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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hair growth effects of a natural herbal ethanol

extract, Samhwang-Sasimtang(SS). In case of antioxidant ability of SS, the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was

28.44mg/g. The extract showed strong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SOD-like activity also rose throug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s of SS. In order to

estimate the hair growth effects, the extract was applied to the back of seven-week-old C57BL/6 male mice (150㎕

a day, five days a week, for four weeks) in four groups (C, control, saline; PC, positive control, 3% minoxidil; E1,

experimental 1, 1% SS; E2, experimental 2, 2% SS). Ten mice were assigned to each group and five mice in each

group were sacrificed at weeks 2 and 4, respectively. There was n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weight change

among experimental groups. In macroscopic observation of hair growth at week 4, the scores of hair growth on the

backs of mice were 80, 60, 40 and 20% in the PC, E2, E1 and C groups. In terms of histological observation, the

ratio and thickness of hair follicles, the enzyme activities of ALP and γ-GT, immunohistological examination of IGF-1

and VEGF which are the hair growth factors, in each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 in this order: PC, E2, E1 and C

group, at week 4. Meanwhile, hair growth inhibition factors, TGF-β1 and Caspase-3, were reduced in PC, E1 and E2

groups compared with C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S extract may be effective in promoting hair growth, and

suggest that it can be used practically as a superior natural agent for hair grow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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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에서 모발은 머리보호 및 머리의 온도 유지 등 인

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모를 결정짓는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1). 이

런 이유로 탈모에 대한 연구는 최근 그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모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모발 관리 대상자의 연령층도 20∼30대로 점점 젊

어지고 있고, 여성에서의 탈모 인구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

세이다
2)

. 국내의 경우 성인 남성의 23%인 350만 명 정도가 탈모

증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탈모증을 호소

하는 환자의 숫자는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심각하다
3)

. 탈모증 환자들은 외모의 변

화에 따른 심리적 우울증, 수치심 증가, 사회적 소외 및 분노 표

출 등의 높은 스트레스 지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대

인 및 이성 관계 위축 등의 어려움도 겪고 있기 때문에, 탈모증

상은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보건학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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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4).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및 노화 등이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기전은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T)이 5α

-reductase(RD)에 의하여 dihydrotestosterone(DHT)으로 전환되

어 두피의 모낭을 위축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

면 DHT가 증가되어 모낭세포의 단백질 합성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휴지기 모낭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탈모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5).

탈모는 각 성장주기에 작용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에 의

해 진행된다. 이들 인자 중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생화학적 효소

인 γ-glutamy1 transpeptidase(γ-GT)는 증식과 분열이 활발한 세

포내에서 많이 발현되며, 또 하나의 모발 성장인자로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alkaline phosphatase(ALP)는 모발생성과정 중

모기질(hair matrix)내 새로운 혈관 생성에 관여하여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인자는 모발성장 촉진시 활

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모발성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효소

들이다6). 

모발주기는 모발의 성장이 촉진되는 성장기(anagen), 성장을

멈추고 모구부가 축소되면서 대사과정이 늦어지는 퇴행기

(catagen), 모낭이 수축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휴지기(telogen)

로 구분된다. 모발의 각 성장주기에 있어서 다양한 인자들이 작

용하여 양모 또는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 아직까지 모발 성장주

기를 조절하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성장인자와 protein kinase C, 줄기세포 인자(stem cell factor),

cytokine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7). 즉 다양한 신호 전달 인자(signal transduction factor)가 모발

의 성장주기에 따라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발모 또는 탈모를 유발

시킨다8). IL-1과 TNF 등은 피부에 존재하는 cytokines으로 모발

세포의 세포사를 유발하여 탈모를 일으키며,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1(TGF-β1)은 모발의 성장기 시기에서 모발성

장을 방해하고,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androgen)은 모발의 성

장기를 단축시켜 정상보다 빨리 퇴행기로 접어들게 한다9). 반면

에 Bcl-2는 anti-apoptosis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구에 의

하면 Bcl-2 결핍 마우스에서 모발성장기가 지연된다고 알려져 있

고, Bcl-2의 발현은 모발 성장 주기에서 성장기의 발육능력을 촉

진시키고, 모낭의 퇴화를 억제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10)

.

