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54, No. 1, pp. 43~51 (2022)

https://doi.org/10.9721/KJFST.2022.54.1.43

43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자작나무 증포 추출물의 발모 촉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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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effects of steam-dried Betula platyphylla extract on hair r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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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the hair follicle cycle in association with dermal papilla cells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argets for promoting hair regrowth.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steam-dried Betula platyphylla extracts (BPE)
promote hair growth by upregulating in vitro and in vivo responses of dermal papilla cells. The data showed that BPE3
contained high amounts of phenolic compounds with higher antioxidant effects and increased hair growth-related genes,
including fibroblast growth factor7 and Wnt7b, in dermal papilla cells. Notably, BPE3 effectively enhanced the formation
of hair follicles by increasing FGF7, Wnt7b,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C57BL/6N dorsal skins.
Additionally, BPE3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repertoire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terleukin-6, and cyclooxygenase 2. Several small molecules, such as betulin and unsaturated fatty acids, support the
pharmacological activity of BPE3. In conclusion, BPE3 effectively promoted hair growth by activating dermal papilla cells
and enhancing hair follicle cycles by attenuating the inflammatory environment in the sc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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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피 모발은 인체 모발의 약 20%를 차지하며, 두부의 보호, 체

온 조절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 및

개성에 맞는 외모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Cotsarelis와 Milar, 2001; Ebling, 1987). 일반적으로 모발의 수명

은 남성의 경우 약 3-5년, 여성의 경우 약 4-6년으로 알려져 있

으며, 성장기(anagen stage), 퇴행기(catagen stage), 휴지기(telogen),

발생기(exogen)의 4단계 모주기를 반복하며 유지된다(Plikus와

Chuong, 2008). 이러한 모발의 주기는 모유두(dermal papilla, DP)

의 활동 주기에 의해 결정되며, 모유두의 활동이 멈추어 휴지기

의 모발 비율이 증가하거나 모발이 재생성 되지 않는 증상을 탈

모(alopecia)라고 한다(Hardy, 1992).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기 학생 및 젊은 여성들

도 탈모를 겪고 있어 더 이상 노화의 일환이 아닌 하나의 질병

으로 인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치료 관련 시

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Blume-Peytavi 등, 2011; Naito 등,

2008).

모낭성장주기에서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 cells, DPC)는 발

모과정 중 진피-상피 상호작용과 모낭 재생산 및 줄기세포를 위

한 공간 형성을 통해 모발 생산을 조절하여 발모에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Matsuzaki와 Yoshizato, 1998; Morgan, 2014). DPC

에서 발현하는 FGF7 (fibroblast growth factor7)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며(Kinoshita-Ise 등, 2020; Rosenquist와 Martin, 1996),

Wnt 신호전달체계는 β-catenin의 안정화로부터 모낭의 형태 변화

와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등, 2016). 특히,

Wnt7b는 BMP (bone morphogenetic protein) 억제로 인한 지속적

인 휴지기를 벗어나 모낭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신호

전달 매개체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DPC에서도 발현하여 모발의

성장기 개시를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Kandyba와 Kobielak, 2014).

또한,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는 FGF와 함께

모낭모유두세포에서 발현하여 모발성장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Rajendran 등, 2017).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고 탈모를 방지하는 발모제 및 육모제의

주성분들은 혈행 촉진, 남성호르몬의 작용 억제, 피지 밸런스 조

절, 살균, 항염증 등의 작용을 지닌 성분들이 배합되어 시판되고

있다.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승인된 대표

적인 화학탈방지제는 5α-reductase의 저해제인 경구용 Finasteride

와 혈관 확장제로 사용된 도포용 Minoxidil 제제가 있다(Gupta와

Foley, 2014). 하지만 화학탈방지제는 치료를 중단하면 원래대로

복귀하며 임상적으로 남성 성기능 장애 및 기형아 출산, 체중 증

가, 피부염,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천연탈방지제

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Pereira와 Coelho, 2020). 특히 천연

물제제는 다양한 형태의 천연 항산화 및 항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모낭구성세포 손상 억제, 유전자 변이 감소, 두피혈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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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억제 등의 활성으로 기본적인 탈모억제 효능을 나타낼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Hosking 등, 2019).

