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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L-HGF to hair growth activity in mouse, various kinds of 

ethosome and liposome formulations entrapped DL-HGF were produced a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Methods : The B16/BL6 mice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vehicle control (Con) group, Et-1-applied 

group, Et-2-applied group, LP-1-applied group, LP-2-applied group. Active hair growth (anagen) was induced 

in the back skin by application of a wax–osin mixture with subsequent depilation and the activity of hair 

growth was measured by macroscopic observation and histology.

  Results : In vehicle control group, there was no hair growth activity during experiment period. In 

Et-1-applied group, the rate of hair growth was about 100%, LP-1-applied group and Et-2-applied group 

showed 70-80% and 40-50% of hair growth rates, respectively. The rate of hair growth of LP-2-applied 

group was lower than other applied groups (20-30%). In H/E staining, Numerous hair folicles and hair 

shafts were observed in Et-1-applied group and other groups showed lower level of hair folicles and hair 

shafts formation than Et-1-applied group.

  Conclusion : Et-1 formulation showed highest hair growth activity than other ethosome and liposome 

formulations entrapped DL-H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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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령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

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중년 남성

들의 주된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젊은층과 여성층

에서도 탈모예방과 양모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 인구 증가, 내분비 

및 대사이상, 스트레스의 증가, 영양 불균형 등 사

회ㆍ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해 앞으로도 계속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탈모는 임상적으로 많이 발생

하는 피부질환으로서 주로 지루성 탈모와 원형 탈

모 두 종류로 분류되며, 원형탈모는 두피의 모낭은 

정상이면서 모발이 갑자기 얼룩 모양으로 빠져, 속

칭 '귀체두(鬼剃頭)'라 하고, 심하면 두발이 전부 

빠지는데 이를 '전독(全禿)'이라 하였으며 더욱 심

하면 전신의 모발이 모두 빠지는데 이를 '보독(普

禿)'이라 한다1)
. 지루성 탈모는 '발주탈모(髮蛛脫

毛)'라 칭하는데, 청장년층 남성에서 흔하며 두피가 

기름져 마치 지방을 바른 것 같고 두비에 비듬이 

많이 생기기도 하며 가려움이 심하여 오래되면 앞

이마와 앞머리의 두발이 성글고 가늘어져 결국 대

머리가 된다1)
. 

  탈모의 원인과 발생기전은 '中醫臨床大全'
2)에서

는 血熱生風과 血瘀毛竅로, '實用中醫結合診斷治療

學'
3)에는 血熱生風, 瘀血阻落, 肝腎不足으로 분류하

고 있으며, '素問·陰陽應象大論'
4)에는 肺는 皮毛를 

養生하고, '素問·痿論"
5)에는 肺는 온몸의 皮毛를 

주재한다고 하여 皮毛를 肺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十二經絡의 氣血多少에 있어서는 血氣가 

旺盛하면 毛髮도 역시 旺盛하고 血氣가 減少하면 

毛髮도 減少 혹은 脫落한다고 알려져 있다6)
.

  최근 탈모치료에는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진 발모제나 양모제로 개발된 제품이 많이 있

으나, 탈모방지와 발모촉진에 유효한 제품이나 제

형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더마랩에서 제조한 탈모 및 발모 

예방에 효과적인 육모 성분 추출물인 DL-HGF를 

주성분으로 한 여러 ethosome과 liposome과의 제

형화합물들을 제작하여 발모 촉진 효과를 비교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물질의 제작

  본 시험에 사용된 처방은 국내외 한약재 및 자

원식물로부터 발모촉진 효과를 탐색하여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된 국내산 한약재인 한련초, 상백

피, 세신, 백지, 천궁, 측백엽, 만형자, 감국을 이

용하였으며, 호두, 마편초, 조조바, 아보카도, 알로

에, 카모마일을 각각 동일 중량비로 하여 열수추출

하여, 이에 대한 처방명을 DL-HGF로 하였다. 또

한, ethosome 및 liposome 제형화시 사용된 성분

과 각 제형은 Table 1.에 명시하였으며, 제조방법

은 각각의 상 (유상부, 알코올부, 활성물질부, 수상

부)를 계량한 후 유상부 및 수상부를 80℃까지 가

온하였다. 그 다음, 수상부에 유상부를 가하고 

homogenizer(TK Robomixer, Japan)에 1차 유화

한 후 40℃ 까지 냉각하고 활성부를 투입하여 교

반한 다음, 35℃까지 다시 냉각하고 알코올을 투입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압유화기(MICROFLUDICS, USA)

로 3회 처리하여 각 제형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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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tion of ethosome

