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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Hizkiaψsiforme Okamura on the proliferation of dermal papilla celIs

Jung-J1 Kang' ，Sang-Cheol Kim' ，Min-K)'oung Kim ’，Hye-Jin Boo ’，Eun-Ji Kim ’，You-Jin Jeon' ，

Eun-Sook Yoo’，Hee-Kyoung Kang'*

Depa끼menl 01pharmacology，Jeju NationalUniversilySch。이。1medicine，Je띠 。f Korea

This study was conducled 10 evaluate lhe hair-growth elfects 01 seaweeds in Jeju by the pr이ileralion 01 dermal papil1a cells
Dermal pa미lIa cells are mesenchymally→jerived cells which play a pivolal role in the morphogenesis，regeneration，and growth
。f hair. Imm。끼alized vibrissa dermal papilla cells were treated 씨th algae extracts such as extract 01 Hizkia fusiforme Okamura，
extract 01 Padina arborescens Holmes. extract 01 Sargassum fhunberg/i，e셔rct 01 Gelidium amansii，and extrct 01 Grafefoupia
turuturu Yamada. Among them，the extract 0’H. fusiforme significantly increased proliferation of immor1a1izedvibrissa dermal
papilla cells. The results suggest tha1 H. fusiforme extract has lhe pOtentiat to prom01e hair growth via lhe prolileration of dermal
papilla cells. (J Med Ufe Scl 2011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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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십 년 풍안 탈모 치료콸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아직도 단모의 왼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진 탈모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며보연，모받

주기 조절과 관련된 모유두(derm떠 papilla)의 증식억제 또는

기능저하J) 남성호르온의 작용에 의한 모발주기의 비쩡상회~)，

두피로의 현류량 저하로 인한 모발주기의 비정상적 연회"，항앙

제3，4) 정신적 스트레스，불리적 자극 및 환경오염5，6) 퉁이 거론

되고 었다 현재 모발성장올 촉진하는 약블로 미국식풍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σ.ation，FDA)의 승인올 받은 것으로서

minoxidil과 fmast.eride가 잘 알려져 있다 Minoxidil은 처옴에

고혈압 치료틀 위한 혈관확장제로 개발되었으나，부작용으로

다모층이 보고되연서 발모제로 이용되고 있다 뻐noxidil의 받모
효과에 대한 작용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관확장을 풍한 영양공급 증가‘K"'All'채덜 깨방효과 및 모유두세

포의 세포사멸 억제 효능 둥이 모발생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7-9) 또한 Merk에서 개벌한 fmasteride는 남성호르

몬 대써 1작용하는 효소인 5a-reductase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불질로서 전립선 벼대충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안드로겐성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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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androgenetic alopecia. AGA) 환자에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

시검이 알려지면서 받모제로 이용되고 있다l이 다양한 연구기관

에서 육모 및 탈모 기전에 관여하는 많은 조쩔 인지들에 대한 연

구가 환발히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성장기，되행기 및 휴지기의

모밸주기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과 그뜯의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

단에 의하여 초절됨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틀어
FGF family 및 FGFR"-13'. IGF및 IGF-IRI4-16' ，TGF-ß 및
엄F-ßRI7-18}풍의 성장인^f을이 모유두의 환생운 촉진 또는 억

체하여 모받주기에 영향옴 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밖

에，Wnt 경로 및 Bmp 신호전딸 기전이 bulge region에 있는

모낭 출기세포의 중식 또는 분회에 중요하게 작용함이 밝혀지고

있다19-∞)특히 중배영 유래의 모유우 세포의 수 빛 크기가 모발
주기 중 성장기에서 증가하여 모발 성장의 조켠에서 중요한 역할
올 한냐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1，21)

육상식물에서의 육모 효능 연구는 환8갤l 진행되고 있으나，

해조류에서의 연구는 제주에 자생하는 홍조류인 참도박

(Grateloupia ellipticaJ의 육모 효농 연구22)뜯 제외하연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계추 연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감조

류 및 흉조퓨의 육모효능올 당색하였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조퓨룹 중에서 갈조류인 뭇 (Hizkia fusiforme
Okarnuraλ 부햇알 (P닝dina arborescens HolmesJ 빛 지충이

(SBrgBssum thunbergiiJ ，홍조류인 우뭇가사리 (GeJidium
amansüJ 및 미팔지누아리 (Grateloupia ωmωru Yarnada에
대한 항염환성23，24)，항산화활성25'，연역중진효능2!3)및 항균한성
27)이 보고되어 있으냐，육모효능에 중요한 모유두세포의 충식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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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이틀 5종의 해조류를의 육모 효능융 모유두세포의