자작나무는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학명이 Betula platyphlla var. japonica로서, 수피는 회백색이며 여

러 층의 얇은 껍질로 이루어져 쉽게 벗겨지고, 내피는 등황색을

나타내며, 예로부터 황달, 신장염, 폐결핵, 신경통, 위염, 이뇨, 간

경화 등에 쓰이고 있다(Lee 등, 2009). 자작나무의 약리성분으로

수피는 betulin, lupeol, betulinic acid, betulone, oleanolic acid 등

의 triterpenoid를 함유하며, 잎은 catechin, aceroside VII/VIII,

acerogenin E 및 정유를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uchino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발모 사이클의 주요 과정에 관여하는 모유두세

포와 발모모델인 C57BL/6N 마우스를 이용한 in vitro 및 in vivo

모델에서 건조 자작나무 증포 추출물에 의한 발모 및 양모 효능

과, 추출물의 약리활성을 확인하여 탈모 조절 신소재로서의 잠재

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자작나무 증포 및 추출

실험재료인 자작나무는 잎과 열매를 제거한 5년생 이상의 자

작나무 지상부를 2019년 1월에 강원도 정선 인근에서 채집한 것

으로 웰빙약초마을(Jeongse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자작나무

원물은 잘게 조각을 낸 후 흐르는 물에 세척, 건조, 증포의 공정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추출은 증포물(95oC 3.5시간 증숙 후

50oC 건조=1회 증포, 총 5회 수행)을 시작물질로 사용하였으며,

건조된 각각의 0-5회 증포물에 10배수의 65% 주정을 가하여 상

온에서 24시간씩 총 3회 추출을 하였다. 추출 종료 후 여과, 농

축, 동결건조를 수행하여 최종 시험물질을 확보하였다(Fig. 1).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기능성 소재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페놀성 성분 함량 분석은

Folin-Denis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법은 폴리페놀이 특이적인 산

화-환원제에 의해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0.2 mL 튜브에 각각의 시료(10 mg/mL)를 10 μL씩 분주한 후 증

류수 160 μL씩을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10 μL 넣어 5분간 암반

응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20% Na2CO3를 각 튜브에 20 μL씩

첨가하여 20분간 암반응 후 96-well plate에 옮겨 765 nm 파장 하

에서 ELISA reader (Spectramax Plus 384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an Jose, CA,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험물질과 동시에 갈산(gallic acid, GA)을 62.5-500 μg/mL로 반

응함으로써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물질이 함유하는 총 페놀화

합물을 mg GAE (GA equivalent)/g (dry extract weight)로 나타

내었다.

항산화효과

항산화효과는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금속이온촉매 단백질

산화억제능을 통해 분석하였다. 라디칼 소거능 분석을 위해 사용

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은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수용성 자유 라디칼로서 517 nm에서 특징적인 광흡수를 나타내

며, 항산화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라디칼

(DPPH)이 소멸되어 최초 용액의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하

여 산화 활성을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

화 활성실험법이다. 0.3 mM의 DPPH 용액을 제조하여 1-100 μg

의 시험 물질을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하고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실험 물질 간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 분

석하였으며, 라디칼을 50% 감소시키는 용량(IC50)을 SigmaPlot

(SYSTAT software,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또한, 강력한 활성산소종인 하이드록실 라디칼에 의한

단백질 분해 억제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금속이온촉매 단백질 산

화억제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금속이온촉매반응을 이용해

생성시킨 하이드록실 라디칼에 대한 표준단백질인 BSA (bovine

serum albumin, Sigma-Aldrich)의 분해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단백질이나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차

반응으로써 Cu2+ (1 mM)와 H2O2 (10 mM)를 동량 첨가하여 상온

에서 30분간 라디칼을 생성하고, 5 μg의 시험 물질과 8 μg의 BSA

를 함께 혼합 후 37oC에서 2시간 동안 2차 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 종료 후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하여 시료에 의한 BSA 단백질 분해 저해 수준을 분석

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150 μM)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군 설정 및 실험물질 도포