Part Composition ET-1 ET-2 LP-1 LP-2

Lipid

1 Propylene glycol 20.0 20.0 10.0 10.0

2 Saturated lecithin
1)

4.0 4.0 4.0 4.0

3 Ceramide
2)

1.7 1.7 1.7 1.7

4 Cholesterol
3)

1.3 1.3 1.3 1.3

5 Butyl hydroxy toluene 0.02 0.02 0.02 0.02

Alcohol 6 Ethanol 25 25 _ _

Active 
materials

7 DL-HGF
4)

20.0 _ 20.0  _

8 Triaminodil
5)

_ 1.0 _ 1.0

Water
9 Purified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10 Sodium methabisulfate 0.05 0.05 0.05 0.05

1) : Lipoid S75-3 ( Lipoid co. Ltd., Germany)

2) : Ceramide IIIB ( Doosan bio co. Ltd., Korea)

3) : Cholesterol NF ( Solvay S.A., Italy)

4) : Extract which has capability of hair growth produced by Dermalab Co. Ltd. 

5) : Triaminodil( proderma srl., Italy)

2. 시험동물 및 사육조건

  시험동물은 평균 체중 23 g 내외의 5주령 SPF

(특정병원체 부재) C57/BL6 마우스를 중앙실험동

물에서 구입하여 약 1주일간 순화적응시킨후 건강

한 동물을 선택하여 온도 23±3℃, 상대습도 

50±10%, 배기 10-12회, 형광등 명암 12 hr cycle, 

조도 150～160 Lux로 전 시험기간동안 실험동물

용 케이지에 4마리씩 넣어 시험하였으며, 사육상자

에는 시험번호, 동물번호 및 투여량을 적은 tag를 

붙였다. 사료는 고압증기멸균한 실험동물용 고형사

료를, 음수는 고압증기멸균한 상수도수를 자유섭취

시켰다. 

3. 시험군의 구성 및 용량설정

  순화기간 중 건강하다고 판정된 동물에 대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평균체중에 가까운 개체를 선택

하여 무작위법을 이용, 군분리를 실시하였으며 각 

군의 평균체중에 대한 군간 차이는 ANOVA 검정

으로 통계학적 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동물

의 개체식별은 피모색소표시법 및 사육상자별 tag 

표시법을 이용하였다. 대조군은 filtered-air control

으로 하여 4개의 실험군을 설정하였다. 각 군당 

수컷 각 4 마리씩을 설정하였으며, 시험군으로는 

용매대조군, Et-1, Et-2, LP-1 및 LP-2 단독군을 

설정하였다. 

4. 제모방법 및 도포방법

  실험동물들은 털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소동

물용 clipper를 이용하여 털을 깎은 후 시중에 판

매되는 제모제를 이용하여 각 군의 등쪽 피부에 

도포하여 털을 완전히 제거한 후 흐르는 물로 남

은 제모제를 수세하였다. 피부에 도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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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1회씩 (2 ㎖/회) 피부에 도포하였고 30초 

동안 손으로 등을 마사지하여 흡수를 촉진시켰다. 

5. 관찰방법

1) 피부의 육안적 소견

  시험종료일인 18일째에 피부에서 일어나는 발모

와 관련된 특징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

라를 이용해서 발모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부의 현미경적 소견

  피부내 모낭의 수적 변화를 조직학적으로 관찰

하기 위하여 시험종료 후 마우스를 경추탈골하여 

등쪽 피부의 발모된 부위를 척추선에 평행하게 절

개하여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고정하였

다. 고정 후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cryostat을 

제작하였으며 7 ㎛의 절편을 제작하여 H&E 염색

을 시행하여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Ⅲ. 결  과 

1. 육안적인 관찰 소견

  Et-1, Et-2, LP-1 및 LP-2를 도포한 후 18일째

에 육안적으로 관찰한 바 대조군에서는 극히 일부

분에서의 발모와 등쪽 피부 일부에서의 회색 반점

을 띄어 육안적인 발모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 

제모된 피부영역 전체에 완전히 발모된 경우는 1

예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제모된 피부

영역의 약 2-3% 정도의 발모율을 나타내었다 

(Fig. 1A). Et-1을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4마리 

모두가 제모된 피부영역 전체에서 약 100%의 발

모현상을 관찰하였다 (Fig. 2A). Et-2를 피부에 도

포한 군에서는 등 전체에 발모가 된 경우가 2/4마

리 관찰되었고 (Fig. 3A), LP-1의 경우에는 3/4마

리가 등 전체에 발모가 되었으나 1/4마리도 제모한 

목 부위에서는 발모가 관찰되었다 (Fig. 4A). LP-2

를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1/4마리만 등 전체에 

발모가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20-30% 정도의 

발모율을 나타내었다 (Fig. 5A)

2. 현미경적 소견

  전체적인 소견은 Table 2.와 같다. 대조군에서

는 dermis층에 모낭의 수가 정상보다 많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B). Et-1을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대조군과 LP 군들 및 Et-2를 도

포한 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의 모낭이 관

찰되었으며 또한 모낭 내의 hair shaft가 가장 많

이 관찰되었다 (Fig. 2B). Et-2를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같은 시야에서 모낭의 수

가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표피층에서

도 hair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B). 

