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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Streptococcus sp.는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reptococcus 

균주가 배양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대사산물 중 히알루론산 이외의 영양성분에 주목하였다. 히알루론산이 생성

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로 모발 실험용 샘플(HAIRCLE
TM

)을 제조하고 모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모발의 인장강도는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로 측정하였으며, 모발표

면의 미세구조는 atomic force microscope (AFM)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

은 손상된 모표피개선, 마찰력증가 및 모발강도의 증가 등의 모발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in vitro 모발관련 실험을 통해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이 모발성장인자인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간세포성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 HGF), Wnt10b의 발현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안드로젠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와 TGF-β2 발현을 저해시켜 남성형 

탈모완화 효과도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산화스트레스에 대해 장벽 관련 인자(INV, CLDN-1)의 발현을 증가시

키고, 염증성 인자인 COX-2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손상된 두피 장벽을 개선하고 유도된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treptococcus sp. is generally known as a strain that produces hyaluronic acid. In this study, we focused on 

ingredients other than hyaluronic acid among several metabolites produced by Streptococcus sp. during cultivation. The 

hair experimental sample (HAIRCLE
TM

) was prepared with Streptococcus sp. culture filtrate under the condition that 

hyaluronic acid was not produced and the effect on the hair was identified. Tensile strength of hair was tested with a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Surface properties of a hair were examined with an atomic force microscope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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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sults suggest that HAIRCLE
TM

 could prevent damage to a hair such as destroyed-cuticle, increased-faction force, 

and broken-hair. Furthermore, hair-related experiments confirmed that HAIRCLE
TM

 could promote the expression of hair 

growth factors VEGF, HGF, and Wnt10b and mitigate male hair loss by inhibiting androgen receptors and TGF-β2 

express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ression of barrier-related factors (INV, CLDN-1) was increased for 

oxidative stress, and the COX-2 expression, an inflammatory factor, was inhibited, thereby improving damaged scalp barriers 

and alleviating induced inflammation. 

Keywords: Streptococcus sp. strain culture medium filtrate, hair revitalization, tensile strength, atomic force microscope, hair growth  

 

1. 서  론 

천연보습 화장품원료로 잘 알려진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은 N-아세틸글루코사민(N-acetylglucosamine)과 글루쿠

론산(glucuronic acid)이 교대로 베타 결합을 하고 있는 수

용성 뮤코다당류로 이루어진 생체고분자이다. 히알루론산

은 생산 초기에는 닭벼슬로부터 추출하여 얻었지만, 생물

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 배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생산 균주로 알려진 미생물은 Streptococcus zooepidemicus, 

Streptococcus thermophilus, 재조합 Bacillus subtilis, 재조합 

Escherichia coli 등이 있다[1-4].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균주는 Streptococcus zooepidemicus 이며 Streptococcus 

균주를 사용하여 히알루론산의 생산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의 많은 논문과 특허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균주 본연

의 배양조건에 주목한 실험은 전무하다.

모발은 크게 모표피(cuticle), 모피질(cortex), 모수질(medulla)

로 구성되어 있다. 모표피는 모발의 가장 바깥쪽의 딱딱한 

케라틴 층으로 투명하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특정 무늬를 

이루고 있으며 모발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5]. 모표피는 에피큐티클(epocuticle), 엑소큐티

클(exocutocle), 엔도큐티클(endocuticle)의 3 개의 층으로 나

누어져 있다. 에피큐티클은 친유성으로 화학약품에 강하

며, 엔도큐티클은 친수성이고 알칼리에 약한 성질을 가지

고 있다[6]. 모발의 손상은 큐티클의 박리로부터 일어나는

데, 모발 말단으로 갈수록 큐티클 층 사이에 막 복합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큐티클 층이 서로 

떨어지게 된다. 

모발의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부드러움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발 컨디셔닝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거나 모발주기에서 모발성장기 단계를 길게 유

지하여 모발 성장이 촉진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모

발주기에서 쇠퇴기 및 휴지기 단계를 짧게 하여 모발 탈락 

기간을 줄여 큐티클 손상을 저해함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

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모발의 성장을 연구하는 세포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dermal papilla cells (DPCs, 모유두세포), germinal matrix cell 

(HHGMC, 모모세포), outer root sheath (ORS, 외모근초세포)

와 같은 3 종의 세포주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모낭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성장인자들은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IGF1),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keratinocyte growth 

factor (KGF), wingless-related mouse mammary tumour virus 

integration site 10b (Wnt10b) 등이 있다[7-22].

