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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약용식물은 피부와 모발을 보호하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용성 호스트 β-cyclodextrin

과 약용식물의 기능성 성분들과의 복합체 형성 시 나타나는 피부와 모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복합체 형성물의 무독성, 그리고 그람양성균과 비듬을 발생시키는 곰팡이에 대한 항균기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용식물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크림이 피부의 콜라젠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의 생리활성을 증대시킴

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헤어토닉 처리군에서 육모의 성장이 증진되었음을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수용성 약용성분을 수용성 β-cyclodextrin에 포접시켜 초분자 복합체 형성을 통해, 

육모기능의 향상과 피부노화지연 등 부가적 화장제재로의 개발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Medicinal herbs have been shown to have protective functions for skin and hair. We investigated the ef-

fects of complex of soluble β-cyclodextrin and phytochemicals on the functions of skin and hair. In previous report, 

we evaluated the safety of supramolecules and found their anti-microbial effects and anti-fungal effect against Gram 

(+) and Malassezia furfur which is known to cause dandruff. Here we present that functional supramolecules-con-

taining cream promotes the biological skin activity by inducing the collagen formation. And treatment of supra-

molecules-containing hair tonic increased the rate of hair growth of mouse. Taken together, supramolecular cosmetic 

compounds containing water insoluble phytochemicals and water soluble β-cyclodextrin exhibit the potential ability 

for hair growth promotion and delaying the aging of skin. 

Keywords: phytochemical, cyclodextrin, supramolecule, collagen, hair growth

1. 서    론
1)

  식물추출물에서 기능을 나타내는 약용성분(ph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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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은 인간의 신진대사와 생리활성을 촉진하는 

물질들이며, 현재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1-3]. 알려진 약용성분들의 기능으로는 살균효

과[4]와 미백효과[5], 항염증[6], 보습효과[7], 피부의 

주름개선을 포함한 노화방지[8,9], 육모, 탈모방지[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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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and Abbreviations of Cream and 

Hair Tonic

Contents Name Sample composition

Herb 

extracts

D Distilled water

Ex1 Herb extracts

Ex2 Herb extracts + 1.5 % β-cyclodextrin

Cream

CC Control cream (base material)

C1 Cream + 1.5 % Herb extracts

C2
Cream + 1.5 % Herb extracts

+ 0.045 % β-cyclodextrin

C3 Commercial one

Hair

tonic

TC Hair Tonic (base material)

T1 Hair Tonic + 15 % Herb extracts

T2
Hair Tonic + 15 % herb extracts

+ 0.045 % β-cyclodextrin

T3 Commercial one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소재로서의 응용이 증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식물 중에서 인체에 무해하고 다량

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4가지의 약용식물, 홍삼

(Korean red ginseng), 인진쑥(Artemisia capillaries 

Thunb), 형개(Schizonepeta tenuifolia Briq), 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을 선택하여 maltol, ad-

enosine, limonene, menthone, pulegone, fenchone, estra-

gole, β-pinene, anethole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

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1]. 또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많은 기능성 물질들

이 상온, 수용액에서 불용성임에 착안하여, 수용성 분자 

담지체와 이들 비수용성 기능성 물질의 초분자체를 형성

시켜, 수용액 내에서도 안정하게 존재하는 화장품 제재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정된 수용성 담지체는 

cyclodextrin이다. Cyclodextrin은 인체에 무해하며, 환상

의 고리구조로 인해 안쪽에 소수성의 공동을 가지고 있

으며,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수산기가 친수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외부에서 소수성의 물질이 첨가되면 cyclo-

dextrin은 host로 작용하여 외부 물질을 공동으로 포접하

여 초분자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포접된 guest 물질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12-14]. 기존의 연구에서 pulegone이 cyclodextrin과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함을 확인하여 보고한 바 있다[15, 

16]. 그리고 선정된 4가지 약용식물의 추출물과 β-cyc-

lodextrin과의 초분자체를 함유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독

성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람양성균과 비듬을 발

생시키는 효모에 대한 항균기능성 또한 확인하였다[17]. 

본 보고에서는 선정된 4가지 약용식물의 추출물과 β- 

cyclodextrin과의 초분자체를 함유한 화장제품 중 크림

이 피부에 미치는 생리활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초분자 

복합체가 포함된 헤어토닉의 기능적 효과를 육모성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재료  실험

2.1. 시약  기기

  홍삼(Korean red ginseng), 인진쑥(Artemisia capil-

laries Thunb), 회향(Foeniculum vulgare Mill), 형개

(Schizonepeta tenuifolia Briq)는 금산 재래시장에서 구

입하였다. Maltol, adenosine, anethole, estragole, fen-

chone, perchloric acid, β-cyclodextrin, Chloromine-T- 

reagent, aldehyde-perchloric acid, citric acid는 Sigma 

(USA)에서, beta-pinene, menthone, pulegone, limo-

nene, hydroxyproline은 Fluka (Switzerland)에서, gla-

cial acetic acid는 Junsei (Japan), sodium acetate는 

Shinyo (Japan), sodium hydroxide는 Samchun (Korea), 

toluene은 Ducksan (Korea) 제품을 사용하였다. UV- 

visible spectrometer는 Agilent Technologies 8453 (USA)

를 이용하였다.

