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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바위솔의 모유두 세포 증식 효능

강정일， 김상설， 현재희， 부혜진， 흥지영， 유은숙， 강희경

쩌l주대학쿄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r - ←←←-----------_.-←←꿇싫「←→「 T「「「「-rT」:

-~←-→~Vol. 7，No. 1，2010 I

Effect of Orostachys iwarenge Hara on the proliferation of dermal papilla ceI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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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we inveslìgated the hair-growth elfect ofplants growing in Jeju by the proliferation of dermal papilla cel1s.Dermal
papilla cells are speclalized mesenChymal ceUs lhat located at the bulb regîon of hair fol1icles.The cells play crucial roles in hair
formation，growth，and cy미in9. When immortalized vibrissa dermal papilla cel1s were treated wilh several extracts，the extract of
Orostachys iwarenge Hara increased pro1iferation 01 immortalized vibrissa dermal papilla cells. These resulls suggest Ihal 0.
iwarenge extract has the petential to promote hair growth 씨a the prolileralion 01 dermal papilla. (J Med Lile Scl 2010;7: 13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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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몇 심년 동안 탈모 치료쉴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밝혀진 딸모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며보연， 모발

주기 초철과 관련원 dennal papilla의 충식억제 또는 기능저하"，

냥성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모발주기의 비정상화.，두피로의 현류

량 저하로 인한 5'.발주기의 비정상적 연회.，항암제 3.4) 정신적

스트레스， 울리적 자극， 및 환경오염 퉁5. 6)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모받성장을 측진하는 약윤로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nlg Adminisσ'ation. FDA)의 숭인을 받은 것으로서 minoxidil

과 finasteride가 잘 알려져 었다 minoidil은 처응에 고현압 치료

를 위한 현판확장제로 개발되었으나 부'4용으로 다모중이 보고

되연서 발모제로 개발되었냐 minoxidil의 발모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은 현재까지 영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관확장윤흉한

영양공긍 중가 빛 p。벼ssium channel opening 효과 퉁이 모발
성장을 유도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7.8) 또한 Merk에서 개발

한 finasteride 는 냥생호르온 대사에 작용하는 효소인 5a
reductase의 환성을 억제시키는 콸질로서 전굉선 비대증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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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었요나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검이 알려지연서 발모저 1

로 개발되었다"'최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욕모 및 탈오 기전에

관여 δ}는 많은 조절 인지듬에 대한 연구가 환발히 진행되고 었으

며 특히 성장기 퇴행기‘휴지기의 모받주기에 관련된 여러 인자

틀과 그플의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에 의해 초절됨이 계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다 예블 뜯어 FGF family 및 FGFRIo-121，lGF

및 JGF-IR13-15l ，TGF-ß 및 TGF-ß16-181둥의 성장인자틀이

dennal papilla의 환성을 촉진 또는 억지1히여 모받주기에영향윤

ul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bulge region에 있는 hair

f이licle stem cells의 충식 또는 분화에서 Wnt pathway 및 Bmp
Slgn외mg이 결정적으로 작용함이 영뼈지고 있다 18-20)득히 충배

영 유래의 dennal papilla cells은 cell number 및 slze가 모멜주

기 중 성장기인 anagen에서 중가하여 모발 성장의 조전에서

중요한 역환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1.21)

참가시나무 (Quercus saJicina BLJ ‘ 흘가시나무 (ROS8

wichuraiBn8 CREPJ. 개서어나무 {C81pinus tschonoskii MAXJ

및 연화바위솔 (Orostachys iwarenge Hara)은 제주자생식물로서，

각각 antioxidative22). purgative activity23l ，cytoprotective

activity24) 및 an니bacteria1 effect25)틀이 보고되어 있으나 유모

효놓에 대한 연구 및 보고는 거의 없는 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제주에 자생하는 여러 식윌결-의 육모 、효능을 dennal

papilla cells의 증식으로 조사하여 발모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륜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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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및방법