생후 5주된 수컷 C57BL/6N 마우스를 (주)코아텍(Pyeongtaek,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1주간 순화시키면서 일반증상을 관찰한

후 건강한 개체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사육 시 환

경 조건은 실내온도 21±2oC, 상대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조도는 150-200 lux로 조절하였다. 식염수

처리군(control, Ctrl)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5% 미

녹시딜 처리군(minoxidil, MXD, (주)현대약품)과 5% D-판테놀 처

리군(D-panthenol, PTN)으로 설정하였다. 용매 처리군(vehicle, Veh,

50% 에탄올)과 더불어 시험 약물 처리군의 경우 0증포(BPE0) 및

3증포 추출물(BPE3)을 50% 에탄올에 10 mg/kg로 현탁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 실험군은 5마리씩 분류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

료 도포 하루 전 마우스의 등을 전기제모기 및 제모제를 이용하

여 완전 제모 하였으며, 각 군별로 요구 농도가 되도록 조정한

뒤 0.2 mL 용량을 붓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였다. 각 시험물

질의 도포는 12일간 매일 1회씩 같은 시각(오후 2시)에 실시하였

다. 모든 동물실험은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Approval no.: GWNU-2020-

11)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실험의 절차는 IACUC 표준운영가이드

라인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발모면적 분석

실험물질 도포일로부터 3, 6, 9, 및 12일 후에 발모의 정도를

육안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관찰하였다. 모발 성장 효과를 상대적

으로 비교하기 위해 육안으로 판정한 제모 면적 대비 발모 면적

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조직학적 검사

시험개시 후 최종일에 실험물질 도포부위 중 발모가 왕성한 부

위와 지연된 부위가 포함되도록 피부를 적출한 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으로 7일간 고정하였다. 조직절편 및 hematoxylin-

eosin 염색을 비롯한 영구 슬라이드 제작은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alcohol과 xylene으로 탈수시킨 후 파라핀

에 포매 하였다. 이후 마이크로톰을 이용하여 5 μm의 조직절편

을 만들고 ha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모낭

조직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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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

시험 물질에 의한 발모 관련 유전자 발현 수준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인간 모유두세포를 사용하였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

석은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10% 소태아혈청

(Hyclone, Logan, UT, USA)과 100 U/mL 페니실린, 100 µg/mL

스트렙토마이신(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이 포함된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1640 (RPMI 1640, Hyclone) 또

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Hyclone)을 사

용하여 37oC, 5% CO2로 조정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유전자 발현 비교

유전자 발현 수준 분석은 TRIzol reagent (Invitrogen,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 지침에 따라 total RNA를 추출하

였다. 추출한 RNA 1 µg를 주형으로 oligo dT primer 및

TOPscriptTM Reverse Transcriptase (Enzynomic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은

SensiMixTM SYBR Hi-ROX kit (Bioline, London, UK)를 사용하

여 총 20 μL reaction mixture가 되도록 조성한 뒤 Rotor-Gene Q

6000 (Qiagen, Hilden, Germany)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CR 조

건은 pre-denaturation 95oC 10분 후 denaturation 95oC 15초,

annealing 52oC 15초, extension 72oC 15초를 1 cycle로 40회 반

복한 뒤 final extension 72oC 10분을 설정하였다. Table 1에 제시

된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β-actin에 표준화 한 상대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저분자 물질의 확인을 위해 기체 크로

마토그래피 질량분석(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

MS)을 수행했다. CTC CombiPAL autosampler system이 부착된

GC-MS (5975C inert MSD,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헬륨 캐리어 가스와 HP-5 column (250 µm

×0.25 µm× 30 m, Agilent Technologies)으로 성분 분리를 유도하

였다. 80% 에탄올에 용해한 시료 5 µL를 10:1 split 방식으로 주

입하였으며, 유속은 14.7 mL/min으로 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250oC

로 설정하였고, GC 오븐은 50oC에서 5분 유지 후 분당 10oC 상

승시켜 310oC에 도달하였을 때 5분 유지함으로써 성분을 분리하

였다. 이온소스는 250oC로 설정하였으며, 이온화 에너지는 70 V

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분리된 성분들은 retention time (RT)과

mass spectra를 바탕으로 Wiley7N library data와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GraphPad Prism 5.01 software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각 군별 데이터는 mean±SD

로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자작나무의 발모 촉진 효과를 타진하기 위해 시료를 최대 5회

까지 증포한 후 65% 에탄올 추출하여 증포 자작나무 추출물을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qPCR

Gene Primer Gene sequences Size (bp) Accession No.

