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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頭翁 및 蟬退 추출 혼합물의 분자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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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have long been used for treatment of injuries, inflammations or

itchiness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ne-remedy effects of the mixture made with equal parts

of Pulsatillae Radix extract and Cicadidae Periostracum extract (PRCP) compared with 2%-benzoyl peroxide (Standard)

used commercially as anti-acne. The results showed the mixture (PRCP) was more effective than each crude drug

extract. The 10%-PRCP showed significan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Propionibacterium acnes, the major cause of

acne, and also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from type 1 5α-reductase (5αR), another cause of acne, And the cream

made with PRCP demonstrated anti-sebum and acne-improvement effects on examinee's facial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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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粉刺는 面皰, 面生瘡 등으로 불리며, 처음에 丘疹이 가시처

럼 돋고, 눌러 짜면 분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여 粉刺라고 하는

데, 젊은 사람에게 잘 발생하며 통칭 여드름을 말 한다
1)

.

여드름 발생원인 중 가장 흔한 요인으로 피지가 관련이 있

는데, 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 생성된 과잉의 피지에 의해서 발

병하는 질환이므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남성 호르몬의 활성

을 억제함으로써 피지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호르몬 중의 하나인 testosterone은 type 1 5α-reductase (5α

R)에 의하여 활성 남성 호르몬인 dihydrotestosterone (DHT)으

로 전환되며, 이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과잉작용은 피지세포

(sebocyte)에서 피지 (sebum)를 과잉 생성하는 주 원인물질로 작

용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피지가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1차적인 미세면포 (micro comedones)가 형성되며, 2차적으로 모

공의 피지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피부 상재 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s)의 작용에 의하여 염증을 일으

킴으로 인하여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이다2-4). 따라서 DHT의 과

잉 생성을 유도하는 5αR의 활성을 억제하면 여드름을 근본적이

며 효과적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5)

.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한 경우 전신적인 치료법이

있고, 국소적인 치료법으로는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anti-androgens, 항염증제로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및

항균효과가 있는 resorcinol, 유황 및 benzoyl peroxide와 항생효

과가 있는 tetracycline, erythromycin 등을 이용한 여드름균 등

의 활성 억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tinoic acid

등의 비타민 A 유도체에 의한 치료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방법들은 여드름 치료와 예방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피부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부작용을 가지

는 문제점이 있다. 즉, 호르몬제의 사용은 표피의 성장억제 등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retinoic acid와 benzoyl peroxide 등

은 피부 자극성과 접촉성 피부염의 우려가 있고 tetracycline과

같은 항생물질은 내균성 및 광과민 작용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

고 있다6-12).

따라서 여드름의 근본적 원인인 활성 남성 호르몬 (DHT)의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효소인 5αR의 활성 억제와 여드름

악화의 주 원인균으로 알려진 P. acnes에 대하여 강한 항균작용

도 있으면서, 장시간 사용하여도 안전성이 높은 물질을 찾기 위

하여 수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screening한 결과, 몇 가지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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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천연물의 여드름에 대한 해외의 연구로는, He 등13)

이 Rosa laevigata의 근 추출물이 여드름 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

고했으며, Chomnawang 등14)은 Garcinia mangostana 추출물이

여드름으로 인하여 생성된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Qadan 등
15)
은 Psidium guajava와 Juglans regia 추출물이 여드름

생성 균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Higaki 등16)은 수종의 한약이 여

드름 환자에게서 채취한 균에 대하여 치료효과가 있었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김 등17)이 우엉 등 수종 식물 추출물이 여

드름 균에 대하여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손 등
18)
은 몇 가지 약용식물 중 여드름 균에 대하여 screening한

결과 강활, 고삼 등에서 항균활성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양 등19)은 귤피나무 껍질 추출물이 여드름 균 등의 피부기생균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있는 한약재 중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존에 항균작용 및 항 원

충작용이 있는 백두옹 추출물과 면역효과, 항균작용 및 가려움증

에 효과가 있는 선퇴 추출물의 혼액을 이용하여 여드름의 원인

이 되는 P. acnes에 대한 항균, DHT의 생성에 관여하는 5αR활성

억제, 피검자의 피지분비 억제 및 여드름 개선효과 등에 관한 시

험을 실시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실험대상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로 백두옹 및 선퇴는 전주에 있는 보

화당 건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정선한 것을 사용하였고, 사용 여

드름 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ATCC6919은 농업유전자원정

보센터 (경기 수원)로부터 분양받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대한바이오링크 (충북 음성)에서 8∼10 주된 수컷 랫트

(Sprague-Dawley계)를 구입하여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켜 사용

하였다. 또한 본 연구계획은 우석대학교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

의를 통과하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타 학과 지원자 중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실험에 참여시켰다.

