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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other dermatological preparation with finasteride only, 2018 Q4-2020 Q4. #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등의 프로페시아Ⓡ를 현재 판매 중인 국가 55개국을 바탕으로 함.2 (IMS 2020 4Q data의 Molecule Groups: FINASTERIDE 기준), § Efficacy for androgenic 
alopecia,       * Vertex, Frontal, Anterior-Mid, Temporal. 

Study Design 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5-year efficacy of finasteride 1 mg in Korean men with AGA using the BASP classification and analyzed the changes in hair growth after finasteride 1 mg treatment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hair loss. The medical 
records of male AGA patients (n=126) who were treated with oral finasteride (1 mg /day) for a period of at least 5 years between May 2004 and August 2017 at two university hospital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photographs were evaluated using 
the basic and specific (BASP) classification and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Evaluation points were: baseline, 3 and 6 months, and 1, 2, 3 and 5 years after starting the finasteride treatment. Clinical photographs and progression notes of patients’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5 b. Two replicate, 1-year, multicenter, double-blind studies randomized patients with vertex hair loss (1,553 men aged 18-41) to finasteride (1mg/d) or placebo. Men completing the original 1-year studies were eligible to enroll in 1-year,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extension studies. Efficacy was evaluated by review of standardized clinical photographs (global photographic assessment) of the vertex, anterior/mid scalp regions, and frontal and temporal hairlines over 24 months relative to 
baseline. Efficacy end points are summarized descriptively as mean change from baseline in global photographic assessment, based on the 7-point rating scale, and the percentage of patients receiving each score at each scalp area after 12 and 24 months.6

References 1. IMS Health Data, with finasteride of Androgenic alopecia in the world (55 countries incl. USA), Sales Value(USD), 2020 4Q data. (Data on file). 2. IMS Health Data, with finasteride of Androgenic alopecia in the S. Korea, Sales Value(TRD), 2020 4Q 
data. (Data on file)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제품검색 "성분명 Finasteride, 분류번호 267(모발용제)" Available at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sort=ITEM_PERMIT_DATE&sortOrder=false&searchYn=&page=1&searchDivision=detail&itemNa
me=&entpName=&ingrName1=피나스테리드> Accessed Apr. 17. 2020. 4. FDA. Drugs@FDA. PROPECIA. Available at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drugsatfda/index.cfm?fuseaction=Search.DrugDetails> Accessed Apr. 17. 2020. 5. Shin JW, et al.
Evaluation of long-term efficacy of finasteride in Korean men with androgenetic alopecia using the basic and specific classification system. J Dermatol. 2019 Feb;46(2):139-143. 6. Olsen EA, et al. Global photographic assessment of men aged 18 to 60 years with 
male pattern hair loss receiving finasteride 1mg or placebo. J Am Acad Dermatol. 2012;67(3):379-86. 7. 프로페시아 허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페시아Ⓡ 주요 안전성 정보 1. 효능·효과 : 성인남성(만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 2. 용법·용량 : 일반적으로 피나스테리드로서 1일 1회 1 mg을 경구투여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용량을 증량하면 유효성이 증대된다는 근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3개 월 이상 복용해야 치료효과를 볼 
수 있으며, 치료효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3. 경고 : 1) 이 약을 소아환자 혹은 여성에게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약의 부서진 조각을 만지는 경우, 피부를 통해 이 약이 흡수되어 남성태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의 부서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 약의 표면은 코팅되어 있으므로 정제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취급할 때에는 주성분과 접촉되지 않는다. 3) 기분변형과 우울증 :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환자에서 우울한 기분, 우울증이 보고되었고, 이보다는 적은 건수
로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보고되었다. 정신학적 증상에 대해 환자를 관찰하고, 만약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나스테리드 투여를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4. 금기 : 1) 임부 혹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약과 같은 5α-환원효소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이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해하므로 임부가 프로페시아를 복용하는 경우 남성태아 외부생식기의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3) 양성전립샘비대증 등으로 인해 이 약 5 mg 또는 다른 5α-환원효소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4)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5. 신중투여 : 이 약은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므로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6. 이상반응 : 1) 
12개월에 걸친 3가지의 대조임상시험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게 피나스테리드 1 mg 또는 위약을 투여한 결과 1% 이상의 빈도로 나타난 이상반응 중 약물과 관련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성이 명백히 있다고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성욕감퇴(프로페시아 1.8% vs 위약 1.3%), 발기부
전(1.3% vs 0.7%), 사정장애(1.2% vs 0.7%; 사정액감소 0.8% vs 0.4%)가 있다. 성기능관련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투약을 중단한 경우, 투약 중단 후에는 모든 환자에서 이러한 이상반응이 사라졌으며, 투약을 계속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이상반응이 사라졌다. 2)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발진, 가려
