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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was determined the hair growth effect and mode of action of a complex 
extract (abelmo), extracted from various natural plants including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30 six-week old C57BL/6 mice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treatment groups with ten mice 
per treatment group repeatedly. The treatment group is a control group, and was classified into 
saline-applied, minoxidil 5%-applied, and abelmo-applied groups. Hair growth started from the 
abelmo-applied and minoxidil 5% -applied groups on the 9th day, compared to the saline-applied 
group. Hair growth rate was 17.06% and 19.15% in those two groups, respectively, and the 
abelmo-applied group's hair growth rate was higher. The density, length and thickness of hai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rder of abelmo-applied group, minoxidil 5%-applied group and 
saline-applied group on the 9th day, and hair root was strongly maintained in the abelmo-applied 
group. The density, length and thickness of hair in the abelmo-applied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by 599.8, 122.2 and 181.8% on the 9th day compared to the saline-applied group, and 
166.7, 171.4 and 200.2% on the 12th day, and 136.6, 216.9 and 180.7%, respectively on the 15th 
day. As for hair follicle and the length of hair shaft from the dosal skin histopathology 
manifestation, the abelmo-applied group was more excellent than the saline-applied group and 
minoxidil 5%-applied group. This result actually confirmed the fact that abelmo promotes hair 
growth and strongly maintains hair root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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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발은 피부의 구성분으로써 진피의 모낭에서 
성장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인간은 모발을 자라게 하는 작은 조직인 모낭이 
10만개 정도 있으며 이 모낭들은 한 번 손상되어 
기능이 정지되면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된 모낭으로부터 자라난 모발은 성
장기(anagen), 퇴행기(catagen), 휴지기(telogen), 
탈락기(exogen) 등 4 단계의 모주기를 거치면서 
성장과 탈모를 거듭한다. 성장기의 피부 중 진피
의 유두층에서는 모낭이 성장하며[2-3] 퇴행기는 
진피의 두께가 감소함으로써 모낭은 표피와 근접
하게 되고 모낭 안에 존재하는 모유두세포가 탈
락하여 새로운 모발 성장주기를 이루게 된다. 탈
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자라지 못하여 머리카락
이 쉽게 빠지고 가늘어지며 성장기가 짧아짐과 
동시에 휴지기가 길어지는 현상이다. 탈모는 노화
현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식생활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
난다[4].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낭 주
위의 혈류를 좋게 하여 모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것과 탈모된 모
낭주위에 임파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용해 
면역기능을 높여서 낭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다
[5-6]. 남성 탈모의 약 80%를 차지하는 탈모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의 돌연변이가 원인으로써 
알려졌으나 스트레스 역시 흰 머리와 탈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7].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하던 피나스테리드, 고혈압 치료제
로 사용하던 미녹시딜(로게인)이 현재 탈모 치료
제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 탈모는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낮지만 미국의 경우 3,000만 명의 여성
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8].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30대의 젊은 
층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탈모로 고민하
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부터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
락이 윤기가 나며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단오날
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상백피, 감초, 솔잎, 고삼, 천궁, 당귀 등은 탈모
와 흰머리 방지, 염증치료, 혈액순환 개선, 두피
개선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창
포(Acorus calamus Linn.)는 sweet flag 또는 
Bacha로써 알려져 있으며 창포추출물인 정유의 
주성분은 asarone이다. 창포는 탈모치료 및 항균

[11], 피부상처 치료제[12-14] 항균활성[15-16]. 
항산화[17]효과가 보고되었다. 창포 추출물을 이
용한 미용 향장용 조성물, 두피 전용 비누 및 세
정제 에 관한 보고가 있다[18]. 상백피(Mori 
Cortex Radicis)의 주성분은 α-Amyrin, 
kaempferol, morin, quericetin, umbelliferone으
로써 탈모증에 대한 모발성장 효과[19-20], 미백 
및 보습원료[21], 면역조절[22], 항알레르기[23]효
능이 알려졌다. 감초(Glycyrrhiza uralensis)의 
flavonoids 주성분은 liquiritigenin, liquiritin, 
licuraside, glycyrrhizin이며[24], 항염증[25]효과
가 알려져 있다. 솔잎(Pinus densiflora) 추출물의 
주성분은 cumaric acid, terpen, polyphenolic 
tannin, proanthocyanidie으로써 탈모예방, 피부
조직 개선 및 미백, 고혈압, 당뇨병, 항암, 항균
[26, 27]효능이 알려졌다. 고삼(Sophora 
Angustifolia)은 여러 종류의 알칼로이드와 플라
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주성분으로 
d-matrine, d-oxymatrine이 확인되었고 발모, 피
부 노화방지, 스켄케어[28], 항염증[25]효능이 보
고되었다. 천궁(Ligusticum chuanxiong Hort)은 
휘발성 정유와 alkaloid인 
dl-tetrahydropalmatine, protopine, ferulic acid, 
ligustilide, butylidenpthalide [29]를 함유하며  
피부미백[30], 항균 및 항산화[31, 29]효능이 보
고돠었다. 당귀(Angelica gigas)의 주성분은 
decursin, decursinol, nodakenin 등의 coumarin
유도체와 α-pinene, limonene, β-eudesmol, 
elemol 등의  정유로써 두피건강[10]및 항염증효
능이 알려졌다. 천연 식물성추출물인 아벨모는 아
사쿠린 100(asacurin 100)을 함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아벨모의 발모효능 및 그 작용 메카니즘
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천연 식물성추출물(아벨모)의 조제