시약으로 [1,2,6,7-3H]testosterone, [1,2,4,5,6,7-3H]DHT, 및

Aquasol-2 는 New England Nuclear (Boston)제품이고, Kieselgel

60 F254과 aluminium oxide coated TLC plate (60 F254 neutral

type E)은 Merck제품이며, 표준품 testosterone, primuline, 및

dithiothreitol (DTT) 는 Nacalai Tesque (Kyoto). ethyl acetate,

DHT 및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Tris)는 Sigma제품

을 사용하였고 기타 시약은 특급이상을 사용하였다.

2. 약재 추출물 제조

상기 재료를 세절하고 각 200 g씩을 취하여 백두옹은

70%-methanol 600 ㎖로, 선퇴는 ethyl acetate 700 ㎖를 가하고

각각 냉각콘덴서가 달려있는 추출기에서 2시간가량 가열하여서

환류추출한 뒤, 300 mesh 여과포로 여과한 후, 같은 방법으로 1

회 더 추출하여 여액을 혼합하고, Whatman #2 여과지로 여과한

뒤, 감압농축 및 동결 건조하여 백두옹 추출물 (PR)은 19.8 g, 선

퇴 추출물 (CP)은 21.3 g을 제조하였다.

3. 여드름 균에 대한 항균력 시험

최 등20)의 방법을 참조하여 먼저 P. acnes 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BHI 액체 배지 (Sigma Co.)에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균 배양액을 생리식염수에 적정 농도로 희석하

여 BHI 고체배지 (Sigma Co.)에 0.1 ㎖씩 도말한 후 건조시켰다.

PR, CP를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각기 10% 농도로 희석하였고, 두

약물을 동량 혼합한 건조분말 (PRCP)을 1, 10, 30% 농도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으며, 약물대조군 (Standard)으로는 benzoyl

peroxide를 상용농도인 2%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먼저 준비한

고체배지 위에 각각을 0.5 ㎖씩 점적한 후, 35℃에서 혐기상태로

배양기 (IB-450 M, JEIO TECH, Korea)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집

락수 (N2)를 측정하였다. 한편, 대조군 (Control)으로는 멸균된

식염수를 준비한 고체배지 위에 0.5 ㎖씩 점적한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양한 후 집락수 (N1)을 측정하여 각각의 살균력을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여드름 균에 대한 살균율 (%) = (N1-N2) / N1 ×100

4. 5αR 활성 억제 효과 시험

Schindler21)와 Hirosumi22)의 방법을 참고하여 8∼10주된 수

컷 랫트 (Sprague-Dawley계)의 liver에 완충액 (0.32 M sucrose,

0.1 mM dithiothreitol, 20 mM sodium acetate)을 첨가하여 잘게

자른 다음, homogenizer (Fluko, Germany)로 분쇄하여 현탁하였

고 현탁액을 1,500 g에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 후, 부분

정제하여 본 시험에서 사용할 5αR 효소반응 용액을 제조하였다.

5αR의 substrate로는 상기 radio labelled된 3H-testosterone을 냉

각시켜 농도가 10 nM이 되도록 하여 사용하였으며, 한약추출물

은 상기 건조분말을 생리식염수에 농도별 (0.01, 0.1, 1, 10 %)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효소반응용액 : 기질용액 : 약재추출물

(PR, CP, PRCP)의 용량비를 각각 70 : 20 : 10으로 혼합하여

37°C 에서 30 분간 incubator (DS-DI150, Dong Seo Science,

Korea)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용매를 제거하고 남은 물질을

300 ㎕의 ethyl acetate에 녹여 그 중 50 ㎕를 Kieselgel 60 F254에

spot한 후 ethyl acetate / cyclohexane (1:1)의 전개용매로 전개

하였고, TLC plate를 건조시킨 후 primuline solution (10 mg /

400 ml가 되도록 acetone / water 4:1 용액에 녹여 사용)으로

spray한 뒤, androgen 함유 부위를 잘라서 5 ml의 Aquasol-2에

침출시켜서 scintillation counter (LS 6500, Beckman, USA)를 이

용하여 정량한 결과를 이용하여 5αR에 의한 testosterone으로부

터의 DHT 전환율 (conversion rate)을 계산하였다.