 

2.2. 분자 복합체 제조

  홍삼, 인진쑥, 형개 그리고 회향에서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추출방법은 전보와 같다[15]. 4가지 식물의 추출

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의 함유량은 전보에서 

보고하였다[11]. 선택된 기능성 성분과 β-cyclodextrin

을 이용한 초분자 복합체 제조는 전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16]. 간단히 요약하면, 1 mM의 농도인 β- 

cyclodextrin 수용액 10 mL에 각 기능성 성분들을 직접 

0.1 mmol 씩 첨가하였다. 이 혼합용액을 1 h 동안 상온에

서 교반 후, 감압 농축기로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고체

를 diethyl ether로 씻어주어 주었다. 최종 초분자 복합체

는 상온에서 진공으로 건조하였다. 

2.3. 기능성 화장품 제조

  실험에 사용한 화장품(크림과 헤어토닉)의 성분 조성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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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dure of quantification of hydroxyproline 

from mouse skin. See the details in Experimental Pro-

cedures.

  화장품 시료의 경우, 전보와 같이 (1) 아무것도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군과, (2) 식물추출물 성분만을 함유하는 화

장제재군, (3) 식물추출물 성분과 β-cyclodextrin을 함

유하는 화장품제재군, (4) 시판중인 화장제재군 등 4개

의 처리군으로 제조하였으며, 명명은 각 시료의 영어단

어 첫 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다. 즉, 추출물은 

Ex1로, 추출물과 β-cyclodextrin의 복합체는 Ex2로 나

타내었고, Cream은 크림 재료를 CC, cream 재료에 식물

추출물을 섞은 것을 C1, C1에 β-cyclodextrin을 섞은 것

을 C2, 시판대조군을 C3로 나타내었다. 같은 방법으로 

Hair Tonic은 TC, T1, T2, T3로 나타내었다. 

2.4. 실험동물  사육조건

  본 실험에서는 생후 6주령 C57BL/6종 웅성 마우스를 

오리엔트바이오사(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사육실 환경에 일주일간 적응 시켰으

며, 실험기간 동안 온도 22 ± 2 ℃, 습도 50 ± 5 %, 명암

주기 12 h 채광, 12 h 차광의 환경에서 식수와 사료를 자

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5. 피부생리 활성 측정

  크림 시료들의 피부생리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림으

로 가공된 시료들을 마우스 배부의 검정색 털을 완전히 

제거한 뒤, 1일 1회 100 µL씩 4주간 도포하였다. Hydro-

xyproline의 양은 Edwards 방법에 따라 마우스의 진피 

10 mg을 절개하여 6 N HCl로 120 ℃에서 3 h 동안 가수

분해 시켜, chloramine-T reagent 200 µL로 20 min 간 

산화시킨 후 aldehyde-perchloric acid reagent (p-dime-

thylaminobenzaldehyde) 200 µL와 60 ℃에서 15 min간 

발색시켜 540 nm에서 흡광도 측정하였다[18].

2.6. 육모성장 측정

  C57BL/6 마우스를 사육실에서 1주일 적응 시킨 후 배

부 체모를 제거하고 4마리씩 4군으로 나눈다. 각 군별로 

헤어토닉으로 가공된 시료들을 체모가 제거된 부위에 1

일 1회 21일간 100 µL씩 도포하여 고르게 분포시켜 주었

고, 시간 경과에 따른 육모성장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

였다[19,20]. 

 

2.7. 통계

  모든 실험은 3 ~ 5회 반복 시행되었으며, 결과는 평균 

± SEM 또는 SD로 나타냈으며,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a = 

0.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고찰

 

3.1. 분자 복합체 형성 확인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pulegone을 β-cyclodextrin과 

γ-cyclodextrin에 첨가하여 제조한 초분자 복합체형성

은 이미 보고하였다[15,16]. 그리고 나머지 소수성 유용

성분들의 복합체 형성도 
1H NMR 분광법, IR (Infra 

Red), 열중량 분석법(TGA),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17]. 

3.2. 피부생리 활성 측정

  진피층은 90 %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어 콜라겐의 

감소는 피부 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1, 

22]. Hydroxyproline은 콜라겐의 안정성에 중요한 물질

이며 proline으로부터 만들어 진다. 따라서 피부생리 활

성면에서 피부탄력은 hydroxyproline의 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23]. 각 크림을 도포한 마우스의 피부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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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ydroxyproline calibration curve and a picture 

of authentic samples after color development (inset). Each 

number from 1 to 6 indicates the hydroxyproline concen-

tration of 0, 0.3, 0.6, 1.3, 2.0, 3.3 µg/mL, respectively. 