Human

FGF7
5' Primer 5'-ATACTGACATGGATCCTGCC

101 NM_002009.3
3' Primer 5'-TCTGGAGTCATGTCATTGCA

Wnt7b
5' Primer 5'-AGCCAACATCATCTGCAACA

329 NM_058238
3' Primer 5'-GGTTGTAGTAGCCCTGCTTC

VEGF
5' Primer 5'-TGAACTTTCTGCTGTCTTGG

127 AY047581
3' Primer 5'-AACTTCACCACTTCGTGATG

β-actin
5' Primer 5'-ACCTGACTGACTACCTCATG

209 NM_001101.5
3' Primer 5'-CTCATTGCCAATGGTGATGA

Mouse

iNOS
5' Primer 5'-GATGACCCTAAGAGTCACCA

332 NM_010927.4
3' Primer 5'-TTTGCCTCTTTAAAGGAGCC

IL-6
5' Primer 5'-TTCCATCCAGTTGCCTTCTT

102 NM_031168.2
3' Primer 5'-GTTGGGAGTGGTATCCTCTG

COX2
5' Primer 5'-GTCTGGTGCCTGGTCTGATG

243 NM_011198.3
3' Primer 5'-GGTTGAAAAGGAGCTCTGGG

VEGF
5' Primer 5'-CAGATGTGAATGCAGACCAA

201 NM_001287056
3' Primer 5'-TCTGTGTTTTTGCAGGAACA

Wnt7b
5' Primer 5'-GAAGCAAGGCTACTACAACC

208 NM_009528
3' Primer 5'-CACACCGTGACACTTACATT

β-actin
5' Primer 5'-TACAGCTTCACCACCACAGC

187 NM_007393
3' Primer 5'-AAGGAAGGCTGGAAAAG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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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였다(B. platyphylla ethanol extract, BPE). 증포 가공을 하

지 않은 미증포 자작나무 추출물(BPE0)부터 5회 증포한 5증포

(BPE5)까지의 자작나무 추출 수율은 각각 4.5, 2.8, 3.8, 3.6, 2.7,

3.5%로 나타났다(Fig. 1).

폴리페놀은 천연식물에 널리 분포하며 높은 항산화능을 비롯하

여 항염증, 항균,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하는 것은 천연물의 생리활성 및 신소

재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인정되고 있다(Bravo, 1998; Noda 등,

2002; Yu 등, 2016).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가공법인 증포

는 식물 등 천연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추출에 사용되는 방법

이며, 산업적으로는 식품, 화학, 섬유산업에 적용되고 있다(Alfy 등,

2016; Henk와 Ruud, 2001). 본 연구를 위해 준비된 미증포 BPE0

의 페놀 화합물 함량은 51.77±2.73 mg GAE/g으로 측정되었으며,

증포 공정을 거친 BPE1-4는 BPE0에 비해 약 5-7% 높은 페놀 화

합물이 정량 되었으나 BPE5는 48.03±0.84 mg GAE/g으로 오히려

그 함량이 감소되어 지속된 증기 접촉과 가열의 결과 화합물의 일

부가 소실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han 등, 2009; Nistor 등, 2017)

(Table 2). 시험 물질의 잠재적 생리활성능은 항산화 활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항산화 활성 분석법인 DPPH 라디칼 소거

능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미증포 BPE부터 3증포 BPE까지 순차

적으로 IC50 11.35±1.15, 10.06±0.81, 8.56±0.37, 8.66±0.60 µg으로

나타나 증포 공정의 반복 횟수에 따라 라디칼 소거능이 점차 높

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4증포와 5증포 시료에서는 3증포 대비

현격히 떨어진 라디칼 소거능이 관찰되었다(Table 2). 또한 강력한

활성산소종인 하이드록실 라디칼 공격에 대한 단백질 보호능을 확

인한 결과 BPE0-BPE3 처리한 반응에서 우수한 활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BPE2 및 BPE3는 강력한 항산화물인