억제율 평가 계산 방법은 하기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5α-reductase (5αR) 억제율 (%) = [(A - B) / A ] × 100
A: 추출물 미첨가시 (Control)의 testosterone으로부터 DHT로의 전환율
B: 추출물 첨가시의 testosterone으로부터 DHT로의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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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용 크림의 안정성 평가시험

피지분비 및 여드름 완화 효과시험에 사용될 크림을 Table 1

과 같은 처방
23)
으로 제조하고, 크림의 환경에 따른 안정성을 평

가하기 위해 2010년 4∼5월 중 4주 동안 평균온도에 가까운 15～

20℃에서 일광에 노출시켜 2주 간격으로 각 크림의 pH (Istek,

Korea)와 점도 (DV-E viscometer, Brookfield, USA)를 측정해 물

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냄새 및 색깔의 변화도 관찰함으

로써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Table 1. The ingredients of various anti-acne creams

Ingredients Control
Sample Standard

PRCP Benzoyl peroxide

Anti-acne medicine - 10.00 2.00

Cetearyl alcohol/cetearyl glucoside 4.00 4.00 4.00

Catanol 1.00 1.00 1.00

Stearyl alcohol 1.00 1.00 1.00

Butylene glycol dicaprylate/dicaprate 5.00 5.00 5.00

Dimethicone 1.00 1.00 1.00

Squalane 10.00 10.00 10.00

Butylene glycol 7.00 7.00 7.00

Phenoxyethanol/ethylhexylglycerin 1.00 1.00 1.00

Xanthan Gum 0.15 0.15 0.15

Simulgel EG 0.50 0.50 0.50

Distilled water Add to total 100

PRCP: 10% of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Table 2. KFDA scoring systema) and Irritation rating for primary

dermal reaction

Skin reaction Score

Erythema and eschar formation
No erythema

　Very slight erythema (barely perceptible)
Well-defined erythema

Moderate to severe erythema
Severe erythema (beet redness) to slight eschar formation

(injuries in depth)

0
1
2
3
4

Edema formation
No edema

Very slight edema (barely perceptible)
Slight edema (edges of area well defined by definite raising)

Moderate edema (raised∼1 mm)
Severe edema (raised>1 mm and extending beyond the area

of exposure)

0
1
2
3
4

Ranging of P. I. I.b) Rating

<2 Mildly irritating

2∼5 Moderately irritating

>5 Severely irritating
a)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Notification No. 2005-60, b)Primary Irritation
Index.

6. 피부독성 시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의 국소독성시험
24)
과 Draize법

25)
을

참고하여 피검자의 상완부위에 2.5×2.5 cm 정도의 크기로 양 팔

에 1개소씩 좌우 2개소를 표시하고, 좌측 팔에는 대조구획

(Control site)으로서 Table 1의 Control 크림을 도포하였으며 우

측 팔에는 처치구획 (Test site)으로 시험물질인 PRCP 및

Standard 크림을 각기 1회 도포하였다. 도포후 시험물질의 증발

을 막기 위해 침투성과 반응성이 없는 테이프 (Tegaderm, 3M

Co.)로 잘 고정하였다. 시료를 적용한 부위의 관찰은 시험물질

시료 적용 후 72시간에 홍반과 부종 등의 약제에 의한 독성유무

를 관찰하였고 홍반, 부종 등의 평가는 Table 2와 같이 식약청고

시
24)
와 Draize의 Primary Irritation Index (P.I.I.)의 산출방법

25)
을

참고하여 피부에 대한 자극성의 정도를 판정하였다.