일반적으로 모발성장인자로는 insulin like growth factor

1(IGF-1),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가 알려져 있

고 모발억제인자로는 TGF-β1과 Caspase-3가 알려져 있으며, 이

들 지표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 조직 염색을 통해 쉽게 그 발현

양상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모발 성장촉진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는 미국 식약

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를 받은 미녹시딜(minoxidil)과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가 있

다. 미녹시딜은 미국 Pharmacia & Upjohn사에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로 Rogaine이란 상품명으로 승인 받았으나 육모효과가 인

정되면서 바르는 발모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피부에 가려움

증, 홍반, 표피 벗겨짐과 건성화를 동반한 염증, 알레르기성 접

촉성 피부염 및 지루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사용

상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피나스테라이드는 Propecia라

는 상품명으로 제약회사인 Merck에서 개발한 5α-reductase 억제

제로서, 처음에는 전립선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부작용으로 발

모작용이 나타나 먹는 발모제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발모

작용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양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

관을 확장하거나 칼륨 통로를 여는 등의 효과가 모발성장을 유

도하는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약물은 육모 효능은 우수

하지만 모발성장 효과 유지를 위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일부 약물은 남성의 성기능 억제와

가임여성의 기형아 출산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

에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11)

. 그러므로 최근

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발성장 효능은 우수하면서 안전성이 좋은

천연 추출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세

포학적, 조직학적, 생화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한 모

발성장 효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궤요략에 처음 기재된 처방인 삼황사심탕은 고혈압, 고지

혈증, 동맥경화증, 불면증, 구내염 등의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처방중 대표적인 것으로, 항산화, 항균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황사심탕은 사심탕이라고도 하며 심기부족, 토

혈 및 육혈에도 많이 사용된다
12)

. 삼황사심탕은 대황, 황련, 황

금으로 된 생약복합제제의 처방이며 청열사화, 해독, 청열화습, 

사하, 지혈 등의 효능이 있어, 심화상염으로 인한 실열을 치료하

는 기본 처방이기도 하다
13)

. 대황의 경우 약효연구에서 실험동물

에 대한 총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황금과 황련의 약효 연구에서는 동맥경화의 예

방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으며, 황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적 고지혈증, 지방간 형성 및 간 콜레스테

롤 및 중성지방 수치의 저하작용이 보고되어져 있다14). 삼황사심

탕약침을 이용한 혈행개선 및 항산화효과 연구에 있어서, 고지혈

증 및 비만 개선과 항산화능에 긍정적인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이 처방이 생체 내 지질대사에 영향을 주어 순환계 질

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15)

. 아직

까지 삼황사심탕을 이용한 육모효능 평가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이상의 선행연구와 근본적인 효능인 열을 내리는 기능 등으로

짐작해 볼 때 삼황사심탕은 충분히 육모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 삼황사심탕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평가하

고, C57BL/6 마우스를 이용한 육모 모델에서 육안적 및 조직학

적 관찰, 효소활성도 측정 및 조직면역학적 분석을 통해 모발 성

장 촉진 기능성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시료제작

항산화 평가의 대조군으로 카테킨(Sigma, USA)과 ascorbic

acid (Sigma, USA)를 사용하였으며, in vivo 육모평가의 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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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으로는 3% 미녹시딜(현대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

석에 사용한 시약 중 ALP 및 γ-GT는 Thermo사(Finland)의 제품

을, IGF-1, VEGF, TGF-β1, Caspase-3의 immunohistochemical

markers는 Abcam사(Cambridge, UK)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일반 시약들은 특급품을 사용하였다.

실험물질로 사용한 삼황사심탕은 경북 영천 소재의 (주)옴니

허브에서 구입하여, 물로 세척하고 응달에서 건조 후 대황(42.8

g), 황련(28.6 g), 황금(28.6 g)을 구성비로 섞은 후, 시료 중량대비

10배의 70% 에탄올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추출하

고,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3회 반복하여 추출하였

다. 각 추출물을 여과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올리브 오일에 녹여

각 시험에 사용하였다.

2. In vitro 항산화능 실험

1) 총 페놀 함량 측정

추출한 시료 5.2 ㎎에 증류수 1 ㎖를 첨가한 후, 이 중 0.5 ㎖

를 시험관에 넣고 phenol reagent 1.5 ㎖를 가하여 골고루 섞어

주고 5분간 방치하였다. Na2CO3 포화용액 0.5 ㎖ 첨가하여 1시간

가한 다음 1N HCl(0.1 ㎖)을 넣고 6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Sigma, USA)를 이용한 표

준곡선으로 양을 환산하였다
16)

.