  창포, 상백피, 감초, 솔잎, 고삼, 천궁, 당귀를 
(주)NJY 생명공학에서 제시한 비율로써 혼합하여 
환류 추출시스템에서 열수 추출(1:10 w/v)하였
다. 또한, 상기 열거한 7가지의 천연식물을 열수 
추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혼합한 후 순수 에탄올
(1:10 w/v)에서 3시간씩 3회 반복하여 환류 추
출시스템으로써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여
과지(Whatman No. 2)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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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압식 농축기(EYELA, Rikakiki Co., Tokyo, 
Japan)로써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 후 발모효능을 
지닌 아벨모(열수추출물 수율 7.5%, 에탄올 추출
물 수율 5.1%)를 얻었다. 각각의 아벨모를 
GC/MSD(Gas chromatograph/Mass selective 
detector, Agilent 7890A, 5975C, Agilent 
Technologies, USA)로써 성분분석[32]을 실시한 
결과, 주성분이 asarone 80%, cumaric acid 
18%, 기타 2%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물질을 아사쿠린 100(asacurin 100)으로 명명하
였다.  

2.2. 실험동물 및 실험설계

  동물실험은 유럽 위원회 가이드라인
(EECDirective of 1986; 86/609/EEC)에 따라서 
수행하였으며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승인(KW-141027-1)을 얻었다. 
C57BL/6 마우스 수컷 6주령 30마리를 대한바이
오링크(충북 음성)로부터 구입하였다. 일주일 동
안 사육환경에 적응시킨 후 등 피부의 털을 완전 
제모하였으며 천연 식물성추출물(아벨모, NJY 생
명공학의 배합비를 준수하여 혼합 후 크림형태로 
제조하였음)을 도포하였다. 3처리구, 3반복으로써 
반복 케이지 당 10마리씩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군으로써 생리식염수, 아벨모, 미녹
시딜 5% 도포군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식이는 미
국의 AIN-93에서 제시한 마우스의 영양소 요구
량에 따라서 조제 후 펠렛팅하였으며 조단백질, 
총에너지함량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실험식이의 
조성은 카제인(casein-vitamin free) 20%, 옥수수
전분 39.75%, 말토덱스트린 13.20%, 설탕 
10.00%, 대두박 7.00%, 분말 셀루로오스 5.00%, 
AIN 93G 미네랄 혼합제 3.50%, AIN 93G 비타
민 혼합제 1.00%, L-시스틴 0.30%, choline 
bitartrate 0.25%, t-butylhydroquinone 0.0014%
로써 배합하였다[33]. 실험동물 사육실 온도 
22±2℃, 상대습도 55±5%, 12간 조명주기로 조
절하였으며 물과 실험식이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아벨모의 도포  

  등 피부의 색이 핑크색을 보이는 모발의 휴지
기에 도달한 7주령 마우스에게 졸레틸(Virbac, 
Paris, France)과 럼푼(Bayer korea Co. Seoul, 
Korea)을 8:2로 혼합한 다음 10배 희석하여 복
강주사로 마취(10 µL/체중 100 g)하였다. 제모기

로써 등 피부의 털을 1차 제거한 다음 제모크림
(니크린, 일동제약)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모를 
하였다. 제모 직후부터 아벨모를 비롯한 각각의 
시험물질을 1일 2회로 나누어 발모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등 피부의 제모부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도포하였다. 세 개의 시험처리군 가운데 
아벨모 도포군에서 도포 후 9일째 최초 발모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
모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측정하였다. 
    
