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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pecia areata (AA) is a common and tissue-specific autoimmune disease of hair follicle resulting in 
the loss of hair on the scalp and elsewhere on the body. Hair follicles is a unique organ because it 
has its own immune system and hormonal milieu and has a different immune state at each hair cycle 
stage. The collapses of anagen-dependent hair follicle immune privilege arise autoimmune attack, in-
ducing ectopic MHC class I expression in the hair follicle epithelium and autoantigen presentation to 
autoreactive CD8+T cells, which results in A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pointed that 
psychological stress may also influence the hair follicle immune/hormone systems and contribute to 
the induction of AA. The key pathogenesis of AA is associated with immune privilege guardians 
(including ACTH, α-MSH, and TGF-β), natural killer group 2D-positive (NKG2D+) cells (including 
NK and CD8+T cells), and stress hormones (including CRH and substance P). Effective treatments for 
AA are still demanded. One of the future targets of treatment will be the modification of hair follicle 
immune privilege including stres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JAK inhibitors and immun-
omodulators used in other autoimmune disease, such as psoriasis, atopic dermat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Tregs, platelet-rich plasma therapy, statins, and prostaglandin anaolgues are effective for AA. 
Here the article reviews the recent understanding in the pathogenesis associated with perifollicular 
endocrine/immunology and new treatments of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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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형탈모증은 흔한 비반흔성 탈모로 경계가 명확한 다양한 

크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한다. 탈모의 양상

에 따라 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 망상 원형탈모증(reticu-

lar alopecia areata), 전두 탈모증(alopecia totalis), 사행성 두

부탈모증(ophiasis), 전신성 또는 범발성 탈모증(alopecia uni-

versalis)등으로 구분된다[2]. 일반적으로 두피 자체에는 반흔

이 나타나지 않으며, 탈모반 경계의 가장자리 모발이 잘 빠지

고, 남아있는 모발은 느낌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2]. 또한 원형탈모증 환자의 10-66%는 손발톱 파임과 같은 

조갑이상을 나타낸다[63]. 

원형탈모증은 전세계적으로 0.1-0.2%의 발병률을 가지고, 

인종이나 종족에 따라 0.9-6.9%의 발병률을 보이는데, 미국 인

구의 약 0.7-3%, 영국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원형탈모

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일생 동안 원형탈모증으로 진단을 받

을 가능성은 약 1.7% 정도로 추산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영향

을 받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원형탈모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90]. 원형탈모증의 발병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되

는데, 아시아 지역 원형탈모증 환자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85.5%가 40세 이전에 첫 증상이 나타나고, 사춘기 이전에 발생

한 원형탈모증은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다[86]. 이른 나이 

발병 이외에 원형탈모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스트

레스, 가족력과 아토피가 있는 경우이다[30, 50, 58].

지금까지 알려진 원형탈모증의 병인은 성장기 모낭에 대한 

T 세포 매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전적 인자

와 정신적 스트레스, 내분비장애, 신경병변, 혈관 장애 등 환경

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알려진 자가면역반응의 관점에서 원형탈모증의 유

발기전에 대해 정리하고 한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원형탈모증의 자가면역 발병기

원형탈모증 환자는 백반증,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중증근

무력증, 피부경화증, 궤양성 대장염, 제1형 당뇨병, 갑상선염, 

셀리악병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동반하

는 경우가 많고[78], cyclosporine과  corticosteroids와 같은 면

역억제제와 dinitrochlorobenzene (DNCB), squaric acid di-

butyl ester (SADBE)와 dephnylcyclopropenone (DPCP)와 같

은 국소 면역치료제(국소 면역 자극제)가 원형탈모증에 효과

를 나타냄으로써 자가면역 기전을 뒷받침하고 있다[76].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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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 환자는 선천 및 적응면역 유전자자리에서 많은 

유전적 위험인자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74], 정상인에서는 거

의 발현되지 않는 human leukocyte antigens (HLA)-DR, 

HLA-A, HLA-B와 HLA-C와 같은 특이 HLA의 발현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HLA이 자가면역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28]. 

