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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ataegi Fructus water extract(CFWE) on hair growth in an 

alopecia model of C57BL/6N mice and human dermal papilla cells(hDPCs). Methods : Six-week old mice were depilated and 

separated in 3 groups ; CON, MXD(2% Minoxidil), and CFWE. The treatments were applied twice a day for 18 days. The hair growth 

was determined photographically. The hair density, thickness and length were identified by Folliscope and the weights of body 

were measured. In dorsal skin tissue, the expression of hair growth-related protei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In hDPCs 

with/without IFN-γ, cell proliferation and the expression of hair growth-related genes were analyzed. Results : We observed that 

CFWE promoted hair growth compared to CON. CFWE improved the hair density, thickness and length compared to CON. CFWE 

increased the Wnt/β-catenin signaling in dorsal skin. In hDPCs, CFWE accelerated the cell proliferation and inhibited IFN-γ-induced 

hDPCs degeneration. CFWE increased the mRNA expression of β-catenin, Axin-2, BMP-4, FGF-7, FGF-10, and ALP compared to CON 

and IFN-γ treated cell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CFWE has a hair regrowth activity via Wnt/β-catenin signaling and 

can be useful for the treatment of alopecia.

Key words : Crataegi Fructus water extract(CFWE), alopecia, C57BL/6N, human dermal papilla cells(hDPCs)

서    론

모발의 성장은 모낭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다. 모낭은 포유류에 

존재하는 가장 복잡한 소형기관 중 하나이다. 모낭은 성장기

(anagen), 퇴행기(catagen), 휴지기(telogen)의 주기적 변화를 반

복한다. 성장기 때 모유두에 존재하는 모기질 세포와 멜라닌 형성

세포의 증식에 의해 모발이 자라게 되고, 퇴행기에 모발의 성장을 

종료하고 모근이 파괴되며 상피막이 수축되고 혈액공급이 중단되

며, 휴지기에 모유두 활동이 멈추고 모발이 모공가까이 위치하여 

모발이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모낭의 주기는 다양한 인자에 의해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7.017&domain=pdf&date_stamp=20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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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 유전적 요인,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등은 모

낭주위 성장인자, 사이토카인과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고 모낭의 성

장기 단축, 퇴행기로의 조기진행 등을 유도하여 탈모를 일으킨다1).

한의학에서 모발의 상태는 血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데, 血이 부

족하면 모발에 윤기가 없으며, 血이 열을 받으면 모발이 누렇게 되

고, 血이 상하면 모발이 희어진다고 하였다2). 또 젊어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火, 怒火 또는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가슴에 熱과 濕痰

이 생겨서 훈증되어 血이 마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

山楂는 장미과(Rosaceae)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Bunge)의 잘 익은 열매로 성미가 酸甘 微溫하고 脾胃肝經에 귀경

하여 消食健胃, 行氣散瘀, 化濁降脂 등의 효능을 지닌다3). 山楂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산화스트레스와 고지혈증4), 비만5), 당뇨6), 동

맥경화증7) 등에 대한 억제 효과 보고가 있으며, 山楂의 육모에 대

한 선행연구로 모낭의 퇴행기를 유도하는 apoptosis 기전을 억제

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8). 현재 탈모 치료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Minoxidil(MXD)은 접촉성 피부염, 다모증, 

피부소양감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9). 반면, 山楂는 평소 잘

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두피 열감, 지루성 피부염 등 濕熱로 인한 

모발의 이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적으로 신ㆍ방광이 모발성장과 연관된 점에 

주목하여 경락경혈학적으로 족태양방광경이 순행하는 C57BL/6N 

마우스의 등 부위 皮部에 山楂 열수추출물을 도포하여 약물을 흡수

시키고, MXD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모발 성장효과와 모발성

장에 관여하는 Wnt/β-catenin 신호전달 경로 활성화를 확인하였

다. 또한 사람 유래 모유두 세포(human dermal papilla cells, 

hDPCs)의 증식과 모발 성장인자의 유전자 발현 증가를 확인하여 

이에 유효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Mobarin(Minoxidil, MXD)과 

Bikiro cream은 Tai Geuk Pharm. Co., Ltd.(Hwaseong, Korea)

로부터, chloroform, isopropanol은 Sigma(St. Louis, MO, USA)