2) DPPH의 전자공여능 측정

메탄올에 녹인 각 시료용액 2 ㎖에 0.2 mM의 DPPH 1 ㎖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대조군의 흡광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17).

전 자 공 여 능 (% ) = ( 1  -
시 료  첨 가 군 의  흡 광 도

 ) ×  1 00
대 조 군 의  흡 광 도

3)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Free radical 소거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18)

. 7 mM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6-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 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

시킨 후 734 nm 파장에서 흡광도 값이 0.7(±0.02)이 되게 ethanol

로 희석하였다. 농도별로 희석된 sample 100 ㎕에 희석된 ABTS

용액 100 ㎕용액 가하여 암실에서 7분 동안 방치한 후 734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 값을 보정하여 나타내

었다.

4)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DMSO에 녹인 각 시료용액 0.2㎖에 tris-HCl 완충용액(50

mM tris+10mM EDTA, pH 8.5) 2.6 ㎖를 첨가하여 25℃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0.1 ㎖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대조군의 흡

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19)

.

SO D  유 사 활 성 도 (% ) = ( 1  - 시 료  첨 가 군 의  흡 광 도
대 조 군 의  흡 광 도  ) ×  10 0

3. In vivo 육모효과 실험

1) 실험동물 처치

6주령 수컷 C57BL/6 마우스를 (주)샘타코(Osan, Korea)로부

터 분양받아 사육실에서 1주간 적응 시킨 후, 등 부위를 동물용

전기제모기(electric clipper)로 제모하고 군당 10마리씩 4개 군으

로 군 분리하여 시료를 1일 1회 150 ㎕씩 주 5회 4주간 경피 도

포하였다. 실험군은 용매로 올리브 오일을 도포한 대조군(C), 3%

미녹시딜을 도포한 양성대조군(PC), 1% 삼황사심탕을 도포한 실

험군1(E1) 및 2% 삼황사심탕을 도포한 실험군2(E2) 군으로 나누

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은 온도 22 ± 3℃, 습도 50 ±

10%, 명암주기 12시간 밤과 낮 단위로 조절되는 표준사육 환경

에서 사육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사료(Purina, 한국)와 물의 양은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계명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허가(승인번호 KM-2011-62)를 얻은 후 가이드라인

에 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동물은 2, 4주차에 군당 각 5마리씩 부검하였으며, 12시

간 절식 후 에테르(ether) 마취하에 피부조직을 절취하여 조직학

적 변화를 보기 위해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였다. 음수량,

사료량 및 체중은 매주 1회 오전10시에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사료효율을 계산하였다.

2) 처치 부위의 관찰

제모한 등 부위의 발모상태를 보기 위해 실험 1, 2, 3, 4주차

에 주 1회 에테르 마취 후 사진 촬영하였다. 각 군의 모발성장 효

과는 각각의 동물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발모 정도에 따라

0-19%(-), 20-39%(±), 40-59%(+), 60-79%(++), 80-100%(+++)로 판

정하였으며, 각 군별로 평균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실험 2, 4주차

에 마리당 10개씩 등 부위의 털을 뽑아 털 길이의 평균을 산정하

였으며, 4주차에 모든 털을 제거하여 털 무게를 측정하였다.

3) 조직학적 관찰

실험 2, 4주차에 절취 고정한 피부조직을 hematoxylin and

eosin(H&E) 염색한 후 100배율 광학현미경으로 모낭 수를 계수

하고, 진피의 두께와 모낭 깊이의 변화는 현미경 프로그램의

scale ba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피부조직의 효소활성도 측정

실험 2, 4주차에 피부조직을 절취하여 빙냉하에서 미세절편

으로 만들고, 그 중 일정량을 칭량한 후, 피부조직의 4배량의 인

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olution, PBS)을 가하여 마쇄기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액을 만들었다. 이 균질액을 원

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에서 12,000r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그 상층액을 자동생화학 분석기(Konelab 20XT, Thermo,

Finland)를 이용하여 Alkaline phosphatase(ALP) 및 γ-Glutamyl

transpeptidase(γ-GT)를 분석하였다.