원형탈모증의 발병기전에 관련된 많은 인자들 중에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가설이 모낭면역특권의 파괴이다[72]. 정

상인에서 모낭은 다양한 경로로 면역특권이 유지된다. 정상적

인 모낭의 근위부(bulge, bulb)는 항원제시세포, CD4+T 또는 

CD8+T세포와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class 

I과 MHC class II의 발현이 거의 없는 면역특권을 누리고 있으

며, 국소적으로 부신피질자극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

mone, ACTH), IL-10,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멜라닌세포자극호르몬(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

-MSH)와 같은 면역억제 사이토카인과 신경펩타이드가 분비

되어 면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43, 45, 51, 72, 89]. 

그러나, MHC class I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를 탐지해서 용해

하는 natural killer (NK)세포가 MHC class I-음성 성장기 모낭

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다[9, 92]. 

원형탈모증의 병리기전으로 인정되는 면역특권 파괴의 핵

심적인 역할은 자가반응성 CD8+T세포가 수행한다[70]. 원형

탈모증은 선택적으로 성장기 모낭, 조갑(nail), 그리고 드물게 

망막색소상피층(retina pigment epithelium)을 공격하는 T세

포 의존성, 항원특이성 그리고 조직 특이성 자가면역 질환이

다[29, 68]. 원형탈모증은 또한 MHC/HLA 단상형 결합 같은 

몇몇 유전적 소인을 공유하는 다른 자가면역질환의 발생과 

관련된다[12, 66].

원형탈모증에서 동반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낭

은 면역특권 파괴를 동반하는 성장기에 들어가야 한다. 면역

특권 파괴는 IFN-γ나 substance P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유

도될 수 있다[43, 73, 80]. 이들은 발현되는 자가항체의 양과 

질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자가항원 표현 MHC 

class I의 발현을 강하게 상승시키고, 항자가면역반응의 잠재

적 타켓으로 취약한 모낭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72]. 

둘째, 성장기 모낭 주위 T세포의 발현이다. CD4+T세포가 

모낭 주위에 주로 존재하는데 반해, 세포독성 CD8+T세포는 

모구 상피에서 주로 존재하는데, MHC class I의 발현과 관련

되어 항원특이 자가반응성 T세포의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11]. 자가반응성 세포독성 CD8+T세포는 특이 자가항원, 특히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성장기 모낭에 의해 발현되는 멜라닌 

생성관련 펩타이드를 자가항원으로 인식한다 [26, 47]. 일반적

으로 이러한 자가항원이 노출되면 모구 주위에 다양한 림프구

가 모이게 되는데 [27], 원형탈모증 환자의 모낭에는 NK 세포, 

20%-40% CD8+T 세포와 60%-80% CD4+T 세포가 존재한다

[45, 87].

이러한 림프구 침윤으로 인해 IFN-γ 이외에도 Th1 케모카

인(CXCL9/MIG와 CXCL10/IP-10), 사이토카인 대식세포 유

주저해인자(mi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와 

TNF-α, IL-1, IL-2, IL-4와 IL-10, 내인성 TLR ligands와 reti-

noid와 같은 염증성 매개인자의 급격한 증가가 유도된다[31]. 

이러한 림프구 침윤은 면역특권을 파괴하고, CD8+T세포는 자

가항원을 발현하는 세포를 공격하여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킨

다. IFN-γ는 자체적으로 모낭의 위축과 퇴행기를 유도한다

[44]. 핵심적인 스트레스 관련 신경펩타이드인 substance P는 

모낭주위 신경염증과 모낭면역특권 파괴를 유도한다. Sub-

stance P는 피부 감각 신경섬유 말단에서 분비되어 모발성장

을 억제하고 조기 퇴행기를 유도하는 신경성 피부염증을 유도

한다[73]. 염증매개 모낭 위축과 조기 퇴행기유도는 모낭상피

를 위축시킴으로써 모간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탈모를 초래한다. 반면 성장기 모낭이 조기퇴행기

로 진입하면 모간의 멜라닌 생성이 중단한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에도 모낭상피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침범되지 않기 때

문에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모낭 면역특권 재형성의 결

과로 종종 자발적으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29]. 