로부터, RT-PCR kit(one-step RT-PCR premix kit)는 Intron 

Biotechnology, Inc.(Sungnam, Korea)로부터, primer는 Bioneer 

(Daejeo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Wnt3α, Wnt5α, 

β-catenin과 β-actin primary antibody는 Santa Cruz Biote-

chnology(Santa Cruz, CA, USA)로부터, goat anti-mouse IgG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는 Enzo Life Sciences, 

Inc(Farmingdale, NY 11735, USA)로부터, nitrocellulose mem-

brane은 Bio-RAD Laboratories, Inc(Germany)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령의 C57BL/6N male mice를 (주)Samtako(Osa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온도 23±3°C, 상대습도 50±10%, 12시

간 조명주기 조건하에서 식이와 식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

으며 7일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의 

관리와 모든 실험과정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

ratory animals(8th editi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3. 山楂 열수추출물의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山楂(Crataegi Fructus)는 국내 경북에서 생

산된 것으로 옴니허브(Yeongcheo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山楂 100 g을 물로 세척 후 증류수(distilled water, DW) 

1 L를 첨가하여 100°C에서 2시간 30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여과 후 실온에서 냉각시킨 뒤 동결건조하여 건중량 4.5 g의 추출

물(Crataegi Fructus water extract, CFWE)을 획득하였다. 추출물

은 20°C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직전 DW와 propylene glycol을 3:1 

혼합한 용액에 2%의 농도로 녹여 사용하였다. 

4. 실험군 설정 및 처치 

실험군은 제모 후 대조군(CON), CFWE 도포군(CFWE), Minoxidil 

도포군(MXD)으로 나누었고, 한 군에 5마리씩 배정하였다. 

Mice는 일차적으로 마우스용 clipper를 이용하여 등 부위의 털

을 깎고, 이차적으로 제모제 Bikiro cream을 발라 피부 속에 남아

있는 모낭과 미세한 털을 모낭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거하

고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미세 상처가 회복되도록 하였다. CON군

은 DW와 propylene glycol을 3:1 혼합한 용액을, MXD군은 2% 

Minoxidil 용액을, CFWE군은 2% 山楂 추출물을 각각 200 μl씩, 

하루에 2번, 제모한 부위에 면봉을 이용하여 18일간 도포하였다

(Scheme 1). 

5. 피부의 육안적 관찰 및 모발 측정 

제모를 시행한 날부터 3일 주기로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시료를 

도포하기 시작한 날을 실험 1일째로 정하여 피부에서 일어나는 발

모와 관련된 특징들을 관찰하면서 디지털카메라(SONY, Japa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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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Experimental process.
Dorsal hairs of 6-week-old C57BL/6N mice were depilated to synchronize anagen induction. The mice were divided into following three
groups: group 1, normal vehicle-treated negative control; group 2, CFWE-treated experimental group; group 3, 2% Minoxidil-treated
positive control. Each agent were topically twice a day after hair depilation. Dorsal skin lesions were collected at the 7th day after
depilation and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Topical treatment with normal vehicle(DW plus propylene glycol(3:7) mixture), 2% CFWE
or 2% Minoxidil.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모낭이 형성된 부위와 발모부위는 Folliscope(Lead M, Seoul, 

Korea)로 촬영하여 모발의 밀도와 굵기를 관찰하였고, 핀셋을 사용

하여 털을 뽑아 Folliscope(Lead M, Seoul, Korea)하에서 길이를 

측정하였다.

6. Western blotting

마우스의 등 피부 조직으로부터 Wnt3α, Wnt5α와 β-catenin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80°C에 보관하고 있던 등 피

부 조직 0.2 g에 lysis buffer 500 μl를 첨가하여 homogenizer로 

분쇄시켜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단백질 25 μg을 l0%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로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

mbrane으로 transfer하였다. Transfer된 membrane은 Tris-bu-

ffered saline Tween-20(TBST) (20 mM Tris, pH 7.6, 136 mM 

NaCl, 0.1% Tween 20)에 용해된 5% skim milk에 1시간 동안 

실온에서 blocking하였다. 