움,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입술, 혀, 목구멍 및 얼굴의 종창을 포함)과 같은 과민반응, 근육통, 근무력증, 우울증,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욕감퇴, 유방압통 및 비대; 고환통;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사정장애), 오르가즘 장애 ; 남성 불임 그리고/또는 정액의 질 저하. 이 약 투여 중단 후 정액
의 질 정상화 혹은 개선이 보고되었다, 남성유방암, 위장장애, 어지러움, 두통이 있다. 7. 일반적 주의 : 1) 의사는 환자에게 멍울, 통증 및 유두분비물, 유방비대, 압통 및 신생물을 포함한 유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히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안내한다. 2) 의사는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일부 환자에서 사정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사정량 감소가 정상적인 성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발기부전과 성욕감퇴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직장수지검사에서 정상이고 PSA 수치가 3.0 ng/mL인 5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7년간 이 약 일일 5 mg
을 복용한 PCPT 임상시험에서 Gleason 등급 8 ∼ 10의 전립샘암 위험성이 증가되었다 (피나스테리드 1.8 % vs 위약 1.1 %). 다른 5α-환원효소 억제제(두타스테리드) (1 % 두타스테리드 vs 0.5 % 위약)에 대한 4년간의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5α-환원효소 억제제는 고등
급 전립샘암 발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립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5α-환원효소 억제제 효과 때문인지,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때문인지는 확립되지 않았다. 8. 상호작용 : 임상적으로 중요한 약물상호작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약은 CYP-450 관련 약물대사효 소
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안티피린, 디곡신, 글리부리드, 글리벤클라미 드, 프로프라놀롤, 테오필린 및 와르파린 등과 이 약의 상호작용 조사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나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비록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임상시험시 이 약 1 mg 혹
은 그 이상 의 용량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틸살리실산, α-차단제, 진통제, ACE저해제, 항경련제, 벤조 디아제핀, β-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Cardiac nitrates, 이뇨제, H2 길항제, HMGCoA 환원 효소 저해제, Prostaglandin synthetase 저해제(NSAIDs) 및 퀴놀론계 항균제와도 임상적으 로 유의한 이상
반응 없이 병용하여 사용되었다. 9. 임부에 대한 투여 : 1) 이 약을 여성에게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2) 임신한 랫트에게 이 약을 100 mcg/kg/일 ∼ 100 mg/kg/일의 용량범위(사람에서의 상용량의 5 ∼ 5,000 배)로 투여하면 수컷 차산자에서의 요도하열(hypospadias)의 발생률이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3.6 ∼ 100 %로 증가되었다. 이 약 30 mcg/kg/일 이상의 용량(사람에서의 상용량의 1.5 배 이상)을 임신한 랫트에게 투여하면 전립샘과 정낭의 무게가 감소되고 포피분리가 지연되며, 일시적인 유두발달을 보이는 수컷 차산자가 생산되었다. 또한 3 mcg/kg/일 이상의 용량(사람에서의 상용량의 1/4)을 임
신한 랫트에게 투여하면 항문과 생식기사이의 거리가 감소된 수컷 차산자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이 수컷 랫트에게 유도되는 시기는 임신 16 ∼ 17일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변화들은 type II 5α-환원효소 억제제 계열에 속한 약물들의 약리학적 효과로, 선천적으로 type II 5α-환원효소가 결핍된 남
성유아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다. 자궁내에서 이 약의 다양한 용량에 노출된 적이 있는 암컷 차산자에서는 비정상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3) 이 약을 투여받은 수컷 랫트(80 mg/kg/일, 사람에서의 상용량의 488 배)와 이 약을 투여받지 않은 암컷 랫트를 교미시켜 생산된 제 1세대 수컷 및 암컷 차산자에서
는 발생상의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임신후기 및 수유기동안 3 mg/kg/일의 용량(사람에서의 상용량의 150 배)을 투여시에는 제 1세대 수컷 차산자의 수태능이 경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암컷 차산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임신 6 ∼ 18 일 사이에 자궁 내에서 이 약의 100 mg/kg/일의 용량(사
람에서의 상용량의 5000 배)에 노출된 토끼의 태자에서는 최기형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는 생식계 발생 시기동안 이 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수컷 생식기에 대한 영향을 기대할 수 없었다. 4) 배자 및 태자 발생시기동안 자궁 내에서 이 약에 노출되었을 때의 효과는 랫트나 토끼에 비해 
사람의 발생과정에서의 영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동물모델인 리서스 원숭이에서 평가되었다(임신 20 ∼ 100 일). 임신한 원숭이에게 800 ng/일의 용량(1 mg/일의 용량을 복용하는 남성의 정액으로부터 여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이 약 최고 용량의 250 배 이상)을 정맥투여했을 때 수컷 태자에서의 
비정상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람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원숭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 2 mg/kg/일을 임신한 원숭이에게 경구투여 했을 때, 수컷 태자 외부생식기에서의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되었다. 수컷 태자에서의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
으며, 암컷 태자에서는 어떤 투여 용량에서도 이 약과 관련된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10. 수유부에 대한 투여 : 이 약을 여성에게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이 약이 유즙으로 분비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1. 소아에 대한 투여 : 이 약을 소아 환자에게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소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2. 고령자에 대한 투여 : 이 약은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약 5mg을 투여한 약동학적자료를 근거할 때 이 약을 고령자에게 투여시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약은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처방하시기 전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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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Androgenic alopecia,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rimary endpoint result] After 5 years of treatment, proportions of patients with improvement (IGA score,  1 ) or prevention of disease progression (IGA score,  0 ) were 85 .7 % (108 /126 ) or 98 .4 % (124 /126 ), respectively.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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