원형탈모증의 면역병리학에서는 CD8+T 또는 NKG2D+세

포 외에 추가적으로 조절 T세포[34, 79]와 CD8+T세포와 상호

작용하는 모낭주위 비만세포의 역할이 최근에 조사되고 있다

[10]. 또한 흉선 수질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전사조절자인 자

가면역 조절자(autoimmune regulator, AIRE)는 음성선택을 

통해 자가반응성 T세포를 제거하는데, AIRE가 부족한 상태에

서 자가반응성 T세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형

탈모증의 병리에서 AIRE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91].

모낭 특이 면역체계

모낭은 아주 작고 특이한 기관이다. 모낭의 주기는 성장기

(anagen), 퇴행기(catagen), 휴지기(telogen)로 이루어져 있고

[85], 각 단계별로 고유의 특이한 면역학적 환경을 가지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성장기에 나타나는 면역특권이다

[46, 72]. 모낭의 내분비는 이러한 면역억제와 관련되어 있다. 

모낭은 호르몬의 중요한 표적 기관이면서 동시에 주요 생산기

관이다. 모낭은 자체적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

의 평형을 유지한다. 모낭에서 이 축의 가장 밀접한 인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cortico-

tropin-releasing hormone, CRH)인데, CRH는 비만세포 탈과

립을 유도하여 퇴행기 변화를 촉진시킨다[41]. 또한 모낭은 비

만세포 전구체를 저장하고 있다[40].

자가면역성 탈모질환인 원형탈모증은 모낭면역특권의 파

괴에 의해 유도되므로 면역특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원형탈모

증의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는 스트레

스와 관련된 원형탈모증의 발병을 포함하는 내분비/면역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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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모낭 사이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다.

면역특권 부위는 전안방(anterior eye chamber), 고환과 난

소 일부, 부신피질, 혈액뇌관문 뒤 중추신경계와 태반 태아 

모체 부위가 있다[46, 72]. 면역특권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해당 

부위에 파괴적인 면역반응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

한 면역특권이론은 Billingham의 선구적인 실험에 의해 증명

되었는데, 일부 이식된 성장기 모구는 유적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생존했다[13]. 검은색 귀 피부상피가 유전적

으로 양립할 수 없는 흰색 기니픽에게 이식되었을 때 그 이식

된 조직은 동종인 멜라노사이트가 거부되는 것을 포함하여 

빠르게 색소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얼마 후 일부 검은색 모간

이 상피에 침투하였는데, 이는 최소한 공여자의 일부 멜라노

사이트는 숙주의 성장기 모구에서 생존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결과이다.

모낭 면역특권은 근위 외근초(outer root sheath, ORS)와 

기질세포에 주요조직적합유전자 복합체 MHC class I의 결핍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유지된다. 다른 부위의 면역

특권과 달리, 모낭면역특권은 주기패턴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모발주기의 퇴행기나 휴지기에는 일어나지 않고 성

장기에 모낭의 근위부 상피에 한정되어 일어난다.  

성장기에는 모구에서 멜라닌 생성이 활성화된다. 모낭 멜라

닌세포의 자가항원이 원형탈모증의 강력한 면역학적 표적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멜라닌세포 자

가항원에 대한 자가항체가 원형탈모증 환자에게서 오랫동안 

확인되어왔다[26-27]. 따라서 모낭면역특권은 성장기에 모낭

의 자가항원 즉, 멜라닌 관련 단백질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

는 것으로 추측된다.