Primary antibody는 1:1000으로 희석하여 4°C에서 overnight 

하였으며, TBST로 3회 세척하고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1:1000 dilution)로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ECL system을 이용하여 각 factor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7. 세포배양

hDPCs는 Cefobio(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5% fetal 

bovine serum(FBS; Invitrogen/Gibco-BRL)과 1% penicillin을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Invitro-

gen/Gibco-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배양하였다. 

hDPCs는 4번째 계대배양의 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8. 세포증식 측정

hDPCs의 증식은 MTT(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

낭의 퇴행기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인자인 IFN-γ를 100 ng/ml의 

농도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한 상황에서 CFWE를 농도별(0, 25, 

50, 100, 200 ng/ml)로 처리한 후 3일간 배양하였다. MTT(0.5 

mg/ml)를 처리하여 4시간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실온

에서 생성된 formazan을 용해하기 위해 DMSO를 처리한 후 흡광

도 540 nm에서 값을 측정하였다. 

9. RT-PCR

IFN-γ(100 ng/ml)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한 상황에서 25 

ng/ml CFWE를 3일간 처리한 모유두세포는 Trizol법을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RT-PCR은 one-step RT-PCR premix kit(iNtRON Biotech-

nology Inc., Sungnam, Korea))를 사용하여 45°C에서 30분, 

94°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94°C에서 30초간 denaturation시키

고, 적정온도에서 30초간 annealing시킨 다음, 72°C에서 1분간 

extension시키는 cycle을 30회 반복한 뒤, 마지막 extension은 

72°C에서 5분간 PCR machine(GeneAmp, PCR system 9700, 

USA)에서 수행하였다. 각 PCR products는 2% agarose gel에 

loading하여 100 V 조건에서 30분간 전기영동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Primer는 β-catenin, Axin-2, BMP-4, FGF-7, FGF-10, ALP



www.kjacupuncture.org 149

산사 열수추출물의 모발 성장과 모유두세포의 성장인자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Table 1. Primers for RT-PCR Analysis

Target gene Sequence 5’-3’ Annealing°C/cycles

β−Catenin Sense ATGACTCGAGCTCAGAGGCT 53/30
Anti-sense GAACTTGCCACACGTGCAAT

Axin-2 Sense GTGAAGGCCAATGGCAGAGT 56/30
Anti-sense CTCACACTCAATTCGCGGGA

BMP-4 Sense ACCGAATGCTGATGGTCGTT 54/30
Anti-sense GGAGGAGGAGGAAGAGCAGA

FGF-7 Sense TCTTCTGTCTGGCAGTTGGA 53/30
Anti-sense TTGCCATAGGAAGAAAGTGG

FGF-10 Sense ACTTTCGGAGAACTGCATCG 53/30
Anti-sense AGTGGGAGCTCCTTTTCCAT

ALP Sense TCGTTGACACCTGGAAGAGC 57/30
Anti-sense AGGAGGCAGAATTGACCACG

GAPDH Sense GAGAAGGCTGGGGCTCATTT 55/30
Anti-sense CCACAGTCCATGCCATCACT

Fig. 1. Photograph of hair regrowth in depilated C57BL/6N mice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CFWE and MXD on 4, 7, 11, 14, and 
18 days.
The dorsal skins of mice were shaved and applied hair removal 
cream externally, and the test treatments were applied twice a 
day for 18 days. CON was treated with 200μl of DW: propylene 
glycol(3:7) solution as a vehicle. CFWE was treated with 200μl 
of 2% CFWE in vehicle. MXD was treated with 200μl of 2% 
Minoxidil in vehicle.

와 GAPDH를 사용하였으며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Table 1).

10.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 GraphPad PrismⓇ5(Gra-

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평균치±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one way-ANOVA와 Dunnett’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또는 two-way repeated-measures 

ANOVA와 Bonferroni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를 실

시하였다.

결    과

1. 발모현상 관찰

제모한 배부의 발모상태를 육안적으로 관찰한 결과 실험 4일째

는 모든 군에서 육안적인 발모현상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실험 7일째는 CON군에서는 피부가 부분적으로 연한 회색으로 

변하였으나 육안적인 발모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 CFWE군과 

MXD군에서는 모두 피부가 부분적으로 진한 회색으로 변하고 부분

적인 발모현상이 관찰되었으며 CFWE군, MXD군, CON군 순으로 

발모현상이 촉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 11일째는 CON군에서는 모두 피부가 부분적으로 회색으로 

변하였고 부분적인 발모현상이 관찰되었다. CFWE군과 MXD군에

서는 부분적으로 증가된 발모현상이 관찰되었으며 CFWE군, MXD

군, CON군 순으로 발모현상이 촉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 14일째는 CON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발모가 시작되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 CFWE군과 MXD군에서는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된 

발모현상이 관찰되었으며 MXD군, CFWE군, CON군 순으로 발모

현상이 촉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 18일째는 CON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가된 발모현상이 관

찰되었다. CFWE군과 MXD군에서는 모두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증

가된 발모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 

2. 모발의 밀도, 굵기 및 길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모발의 밀도 변화: Folliscope 50배율에서 1 cm2 내의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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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FWE on hair density in an alopecia model of 
C57BL/6N mice by Folliscope(×50 magnification).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S.D.) of
5 mice per group. One-way ANOVA and Dunnett’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to assess statistical signi-
ficance. *p＜0.05, **p＜0.01 vs CON.