7. 피지분비 억제 시험

얼굴에 피지분비가 왕성한 시기인 20～23세의 남녀 (평균연

령 남: 21.6, 여: 21.8) 중 외관을 통하여 피지분비가 심한 지원자

를 선발하고, PRCP와 Standard군은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8명

씩 배정하였으며, Control군은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7명을 배

정하였다. 이때 여드름 이외의 다른 전신적 질환이 있거나 여드

름 관련 내복약이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지원자는 제외시켰

다. 각 군에게 위에서 제조한 크림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한 차

례씩 4주간 얼굴의 피지분비가 많은 이마와 여드름 호발 부위에

바르게 한 후, 효과의 판정은 상기 크림 사용 후 2주 및 4주째 마

지막 날에 시행하였다. 피지분비 억제 효과는 Muti 등26)의 방법

에 따라, 먼저 반투명한 plastic film (3M Co.)을 피시험자 얼굴

중에서 흔히 T-zone의 일부로 일컫는 피지가 가장 많이 분비되

는 이마에 30초간씩 접촉시킨 후, Sebumeter (SM810, Courage

& Khazaka,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피부 측정 후 나타

나는 수치를 ㎍/㎠으로 표시하였다. 측정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

시 사이로 고정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생리중 호르몬 변화의 문

제를 고려하여 Verschoore27)와 Pierard-Franchimont28)의 이론에

따라 생리 예정일 3주전부터 크림을 바르고 생리 1주전에 첫 번

째 측정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2주후에 2번째 측정을 하였다.

8. 여드름 개선효과 시험

피지분비 억제시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여드름이 심한 지

원자를 3군으로 나누어 선정한 후 상기 제조한 cream을 각 군별

(Control, Sample, Standard)로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여

드름 호발 부위에 도포하도록 한 후 2주 및 4주째 마지막 날에

시행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생리주기를

고려하여 시험하였다. 여드름 개선효과의 판정은 시험에 참가한

피시험자가 느끼는 개선정도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여 5점척도

법29)을 준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Very undecreased..........................................1

Undecreased..................................................2

Neither undecreased nor decreased...........3

Decreased......................................................4

Very decreased..............................................5

9. 통계처리

실험성적의 자료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여드름 균에 대한 항균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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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출물에서 그 농도가 10%일 때의 각 sterilizing rate를

Table 3에 나타냈다. 특히 PRCP의 경우 65±0.9로 개별 추출물

(PR, CP)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항균효과를 보였다. 또한 PRCP

의 농도별 항균효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농도가 10%에서 Standard인 2%-benzoyl

peroxide에 비하여 69.9%의 항균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10%가

넘는 경우 항균력에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 응용에 어려움

이 있었으므로, 차후 크림의 안정성 평가시험, 피부 독성시험, 피

지분비 억제시험, 여드름 완화효과 시험에서는 10%-PRCP로 고

정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 The effects of various medicines on P. acnes.

Samples

PR CP PRCP

10a) 10 1 10 30

59±0.1* 50±0.5* 60±0.3 65±0.9* 66±0.2

Standard 93±0.8*

Control 2±0.1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sterilizing rate by each medicine,
a)
% of each

extract, PR: Extract of Pulsatillae Radix, CP: Extract of Cicadidae Periostracum, PRCP:
10% of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Standard: 2%-benzoyl peroxide, Control: Distilled water,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2. 5αR 활성 억제효과 시험

5αR 활성 억제율 (%) 시험 결과는 Fig. 1과 같다. PR, CP 및

PRCP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5αR 활성 억제율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PRCP의 경우 더욱 효과가 좋았으며 10%의 경우 88.2±2.2

로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PRCP가 10%를 초과

하는 경우는 그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취급에 어려움이 있

어서 10%까지로 제한하였다.

Fig. 1. Inhibition ratios of 5α-reductase by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samples.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inhibition ratio by each sample,
PR: Extract of Pulsatillae Radix, CP: Extract of Cicadidae Periostracum, PRCP: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 시험용 크림의 안정성 평가시험

제조한 크림의 노출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

4∼5월중에 4주 동안 평균온도에 가까운 15～20℃에서 일광에

노출시켜 2주 간격으로 각 크림의 pH와 점도를 측정해 물리화학

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냄새 및 색깔의 변화도 관찰함으로써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H는

Standard를 제외하고, PR, CP 및 PRCP 모두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이었으며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점도에서도 6,610～

7,820로서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기타 특이한 냄새 및

색깔의 변화도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Table 4. pH and viscosity value changes of various creams.