5) 피부조직의 면역조직학적 관찰

실험 2, 4주차에 절취, 고정한 피부조직을 두께 3㎛ 파라핀

절편을 만들어 전자동 면역 염색기(Benchmark XT,

Roche-Ventana, USA)를 이용하여 기기의 manual에 맞춰 조직

을 면역염색 하였다. 측정을 위해 Ventana Ultraview DAB Kit를

사용하였다. 면역 조직 염색에 사용된 항체는 성장인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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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1, VEGF를 사용하였고, 억제인자로는 TGF-β1, Caspase-3을

사용하였다.

4. 통계처리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인

유의성 검증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In vitro 항산화능 실험

1)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 결과는 3번 반복(29.12, 28.25, 27.96)하여 평균

값을 측정하였으며 삼황사심탕의 총 페놀 함량은 28.44±0.60

mg/g이었다.

2) DPPH의 전자공여능, Free radical 소거능 및 SOD 유사활성

삼황사심탕의 DPPH로부터의 전자소거능은 농도에 따라 용

량 상관적인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1,000ppm에서 삼황사심탕이

99%의 높은 전자소거능을 나타내어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

의 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ree radical 소거능에 있

어서는 농도에 따라 용량 상관적인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1,000ppm에서 삼황사심탕이 99.4%의 높은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어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의 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SOD 유사활성의 경우에는, 삼황사심탕과 Vitamin

C(ascorbic acid) 모두 농도에 따라 용량 상관적인 증가를 나타내

었으며, 1,000ppm에서 삼황사심탕이 34%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다(Fig. 1).

Fig. 1. The electron-donating effec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OD-like activity of Samhwang-Sasimtang extract. Values
are mean±SD of 5 replicates. SS: Samhwang-Sasimtang

2. In vivo 육모효과 실험

1) 음수량, 사료량, 체중 변동 및 사료효율 측정

사료효율은 양성 대조군군 실험군1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

다(Table 1). 체중은 실험기간 동안 양성대조군이 다른 군에 비해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p>0.05).

Table 1. Changes of Water and Feed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Item s
G ro up s

C PC E1 E2
W a te r in ta ke

(m l/d ay ) 5 .8 6± 0 .1 8 ab 5 .9 6± 0 .1 1 ab 6 .04± 0 .07 b 5 .8 4± 0 .1 5 a

Feed  in ta ke
(g /d ay ) 3 .32± 1 .30 b 3 .28± 0 .43 b 2 .4 2± 1 .0 7 a 3 .18± 0 .24 b

B od y w e igh t
g a in  (g /d ay ) 0 .1 2± 0 .0 8 0 .1 8± 0 .0 3 0 .1 5± 0 .1 0 0 .1 2± 0 .0 4

Feed  e ff ic ie n cy
ra tio 1 ) (% ) 3 .2 9± 1 .1 9 a 5 .65± 0 .70 b 5 .67± 1 .53 b 3 .5 7± 0 .8 5 a

Values are mean±SD of 5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C57BL/6 mice for 4 weeks. C: Olive oil, PC: 3% Minoxidil, E1: 1% Samhwang-Sasimtang,
E2: 2% Samhwang-Sasimtang 1)Feed efficiency ratio (%) = (Body weight gain / Feed
intake) × 10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2) 육안적 변화

제모한 등 부위 발모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실험 1주

차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았으나 실험 2주차부터 양성대조군과

실험군2, 실험군1, 대조군 순으로 등 부위에서 털이 조금씩 자라

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양성대조군과 실험군1, 실험군2에서는

털이 자라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실험 3주차에는 모든

군의 마우스 등 부위에서 털이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양성대조군과 실험군1은 40%이상의 모발성장을 보이기 시작하

였다. 실험 4주차에는 양성대조군 90%, 실험군2에서 52%의 모발

성장을 보였으며 실험군1에서도 38%의 모발성장이 나타났다. 반

면 대조군은 다른 군에 비해 미미한 모발성장(20%)을 보였다

(p<0.05)(Fig. 2).