아스코르브산에 필적할 만한 단백질 보호능이 관찰되었다(Fig. 2).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teps for B. platyphylla
extracts (BPE) preparation

Table 2. Measurement of total phenolic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BPEs

BPE extracts
Total polyphenol

(mg GAE1)/g)
DPPH

IC50 (μg)

BPE0 51.77±2.73 11.35±1.15

BPE1 54.59±0.23 10.06±0.81

BPE2 55.29±0.12 8.56±0.37

BPE3 54.14±0.94 8.66±0.60

BPE4 54.51±1.29 18.97±1.07

BPE5 48.03±0.84 19.64±1.53

1)GAE, gallic acid equivalent

Fig. 2.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 profiles of the bovine serum albumin protein with Cu2+/H
2
O

2
 in the presence of the

BPEs (0-5). The gels show the protein obtained without treatment, with Cu2+/H2O2, and BPEs. Ascorbic acid (150 µM) and 10% DMSO were
used as positive and vehicle controls, respectively. The final steps included incubation of all reactants, including BSA, for 2 h, and
electrophoresis on 10% SDS-PAGE.

Fig. 3. Gene expression in human dermal papilla cells (DPCs). DPCs were treated with BPEs (0-5) and incubated for 20 h. MXD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o assure the effects of hair growth by BPEs, FGF7 and Wnt7b mRNA were quantified by using RT-qPC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p<0.01, ***p<0.001 vs. Ctrl. Ctrl, control; MXD, minoxi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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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두세포의 발모 관련 유전자 조절에 있어서 BPE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DPC에 BPE 시료(BPE0-5)를 처치하였을

때, BPE3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FGF7 및 Wnt7b 유전자 발현

이 증가되어 BPE3가 모발성장 및 모발성장주기에 주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3). 결과적으로, BPE0-5의 생리활

성 측정에서 BPE3가 발모에 대한 높은 유용성을 나타내(페놀 화

합물 함량, 항산화능 및 FGF7 및 Wnt7b 유전자 발현증가), in

vivo 연구의 선택물질로 사용하였다.

In vivo 사전관찰을 통해 시험물질의 직접적인 피부도포 시 특

별한 이상 증상이나 과민한 피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실

험 중 모든 약물에 의한 치명적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data not

shown), 급격한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약물에 의

한 스트레스 등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4).

C57BL/6N 마우스는 생후부터 모든 모낭이 성장기로 들어가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가 약 6주령이 되면서 휴지기로 접어들어

약 4주 동안 유지되며, melanin 합성이 모발성장 주기와 잘 일치

하여 피부색으로 성장주기를 판정할 수 있어 모발생리 연구에 널

리 이용되는 모델이다. 해당 연구 모델에서 시험물질의 발모 촉

진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양성대조군으로 MXD과 PTN을 사

용하였다. 혈관확장제로 개발된 MXD은 다모증이 부작용으로 보

고된 이후 혈관확장을 통한 영양 공급 등 모발 생장에 효과를 나

타내 발모촉진제로 사용되고 있다(Hong 등, 2015; Zappacosta,

1980). PTN은 판토텐산의 알코올 유사체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에 보습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항염, 피부재생 효과를 가지고

(Biro 등, 2003),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를 개선한다고 알려

져 있다(Kutlu, 2020; Kutlu와 Metin, 2021).

각 시험군 별 발모 효과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6일 경과 시

MXD, PTN 및 BPE 도포군의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서 짧은 털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9일부터 BPE 도포군에서 양

성대조군인 MXD과 유사한 패턴으로 털이 성장됨을 확인하였다

(Fig. 5, 6). 한편, BPE3 및 BPE0 도포군에서 9일째부터 밀도가

높은 형상의 발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2일 경과 시 BPE0군

에 비해 BPE3군에서 높은 모발 밀도치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양

성대조군인 MXD에 필적할 만한 현저한 발모 수준을 보였다. 시

험물질 도포 후 나타나는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BPE0 및

BPE3군에서 양성대조군인 MXD, PTN과 유사한 수준의 모낭 유

도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BPE3군이 BPE0군에 비해 굵은 모낭

형성이 되었으므로 BPE3가 발모와 양모 모두에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PE3군에서 안정된 피부조직 형태가 관찰

되어 양성대조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발모효과를 가지는 안

전한 저자극성 물질로 판단된다(Fig. 7).