모낭면역특권은 여러 인자들에 의해 조절되는데, ACTH와 

α-MSH와 같은 면역억제호르몬이 주요인자이다. 프로오피오

멜라노코르틴(Proopiomelanocortin, POMC)-유래 펩티드는 

ACTH, MSH와 β-endorphin을 포함한다. POMC 유전자 전사

와 번역은 C57BL/6 마우스 피부에서 모발주기 의존적이고 

성장기에서 현저히 증가된다[81]. 정상 피부에서 ACTH 면역

반응은 성장기 모낭의 외근초에서 일어나고 신체피부의 표피

와 진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82]. α-MSH는 성장기 동안 

외근초와 모기질에서 나타난다[71]. ACTH 농도는 방사면역

분석법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제모에 의해 유도된 성장기 동

안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83], ACTH는 모낭 내 

코티솔 생성을 자극한다[41].

TGF-β는 가장 강력한 면역억제성장인자 중의 하나이다

[18]. TGF-β1 면역반응은 마우스와 사람의 모낭상피에서 주로 

발현되고 외근초와 상피 세포에서 후기 성장기와 퇴행기 시작

단계에 가장 강하게 발현된다[23]. ACTH, α-MSH와 cortisol 

외에 TGF-β1도 모낭면역특권의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데, TGF- 

β1의 주요 역할은 성장기 또는 멜라닌형성 관련 자가항원을 

자가반응성 CD8+ T세포에 의해 면역인식 되는 것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27, 72].

NK세포는 원형탈모증 연구에서 흥미로운 영역이다. 모낭

면역특권 체계에서는 MHC class I의 부재나 낮은 발현을 나타

낸다[15]. 일반적으로 NK세포는 MHC class I의 부재나 낮은 

발현을 나타내는 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25, 

49, 94], 건강한 사람의 성장기 모낭 주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20]. 

이는 모낭 NK세포가 killer cell immunoglobulin (Ig)-like 

receptors (KIR)와 heterodimeric CD94/NKG2A 같은 억제 수

용체를 발현하여 NK세포 활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60]. 

표적세포가 MHC class I 분자를 발현하면 면역수용체 티로신

포함 억제 단위모티브(immunoreceptor tyrosine-based in-

hibitory motif, ITIM)가 Src homology region 2 domain-con-

taining phosphatases (SHP)-1과 SHP-2를 포함하는 인산화효

소에 결함으로써 인산화되고 억제 수용체 KIR (KIR-3DL2, KIR- 

3DL1, 또는 KIR-2DL1-3)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NK세포의 활

성이 파기될 수 있다[60]. MHC class I 발현이 결핍된 표적세

포(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현저하게 변형된 세

포)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지 않고, NKG2D와 CD94/ 

NKG2C와 같은 활성 수용체로부터 신호전달에 의해 NK세포

가 활성화된다[9, 92]. NKG2D는 NK세포뿐만 아니라 CD8+ 

T세포에서도 발현된다. NKG2D는 표적세포의 MHC class I 

chain-related A gene (MICA)을 인지하고 표적세포를 공격하

기 위해 면역세포를 자극한다[9, 92]. 

사람 성장기 모낭은 다른 건강한 조직과 같이 MICA발현이 

결핍되어 있다[45]. 원형탈모증 손상부위에는 CD56+ NK세포

와 CD8+ T세포는 NK세포 활성 수용체 NKG2D의 발현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찰은 원형탈모증의 진행이 모낭에 

MICA의 발현을 유도하는 자극에 의해 촉진되고 MICA+모낭

에 침투된 NKG2D+세포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암시

한다[45]. 게다가, 원형탈모증 환자 말초혈액의 CD56+NK세

포와 CD8+ T세포는 정상인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다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환자와 비교했을 때 NKG2D 발현이 증가되

어 있었고, 원형탈모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NK세포-억

제 KIR-2D2/2D3를 발현하지 않는 NK세포 비율이 현저히 증

가되어 있다[45].