중식효능으로 조사하여 이틀을 탈모방지제 및 딸모 치료제로 이용

할 수 있는 근거틀 마련하고자 하였다

월 사용하여 540 nm에서 홉광도블 욕정하였다 각 시료군에 대

한 평균 홉광도 값올 구하였으며， 대쪼군의 홉광도 값과 비교하

여 중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2-1. 재 료

실험재료인 뭇 (HizldB fuψonne Okan1Ura).부햇알 (Padina
arborescens Ho!mes)，지충이 (앓rgassum thunbe멍에，우뭇가
사리 (GeJidium amansii) 및 미끌지누아리 (GrateJoupia
tWl1tw11Yamada)플 제주 동부 지역의 함덕 해안과 성산포 해안

에서 채집하였다 채집된 해조류는 이불질올 제거하기 위하여 수

세하였으며‘ 수세 후 각 해조류등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된

해조류틀 20 mesh 휠터륜 이용하여 균질하게 분해하였다 분쇄

한 해초휴 분말을 각각 증류수 1 L에 30 g올 가하고 상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당분해 효소인 Cellucl않 (Celluc\ast 1.5 L FG.
Novo Co.l 300 mL올 청가하여 잘 혼합한 후，효소 반웅의 최적

조건인 pH 4.5. 50 t에서 24시간 통안 추훌하였다‘ 그 후 효소

반웅올 충지시키기 위해 pH을 7.0으로 맞추고 100 t 에서 10분
간 끊여주었다 효소 가수분해불을 원심분리기에서 3.α)() rpm.
20쥔깐 원심분리하여 분해되지 않은 잔여윌「을제거하였다 상총

액은 다시 membrane fL1ter할 사용하여 여과한 다음 진공 농축

하고，동결 건조하여 -20 t 에 보관하연서 섣험에 사용하였다

시료 채집 및 추출윌의 제조는 댐아쿠아그린택에서 수행하였다

해조류 시료는 모두 dimethyl sulfoxide (DMSO)로 녹여 실험

에 사용하였으며. DMSO의 최종 농도는 0.2%를 초과하지 않도

록하였다

〔 2. 재료및방법
2-3 통계분석
모든 측정결과는 명균 ± 표준연차로 냐타내었으며， 풍계학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2.로 검정하였으며， p v머ue가
0.05이하일 경우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3. 결 과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감조휴인 못 (H. fusifonne) ，부햇말 (P
arborescens) 빛 지충이 (8. Ihunber.밍11，흥초휴인 우뭇가사리

(0. amansiJ1및 미끌지누아리 (0 ωmωru) 의 육모효능융 모유

두세포의 중식효능으로 조사하였다 모유두세포의 충식효능은

MTr assay흘 이용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

소 효소 작용에 의한 MTI환원에 의하여 생성되는 formazan의
홈광도틀측정하였다

0.1. 1，10 및 100 ，횡1m밍l 농도로 여러 해조류 추출윌플을

처랴하였을 때‘갈조류 중에서 뭇 (H. fusifonne) 추출콸은 1 및
10 μg/mL 의 농도에서 대조군 OOO:t3.9%)에 비하여 각각

110.1:t7.9% 및 134.8:t4.0%로 흉계화적으로 유의성 있게 모유

두세포의 충식융 충가시켰다 (Fig. 1) 특히， 10 Jlf5/mL놓도의
돗 (H. fusifonne) 추출물은 양성대조 붙갤로 사용한 10 μM
minoxidil의 119.9:t4.3% 증식 효과보다 더 높은 모유두세포 중

식 효과될 나타내었다 (Fig. 1l. 그러나， 갈조류인 부햇말 (p

arborescens) 잊 지충이 (8. Ihunbergil)는 0.1. 1. 10 및 100 μ

160

Figure 1. Effect of Hizkia fusiforme extract on the
proliferation of dennal papilla cells
Rat dermal papilla cells O.ox 10‘ceIls/mL) were plated in
96 well plates. Dennal papilla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Hizkia.. fusiforme extract or
minoxidil (MXD)‘as indicated.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using a MTf assay for 4 dass. All experiments
were peñonned in triplicat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the S.D. *P<O.05 compared with controI

2-2 모유투세포의 증식 효능

Rat vibrissa immortalized dermal papilla ce1l28~을 100
unit.s/mL penicillin-100 앵ImL s!repwmycin (Gibco Inc. NY‘
USA)과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nnn (FBS; Gibco
Inc. NY‘ USA)이 함유된 DMEM (Hyc\one Inc. USA) 배지륜
사용하여 37 t ，5% Co，항온기에서 배양하였으며 .3 일에 한 번