In vivo 피부조직으로부터 합성된 cDNA로부터 발모 관련 유전

자 발현을 확인한 결과, BPE3가 FGF7, VEGF 및 Wnt7b 유전자

Fig. 4. Average body weight (g) of C57BL/6N mice. Boby weights

of each group were measured during topical application for 12

days. Ctrl, control (saline); MXD, minoxidil; PTN, D-panthenol;
Veh, vehicle control (50% ethanol).

Fig. 5. Hair growth-promoting effect in C57BL/6N mice. The
dorsal skin of male C57BL/6N mice was shaved and evenly treated
for 12 days. Observations were recorded by captures on day 0, 3, 6,
9, 12. Ctrl, control (saline); MXD, minoxidil; PTN, D-panthenol;
Veh, vehicle control (50% ethanol).

Fig. 6. Comparison of hair regrowth levels in C57BL/6N mice.

Hair regrowth rates were evaluated by macroscopic observation on
0, 3, 6, 9, 12 days. *p<0.05, **p<0.01, ***p<0.001 vs. Ctrl. Ctrl,
control (saline); MXD, minoxidil; PTN, D-panthenol; Veh, vehicle
control (50%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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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모발성장, 분화, 형태형성 및 모낭줄

기세포 활성을 유도하여 모발성장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Fig.

8). 특히, VEGF의 경우 BPE3가 MXD 대비 약 5배 높은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처치 시 신생혈관 촉진을 통한 휴지

기-성장기의 사이클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 휴지기 탈모증을 유발하는 두피염증은 염증세포의 과도

한 활성화가 원인이 되며, 원형탈모 등 남녀 연령대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탈모현상을 야기한다(Whiting, 1996). 특히, 자가

면역 염증을 유발하는 T세포의 두피조직 침윤과 이로부터 분비

되는 염증유발인자(interleukin-2, -12, -18 및 tumor necrosis factor

α), 그리고 모발 성장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대식세포 인자의 조

절이 발모 및 탈모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rahmani 등, 2010; Castellana 등, 2014).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람음성균의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 (LPS)에 감작된

RAW264.7 세포는 일산화 질소를 비롯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terleukin-6 (IL-6), cyclooxygenase 2 (COX2)

등을 생성한다고 보고되었으며(Lee 등, 2016; Lee 등, 2007;

Matthay 등, 2003), 이는 지루성 피부염을 비롯한 두피염에 의한

탈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Cho 등, 2021; Kim 등, 2020). 대식

세포인 RAW264.7 세포주에서 BPE3의 항염 활성을 확인한 결과,

Fig.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PE3 처리 시 염증인자인 iNOS,

IL-6 및 COX2의 유전자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흥

미롭게도 염증성 환경에서 모발의 휴지기를 증가시키는 iNOS 유

전자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여 정상적인 모발 성장주기를 도와

Fig. 7. Comparison of hair follicle growth in C57BL/6N mice. Hematoxylin-eosin staining of dorsal skin from mice treated with MXD, PTN,
BPE0 or BPE3 for 12 days was analyzed. Large square indicates elongation of hair follicle. Magnification ×100. Ctrl, control (saline); MXD,
minoxidil; PTN, D-panthenol; Veh, vehicle control (50% ethanol).