Table 2. Hydroxyproline Content per 10 mg Mouse Skin after Cream Treatment 

Time
(week)

CC
(Control cream)

C1
(Control cream + 1.5 %

Herb extracts)

C2
(Control cream + 1.5 % Herb extracts

+ 0.045 % b-Cyclodextrin)

C3
(Commercial cream)

1 12.94 ± 0.25* 14.49 ± 0.26a 17.47 ± 0.32a 15.53 ± 0.35a

2 13.02 ± 0.23 16.28 ± 0.23ab 21.74 ± 0.42ab 16.67 ± 0.42ab

3 12.98 ± 0.31 15.58 ± 0.18ab 23.75 ± 0.37ab 17.65 ± 0.27ab

4 12.97 ± 0.18 17.77 ± 0.54ab 26.46 ± 0.28ab 19.58 ± 0.41ab

Average 12.98 ± 0.24 16.03 ± 0.30a 22.29 ± 0.35a 17.35 ± 0.36a

* This value indicates the total hydroxyproline amount (µg) per 10 mg mouse skin
a p < 0.05 compare to CC group in each time group
b p < 0.05 compare to 1 week in each sample treatment group

간격으로 절개하여 진피를 취해 hydroxyproline의 양을 

측정하는 과정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Hydroxypro-

line의 정량곡선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Hydroxypro-

line의 농도증가에 따라 540 nm의 흡광도 증가가 일정함

을 알 수 있다. 정량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10 

mg의 피부에서 검출한 hydroxyproline의 함량은 추출물

이 함유된 cream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 cream의 경우보

다 23.5 %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 시판 중인 동일용도 제

품(C3)과 유사한 증가량(33.7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yclodextrin을 함유한 경우(C2)에는 대조

군에 비해 71.7 % 증가하였다. 본 실험결과는 약용 성분 

초분자 복합체인 C2 시료가 효과적으로 피부에서 콜라

겐의 양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피부 생리 활성을 향

상시켰음을 시사한다.

3.3. 육모성장 측정

  육모성장관련 연구에서는 C57BL/6나 C3H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C57BL/6 마

우스는 체모가 검은색이고 자발적 탈모가 일어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멜라노사이트가 모낭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멜라닌 합성이 모발성장주기(hair growth cy-

cle)와 잘 일치되어 피부색으로 모발의 성장주기를 판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모발생리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0].

  마우스의 제모 한 배부에 도포한 헤어토닉의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시료를 처리하는 동안 시간 경

과에 따른 발모상태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기록하였다

(Figure 3). 시료 도포 12일째 다른 시료에 비해 약용식

물 추출물 포함 헤어토닉(T1) 처리군과 약용 성분 초분

자 복합체를 포함 헤어토닉(T2) 처리군에서 차이를 보

이기 시작하여 16일이 지나면서 T2 처리군의 일부에서 

피부가 털에 의해 대부분 가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써 T2 시료의 육모성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21일 경과 후에는 T2 처리한 샘플에서 모두 육모 효

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T1 처리군에 비해 T2에서 

보다 빠른 육모성장을 확인하였다.

  β-cyclodextrin 단독처리의 경우에는 TC 처리군의 경

우와 유사한 육모성장효과를 관찰하였으므로 본 실험 결

과는 식물추출 기능성 물질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또

한 T2 샘플의 경우가 초분자 복합체를 형성에 따른 피부

표면에 잔류하는 시간이 T1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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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s of hair regrowth of C57BL/6 mice. Test compounds were applied to the shaved dorsal skin of mice 

for 3 weeks. Control indicates the sample having hair tonic base materials only. The abbreviations of T1, T2, and T3 were 

explained in Table 1.

두피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

지만, 본 실험에서는 육모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기능성 물질의 표면잔류 농도 향상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초분

자체 형성의 확인 실험 시, 시료 제조 후, 실온에서 24시

간이 경과하여도 초분자체의 안정성에 큰 변화가 없었음

을 확인하였으며[15,16], 본 실험에서 사용한 1일 1회 21

일간 100 µL씩 고르게 도포하는 방법이 cyclodextrin을 

이용한 초분자체 형성에 의한 포접화합물의 서방성 약제 

효과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24-26], 동물의 피부표면

에 기능성 물질들의 서방성 잔류효과에 기여하였다고 간

접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를 더욱 명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모촉진에 따른 조직학적 확인 즉 

모낭의 깊이와 수, 진피 두께의 변화,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액학적 분석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약용식물은 여러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부

분 물에 난용성이므로, 수용성 분자 담지체인 β-cycl-

odextrin에 포접하여 초분자 복합체를 형성시킨다. 이렇

게 제조한 초분자체를 함유한 화장제재가 피부활성과 육

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약용식물의 기능성 성

분이 함유된 초분자 복합체를 첨가한 크림제재는 마우스

에서 피부활성증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hydroxypro-

line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헤어토닉 제재는 마우스의 육

모성장속도를 증가시켰다. 본 연구결과 phyto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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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제재 제조 시 이미 확보한 안정성

[17]과 더불어 피부노화방지와 육모성장이라는 부가기

능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조한 화

장제재의 기능성 성분을 동정하여, 단일 성분을 함유한 

초분자체의 기능성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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