LP-1의 경우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낭의 수 증

가 및 모낭 내에 hair shaft가 관찰되었으며 (Fig. 

4B), LP-2를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Et-2와 비슷

한 정도의 모낭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

었다 (Fig. 5B).

Table 2. Efficiency rate of hair growth of Et-1, 
Et-2, LP-1 and LP-2

Object Efficiency rate

Et-1 +++ ↑

Et-2 +

LP-1 ++

L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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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Hair growth activity of vehicle control in mouse model. A.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control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f on day 18. B. 
Cryosection of mouse ski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a control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n day 18 (H&E, X100).

A B

Fig. 2. Hair growth activity of Et-1 in mouse model. A.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Et-1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f on day 18. B. Cryosection of mouse ski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Et-1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n day 18 (H&E, X100).

A B

Fig. 3. Hair growth activity of Et-2 in mouse model. A.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Et-2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f on day 18. B. Cryosection of mouse ski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Et-2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n day 18 (H&E, X10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2권 제1호(2009년 4월)

6

A B

Fig. 4. A.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LP-1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f on day 18. B. Cryosection of mouse ski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LP-1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n day 18 (H&E, X100).

A B

Fig. 5. Hair growth activity of LP-2 in mouse model. A.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LP-2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f on day 18. B. Cryosection of mouse ski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LP-2 to the hair removal skin of C57/BL6 mice on day 18 (H&E, X100).

Ⅳ. 고  찰

  

  모발은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직사광선, 추위 등의 외부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

호함과 동시에 미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모발은 피부의 발생과 함께 생기며 모

낭은 표피에 있는 種子層의 증식으로 시작하여 아

래에 있는 진피로 확대되어 모낭이나 毛芽의 심층

이 毛球를 형성한 후 모구상피세포가 종자기질을 

이루어 털로 자라게 된다7)
.  

  최근에는 피부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 transgenic

mice나 knockout mice를 통한 유전적인 기법의 

활성화로 종래에는 알지 못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어 탈모 기작이 피부생물학의 핵심적인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모발은 여러 종류의 세포를 포함하

고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주기를 

지니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기관이다.

  한의학에서 탈모는 털이 있는 부위의 모발이 빠

지거나, 적어지거나, 퇴화하거나 취약성이 증가하

는 것을 가리키며, 임상에서는 원형탈모와 지루성 

탈모 두 종류로 분류되며, 원형탈모는 두피의 모낭

은 정상이면서 모발이 갑자기 얼룩 모양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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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귀체두(鬼剃頭)'라 하고, 심하면 두발이 전부 

빠지는데 이를 '전독(全禿)'이라 하였으며 더욱 심

하면 전신의 모발이 모두 빠지는데 이를 '보독(普

禿)'이라 한다1)
. 지루성 탈모는 '발주탈모(髮蛛脫

毛)'라 칭하는데, 청장년층 남성에서 흔하며 연령이

나 유전, 피지의 과분비, 남성호르몬 민감성의 증

가 또는 감소와 관련되는데, 두피가 기름져 마치 

지방을 바른 것 같고 두비에 비듬이 많이 생기기

도 하며 가려움이 심하여 오래되면 앞이마, 앞머

리, 뒷머리 순으로 두발이 성글고 가늘어져 결국 

대머리가 된다1)
. 또한 十二經絡의 氣血多少에 있어

서 血氣가 旺盛하면 毛髮도 역시 旺盛하고 血氣가 

減少하면 毛髮도 減少 혹은 脫落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 人身의 氣血이 虛한 틈을 타 風邪가 頭部에 

侵入하거나 飮食 勞役과 精神的 煩悶으로 陰火가 

일어나는 경우 脫髮이 되며 血虛 및 瘀血에 의해

서도 脫髮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6)
.