Fig. 2. Photographs and scores of hair growth in C57BL/6 mice

model applied with test compounds topically for 4 weeks. C: Olive oil
group, PC: 3% Minoxidil group, E1: 1% samhwang-Sasimtang group, E2: 2%

Samhwang-Sasimtang group. *Hair growth scoring index: 0-19%(-), 20-39%(±),

40-59%(+), 60-79%(++),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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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털 길이 및 털 무게

제모한 등 부위 발모상태에서 털을 뽑아 털 길이와 털 무게

를 관찰한 결과, 실험 2주차에서의 털 길이는 실험군2, 실험군1,

양성대조군, 대조군순으로 등 부위 털이 긴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4주차에서의 털 길이에 있어 대

조군에 비해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유의성이 관찰되었고 실험군

1, 양성대조군, 실험군2, 대조군 순으로 등 부위 털이 긴 것으로

관찰되었다. 털 무게에 있어서는 실험 2주차에서는 털이 많이 길

지 않아서 무게가 측정되지 않았고, 실험 4주차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유의성은 없었지만 증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양성대조군은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p<0.05)(Table 2).

Table 2. Comparison in the Hair Length at Week 2 and 4, and Hair

Weight at Week 4 in Mice

W eek s
G rou p s

C PC E1 E2
H a ir

le ng th
(m m )

2 1 .8 89± 0 .60 1 2 .00 0± 0 .6 5 5 2 .6 6 7± 0 .8 66 3 .0 00± 0 .85 3

4 5 .08 3± 1 .5 0 5 a 7 .4 00± 0 .91 0 b 7 .53 3± 1 .8 0 7 b 6 .4 6 7± 1 .1 25 b

H a ir
w e igh t
(m g )

4 3 .40 0± 1 .8 1 7 a 67 .6 0 0± 8 .6 20 b 9 .4 00± 1 .67 3 a 8 .80 0± 1 .6 4 3 a

Values are mean±SD of 5 mice. C: Olive oil, PC: 3% Minoxidil, E1: 1%
Samhwang-Sasimtang, E2: 2% Samhwang-Sasimtan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C PC E1 E2

2W

4W

Fig. 3. Histological changes of hair follicle number, dermal thickness

and hair follicle depth in C57BL/6 mice applied with test compounds

topically for 4 weeks. C: Olive oil, PC: 3% Minoxidil, E1: 1%

Samhwang-Sasimtang, E2: 2% Samhwang-Sasimtang,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100.

4) 조직학적 변화

절취한 등 부위 피부조직을 H&E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

로 관찰한 결과, 100배율에서 육안적으로 확인된 모낭의 수는 2

주차에서 양성대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189%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실험군1과 실험군2는 각각 48%, 5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주차에서는 양성대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91%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실험군1과 실험군2에서는 각각 36%, 51%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5).

모낭깊이(㎛)에 있어서 100배율에서 scale ba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2주차에서 양성대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120%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1과 실험군2는 각각 112%, 112%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4주차에서는 양성대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114%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실험군1과 실험군2에서는 각각 대조

군에 비해 62%, 104%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진피 피부두께(㎛)를 100배율에서 scale bar를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2주차에서 양성대조군이 대조군과 유사하였으며, 실

험군1과 실험군2는 각각 대조군에 대해 88%, 101% 수준이었다.

그리고 4주차에서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이 98%였고, 실험군

1과 실험군2에서는 98%, 110% 수준이었다. 진피두께에서는 실험

군간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실험군2> 실험군1 순으로 모낭

의 수와 진피두께, 모낭깊이가 더 많이 성장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4주차에서 모낭수가 가장 많아지고 진피두께, 모낭깊이

도 가장 많이 두꺼워짐을 알 수 있었다(Fig. 3과 4).

Fig. 4. Changes of Hair Follicle Number, Depth and Dermal

Thickness in the Skin of Mice. Values are mean±SD of 5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C57BL/6 mice for 4 weeks. The

hair follicle number was determined by the average of three different fields with an

eyepiece of ×100 magnification. C: Olive oil, PC: 3% Minoxidil, E1: 1%

Samhwang-Sasimtang, E2: 2% Samhwang-Sasimtan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c) in the same week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5) 피부조직의 효소활성도 변동

피부조직 내 ALP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2주차에서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실험

군1, 실험군2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4주차에서는 양성대

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64%, 실험군1과 실험군2는 각각 32%,

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ALP 활성은 주차별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주차, 4주차 모두 양성대조군>

실험군2> 실험군1> 대조군 순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피부조직 내 γ-GT 활성을 주차별로 측정한 결과, 2주차에서

양성대조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37%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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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반면 실험군1과 실험군2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4주차에서

는 양성대조군이 대조군에 비해 61%, 실험군1과 실험군2는 각각

28%, 37% 유의하게 높았다(p<0.05). γ-GT 활성은 주차별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주차에 특히 양성대조군과 실험군1과 실

험군2 모두 대조군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2주차, 4주

차 모두 양성대조군> 실험군2> 실험군1> 대조군 순으로 높은 활

성을 보였다(Fig. 5).