2.4. 발모면적 및 외모

  아벨모를 도포한 이후 9, 12, 15, 18일째에 상
기 기술한 방법으로 동물을 마취시킨 후 발모의 
정도를 육안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발
모면적은 제모부위에 대한 발모면적으로써 백분
율로 나타냈으며 디지털카메라로써 사진을 촬영
하여 외모를 관찰하였다. 

2.5. 모발의 밀도, 길이 및 두께 측정

  아벨모를 도포한 이후 9, 12, 15, 18일째에 고
해상도 모발분석 시스템(Hair & Sclap 
Microscope System, SIF-1, Korea)을 이용하여 
300 배율의 현미경 스코프로써 모발의 밀도, 두
께 및 길이를 측정하였다. 모발의 밀도는 0.6 
mm2 당 모발의 수를 측정하였으며 길이 및 두께
는 기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으로써 측정하였다.

2.6. 피부조직 병리학 관찰

  아벨모를 도포한 이후 9일째의 피부조직을 채
취하여 10%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관찰
하고자 하는 부위를 삭정(trimming)하여 일반적
인 조직 처리과정(탈수, 투명화, 파라핀 침투과
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포맷하였다. 포맷된 파라
핀 블럭을 마이크로톰마이크로톰(HM-315 
model, Microm Co., Germany)을 이용하여 3-5 
µm의 조직절편을 만들고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hematoxylin and eosin, H&E)염색을 실시하였
다. 염색된 조직을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e 
CX41, Olympus, Tokyo, Japan)으로 검경하였으
며 관찰되는 모낭을 발육단계별로 각각 숫자를 
세어서 백분율로 나타냈다. 

2.7. 통계분석

  분석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각 처리구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다음 Dun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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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95% 수준에서 유의
성 (p<0.05)을 검정하였다[34].

3. 결과 및 고찰

3.1. 발모면적 및 외모

  발모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1, 
Fig. 2, Fig. 3과 같다. 아벨모를 도포한 이후 9일
째에 최초 발모가 시작되었으며 발모율 17.06%
를 나타냈다. 미녹시딜 5% 도포군은 9일째에 발
모율 19.15%를 나타냈으나 생리식염수를 도포한 
대조군은 제모된 상태의 분홍색 피부를 유지하였
고 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벨모와 미녹시딜 
5% 도포군은 12일째에 각각 50.67, 60.92%, 15
일째에 각각 90.25, 92.47% 발모가 되었으며 18
일째에 도달해서는 100% 가까운 발모가 완성됨
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도포한 이
후 13일째부터 최초로 발모가 시작되었으며 12, 
15, 18일째 각각 25.17, 40.25, 60.28% 발모를 
확인하였으나 아벨모와 미녹시딜이 완전히 발모
가 종료된 18일째에 도달해서도 발모가 완성되지
는 않았다 (p<0.05). 모든 처리군은 발모가 시작
되면서 등 피부가 핑크 빛에서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털이 자라나면서 검은색을 유지하였다. 
미녹시딜 5% 도포군은 도포 10일째부터 피부가 
쭈그러들어 위축되면서 목 부위까지 염증 소견을 
보이는 부작용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아벨모와 
미녹시딜이 유사한 발모촉진 효능을 가지고 있으

Fig. 1. Effect of abelmo on hair regrowth area 
to shaved area in C57BL/6 mice.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of means 
(n=10).  a,b,cp<0.05.

나 미녹시딜은 부작용이 있음을 보여준다. [35]은 
모발이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등 피부는 회색 또
는 검정색으로 바뀐다고 하였으며 미녹시딜 5%
를 도포한 동물에서 아벨모와 비슷하게 털이 자
랐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모현상이 나타나
고 피부 각질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본 결과와 경
향을 같이한다. 