남성형 탈모증(androgen alopecia, AGA)은 탈모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나, 일부 여성에서도 발생한다. 남성형 탈모증

의 일반적인 형태는 ‘M자형 탈모’이며 5-alpha-reductase (5

α-reductase)의 활성 및 dihydrotestosterone (DHT)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다. 남성형 호르몬 (testosterone)은 5

α-reductase에 의해 안드로겐 중간대사체인 DHT라는 전구

물질로 전환되고 안드로겐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에 

의해 모낭에 전달되면 모낭세포의 사멸 및 모발 성장주기 

단축, 모낭 축소화를 통해 탈모가 유도된다. 일반적으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 및 TGF-β2는 모

발 휴지기로 이행을 촉진하고, dicckkopf1 (DKK-1)은 Wnt 

신호의 억제 및 β-catenin 전좌(translocation)를 막고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 탈모를 유발한다[23-25].

두피는 모낭과 피지선이 풍부한 부위로 스트레스, 공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두피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내·외

부 자극으로 인해 체내 활성산소가 과잉 발생되면 체내 지

질과 결합하여 과산화지질이 생성된다. 과산화지질은 두피 

혈관을 좁아지게 하여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불가하

게 한다. 또한, 과생성된 과산화지질이 염증을 유도하고 

모근세포를 사멸시켜 탈모에 이르게 한다[27]. 자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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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너진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involucrin, loricrin 

등의 각질세포막 단백질들은 교차결합 되어 장벽 구조를 

형성하고, occludin, claudin 등으로 이루어진 과립층 세포의 

밀착연접은 액체의 이동을 조절하여 장벽 기능을 유지하

는데 필요하다[28]. 염증 반응에 의해 조절되는 다양한 사

이토카인들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두피 노화, 두피 모낭염 

등과 같은 두피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Streptococcus 

균주가 히알루론산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성분을 대사산물

로 생성할 것이라 추정하고, 히알루론산이 생성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배양액을 얻은 뒤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모발

에 처리하여 큐티클 개선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모낭세

포를 이용하여 모발성장인자들의 발현 증가를 통한 모발

성장 효능을 확인하고 탈모유발인자들의 발현 저해를 통

한 탈모 완화 효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산화스트레스에 대

해 장벽 관련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인자 발

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손상된 두피 장벽을 개선하고 유도

된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 용액(HAIRCLETM) 제조

HA 배양에 사용한 Streptococcus sp. 는 자사 분리 균주

(현대바이오랜드, Korea)를 사용하였다. 균주를 배양 배지

에 넣고 온도 37 ℃, pH 3 ~ 4, 통기량 1 vvm에서 16 ~ 18 

h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에탄올을 첨가한 후 생

성된 고분자 및 균주와 용해되지 않은 배지고형물 등을 필

터를 통해 제거한 뒤 활성탄 처리를 한다. 활성탄에 여과

된 액체를 감압농축기로 농축한 다음, 2% 고형분을 가지

는 농축 된 여과물에 1,3-butylene glycol (DAICEL, Japan)을 

첨가하여 최종 시액의 용매 조성이 30% 1,3-butylene glycol 

수용액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2.2. 배양액의 성분분석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성분 분석은 구성 아미

노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

을 건조하여 얻은 고형분을 염산(hydrogen chloride)으로 

110 ℃에서 1 h 동안 가수분해(hydrolysis)를 한 후, 가수분

해 된 시료를 PITC (phenylisothiocyanate)로 유도체화(유도

체화 용액: MeOH: H2O: TEA: PITC= 7: 1: 1: 1) 20 µL, 상

온에서 30 min 반응시킨다. 시료를 완전히 건조한 후, 200 

mL의 A solvent (140 mM NaHAc, 0.1% TEA, 6% CH3CN, 

0.03% EDTA, pH 6.1)로 녹인다. 제조된 용액을 0.45 µm 

필터로 여과하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층액을 HPLC 

(Hewlett Packard 1100 series, Agilent, U.S.A) 분석하였다.

2.3. 시료 모발 제작

실험에 사용된 모발은 18 개월 이상 퍼머, 염색, 탈색 

등의 화학적인 시술을 행하지 않는 25 세 여성의 모발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조건인 모발이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노출정도(샴푸, 드라이, 자외선 노출 등)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상이 적은 후두부 안쪽 모발을 모근으로

부터 2 cm 떨어진 부분에서 커트용 가위를 사용하여 채취

하였다. 채취한 모발을 남아있는 오염물 제거를 위해 중성 

샴푸로 세정한 다음 자연건조 시킨 후 약 1 g씩 모발 다발

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손상 모다발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만든 모다발을 