Fig. 5. Changes of ALP and γ-GT activity in the skin of mice. Values
are mean±SD of 5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C57BL/6 mice for 4 weeks. C: Olive oil, PC: 3% Minoxidil , E1: 1%

Samhwang-Sasimtang , E2: 2% Samhwang-Sasimtan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c,d) in the same week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6) 피부조직의 면역조직학적 변화

면역염색을 통해 관찰한 모발성장인자인 IGF-1과 VEGF의

염색정도를 점수화 하였을 때 양성대조군과 실험군2에서 높은

수치로 평가되었고, 양성대조군을 포함한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짙고 뚜렷한 양성반점이 다수 관찰되었고 대조군에서는 거의 관

찰되지 않았다. 모발성장억제인자인 TGF-β1과 Caspase-3의 염

색정도를 점수화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및 실험

군에서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평가되었고, 대조군에서 다수

관찰된 짙고 뚜렷한 양성반점이 시험물질 처치군에서는 거의 관

찰되지 않았다(Table 3, Fig. 6).

Table 3. Comparison of Grades in the Immunolocalization of Growth

and Suppression Factors in the Back Skin of C57BL/6 Mice

G roup s
C PC E1 E2

IG F-1 - + + + + +
VEG F - + + +

TG F-β1 + + ± ± +
Casp a se -3 + + ± ± +
Values are mean±SD of 5 mice. C: Olive oil, PC: 3% Minoxidil, E1: 1%
Samhwang-Sasimtang, E2: 2% Samhwang-Sasimtang Factor index: normal(-),
minimally(±), slightly(+), moderate(++), severe(+++)

Fig. 6. Immunolocalization of growth factor in the back skin of

C57BL/6 mice applied with test compounds topically for 4 weeks. C:
Olive oil group, PC: 3% Minoxidil group, E1: 1% Samhwang-Sasimtang group, E2:

2% Samhwang-Sasimtang group.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x100.

고 찰

천연물질 중 항산화기능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역시 페놀성 물질이며, 각종 식물류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

페놀성 물질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phenolic hydroxyl group

부분이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삼황사심탕의 폴리페놀함량은 28.44 mg/g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삼황사심탕 내의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에 기여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DPPH방법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

와 인체 내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 된 자유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짙은 자색의 물질로 아스코르빈산, 토코페롤, 방향족 아민

류 및 BHA 등의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

어주고 라디칼이 소멸되어 색이 탈색되게 되므로 flavonoids 및

phenol성 물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의 항산화작용 지

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자유 라디칼은 인체 내에서 지질이

나 단백질 등과 결합하여 노화를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데 페놀

성 화합물은 자유 라디칼을 환원시켜 인체 내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21)

. 삼황사심탕의 에탄올추출물

은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관찰한 전자공여능 결과 농도 의존

적 반응을 보여주어 항산화 작용 및 인체 노화 억제에도 좋은 물

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BTS방법은 항산화제에 의해 감

소되는 ABTS 양이온 라디칼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potassium persulfate와 ABTS의 산화에 의해 라디칼을 형성시킨

후 각 시료의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항산화능을 확인

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 삼황사심탕의 에탄올추출물은

250ppm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마찬가지로 좋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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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항산화효소 SOD는 세포에 유해한 환

원산소종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 하는 효소이

다
23)

. 본 실험에서 삼황사심탕의 SOD 활성을 측정한 결과

250ppm까지 약간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 증가가 관

찰되지 않아 SOD 유사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

적 스트레스와 활성 라디칼에 의해서 탈모가 촉진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24), 삼황사심탕의 항산화효과는 양모효능과 연

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C57BL/6 mouse는 사람과 유사한 검은색의 체모를 가져 모

발성장의 성장주기를 색으로 쉽게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모발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다. 6주령부터 모발 주기가 휴지기로 들어가는 유전적인 특성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실험을 시작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체모가 검은색이며 모낭에만 한정적으로 melanocytes

가 존재하여 멜라닌 합성이 모발성장주기와 잘 일치한다
25)

.