씩 계대 배양하였다 모유두세포의 종식은 3-(4，5 dimethylthi!l7.o1
2yJ)-2，5 이phenylteσ없이um bromide(MTT) ass양틀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유두세포 (1.0x 10'ceIls/mL)룹 96 well plate에 넣
고 24시간 배양 후 serum-free DMEM배지로 교환하여 다시

%시간 배양한 다음 뭇 (H. /i뼈αme) 부햇말 <p. arborescens).
지충이 (8. lhunI갱생 jj). 우뭇가사리 (0. amansil) 및 미끌지누아

리 (0. turuturo) 각각의 추출윌옴 0.1. 1. 10 및 100 Jlf5/m녕l
농도로 처리하였나 양성 대초군인 minoxidil (Sigma，USA)은
101'11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4일 동안 배양한 후 50 파의 MTT
(Sigma. MO. USA)올 청가하고 4시간 동안 반용시컸다 상총액

은 제거하고 DMSO 200 PL을 가하여 침전붙올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 CAmershamPh하macia Biotech，NY，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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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xidil (MXD). as indicated. Cell prolifer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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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Fig. 4) 및 97.4:t7.8% (Fig. 5) 이하로 대조군 Ooo:t
3.9%)에 비하여 모유두세포의 증식효과플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

나，홍조류인 창도박은 10 및 100앵1m밍l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114.4:t11.5% 및 169.5:t9.4%로 몽계학적￡로 유의성

있게 모유두세포의 중식응 중가시낌을 보고한 바 있다.22)

Figure 5. Effect of Grateloupia turuturu Yamada extract。n the proliferation of dennal papilla cells
Rat dennal papilla cells O.OXI0‘cells/mLl were plated in
96 well plates. Dennal papil1a cells were l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rateJoupia turoturu extmct or
minoxidil (MXD)‘ as indicated.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using a MTI assay for 4 days. All e지)eriments
were perfonned in σiplicat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tthe S.D. *P<O.05 compared with conσ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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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최근 등어 탈모로 고인하는 인구가 중가하는 추세이며，여성의

탈요 인구도 늘어나고 았다 모반의 성장 및 모발주기조절은

여러 성장인자 및 그 수용체와의 작용 및 호르몬의 작용 동의

다양한 기전에 의해 일어냥이 얄려져 었다 득히 상여세포로

이루어진 모낭의 모기섣 (hair matrix) 세포와 간영세포로 구성된
모유두세포가 모발의 형성 및 성장에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29) 모낭의 성장기에서 모유두세포블 룹러싸고 있는 기질의 각정

세포한 포함한 모낭의 구성세포틀의 충식이 일어난다.']0) 모낭의

돼행기에는 모냥의 성장이 엉추며 모유두의 웅축 및 기질의 각질

세포의 세포사멸 풍의 변화가 일어냐며 휴지기에는 bulge
reglOn을 포함하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부분만이 남아 다음
성장기로 틀어가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30. 31)

모받성장옴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괄질을 찾기 위해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여러 해조류의 육모효능윌 모냥성장에

중요한 역할옴 하는 모유두서1포의 중식효능으로 조사하였다

갈조류인 돗 (H. fus띠onne). 부셋말 (P. arborescens) 및 지충이

(5. thunbergiJ) 흥조류인 우뭇가사리 (G. amansill 빛 미끌지누

아리 (G. turuωru) 의 육모 효능옴 rat vibrissa immortalized
모유두세포'"떤시용하여 조사하였다 0.1，1. 10 및 100 pglmL

의 농도로 5종의 해조류 추얄펀을 처리하였올 때 갈초휴인

훗 (H. fusiforme) 추출윤은 10 μg/mL의 농도에서 대조군

(l00:1:3.9%)에 비하여 134.8:1:4.0%로 모유두세포의 증식옴 유의
성 있게 중가시켰으며 이런 효과는 양성대조 물젤로 시용한

10 PM minoxi이l의 119.9:1:4.3%중식 증가 효과보다는 다소 높

은 것이다 흥조류인 참도박은 모유두세포의 중식 효능뿐만 아니

라 5a-reductase 억제효능.PGE. 생성증가 효능，영충성 ^r이토
카인 생성 갑소 및 비등균 (Pil;yrosporum 0빼e) 억제 효능을

나타내어 모발성장을 촉진함 수 있음이 보고하였다22).

온 연구 결과，롯은 모발생장에 매우 충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

두세포의 중식을 촉진하여 모냥의 성장기틀 환성화시킬 수 있음

음 얄 수 있다 따라서 돗은 탈모의 예방 및 효과쩍인 치료에

이용월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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