Weeks
Control PRCP Standard

pH Viscosity pH Viscosity pH Viscosity

0 7.62±0.02a) 6,610±129 7.53±0.08 6,650±204 6.51±0.08 6,630±301

2 7.50±0.02 7,820±273 7.39±0.02 6,690±361 6.30±0.03 7,310±264

4 7.13±0.06 7,760±438 7.50±0.05 6,970±435 6.74±0.04 6,810±465

Creams were kept in the temperature of 15～20℃ outside under the sunlight for 4
weeks.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pH and viscosity value changes in various
creams, a)Viscosity unit: cPs, Control: Without anti-acne medicine, PRCP: 10% of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Standard: 2%-benzoyl peroxide.

4. 피부 독성시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의 국소독성시험
24)
과 Draize법

25)
을

참고하여 피검자의 양 팔 상완부위에 좌우 1개소씩 표시하고, 좌

측 팔에는 대조구획 (Control site)으로서 Control 크림을 도포하

고 우측 팔에는 처치구획 (Test site)으로 시험물질인 PRCP 및

Standard 크림을 1회 도포 적용 72시간 후에 적용부위의 피부반

응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모든 시험군에서 좌측팔의 Control

크림을 도포한 구획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우측 팔의 처

치구획에서는 PRCP 군에서 1명, Standard 군에서 4명이 가벼운

발적을 보였다.

Table 5. Results of skin reaction treated with various creams.

Sites Control Site Test Site

Medicines Control PRCP Standard

No. Sex
Erythema & Eschar
and Edema

Erythema
& Eschar

Edema
Erythema
& Eschar

Edema

1 Male 0 1 0 0 0

2 Male 0 0 0 1 0

3 Male 0 0 0 0 0

4 Male 0 0 0 0 0

5 Female 0 0 0 1 0

6 Female 0 0 0 1 0

7 Female 0 0 0 1 0

8 Female - 0 0 0 0

Total score 0 1 0 4 0

Mean score 0 0.1 0 0.5 0

Total mean score 0 0.1 0.5

P.I.I
a)

0 0.03 0.06

Scores are measured 72 hours after topical application with creams, Control: Without
anti-acne medicine, PRCP: 10% of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Standard: 2%-benzoyl peroxide.
a)P.I.I.(Primary irritation index) =

  

5. 피지분비 억제시험

피지분비가 많다고 느끼는 남녀를 각 군마다 7∼8명씩, 상기

제조한 크림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바르게 한 후 2주 및 4주째

되는 날 피지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Control군에서는

처음에 184.5±16.6이던 수치가 4주후에도 181.6±22.4로 거의 변화

가 없었으나, PRCP를 넣은 크림을 사용한 군에서는 처음에

182.2±11.9이던 수치가 4주후에 128.4±16.2로 되어 감소치가 53.8

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2%-benzoyl peroxide을 사용한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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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감소치 46.9에 비하여 14.7% 더 많이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

다. 또한 남녀 간에 큰 편차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Fig. 2. The anti-sebum effects by various creams.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sebum amount of forehead after using each cream during those

periods, Control: Without anti-acne mediciner, PRCP: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Standard:

2%-benzoyl peroxide.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6. 여드름 완화효과 시험

여드름 완화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 중 여드름이 많

다고 느끼는 남녀를 각 군마다 7∼8명씩, 상기 제조한 크림을 매

일 아침과 저녁으로 4주 동안 도포 시험한 결과를 5점척도법에

따라 평가하여 Table 6에 나타냈다. Control군에서는 거의 변동

이 없었고, PRCP군 및 Standard군 모두 Control군에 비해 유의

성 있는 여드름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PRCP군의 경우 3.88±0.12

로 Standard군의 4.75±0.05에 비하여 81.7%의 여드름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Table 6. The acne-improvement effects by various creams.