요약하면, 면역 특권 MHC class I-음성 모낭은 NK세포와 

억제 KIRs에 NKG2D의 낮은 발현, MICA-음성 ORS를 통하여 

NK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들 기전 중 일부가 파괴

되면 원형탈모증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원형탈모증을 가진 나이든 C3H/HeJ 마우스의 손상

된 피부를 어린 C3H/HeJ 암컷 마우스에 이식한 동물모델로

부터 모순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C3H/HeJ 마우스에 토끼 항

아시알로GM1항체를 계속 투여하여 NK세포가 소실되었을 

때 탈모 유발이 촉진되었다. 항아시알로GM1항체를 처리한 마

우스의 탈모피부에서 NK세포의 소실은 모낭주위 CD49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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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수의 현저한 증가를 동반하였다[53]. 아직까지 원형탈모

증의 발병과 관련된 NK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

다. 

스트 스 호르몬과 모낭 특이 면역체계

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외선, 역학적 에너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자극 같은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원형탈모증과 몇몇 다른 피

부질환이 감정적 스트레스 기간 동안 종종 악화되기 때문에 

감정적 스트레스 또한 피부항상성을 변화시킨다. 전신의 생물

학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는 모든 타입의 스트레스

인자에 반응해야만 한다. 피부 스트레스 인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국소적 반응을 조직화하고 소멸시키는 피부방어체계로 

작용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hypothalamic-pi-

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장치에 의해 조절된다[84].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CRH)는 주요 스트레스 

유도 호르몬으로 HPA축의 과도한 자극과 시상하부 CRH의 

분비 증가는 우울증의 병리와 연관 되어 있다[37]. HPA 축의 

가장 근위인자인 CRH가 마우스 모낭에서 발견되었고, CRH

의 발현은 모발주기에 의존적인 변화를 보인다[75]. CRH 면역

반응은 기저표피층(basal epidermis)의 각질세포(keratinocyte), 

ORS, 성장기 모낭의 기질영역에 국한되어 가장 높은 강도는 

성장기IV/VI동안 일어나고, 가장 낮은 수준은 퇴행기와 휴지

기 모낭에서 발견된다. 사람에서 CRH와 CRH-R1에 면역반응

성은 ORS를 통해 일어난다[7]. 근위 모구에서 멜라닌을 형성

하는 모낭 멜라닌세포와 선택적 멜라닌결핍 멜라닌세포는 

CRH-R1-음성이다[7]. 

사람의 모구는 실제로 CRH와 CRH-R1 유전자를 전사한다. 

미세절개된 성장기 모구에서 이들 유전자의 RNA 발현은 전

체 두피에서의 RNA 발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피에서 가장 강한 CRH 전사는 실제로 성장기 모구에 국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낭은 HPA축에 대한 기능적 

말초기관이며, 피부에서 말초 스트레스 반응을 국소적으로 조

절한다[41]. In vitro에서 사람의 모낭에 CRH를 처리하면 

POMC 전사를 증가시키고 POMC 산물에 대한 면역반응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피드백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낭의 조직

배양에서 CRH가 코티솔 분비를 자극한다[41]. 

감정적 스트레스가 말초 모낭-HPA축과 관련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나 몇몇 마우스 연구에서 감정적인 스트

레스와 피부 반응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소음 스트레스가 CBA/J 마우스의 모낭에서 조기 퇴행기 진행

을 촉진한다. 이 모델에서 스트레스 노출이 피부에서 sub-

stance P 신경 섬유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substance 

P 인지수용체인 neurokinin 1 (NK1) 수용체 길항체가 스트레

스로 유도된 변화를 정상화시켰다[64]. 감정적 스트레스가 말

초신경계 신경호르몬의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낭-HPA

축을 조절한다. 