  탈발과 관련된 기록은 '황제내경'에는 髮墮8)
, 髮

落9)
, 毛髮焦10)

, 髮去10)
 등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

肘後備急方'에는 鬚鬂髮禿11)이라 기록되어 있다. '

諸病源候論12)
'에서는 鬚髮禿落候, 鬼舐頭候, 毛髮不

生候, 白禿候 등으로 증후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鬼舐頭候의 증상은 '풍사가 머리에 있어 허

한 쪽에 독락을 발하고 기육이 枯死하며, 동전이나 

손가락 크기로 머리가 나지 않으며 가렵지는 않다'

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원형탈모증과 

흡사하며, 鬚髮禿落候의 증상은 오늘날의 남성형 

탈모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다양한 탈모발의 병명 기록이 존재하

는 것은 탈모발병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ethosome과 liposome을 제형으로 

하여 (주)더마랩에서 제조한 DL-HGF를 도포한 후 

실험 1일째부터 18일째까지 육안적으로 관찰한 결

과 대조군에서는 극히 일부분에서의 발모와 등쪽 

피부 일부에서의 회색 반점을 띄어 육안적인 발모

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 제모된 피부영역 전체에 

완전히 발모된 경우는 1예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제모된 피부영역의 약 2-3% 정도의 발

모율을 나타내었다. Et-1을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

는 4마리 모두가 제모된 피부영역 전체에서 약 

100%의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 Et-2를 피부에 도

포한 군에서는 등 전체에 발모가 된 경우가 2/4마

리 관찰되었고, LP-1의 경우에는 3/4마리가 등 전

체에 발모가 되었으나 1/4마리도 제모한 목 부위에

서는 발모가 관찰되었다. LP-2를 피부에 도포한 

군에서는 1/4마리만 등 전체에 발모가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20-30% 정도의 발모율을 나타내었

다.

  Liposome은 생체막의 주요성분인 인지질로 제

조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화장품 성분 등의 유효성

분을 liposome과 같은 이중 지질층으로 구성된 

vesicle에 포집시켜 피부투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경피투과 전달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3,14)
. Liposome은 생체 친화적이며 수용성 또

는 지용성 약물 모두를 vesicle 내로 포집할 수 있

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형의 불안정성과 매우 

낮은 포집효율 등이 문제시되어 왔다. 또한 정상적

인 피부에서는 깊숙한 침투가 어려워 효과가 제한

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liposome의 피부투과

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liposome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vesicle 개발을 위해 vesicle 막이 gel 상태

보다 liquid 상태에서 피부각질층을 더욱 잘 투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 유연하면서 탄력적으

로 변형이 쉬운 상태의 vesicle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15,16)
. 그 예로 transfersome, deformable 

liposome, ethosome 등과 같은 다양한 vesicle들

이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일반 liposome에 

비해 극단적인 변형이 가능하여 각질층의 아주 작

은 틈 사이로도 침투 이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7-22)
. 실제로 이와 

같이 변형된 liposome은 일반 liposome에 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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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투가 3∼4배 정도 우수하다는 결과를 Trotta 

등이 보고한 바 있다23,24)
.

  Ethosome은 피부투과 증진제로 흔히 쓰이는 에

탄올에 인지질을 용해시켜서 만들어지는 vesicle인

데 여기서 에탄올은 vesicle 막의 계면장력을 낮추

고 또한 각질층과 vesicle 막의 유연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25-27)
. Touitou 등25)은 

ethosome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고 높은 포집

효율과 뛰어난 피부투과 효과를 입증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Perrett 등28)은 proliposome이란 명칭으

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liposome을 쉽게 제조하는 

방법을 보고하였고, Kirjavainen 등13)은 인지질이 

에탄올에 용해된 상태로 liposome을 만들면 피부

투과속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유효 성분으로 더마랩에서 제공한 

DL-HGF를 포집시킨 ethosome 및 liposome 제형

화합물인 Et-1, Et-2, LP-1 및 LP-2를 제조하여 

이 제형화합물들이 마우스 발모 촉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확인하기 위하여 발모 실험에 많이 사

용되는 C57/BL6 mouse를 이용하여 발모 촉진 활

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육안적인 소견에서는 Et-1

의 발모율이 가장 높았고, LP-1, Et-2 및 LP-2의 

순으로 높은 발모 활성율을 보였다. 조직학적 소견

에서도 Et-1, LP-1의 순서로 발모 활성율이 높았

으며 Et-2와 LP-2는 비슷한 정도의 발모 활성율을 

나타내었다 (Table 2). 위와 같은 결론으로 볼 때 

Et-1이 4 제형 조성물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발

모 촉진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DL-HGF를 포집시킨 ethosome 및 liposome 제

형화합물들이 마우스 발모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에서 육안적 및 조

직학적 소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제형화합물들인 Et-1, Et-2, LP-1 및 LP-2를 

제조하여 이 제형화합물들이 마우스 발모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확인한 결과, 육안적인 소견에

서는 Et-1의 발모율이 가장 높았고, LP-1, Et-2 및 

LP-2의 순으로 높은 발모 활성율을 보였다. 조직

학적 소견에서도 Et-1, LP-1의 순서로 발모 활성

율이 높았으며 Et-2와 LP-2는 비슷한 정도의 발모 

활성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Et-1이 4가지 제형화합물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발모 촉진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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