Pointa) 1 2 3 4 5 Mean±SE

Control 6 1 - - - 1.14±0.23

PRCP - - 3 3 2 3.88±0.12^

Standard - - - 2 6 4.75±0.05^
a)The five-point scale based on acne-improvement effects by various creams, Control:
Without anti-acne medicine, PRCP: The mixture with equal parts of extracts of
Pulsatillae Radix and Cicadidae Periostracum, Standard: 2%-benzoyl peroxide,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고 찰

粉刺는 面皰, 面生瘡 등으로 불리며, 처음 丘疹이 가시처럼

돋고, 눌러 짜면 분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여 粉刺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에게 잘 발생하며 통칭 여드름을 말한다. 여드름은 매

우 흔해서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들이 한번 쯤 거쳐 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중년까지 지속적

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염증이 심해지면 상처가 생기게 된다. 여

드름의 원인은 아직 불명한 점이 많으나 단일한 원인보다는 복

합적으로 관여된다고 생각된다. 호르몬, 피지, 박테리아가 관여

하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30). 즉 사

춘기에 남성호르몬의 기능항진으로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낭의 상피가 각질화 되며 모낭이 막히면 여드름의 기본병변인

면포가 형성된다. 모낭 내에 상존하는 균 중 특히 P. acnes는

tryglyceride를 분해하여 free fatty acid를 만들어 모낭을 자극하

게 되며 균 자체가 화학물질을 형성하여 침윤과 염증을 일으켜

상처를 형성하게 된다
31)

.

양방적 치료법으로는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이 있는데, 국소

적 외치법으로는 여드름의 병변을 예방하려는 것과 여드름을 앓

고 난 후에 남는 후유증, 즉 반흔을 줄이려는 것 등으로 retinoic

acid, benzoyl peroxide, 항생제연고, azelaic acid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일과성 외용제이며 장기간 사용 시에는 또 다른 부

작용을 유발하게 되어서 상황에 따른 대증요법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32,33).

許浚34)은 面腫은 胃風이라 하였고 陳實功35)은 粉刺는 肺에

속하며 血熱이 鬱滯되어 不散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龔

廷賢36)은 面生粉刺는 肺火로 面熱이 陽明經風熱로 인한다고 하

였다. 한방적 내복치료에는 일반적으로 肺經風熱型에 消風淸熱

凉血을 목적으로 枇杷淸肺飮加減을, 胃腸濕熱型에는 淸熱化濕通

腑를 목적으로 茵蔯蒿湯加減을, 脾失健運型에는 健脾化濕을 목

적으로 蔘苓白朮散加減을, 瘀血阻滯型에는 活血化瘀, 解毒散結

을 목적으로 丹梔逍遙散加減, 桃紅四物湯 등
37,38)

을 사용한다. 그

러나 한방외용제에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채39)에 따르면

과거에는 硫黃, 密陀僧, 雄黃 등 광물성 약재를 豚脂 등과 같은

油性물질과 혼합한 외용약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황은

그 냄새 때문에 외용이 어렵고, 密陀僧이나 雄黃은 水銀이나 砒

素의 독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한 부작용이 없는 외용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白頭翁은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에 속하는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Nakai) 또는 동속식물의 뿌리를 약용으로 한

다. 우리나가 각지에 자생하며, 성분으로는 미나리아재비과 특유

의 protoanemonin 및 그 축합물 anemonin을 함유하며, 그 밖에

hederagenin을 genin으로 하는 saponin을 함유하며 苦, 寒하고

胃, 大腸經에 들어가 淸熱解毒, 養血止痢의 효능이 있어서, 항균

및 항아메바원충 작용으로 陰痒帶下 및 아메바성 이질에 전탕하

여 복용한다. 蟬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서식하는 매미과

(Cicadidae)에 속하는 말매미 (Cryptotympana pustulata Fabricus)

및 근연곤충이 성충으로 될 때 탈피한 껍데기로, 다량의 chitin,

N, 회분, 단백질, 유기산, 페놀류, flavonoids, sterols, 당류, 유지,

정유, 아미노산과 ethanolamine, 미량원소 24종을 함유하는데 그

중 Al을 제일 많이 함유하고 그 다음으로 Fe, Ca, Mg, P, Zn 등

이 있으며, 甘, 寒하여 肺, 肝經으로 들어가 疏散風熱, 透疹止痒,

明目退翳, 息風止痙 효능이 있어 항경련 작용, 진정작용, 진통작

용, 면역억제와 항알레르기 작용, 항암작용으로 파상풍, 각막혼

탁, 담마진, 급성 신염 등에 전탕하거나 가루로 갈아 충복하거나

환, 산제로도 복용한다40,41).