Fig. 3. Effect of CFWE on hair thickness in an alopecia model of 
C57BL/6N mice by Folliscope(×100 magnification).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5 mice per group.
One-way ANOVA and Dunnett’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to asses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
0.01, ***p＜0.001 vs CON.

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 7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25.2±17.99, 210.6±145.9, 291.0±98.18/cm2으로 나타났고, 

실험 11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1051.0±504.7, 

1945.0±614.6, 2386.0±360.6/cm2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14일

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2162.0±604.5, 2678.0± 

420.9, 3012.0±461.6/cm2으로 나타났다(Fig. 2).

2) 모발의 굵기 변화: Folliscope 100배율에서 모발의 굵기를 

측정한 결과, 실험 7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0.006±0.004, 0.008±0.001, 0.011±0.002 mm로 나타났고, 실

험 11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0.010±0.006, 

0.019±0.006, 0.025±0.005 mm로 나타났으며, 실험 14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0.015±0.004, 0.025±0.007, 

0.029±0.007 mm로 나타났다(Fig. 3).

3) 모발의 길이 변화: 제모 후 7일, 11일, 14일째 모발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실험 7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0.10±0.05, 0.52±0.17, 0.43±0.16 mm로 나타났고, 실험 11일

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0.51±0.26, 0.92±0.38, 

1.00±0.46 mm로 나타났으며, 실험 14일째는 CON군, MXD군, 

CFWE군이 각각 1.16±0.63, 2.88±1.05, 2.60±0.77 mm로 나타

났다(Fig. 4).

3.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

CFWE군과 MXD군에서 시험물질의 피부 도포가 체중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모 후 4일, 7일, 11일, 14일, 18일째 

체중을 측정한 결과 CON군, CFWE군과 MXD군의 체중은 각 실험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5). 

4. Wnt/β-catenin 신호전달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CFWE군과 MXD군에서 시험물질의 피부 도포가 Wnt3α, 

Wnt5α와 β-catenin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마우스

의 7일째 등 피부 조직 CFWE군에서 MXD군과 유사하게 Wnt3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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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FWE on hair length in an alopecia model of 
C57BL/6N mice.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5 mice per group. 
One-way ANOVA and Dunnett’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to asses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
0.01, ***p＜0.001 vs CON.

Fig. 5. Effect of CFWE on body weight in an alopecia model of
C57BL/6N mice.
All data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5 mice per group.

Fig. 6. Effect of CFWE on protein expression of Wnt/β-catenin
signaling involved in anagen development.
Dorsal skins were collected from C57BL/6N mice on day7 after 
depilation. Western blot method was used to determine the 
expression of Wnt3α, Wnt5α, and β-catenin at the translational
level. β-actin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protein.

Fig. 7. Effect of CFWE on the hDPCs proliferation and IFN-γ-me-
diated hDPCs reduction.
hDPCs were treated with 100 ng/ml of IFN-γ, 25, 50, 100 and
200 ng/ml of CFWE, or with both IFN-γ and CFWE for 3 days,
and MTT assay was assessed on day 3. MXD served as a positive
control for hDPCs promotion.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compared to the contro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by ANOVA(*p＜0.05, **p＜0.01, 
***p＜0.001 vs untreated cells, ###p＜0.001 vs IFN-γ treated 
cells).

Wnt5α와 β-catenin 발현이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Fig. 6). 

5. hDPCs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성장기 모낭을 퇴행기로 유도하는 IFN-γ를 처리하지 않은 조

건과 처리한 조건에서 모발의 생성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CFWE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IFN-γ

는 hDPCs 증식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CFWE는 농도 의존적이

지는 않으나 25∼200 ng/ml의 농도에서 IFN-γ의 처리하지 않은 

조건과 처리한 조건에서 모두 hDPCs 증식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었다(Fig. 7). 