Fig. 8.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pression of hair-regrowth-

related genes at the mRNA level in dorsal skin tissue. Tissues
were collected on day 12, and mRNAs were harvested using TRIzol.
FGF7, VEGF, and Wnt7b genes were compared using RT-qPC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1, ***p<0.001 vs. C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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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inflammatory gene profiles in LPS-induced RAW264.7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BPE3 in the presence of LPS (1 µg/mL) for 20 h. Representative
pro-inflammatory repertoires, iNOS, IL-6 and COX2 mRNAs were
analyzed using RT-qPC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01 vs. Ctrl; #p<0.05, ##p<0.01,
###p<0.001 vs. LPS alone. Ctrl,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

Fig. 10. Total ion chromatogram of BPE3. BPE3 was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Data indicates five
major components in BPE3. DDMP, 2-3-dihydro-3,5-dihydroxy-6-methyl-4H-pyran-4-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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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 및 양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낭 밀도의 감소

와 모낭 형성을 지연시켜 모발의 성장을 저해하는 COX2 및 IL-

6 발현을 현격히 감소시켜 원형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환경 제공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Muller-Decker 등, 2002; Sasaki 등,

2018; Tabara 등, 2019).

BPE3에 함유된 성분의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지방산을 비롯

한 저분자 물질을 탐색하는 GC-MS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RT

12.87분에 2-3-dihydro-3,5-dihydroxy-6-methyl-4H-pyran-4-one (DDMP,

3.97%) 및 23.89분에 linoleic acid (4.22%), 23.93분에 oleic acid

(5.78%)와 더불어 25.82분에 oleamide (9.69%)가 확인되었으며, 또

한 29.25분에 betulin (3.33%)이 검출되었다(Fig. 10). 검출된 주요

화합물 중 DDMP와 oleamide는 항산화 및 항염 효능이 보고되

었고(Moon 등, 2018; Yu 등, 2013), 불포화지방산인 linoleic acid

와 oleic acid는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려졌다(Liang과 Liao, 1992; Ryu 등 2021). 특히, 자작나무에서 발

견되는 약리성분인 betulin의 검출은 BPE3가 나타낸 약리활성을

방증했다(Ahmadu 등, 2021; Ci 등, 2017; Sami 등, 2006).

결론적으로 증포 자작나무 추출물 BPE3는 모발성장인자를 자

극하고 혈관신생을 도와 모발의 ‘성장기’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항

염증 활성으로 염증환경에서 휴지기 기간을 단축시켜 발모에 긍

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PE3는 기존

탈모치료제와 병용 및 단독 요법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며, 추출물내 함유된 활성물질 동정 시 보다 적극적인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 제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작나무 증포 추출물의 탈모 조절 활성 분석

을 위해 in vitro (인간모유두세포) 및 in vivo (C57BL/6N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모발의 성장 효과를 평가하였다.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증포 차수 별 함유 성분의 변화가 관찰되어 새

로운 추출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1회-5회 증포 후 관찰

된 성분의 변화는 3회 증포 추출물(BPE3)에서 안정적인 추출 수

율, 높은 페놀화합물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발모 주기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모유두세포에

BPE3를 처리하였을 때 유의한 수준의 FGF7과 Wnt7b 발현을 증

가시켜 모발 성장 촉진과 모발의 성장기 개시를 도울 것으로 판

단되었다. In vivo 마우스 모델에 12일 간 BPE를 도포하여 관찰

한 결과 6일 경과 시 양성대조군(MXD 및 PTN)과 유사한 수준

으로 단모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9일 경과 시 높은 밀도의 발

모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12일 경과 시 미처리 대조군에 비해

BPE3군에서 고른 발모가 관찰되었다. H&E 염색을 통한 각 군

별 피부조직의 변화는 BPE3군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특징적으

로 단위면적 당 많은 모낭(hair follicle)의 형성과 모간부(hair shaft)

의 신장이 관찰되어 안정적으로 모발의 성장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부조직의 유전자발현 추가 분석 시 FGF7, VEGF,

및 Wnt7b 유전자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모발성장, 분화, 모낭줄기

세포 활성을 유도하여 모발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BPE3가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의 염증인자(iNOS, IL-

6 및 COX2) 발현을 저해하여 자가면역 등 염증성 탈모억제에 긍

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GC-MS 분석을 통해 확인한

betulin과 불포화지방산 등 저분자 물질은 BPE3가 나타낸 약리활

성을 방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작나무 3회 증포 추출물인 BPE3

는 모유두세포의 발모 주기를 촉진할 뿐 아니라 두피의 염증 환

경에서 휴지기를 단축시켜 정상적 발모를 돕는 소재로서 높은 잠

재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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