1. 재료

섣험재료인창가시나무 및 개서어나무는 제주생룹종다양성

연구소에서 파우더 형태로 공급 방았다 툴가시나무 빛 연화바위

송은 서귀포 해안가 빛 해안가 바위에서 채집하였고 건조후

갈아서 이세딸로 만틀었다 시료흘 각각 80% EtOH로 추출 후

여과하여 깅합 농축하였다 모든 시료는 에탄올 빛 PBS (1:1)로

녹여실험에사용하였다

및 7.8:!:6.8'10 정도 dennal papilla cells의 증식이 더 중가하였

으나，몽계학적으로 의미없는 변화엄융 알 수 있었다 (Fig. lA)
이런 연화바위올 추월불의 dennal papilla cell 중식 효과는 양성

대조 윤정로 사용한 minoxidil sulfate 의 IO.8:!:13.2% 증식 중가

효과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rìg. IA). l00:!:8.3% 의 중식 효과

뜸 나타낸 대조군에 비해 참가시나무 플가시나무 빛 개서어나무

는 중식효과가 가장 높았던 1 앵/뼈의놓도에서도 각각 99.2:!:
8.8%，97.5:!:9.9'10 및 I01.6:!:6.4% 정도로 dennal papilla cells에
서 중식효과원 나타내지 않았다{Fig. lB. c，D)

2. Dermal papilla cell 의 증식 효능 〔 ii칠
Rat vibrissa immortalized dermal papil1a cell26l융 100

units/mepenicil1in-loo 맹/뼈streptomycin (Gibco 1nι NY‘
USA)과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 serum (FBS: Gibc。
Inc. NY. USA)이 함유왼 DMEM (Hyclone Inι USA) 배지쉴
사용하여 37't. 5% Cα 항온기에서 배〈양}였으며.3 일에 한 번

씩 계대배양 하였다 Rat ηbrissa immortalized dennal papilla
cell의 중식은 MTI‘assa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ermal

pap뼈배양후 serum-free DMEM 애지로 교환하여 다시 24 시간

배양한 다음 연화바위솥 참가시나무，월가시나무 및 개서어나무

각각의 추출풍융 1. 5 빛 25 앵1m!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양성

대조군인 minoxidil 5ulfale (Sigma. USM는 1 μ의 농드로 처리

하였다 4 일 동안 배양한 후 50 띠 의 Mπ (Sigma. MO. USA)
윤 정가하고 4 시간 동안 반용시켰다 상증액은 계거6타1 DMS。
200 띠음 가하여 갱전붙을 용해시킨 후 mìcroplate reader
(Amersham Phannacia Biotech ‘NY. USA)흉 사용하여 혀o nm
에서 홉광도틀 측정하였다 각 시료군에 대한 명균 흉광도 값을

구하였으며 대조군의 홉광도 값과 비괴하여 중식 정도룹 초사하
였다잉)

모딸의 성장은 여러 유전자와 성장인자 빛 그 수용체‘전신적

호르몬의 작용 둥으로 인한 꽉잡한 기전에 의해 일어난다 특히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모냥의 모기잔 세포와 간엽세포로 구성된

모유두 세포가 모발의 형성 및 성장에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한

다 이전의 보고에의하연 쥐의 모냥 (rat vibrissa follicle)에서
모유우세포틀 제거하였월 때 모벨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지하

였다가 진며근초로부터 세포가 이풍하여 다시 모유두세포륜

형성하고 5'.발의 성징L이 다시 계속되었으며，모구의 하 1/3 이하
륜 제거하연 진피근초로부터 모4?나F세포가 형성되고 외피근초로

부터 모기진세포가 형성되어 모발의 성장이 계속되나 모구의 하

1/3 이상플 제거하연 모반의 성장의 중지되었다 2\，28) 그러냐

모구의 하 1/3 이상을 제거한 후，분리된 모우「두세포등이식하연

모알의 성장이 계속되는 사섣로 미루어 모유두세포가 모안의

성장에 매우 충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연화아

위송의 육모 :fL능을 모낭 성장에 중요한 역한뭘 하는 dennal
papilla cells 의 중식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 rat vibrissa

Figure 1. Effect of several extracts on the proliferalion of
cultured dermal papilla cells.