3.2. 모발의 밀도, 길이 및 두께 
  아벨모 도포 후 9일째부터 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Fig. 4). 발모가 시작
된 9일째 모발의 밀도, 길이 및 두께는 아벨모, 
미녹시딜 5%, 생리식염수 도포군 순서대로 유의
하게 높았다. 모발의 밀도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아벨모 도포군에서 9, 12, 15일째 각각 599.8, 
166.7, 136.6% 높았으며 미녹시딜 5% 도포군은 
9일째는 차이가 없었고 12, 15일째 각각 366.1, 
132.9%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모발의 길이
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아벨모 도포군에서 9, 
12, 15일째 각각 122.2, 171.4, 116.9% 높았으며 
미녹시딜 5% 도포군은 9, 12, 15일째 각각 
116.7, 152.4, 121.9% 유의하게 높았다. 모발의 
두께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아벨모 도포군은 9, 
12, 15일째 각각 181.8, 200.2, 180.7% 높았으며 
미녹시딜 5% 도포군은 9, 12, 15일째 각각 
101.1, 120, 199.8%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12
일째 자라난 털을 핀셋으로 당겨서 뽑았을 때 대
조군과 미녹시딜 5% 도포군은 쉽게 뽑혔으나 아
벨모 도포군은 거의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
모는 모근을 강하게 유지해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의 피부는 진피층과 피하조직층
이 발달하며 진피의 유두층에서 모낭이 성장하고
[36-37] 퇴화기 피부는 진피의 두께가 감소하여 
모낭은 표피와 근접하게 되며 모낭 안의 모유두
세포가 모낭을 재생하고 모낭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8-39]. 모발의 성장기간 동안
에 모낭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지 않아서 탈모
가 일어난다. 성장하는 모발의 두께는 모낭의 길
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발의 성장초기 부터 중
기까지 자라나는 모낭의 길이는 정상 모발 주기
에서 매우 중요하다[3].
 
3.3. 피부조직 병리학 및 모낭 발육단계 

  아벨모를 도포한 이후 모낭 발육단계 및 피부
조직의 병리학적 소견은 Fig. 5, Fig. 6과 같다. 
털의 발육단계는 성장기, 퇴행기 및 휴식기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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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belmo on hair regrowth promoting in C57BL/6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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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hair regrowth promoting in male C57BL/6 mice applied with abelmo. 

Fig. 3. Appearance of dosal skin by minoxidil 
5% in male C57BL/6 mice. 

누어져 있으며 등의 피부에서 관찰된 모든 모낭
의 발육단계를 구별하여 나타냈다. 아벨모 도포군
에서 최초 발모가 시작된 9일째 마우스의 등 피

부에서 측정된 모낭의 발육단계는 성장기와 퇴행
기는 아벨모, 미녹시딜 5% 도포군, 대조군 순서
로 높았으며 휴지기는 대조군, 미녹시딜 5%, 아
벨모 도포군 순서로 높았다. 대조군과 비교할 때 
아벨모, 미녹시딜 5% 도포군에서 성장기는 각각 
163.2, 139.7%, 퇴행기는 각각 285.7, 290.8% 
높았으나 이와 반대로 휴지기는 각각 85,50, 
53.20% 유의하게 낮았다 (p<0.05). 털(hair 
shaft)은 모낭 가운데 사다리 모양으로 보이며 아
벨모 도포군이 미녹시딜 5% 도포군, 대조군에 비
해서 성장기에 도달한 모낭 수가 많고 퇴행기의 
모낭수가 적으며 모낭의 길고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피의 유두층에서 성장한 모
낭은 퇴행기를 지나면서 표피와 근접하게 되고 
모낭 안에 존재하는 모유두세포가 새로운 모발 
성장주기를 이룬다. 모유두세포의 모발 성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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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the cycles of hair follicle growth in male C57BL/6 mice after 9 days 

applied with abelmo.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of means (n=10). a,b,cp<0.05. 

Control Abelmo Minoxidil 5%
Density
   9 days 0.1±0.02c 0.6±0.05a 0.4±0.02b

   12 days 9.6±0.55c 16.0±0.80a 14.0±0.78b

   15 days 16.4±0.58b 22.4±0.82a 21.8±0.87a

Length
   9 days 0.01±0.001b 0.02±0.004a 0.02±0.001a

   12 days 0.21±0.03b 0.36±0.01a 0.32±0.01a

   15 days 0.83±0.03b 0.97±0.02a 1.01±0.02a

Thickness
   9 days 0.002±0.0002b 0.004±0.0003a 0.004±0.0002a

   12 days 0.01±0.0007b 0.02±0.002a 0.02±0.002a

   15 days 0.01±0.002b 0.02±0.001a 0.02±0.002a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n=10). a,b.cP<0.05.

Table 1. Hair density, length and thickness in male C57BL/6 mice applied with abelmo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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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Skin photomicrographs on the hair follicles growth in male 

C57BL/6 mice after 9 days applied with abelmo. 

은 모유두의 크기가 연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낭주기와 관련해서는 퇴행기에 위축되어 있던 
모유두세포가 비대하면서 상피세포의 증식으로 
큰 모구부를 형성하여 모발 성장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졌다[2-4]. 

4. 결 론

  본 결과는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천연 식물성추출
물(아벨모)이 모낭의 성장을 자극하여 발모를 촉
진함과 동시에 모근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점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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