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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원발성 반흔탈모증(PCA: Primary Cicatricial Aldopeias)은 흔하지 않은, 

그러나 임상 으로 요하며 생물학 으로 흥미 있는 염증성 질환으로 

머리털의 구 인 손실을 야기하는 질병이다. PCA의 임상  최  특

징은 모낭구(follicular ostia)의 상실로 때로는 피부 구조의 변화가 동반

되기도 한다. 조직학 으로는 모낭(HF: Hair Follicles)이 반흔(흉터)과 

유사한 섬유상 조직으로 바 는 특징을 보인다.  

  ○ 이 질병의 비가역  성질과 미용상의 문제, 아직 만족할만한 치료 수단

이 없다는 사실은 피부 자가면역에 의한 이 질병의 증상에 한 연구

를 활성화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 질환의 기 에 한 연구는 다

른 유사한 자가면역질환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마우

스 모델도 존재하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과 치료 수단의 개발도 기 되

고 있다. 

2. CCLE- 련 PCA의 임상   조직병리학  특성 

  ○ 만성 피부 홍반성 낭창(CCLE: Chronic Cutaneous Lupus Erythematosus)

과 연 된 PCA는 넓게 퍼진 홍반과 탈모가 일어난 부 에 인설(scale)

의 형성을 특징으로 하며 표피 축, 흉터 형성, 모세  확장, 색소침

착 장애 등이 수반된다. 

  ○ 조직병리학 으로는 림 구에 의한 피부염증, 모낭의 쇄, 피지선

(sebaceous gland)의 축 등의 특성을 보인다. 면역형 미경을 이용

한 찰에서는 표피 합부와 HF 기 막을 따라 면역 로불린과 보체

로 만들어지는 일직선의 낭창띠(lupus band)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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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낭은 염증성 상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PCA에서 기세포의 손상

    – CCLE에서 염증성 세포의 침습에 의한 피부 팽창은 상피 모낭 기

세포(eHFSC: epithelial Hair Follicle Stem Cell)의 면역학  괴가 

PCA의 요한 병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변 조

직을 팽창시키는 염증반응은 남성형 탈모증으로 알려진 머리에서

도 특징 으로 나타나며 여기서는 염증성 HF의 변화는 구 인 모

낭 손실로 이어진다.

    – 그러나 eHFSC의 손상만으로 CCLE- 련 PCA 발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자살유 자(suicide gene)를 이용한 형질 환 마우스 모델

의 피부 이식 실험에서 표피에는  변화가 없이 완 한 탈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CCLE의 여러 가지 피부 병변은 나타나

지 않지만 탈모 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eHFSC의 상실이 유

일한 PCA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모낭의 정된 기  제거

    – 정된 기  제거(POD: Programmed Organ Deletion)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염증반응이나 탈모 상 없이 정상 인 마우스 피부에서 

일어나는 조직 개조(remodelling)의 생리학  기 의 하나이다. 이 

마우스 모델에서는 정상 인 피부에서 취한 모낭  약 2%에서 염

증성 세포들이 팽창된 피부 세포 주 에 집결되어 있는 것이 찰된

다. 이와 같은 사실은 POD가 HF의 제거에 한 한 가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PCA에서 세포성 면역에 의한 조직 손상

    – CCLE 환자에서 모카인 수용체-4(CXCR4)를 발 하는 활성화된 세

포독성 T-세포(CLA+CD25+CD8+)의 수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조

직 손상에 이들 세포가 직  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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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 세포는 표피조직의 기 층에 침입하여 각질세포의 자연

사를 유도하여 상피조직의 괴와 흉터 형성을 래하게 된다. 이것

은 CCLE에서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한 손상이 조직 괴의 요한 

기 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PCA에서 염증성(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의 작용

    – CCLE에서 자외선이나 미생물 감염과 같은 자극인자가 IFN-α의 생성

을 유도하여 모카인과 항바이러스 단백질의 생산을 유도한다. 이 

결과는 CXCR3+ T-세포와 형질세포형 수지상세포(pDC: plasmacytoid 

Dendritic Cells)를 피부로 집결시키게 된다. 