3 통계분석

모든 측정결과는 영균 ±표준오차로 냐타내았으여‘ 똥계학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 test 으로 검정하였으며 P value가

0.05이하일 경우 유의성융 인쩡하였다

연화바위출，참가시나무 룰가시나무 빛 개서어나무가 dermal
papilla cells 의 증식에 영향올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Mπ
a55앙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mìtochondria
틸수소 효소 작용에 의하여 MIT 의 환원에 의하여 생성되는

formazan 의 홉광도룹 측쩡하였다 1，5 빛 25 앵 1m!의 농도로

여퍼 추월윌틀을 처리 하였을때 그 중에서 연화바위숭추충블은

1 탱1m!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12.8:!:7.7% 정도 dermal

papilla cell의 중식이 더 중가하였으며 풍계학적으로 의미있는

변화플 보였다{rìg. 1M. 5 및 25 μgl뼈의 농도에서도 4.5:!:7.0%

Rat dermol papilla cell5 O.OX 10' cell5/mLl were plaled in
96 well plates. Dermal papil1a cells were tTeated with
various concentrlltion of several extracts or minoxidil
sulfate (MS). as Îndiclltcd.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using a M1'T assay for 5 days. All experiments were
peñoπned in triplicatc. Data are presentα1 as the mean :t
the S.D. *P(0.05 ‘**P<O.OO5 compared with Conu-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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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πe야 of Orostnchj's i"잉renge Hara00 the proliferationof dennal papillacells

Figure 3. Figure 3. Proliferation effect of 85% EtOH
extl'aet from S. nigra on eultured dennal papilla eells 30).

Rat dermal papilla cells 0.0 X 10' cells/mL) were plaled
in 96 well plates. Dennal papil1a eells were treated 、.vith
various eoneentration of S. nigra extraet or MS. as
indieated. Cell prolifcration was measured using a MTI
assay for 5 days. Al1 expcriments were performed În
triplicat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t the 8.D. *P
< 0.05 :**P < 0.01: ***P <0.001 vs. control

unm。πalized dermal p빼la cells26}울 시용웅}여 초사하였다 1
5 빛 25 앵Ime의 농도로 연화바위송 추현융 처리하였을 때‘

1 앵Imq의 농도어l서 대조군에 비하여 12.88:t7.7% 정도 dennal
papilla cells의 t중식이 의미있게 충가하였으며 이런 효괴는 양성

대초 불짙로 사용한 minoxidil s비rale의 10.8:t13.2% 충식 증가

효과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쩨주

자생식윤등 중에서 문주란 {Crinum Bsiaticum) 과 문주란의 구성

성분인 nor원lanthamine29) 및 혹요미 ::<f{Schi않 ldra niJjπa논3Jl
immortalized derrnal papilla cells의 중식율 중가시켜서 h뻐
gr。에h틀 촉진함이 보고되어 있다{I이g. 2. 3)
결론적으로연화바위솥은 모발성장에매우 중요한 역할율 하는

dermal papilla ce)Js의 종식옴 풍하여 모낭이 anagen기로 플아

가도록 활성화시킨다고 추측한 수 있다- 따라서 연화바위송은

탈모의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사용윌 수 있융 것이라

사료된다

Figure 2. Proliferation effecl of C. asiaticum 00 cultured
dcnnal papilla cells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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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t dermal papilla cells O.OXJO‘cells/rnL) were plated
in 96 wel1 plates. Dennal papilla cells were treal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 asiaticum exu-act or M8. as
indicaled. (B) Dermal papilla cells were trealed with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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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icum or MS. as indicated. Cell proliferation W8S
measûred using a MTI assay for 5 days. AI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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