영

충북의대

이사

김정철

경북대병원

이사

이세원

연세리앤피부과의원

이사

김창덕

충남의대

이사

이승호

동국대일산병원

이사

김효진

인제대부산백병원

이사

이인준

노바피부과의원

이사

노윤우

맥스웰피부과의원

이사

이종록

리피부과의원

이사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

이사

임이석

테마피부과의원

이사

박성욱

박성욱피부과의원

이사

장승호

에스엔유피부과의원

이사

박원석

아모레퍼시픽

이사

전지현

고려대구로병원

이사

박진

전북대병원

이사

조성환

더블유피부과의원

이사

방철환

서울성모병원

이사

조항래

오킴스피부과의원

이사

서구일

모델로피부과의원

이사

최유성

울산대병원

이사

성영관

경북의대

이사

황성주

털털한피부과의원

대한모발학회 홈페이지 개편 소식 알려드립니다
대한모발학회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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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대한모발학회 학술활동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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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
5) 뉴스레터
영문홈페이지: https://en.khrs.or.kr
국문홈페이지: https://www.kh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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