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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drogenetic Alopecia Prevalence in Paternal and Maternal
Male Family Members of Male Androgenetic Alopec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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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rogenetic alopecia (AGA) is the most common type of hair loss and is believed to be influenced
by family history and genetic factors. However, the exact mode of inheritance has not been well characterized.
Although there are some reports on the AGA prevalence in the male family members of paternal side, those of
maternal side are rar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familial influences in AGA.
Methods: We investigated the AGA prevalence in paternal and maternal male family members (grandfathers and
uncles) of 421 Korean male adults with AGA (patients group) and 412 without AGA (control group). Hair loss and
family history were assessed by an independent investigator according to Hamilton's classification.
Results: The AGA prevalence in male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group (30.3%) was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s (8.5%) (p＜0.05), and AGA prevalence of paternal side was higher than those of maternal side.
Howeve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AGA prevalence, analysed according to the age
of onset and severity of AGA.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GA expression is influenced by familial AGA prevalence and,
particularly, paternal AGA prevalence has more effect on AGA expression than maternal AGA prevalence. (Korean
J Dermatol 2006;44(2):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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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유전자 전달 방식으로 상염색체
우성9-12, 다인자성(polygenic) 유전13, X 염색체14 및 Y 염색
체에 위치한 유전자의 전달15 등이 거론되고 있어 AGA 발
현에는 부계 및 모계의 다양한 유전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AGA 환자 친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AGA
유병률 보고16, AGA 환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AGA의 유병률 보고가 있고17 외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AGA의 유병률
을 조사해 보고한 예18 등이 있으나 국내에는 친가와 외가
의 AGA 유병률을 조사, 비교한 보고는 없다. 이에 저자들
은 AGA 환자 및 대조군의 친가의 할아버지와 삼촌, 외가
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AGA 유병률을 조사함으로써
AGA의 발현에 대한 친가 및 외가의 AGA 유병률의 영향

론

안드로겐 탈모증(Androgenentic alopecia, AGA)은 가장
흔한 탈모증이며 유병률은 인종과 보고자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인다1-8.
AGA의 발병에 안드로겐과 유전적 소인이 관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전과 유전방식은 아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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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2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 AGA
환자 421명(30∼86세, 평균연령 47±13.16)과 대조군 412
명(30∼84세, 평균연령 48.2±12.74)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자가 직접 시진을 통해 환자군을 Hamilton의 분류

에 따라 나누고 type I, II는 경증, type III는 중등도, type
IV, V는 중증으로 분류하였는데 각각 159명, 134명, 128명
이었다. 환자군은 AGA의 발병연령을 조사하여 이전의 보
고를 기준으로 하여16 30세 미만에 탈모가 발생한 환자를
조기탈모군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를 만기탈모군으로
분류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부계2촌(할아버지), 3
촌(삼촌), 모계2촌(외할아버지), 3촌(외삼촌)의 AGA 유병
률을 문진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우선 연구대상자의 가족
중에 현저한 탈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
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Hamilton 분류 그림을 보여주
어 type III 이상인 경우를 AGA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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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drogenetic alopecia (AGA) prevalence in paternal and maternal male family members of AGA patients and non AGA
control group
ꠧꠧꠧꠧꠧꠧꠧꠧꠧꠧꠧꠧꠧꠧꠧꠧꠧꠧꠧꠧꠧꠧꠧꠧꠧꠧꠧꠧꠧꠧꠧꠧꠧꠧꠧꠧꠧꠧꠧꠧꠧꠧꠧꠧꠧꠧꠧꠧꠧꠧꠧꠧꠧꠧꠧꠧꠧꠧꠧꠧꠧꠧꠧꠧꠧꠧꠧꠧꠧꠧꠧꠧꠧꠧꠧꠧꠧꠧꠧꠧꠧꠧꠧꠧꠧꠧꠧꠧꠧꠧꠧꠧꠧꠧꠧꠧꠧꠧꠧꠧꠧꠧꠧꠧꠧꠧꠧꠧꠧꠧꠧꠧꠧꠧꠧꠧꠧ
AGA patients group n=421 (%)
Control group n=412 (%)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ternal grandfather
With AGA
114 (45.1)
21 (6.7)
Without AGA
139 (54.9)
291 (93.3)
0.000
Total
253 (100)
312 (100)
Paternal uncle
With AGA
Without AGA
Total

196 (32.6)
405 (67.4)
601 (100)

45 (6.6)
632 (93.4)
677 (100)

0.000

Maternal grandfather
With AGA
Without AGA
Total

53 (24.5)
163 (75.5)
216 (100)

30 (11.5)
230 (88.5)
260 (100)

0.000

Maternal uncle
With AGA
111 (19.2)
72 (9.4)
Without AGA
466 (80.8)
696 (90.6)
0.001
Total
577 (100)
768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Odds ratio for androgenetic alopecia (AGA) prevalence in paternal and maternal male family members of AGA patients
group to that of non AGA control group
ꠧꠧꠧꠧꠧꠧꠧꠧꠧꠧꠧꠧꠧꠧꠧꠧꠧꠧꠧꠧꠧꠧꠧꠧꠧꠧꠧꠧꠧꠧꠧꠧꠧꠧꠧꠧꠧꠧꠧꠧꠧꠧꠧꠧꠧꠧꠧꠧꠧꠧꠧꠧꠧꠧꠧꠧꠧꠧꠧꠧꠧꠧꠧꠧꠧꠧꠧꠧꠧꠧꠧꠧꠧꠧꠧꠧꠧꠧꠧꠧꠧꠧꠧꠧꠧꠧꠧꠧꠧꠧꠧꠧꠧꠧꠧꠧꠧꠧꠧꠧꠧꠧꠧꠧꠧꠧꠧꠧꠧꠧꠧꠧꠧꠧꠧꠧ
Crude OR
95% CI
p-value
Age adj. OR
95% CI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ternal
Grandfather
11.365
6.842∼18.877
0.000
14.958
8.606∼25.998
0.000
Uncle
4.907
3.272∼7.360
0.000
5.548
3.610∼8.528
0.000
Maternal
0.000
2.812
1.639∼4.826
0.000
Grandfather
2.493
1.562∼4.072
Uncle
1.957
1.319∼2.902
0.001
2.256
1.478∼3.444
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ge adj. OR: odds ratio is adjusted for 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