상기 한방적 이론에 근거하면 粉刺는 胃, 肺, 脾臟 등의 병증

으로 인한 風, 濕, 熱과 관련이 있는데, 白頭翁의 苦, 寒의 성미가

胃. 大腸經에 들어가 나타나는 淸熱解毒, 養血止痢의 효능과, 蟬

退가 肺, 肝經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疏散風熱, 透疹止痒, 息風止

痙의 효능이 胃, 肺, 脾臟 등의 병증으로 인한 風, 濕, 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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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粉刺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양

방적 관점으로 보면 白頭翁에는 강력한 항균작용이 있으며, 蟬退

에는 알레르기 억제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퇴의 止痒效果를

이용하면 여드름 발생 시 가려움증으로 긁어서 발생하는 2차 감

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白頭翁과 蟬退의 추출물

을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약물이 여드름에 상존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P.

acnes에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균력 시험을 한 결과

PRCP의 경우 각각의 약물보다 항균효과가 향상되어 이는 한방

의 相須效果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5α-reductase

(5αR) 활성 억제 효과 시험에서는 PRCP의 경우 5αR 활성을 유

의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Testosterone은 type 1 5αR에

의하여 활성 남성호르몬인 DHT로 전환되며, 이 호르몬의 비정

상적인 과잉작용은 피지세포 (sebocyte)에서 피지 (sebum)를 과

잉 생성하는 주 원인물질로서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5α

R에는 type 1과 type 2가 있는데, type 2는 주로 전립선, 생식기

피부, 정낭소포, 유두 표피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반면, type 1은

비생식기의 피부인 두피, 얼굴의 피지선, 간조직 등에서 발견되

며 특히 얼굴 피지선에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동물실험에서는

type 1 5αR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 조직을 이용하여 활성을 시험

하고 있다
42)

. Thiboutot 등
43)

은 여드름 호발피부 (acne prone

area)의 피지선에서 정상피부에 비하여 type 1 5αR의 활성이 훨

씬 강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소적인 DHT의 생

성의 차이가 여드름의 발생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 부위에서 더 많은 DHT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는 면포형성

초기의 과각화가 일어나는 부위, 즉 모낭 누두하부와 일치하며

이는 남성 호르몬이 여드름 형성의 조절인자의 하나임을 시사하

는 것이다. 또한 제조한 크림의 일광노출에 대한 시험결과 별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험 기간 동안 외적 조건에서는 큰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의 국소

독성시험2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좌측팔의

Control 크림을 도포한 구획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우측

팔의 처치구획에서 가벼운 발적이 PRCP 군에서 1명, Standard

군에서 4명이 나타났다. 10%의 PRCP를 넣은 크림의 경우 P.I.I

(Primary irritation index)25)가 0.03으로 Standard (2%-benzoyl

peroxide) 크림을 사용한 군에서 0.06인 것과 비교하여 그 수치

가 절반수준에 해당하므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

물임을 알 수 있었다. 피지분비 억제시험에서는 10%의 PRCP를

넣은 크림을 사용한 군에서는 Standard 군의 감소치 46.9에 비하

여 14.7% 더 억제하는 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비록 항균력

에서는 benzoyl peroxide에 비하여 다소 효과가 떨어졌지만, 피

지분비억제효과는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여드름 개선효과에 대

한 시험에서 PRCP군의 경우 Control군에 비하여 유의성이 있었

으며, Standard군에 비하여서도 81.7% 에 해당하는 여드름 개선

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피지분비 억제시험과 여드

름 개선효과에 있어서 남녀 모두 그 효과가 비슷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생리현상과 관련하여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으므

로 생리현상의 주기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는 Pierard-Franchimont2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粉刺 (여드름)를 치료하기 위

하여 적절한 내복약을 복용하면서 백두옹과 선퇴의 추출 혼합물

을 적절한 크림기제와 혼합하여 외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유용한 외용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드름 외용 천연화장제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백두옹 과 선퇴의 추출 혼합물 (PRCP)의 粉刺 (여드름)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결과 개별적인 약재의 추출물보다 추출물을 등량

혼합한 것이 여드름균 (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한 항균효과

가 더 우수하였고, PRCP의 10%농도에서 항균력 및 여드름 생성

원인인 5α-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에 유의성이 있었으

며, 여드름 치료를 위한 10%-PRCP크림은 안정성과 피부자극시

험, 피지분비 억제 및 여드름 완화효과 시험에서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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