    – pDC에 의한 IFN-α의 생산과 T-세포에 의한 CXCL10의 생성은 염증

반응을 지속시킨다. TNF-α, IL-2, IFN-γ와 같은 다른 염증성 사이

토카인도 CCLE에서 높은 수 으로 발 된다.

  ○ PCA에서 비정상 인 세포자연사

    – eHFSC 구획에서 무질서한 세포자연사(apoptosis)가 PCA의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CLE에서, 특

히 표피 조직과 HF에서 세포자연사의 비율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것

은 p53과 Fas 경로에 의해 재되는 것이 밝 졌다. 

    – CCLE에서는 Fas가 표피의 각질세포에서 높게 발 되며 Fas의 리간

드인 FasL은 침습하는 식세포와 T-세포에서 우세하게 발 된다. 이 

FasL+ 식세포는 CCLE에서 찰되는 모낭 괴에 핵심 인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반흔탈모증을 한 마우스 모델

  ○ PCA의 발병 원인에 한 기본 인 분자생물학  기 을 보다 자세하

게 분석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마우스 모델이 확립되어 있다. 이들은 

앞으로 PCA의 병인과 진척  치료 수단의 연구에 큰 도움을  것이

다. 그러나 인간의 자가면역성 반흔탈모증의 임상  특성을 그 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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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마우스 모델은 아직 제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Matthew J. Harries, et al., "Hair loss as a result of cutaneous autoimmunity: 

Frontiers in the immunopathogenesis of primary cicatricial alopecia", Autoimmunity 

Reviews, 8, 2009, pp.47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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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제언▹

  ○ 탈모증은 머리털이나 다른 부 의 털이 비정상 으로 많이 빠지는 증

상이다. 사람의 머리털은 략 10만 개 정도이며 하루에 50～100개 정

도 빠지는 것이 정상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 털이 나서 계속 보충된다. 

탈모 상은 유사분열을 하여 모발의 성장이 일어나는 배 심(胚中心)

이 괴되어 구히 탈모되는 형과 배 심이 일부 손상되어 일시 으

로 탈모되는 2가지 기본형이 있다.

  ○ 구 인 탈모증의 표 인 것으로 남성형 탈모증으로 알려진 머리

는 유 되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가 벗겨지는 정도는 다양하다. 흔히 남

성 호르몬의 농도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련성이 분명하지 않지만 남성 호르몬의 피부조직에서의 작용 양식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구 인 탈모증의 다른 원인으로는 흉터를 

남기는 낭창과 같은 피부질환, 화학  는 물리 인 원인에 의한 배

심의 심한 손상 등이 있다.  

  ○ 피부 낭창(lupus)은 처음에 괴성 피부병변에 붙인 명칭으로 증상은 

본질 으로 만성이며 다소의 비 , 흡수, 궤양 등을 수반하는 피부 병

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의 주요 특성에 따라 홍반성 낭창(lupus 

erythematosus), 결핵성 낭창(lupus tuberculosus) 등과 같은 특별한 명

칭이 사용된다. 피부 홍반성 낭창은 과민증과 각질세포의 자연사  

염증성 인자의 피부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이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는 어떤 종류의 모카인에 의한 수지상세포

의 집결과 IFN-α의 생성이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만성 피부 홍반성 낭창(CCLE: Chronic Cutaneous Lupus Erythematosus)

과 련된 원발성 반흔탈모증(PCA: Primary Cicatricial Alopecia)에 

한 연구는 (자가)면역학, 피부 생물학, 기세포 생물학, 재생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교차로에서 수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질병에 한 연

구 결과는 다른 자가면역질환의 분자기 을 밝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

며 많은 종류의 피부 질환의 해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