6. 모낭 및 모발의 성장조절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1) β-catenin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모발의 발생과 성장은 

세포내 Wnt신호전달 경로의 활성과 관련된다. Wnt 신호전달경로

의 핵심적인 유전자인 β-catenin과 Axin-2의 유전자 발현 증가를 

관찰하여 CFWE가 모낭 및 모발의 성장조절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험물질 처리 3일 후 CFWE는 CON에 비해 β-ca-

tenin과 Axin-2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IFN-γ는 

CON에 비해 β-catenin과 Axin-2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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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CFWE on the expression of BMP-4, FGF-4, and 
FGF-10 mRNA in hDPCs and IFN-γ-mediated hDPCs.
RNA was isolated from the hDPCs at day 3. Detection of mRNA 
was examined by RT-PCR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GAPDH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genes.

Fig. 8. Effect of CFWE on the expression of β-catenin and Axin-2 
mRNA in hDPCs and IFN-γ-mediated hDPCs.
RNA was isolated from the hDPCs at day 3. Detection of mRNA 
was examined by RT-PCR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GAPDH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genes.

Fig. 10. Effect of CFWE on the expression of ALP mRNA in hDPCs
and IFN-γ-mediated hDPCs.
RNA was isolated from the hDPCs at day 3. Detection of mRNA
was examined by RT-PCR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못했으나, CFWE가 IFN-γ 처리 하에서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증

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8). 

2) hDPCs 특징적 유전자 발현 변화: 모발의 성장과 관련된 

hDPCs 특징 유전자 bone morphogenic protein-4(BMP-4), fib-

roblast growth factor-7(FGF-7)과 FGF-10 유전자 발현 변화를 

관찰하여 CFWE가 모낭 및 모발의 성장조절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험물질 처리 3일 후 CFWE는 CON

에 비해 BMP-4, FGF-7과 FGF-10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

러나 IFN-γ는 CON에 비해 BMP-4, FGF-7과 FGF-10 유전자 발

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CFWE가 IFN-γ 처리 하에서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9). 

3) Alkaline phosphatase(ALP) 유전자 발현 변화: hDPCs의 증

식과 모발성장을 유도하는 ALP 유전자 발현 변화에 미치는 CFWE

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험물질 처리 3일 후 CFWE는 

CON에 비해 ALP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IFN-γ는 

CON에 비해 ALP 유전자발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CFWE가 

IFN-γ 처리 하에서 ALP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Fig. 10). 

고    찰

모발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포유동물에서 신체보호, 

보온, 위장, 땀과 피지의 분산, 감각 및 촉각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한다. 인간에서도 모발은 정신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질병이 탈모와 관련되어있다1). 탈모는 일생 동안 절반 정도의 

남성과 여성에게 발생하고10), 국소형 탈모로는 원형탈모와 두부백

선이 있으며, 범발성 탈모로는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성장기 탈모 등이 있다10). 발병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등이 모낭주위 성장인자, 사이

토카인과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고 모낭의 성장기 단축, 퇴행기로의 

조기진행 등을 유도하여 탈모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山楂는 신농본초경집주에 적조목의 열매로 수록되어 있는데 일

명 ‘羊梂’ 또는 ‘鼠査’라 하였으며 그 맛은 시고 성질은 冷하며 무독

하다고 하였고, 水痢를 주치하며 머리나 몸의 瘡癢에는 달인 물로 

씻는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CFWE가 제모 후 모발의 재생성과 성장을 유도하

는 효능과 기전에 대해 조사하였다. 육안적 관찰결과 CFWE군은 

CON군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모발성장을 나타내었고, MXD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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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도 빠른 모발성장을 나타내었다(Fig. 1). 모발의 밀도, 굵기, 

길이 관찰결과도 육안적 관찰결과와 유사하게 CFWE군, MXD군, 

CON군 순으로 증가 효과를 나타내었다(Figs. 2∼4). 반면, 각 실험

군 간 체중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Fig. 5) 이러한 결과는 시료

의 도포가 stress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Wnt family는 분화, 세포 이주 및 성장에 관여하는 분비성 당단

백질로 다양한 Wnt단백질이 발견되었다. 분비된 세포외부 Wnt 

ligands는 세포막 표면 수용체(Frizzled family)를 통해 Wnt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β-catenin을 안정화시키고 핵 내로 이