스트레스는 비만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에서 비만세포

의 탈과립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비만세포는 모낭주위에 분

포하고 마우스 모발주기는 비만세포의 탈과립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탈과립된 모낭주위 비만세포는 퇴행기 직전인 

후기 성장기VI에 현저하게 증가한다. 퇴행기 진행은 비만세포 

탈과립 억제에 의해 지연된다[42]. 또한 substance P와 같은 

비만세포 탈과립 촉진제가 조기 퇴행기를 유도한다. 사람 모

낭에서 CRH가 stem cell factor (SCF) 자극을 통해 비만세포 

탈과립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되었다[56]. 그러므로 모낭 면역

계와 호르몬계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RH를 처리하여 6일 동안 배양된 사람 모낭에서 탈과립

된 비만세포가 모낭 결합조직초(connective tissue sheath, 

CTS)와 모낭 내에서 모두 발견되었고[40], CRH가 처리된 모

낭은 SCF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In vitro 연구에서 SCF 

항체는 모낭주위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감소시킨다[42]. 이러

한 연구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와 탈모유도 사이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모낭에서 CRH 생산을 

유도하여 SCF를 통한 비만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비만세포

를 성숙시킨다. 또한 CRH는 SCF를 통해 비만세포의 탈과립

을 유도하는데, 비만세포로부터 분비된 화학적 매개인자에 의

해 퇴행기를 유도한다.

감정적 스트레스는 원형탈모증의 발병원인으로 생각되며

[24, 32], 스트레스 호르몬 CRH가 원형탈모증 유도와 관련되

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CRH는 히스타민을 초래하는 비

만세포 탈과립을 유도한다. 몇몇 연구는 원형탈모증을 위한 

항히스타민제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38, 67]. 이러한 

결과는 원형탈모증의 발병에 CRH와 비만세포의 역할을 보여

준다. 모발 탈락 직전에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원

형탈모증 환자 3명의 CRH 수용체 발현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

면, 원형탈모 두피영역의 피부는 CRH-2β에 대한 강한 신호를 

나타내었으나, 동일 환자의 원형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은 두

피영역과 건강한 사람의 두피는 CRH-2β 수용체의 약한 신호

를 보였다[52]. CRH, ACTH와 α-MSH 발현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원형탈모증 환자의 표피, 모낭, 피지샘에서 현저하게 증

가하였다. 이 결과는 원형탈모증 손상부위에 활성화된 신경성 

시스템과 국소 HPA축 활성을 나타낸다[55]. 면역계의 활성이 

CRH 발현뿐만 아니라 HPA축을 조절할 수 있다[35]. 최근 정

상 마우스와 원형탈모증 마우스에서 스트레스와 비스트레스 

조건에서 중추와 말초 HPA축의 상태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

면, 정상 마우스는 기저조건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조건에

서 혈중 corticosterone의 증가를 보인 반면, 원형탈모증 마우

스는 corticosterone 수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원형탈모증 마우스가 급격한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무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원형탈모증 마우

스의 중추신경계에서 뇌하수체 POMC mRNA수치는 기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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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ogenesis of alopecia areata. Perifollicular CD8+T cells and CD56+ NK cells produce a large amount of IFN-γ.  

Autoreacive CD8+T cells produce large amount of INF-γ which will induce MHC class I in hair follicle leading to the immune 

privilege collapse and the ability of the CD8+cells and CD56+ NK cells, to attack the hair follicle and induce alopecia areata. 

Furthermore, the decreases of immune privilege guardians such as ACTH, α-MSH, IGF-1, and TGF-β and Tregs were 

observed.  Recently, an interaction of perifollicular mast cells and CD8+ cells was observed. This interaction may impact 

immune privilege maintenance, or, under inflammatory condition, immune privilege collapsed. In addition, stressors induce 

CRH and substance P production that increases SCF expression in human follicles. Then, the number of mast cells are 

increased and matured by SCF. The CRH and substance P cause the degranulation of mast cells via SCF, which may induce 

catagen by chemical mediators from mast cells. Immune privilege guardians protect autoimmune reaction against hair follicle 

autoantigens and keep hair follicle immune privilege. 