실험동물의 일반적인 임상적 이상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수량, 사료량, 체중 및 사료효율 등을 측정하였는데, 삼황사심

탕 처치로 인한 임상적 이상증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육안적인 육모현상 관찰을 위해 제모된 등피부에 4주간 시

료를 도포한 결과, 실험 2주차에서 등부위쪽에 털이 조금씩 자라

나기 시작하여 4주차에 양성대조군(80%), 실험군2(60%), 실험군

1(40%)에서 대조군(20%)에 비해 높은 모발성장을 나타냈다. 털

길이와 총 털 무게에 있어서도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증가가 관찰되어, 삼황사심탕은 육안적인 관찰에서 육모를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삼황사심탕이 모낭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기 위해 피부

조직을 H&E 염색한 후 모낭의 수, 모낭의 깊이 및 진피두께를

관찰하였다. 모발의 성장기는 멜라닌 합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

피층이 두꺼워지고 모낭의 크기가 증가하고 진피와 피하지방으

로 깊어지는 특징이 있다. 휴지기에서 성장기 II단계에는 모낭이

진피층에만 위치하고 피하지방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성장기

III단계에서 모낭이 피하지방층까지 도달하게 되며26), 증가된 모

낭의 길이는 퇴행기단계에서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

기 모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퇴행기 모낭이 퇴화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좋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피와 피하조직의 길이

및 두께의 주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낭의 수에 있어 양성대조군

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험군1과 실

험군2는 2주차에 비해 4주차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모낭의 깊이에 있어서도 양성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삼황사

심탕은 휴지기 상태에서 성장기로 이동하는 모주기에서 성장기

의 연장을 통해 모발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ALP는 진피 유두에 밀집된 모

세혈관에 영양을 공급하여 발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표로

서 ALP 측정으로 발모작용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non-growth 부위에 비해 re-growth 부위에서 ALP 활성이 현저

히 증가함이 보고되고 있다
27)

. 본 실험의 피부조직 내 ALP의 효

소 활성도 측정 결과에서 실험군의 경우 2주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4주차에서 용량상관적인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고 있어

시험물질에 의한 ALP 증가가 발모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γ-GT는 글루타티온이나 트리펩타이드로부터 시스테인을 분

리하여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촉진하는 효소로서 발

모주기의 성장기가 유도될 때 더 많이 발현되어 발모 표지 성분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28). 본 실험에서 피부조직 내 γ-GT 활성

은 실험군에서 2주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4주차에서 유

의한 증가를 보여 역시 발모 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IGF-1은 모발성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인자의 하나

로 모유두 세포에서 IGF-1 생성에 남성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GF-1은 간엽제 세포에서만 생

성되고 상피계 세포에 그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낭의 경

우 모유두 세포에서 분비된 IGF-1가 상피계 세포의 증식을 촉진

하고 모낭 조직의 길이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VEGF는 새로운 모발의 성장기로 유도하는 인자로 휴지기에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작동한다29). 면역염색을 통

한 관찰에서 모발성장인자인 IGF-1과 VEGF의 염색은 양성대조

군을 포함한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짙고 뚜렷한 다수의 양성 반

점으로 관찰되고 있어 모발성장의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했을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GF-ß1은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졌으며 모발이 퇴행기로 전환될 때 증가되는 인자이다.

Caspase-3는 세포사멸시 활성화되는 중요한 단백질 분해효소 이

므로 이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면 자가사멸정도를 파악하는 지

표로 활용할 수 있다9). 면역염색을 통해 관찰한 모발억제인자인

TGF-ß1과 Caspase-3의 염색은 대조군에서 다수 관찰되었던 짙

고 뚜렷한 양성반점이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감소되는 경향으로

관찰되고 있어, 이 모발억제인자의 억제도 삼황사심탕의 모발성

장 효과의 중요한 기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제제중의 하나인 삼황사심탕의 추출

물을 이용하여 기능성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항산화효과와 육모효능실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식물추

출물의 복합처방인 삼황사심탕은 다양한 항산화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전적으로 이러한 항산화 작용과 더불어 다양

한 관련 효소 및 모발 성장인자의 활성화 촉진, 모발억제인자의

발현 감소 등을 통해 모낭의 성장기를 원활하게 유지해 줌으로

서 모발 촉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추후 육모촉

진 기능성 원료로 활용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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