동하여 TCF/LEF 전사인자에 결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복합체

는 증식, 분화와 이주에서 Wnt 신호전달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하위 표적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 Wnt/β-catenin 신

호전달의 활성은 모발의 생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모낭의 재생산과 

모기질의 성장에도 중요하다12,13). Wnt3α는 canonical Wnt 신호

전달경로를 매개하여 β-catenin 안정화를 유도하여 모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모낭 멜라닌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한다13,14). Wnt5

α는 많은 발달 과정에 연루되고 다양한 세포내 신호전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Wnt5α는 Wnt/β-catenin 신호를 약화시킴으로써 

모낭 공간을 조절하여 이소성 β-catenin/TCF 신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조숙하거나 불필요한 모낭형성을 예방한다15,16). 

본 연구에서 실험 7일째 C57BL/6N 마우스의 등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모발의 재생성과 성장과 관련된 Wnt/β-catenin 신호전

달 기전의 활성을 살펴본 결과, MXD군과 CFWE군은 대조군에 비

해 Wnt3α, Wnt5α와 β-catenin의 활성이 증가하였다(Fig. 6). 

이러한 결과는 CFWE의 모발 생성과 조절효과가 직접적으로 Wnt3

α와 Wnt5α를 통하여 β-catenin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일어

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발의 성장은 모유두 세포에 존재하는 모기질 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의 증식에 의해 일어난다. IFN-γ는 모낭주기의 조절에 

관여하는 많은 사이토카인 중의 하나로17-20), IFN-γ를 과발현시킨 

두 계통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에서 모두 탈모를 유발하였다21,22). 

최근 연구들은 IFN-γ가 정상 사람의 두피 모낭에서 강력한 퇴행

기 유도제이며 모기질과 모유두세포에서 모두 IFN-γRβ를 발현

한다고 보고하였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낭의 조기퇴행기를 유도하는 IFN-γ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CFWE가 hDPCs의 증식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CFWE는 hDPCs의 증식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으며, IFN-γ로 인한 hDPCs의 증식 감소를 회복하

였다(Fig. 7). 이는 CFWE가 hDPCs에서 성장기 상태를 유지시키고 

모낭의 IFN-γ 유도 퇴행기 전환을 방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β-catenin knockout mice는 모낭의 퇴행기와 휴지기가 조기에 

유도되어 모낭재형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모유두세포에서 β-ca-

tenin의 활성화가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24).

본 연구에서 hDPCs에서 모낭 및 모발의 성장조절 유전자 발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CFWE는 Wnt/β-catenin 

기전과 관련된 핵심 유전자인 β-catenin과 Axin-2의 발현, 모발

의 성장과 관련된 특징적인 유전자인 BMP-4, FGF-7, FGF-10 유

전자의 발현과 hDPCs의 증식과 모발성장을 유도하는 ALP 유전자

의 발현을 증가시켰다(Figs. 8∼10). 이는 CFWE가 β-catenin 유

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IFN-γ 유도 모낭 퇴행기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hDPCs의 특징적인 유전자들 발현을 증가시키고 모낭 

주기와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CFWE는 Wnt/β-catenin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C57BL/6N 마우스의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hDPCs의 증식과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며, IFN-γ로 인한 hDPCs

의 감소와 모낭의 조기퇴행기 유도 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

한 두피 열감과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濕熱을 동반하는 탈모와 

IFN-γ 매개 병리적 탈모에 CFWE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경락과 경혈을 활용한 탈모 치료에 대한 약침요법의 임

상적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C57BL/6N 마우스 모델에서 山楂 열수추출물(CFWE)의 모발 성

장과 모유두세포의 성장인자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피부의 육안적 관찰 결과 CFWE군과 MXD군은 CON군에 비

해 발모현상이 촉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2. Folliscope를 이용한 모발의 밀도, 굵기 및 길이를 관찰한 결

과 CFWE군과 MXD군은 CON군에 비해 증가를 보였다. 

3.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각 실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모발의 성장과 관련된 hDPCs의 β-catenin, Axin-2, BMP-4, 

FGF-7, FGF-10과 ALP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모낭의 

퇴행기를 유도하는 IFN-γ에 의한 β-catenin, Axin-2, BMP-4, 

FGF-7, FGF-10과 ALP 유전자 감소를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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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CFWE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모유두세포의 증식과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며 모유두세포의 감소와 모낭의 조기퇴행 회

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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