준과 반복된 스트레스 조건에서 각각 2.61배와 2.76배 증가하

였으나, 원형탈모증 마우스 피부에서는 POMC mRNA 발현이 

기저수준과 반복된 스트레스 조건에서 각각 7.74배와 16.28배

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HPA 활성의 증가를 보여주었다[96]. 

그러므로, 감정적 스트레스는 호르몬과 면역손상에 대한 무딘 

corticosteroid 반응으로 인해 원형탈모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HPA 활성의 변화는 원형탈모증과 관련된 면역반응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낭 면역특권의 회복

원형탈모증 발병의 핵심은 모낭면역특권의 파괴이다. 만약 

모낭 면역이 스트레스에 의해 파괴되면 자가항체가 생성되고, 

모낭자가항체에 대항하는 T 세포에 의한 자가면역반응을 초

래한다. 이 반응은 원형탈모증의 급성기에 “벌떼(swarm of 

bees)”라고 불리는 독특한 병리적 형태를 유발한다. 자가항원

의 정체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멜라닌

세포 관련 단백질이 모낭의 자가항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자가면역반응성 원형탈모증은 면역특권의 회복

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면역억제자 IGF-1, TGF-β1과 α-MSH

는 사람 모낭의 이소성 MHC class I 발현을 감소시키는 강력

한 조절인자이면서, 면역특권 회복을 위한 매우 가능성 있는 

후보물질로서 성장기 모낭으로 모집할 수 있다[43](Fig. 1). 

원형탈모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모낭 면역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원형탈모증 치료

법 발굴에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원형탈모증의 최신 치료요법

2012년 영국 피부학회는 원형탈모증 관리를 위한 최신 가이

드라인을 갱신하였다[65].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

료법은 스테로이드제[39], 스테로이드 주사요법[21], 스테로이

드 충격요법(steroid pulse therapy,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

법)[1, 77], 면역치료[19], 광치료와 레이저 요법[6, 16], 면역억

제제[5, 61], 냉동요법[95] 등이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료

법으로는 Janus kinase (JAK) 억제제, 면역조절제, Tr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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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let-rich plasma therapy (PRP), 스타틴,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제 등에 의한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다. 

JAK는 많은 사이토카인 수용체 신호경로를 조절하는 수용

체 티로신 카이네이즈이다. JAK억제제가 일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데,  임상 연구에서 JAK억제제는 

건선[69]과 아토피 피부염[14]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에서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아토피피부염[3]과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4]의 동물모델에서 JAK억제제는 면역세포에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피부장벽의 개선을 통해 질환을 개선시킨다. 유

전자 조사기법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에 

근거해서 원형탈모 동물모델에서 모발이 탈락하기 위해서는 

CD8+NKG2D+림프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 동물모델에서 CD8+NKG2D+림프구는 IFN-γ를 생산하

여 모낭을 공격하였는데, JAK억제제를 이용한 IFN-γ 수용체

-JAK 경로의 차단이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93]. 미

국 식품의약청 승인 JAK 억제제인 룩소리티닙(ruxolitinib)은 

골수섬유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왔으나 원형탈모증 환자 3

명에서 모발재생 효과가 있었으며, 건선과 만성피부점막 칸디

다증 환자에서 원형탈모증을 동반한 경우 부가적으로 모발재

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36, 48, 62]. 

면역조절제로는 건선치료제인 Utstekinumab(IL-12/IL-23 

p40 antibody)가 광범위한 원형탈모증 환자3명에서 모발재생

을 촉진시켰다[33].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phosphodiesterase (PDE) 4 차단제인 아프레밀리스트(apre-

milast)는 경구투여를 통해 SCID 마우스 원형탈모증 모델에서 

모발재생의 효과를 나타낸다[54]. 

최근에는 Tregs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법이 원형탈모증의 치

료에 활용되고 있다. IL-2는 Tregs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2를 5일간 피하주사하면 원형탈모증 환자5명중 4명

에서 부분적으로 모발재생을 유도하고 손상피부부위에 Tregs

가 모여 증가한다[17]. 줄기세포 교육요법(stem cell educator 

therapy) 은 환자의 전혈로부터 분리한 단핵세포를 제대혈 유

래 다기능 줄기세포(cord blood-derived multipotent stem 

cells, CB-SCs)와 반응시킨 뒤 교육된 자가 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다기능줄기세포는 herpesvirus entry mediator 

(HVEM) ligands, programmed death-1 ligand 1 (PD-L1)과

TGF-β같은 Tregs를 발현한다. 줄기세포 교육요법에 의해 9명

중 2명의 원형탈모증 환자에서 완전한 모발재생을 보였고, 6

명은 부분적 재생을 보였다[59]. 

그 외에도 PRP가 조직재생치료의 보조요법과 몇몇 만성질

환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원형탈모증환자 손

상부위에PRP를 주사하면 트리암시놀론 아테포나이드(triam-

cinolone acetonide)나 플라시보에 비해 모발재생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8]. 스타틴

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림프구의 기능을 조절하여 염증성 

피부질환을 치료하기위해 활용되어 왔다. Lattouf는 원형탈모

증 환자 19명 중 14명에서 심바스트틴/에제티미브(simvast-

atin/ezetimibe)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57]. 프로스타글

란딘 유사제제인 라타노프로스트(latanoprost)는 전신탈모환

자 54명중 45%에서 속눈썹 탈모를 개선시켰다고 보고하였다

[22]. 

결   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원형탈모증의 핵심 병리기전은 성장기 

모낭의 면역특권의 파괴로 볼 수 있으며, 자가반응성 CD8+ 

T세포의 활성에 의해 모낭주위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

성화되면서 모낭의 조기퇴행에 의해 원형탈모증이 진행된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HPA축의 활성과 비만세포 활성화에 

의해 모낭면역 특권이 파괴되고 신경성 염증에 의해 모낭의 

조기퇴행을 유도하고 원형탈모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최근의 임상적, 실험적 연구에 기

반한 최신 치료요법을 살펴보았다. 원형탈모증의 면역학적 바

이오마커의 변화가 건선, 아토피 피부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바이오마커 변화와 유사하며, 자가면

역질환의 선택적 길항제가 임상치료에서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줄기세포 교육요법에서 Tregs를 이용한 개선효

과가 뛰어난 것으로 볼 때 핵심적인 병리 경로를 조사하여 

치료제 개발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형탈모증

의 치료효과는 치료 후 수 주 내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발이 재생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된다. 오랜 기간 치료제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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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의 최신 이해와 치료

강경화*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원형탈모증은 흔하게 발병하고 두피와 전신에 모발의 탈락을 일으키는 모낭조직 특이 자가면역질환이다. 모낭

은 자체적으로 면역체계와 내분비 환경을 가지고 각 모발주기 단계에 따라 다른 면역 상태를 나타내는 특이한 

기관이다. 성장기 모낭의 면역특권의 파괴는 모낭상피 MHC class I 발현과 자가반응성 CD8+T세포에 대한 자가

항원 발현을 유도하는 자가면역의 공격을 일으키고 원형탈모증을 유발한다. 임상적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모낭 면역/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쳐 원형탈모증의 유도에 관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형탈모증

의 핵심적인 병리기전은 면역특권 수호자(ACTH, α-MSH와 TGF-β 등), 자연살해세포그룹 2D-양성(NKG2D+) 세

포(NK 세포와 CD8+T 세포 등)와 스트레스 호르몬(CRH와 substance P)과 관련되어 있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여

전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치료목표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낭 면역특권을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연구는 건선, 아토피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에서 사용되는 JAK억제제와 면역조절

제, Tregs, 혈소판풍부혈장요법, 스타틴과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가 원형탈모증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논문은 모낭주위 내분비/면역과 관련된 발병기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원형탈모증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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