6% 과산화수소, 0.5% 수산화암모늄, 0.1 EDTA로 구성된 

액에 3 h 방치 후 흐르는 물에 1 min 이상 세정 후 드라이

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2.4. 인장 강도 측정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5584, INSTRON, U.S.A)

을 이용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FITI)에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인장강도 시험의 측정 규

격은 섬유단사를 측정하는 한국 산업규격 섬유의 인장강

도 및 신도의 시험방법(KS K ISO 5079:2007)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인장속도 20 mm/min으로 시험하여 측정값의 신

뢰성을 위해 시료 당 10 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여 결과

를 얻었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에 모다발 전체를 20 min 동

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서 2 min 동안 세정하여 헤어드라

이기로 건조하였다. 사용된 모다발을 정상 모다발과 손상 

모다발을 사용하였고, HA 배양 여과물 대조군으로는 30% 

1,3-butylene glycol 수용액에서 실험한 모다발을 사용하였다.

2.5. 모발 표면 분석

모발표면의 미세구조 분석을 원자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XE-100, Park system,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상 모발과 손상 모발을 각각 37 ℃의 control 

용액(30% 1,3-butylene glycol 수용액)과 HA 용액(70% HA 

배양물 + 30% 1,3-butylene glycol 수용액)에 2 h 동안 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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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후, 일반 샴푸로 10 회 세정하여 건조한 것을 분석 

시료로 준비하였다. 측정을 두 가지 조건인 비접촉식(non- 

contact mode)와 접촉식(contact mode)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표피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는 비접촉식 방법으로 30 

µm × 30 µm의 면적에 대하여 미세구조를 측정하였다. 탐

침(contilever)은 NSC-15 (resonance frequency = 325 kHz, 

spring constant = 40 N/m, MikroMasch, U.S.A)를 사용하였

다. 모표피의 표면 조도(roughness)는 동일한 면적(5 µm × 

5 µm) 3 곳의 평균값(average roughness, Ra)을 나타내었다. 

모발 표면의 마찰력(friction force)을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AFM에서 lateral force microscope (LFM)의 원리 

(contilever가 좌, 우로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를 이용하여 

접촉식에서 측정하였고, 동일면적 (1 µm × 1 µm) 3 곳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측정된 모발 표면의 마찰력 변화

를 Rq (표준편차)값으로 계산되고 단위는 상대적 전기신호

의 전압(V)로 표현되었다. 사용된 탐침은 NSC-36 (resonance 

frequency = 65 kHz, spring constant= 0.6 N/m, MikroMasch, 

U.S.A)이다. AFM 측정 시 각각의 샘플 모발의 표면 처리

에 대한 조건은 Table 1로 나타내었다. 

2.6. 세포 배양

모유두세포(DPCs, 세포바이오, Korea) 및 모모세포(세포

바이오, Korea), 각질형성세포(normal human epidermal 

keratinocytes, NHEKs, Gibco, U.S.A) 를 사용하였으며, DPCs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 1% 

anti-biotics가 함유된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HHGMC 세포주는 5% FBS, 

1% 페니실린/스트립토마이신 솔루션(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 P/S, Gibco, U.S.A), 1% 중간엽줄기세포 성장 공급

원(mesenchymal stem cell growth supplement, MSCGS)을 함

유한 mesenchymal stem cell medium (MSCM)배지를 사용하

였다. NHEKs 세포주는 human keratinocyte growth supplement가 

함유된 epilife medium를 사용하였고, 37 ℃, 5% CO2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2.7. 세포성장율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세포 내에서의 독성을 평

가하기 위해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사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 하였다. 각 

세포를 24 well multi plate (NUNC)에 배양된 세포의 배지

를 무혈청(serum free) 배지로 교체 및 시료를 농도 별로 

처리한 후 24 h 동안 배양 하였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용액이 들어있는 배지로 교체하여 반응시킨 후 생성

된 MTT-formazan 결정체를 용해시켜 흡광도를 측정한다. 

세포생존율을 하기 수학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세포생존율  
대조군 흡광도 평균값

시료 흡광도 값
× 

대조구는 시료를 투여하지 않고 실험하여 그것을 대조

구로 하였으며, Streptococcus sp.배양 여과물은 0.1 ~ 5% 

농도까지 처리하였다. 세포독성의 대한 결과는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8. 모근강화 효능평가

6 well multi plate (corning)에 모유두세포(DPCs)를 접종

하여 24 h 배양 후 각 well을 serum free DMEM 배지로 교

체한다. Serum free DMEM 배지에 시료를 처리 한 뒤 24 h 

동안 배양 하였다. PBS를 이용하여 washing 후 배양된 세

포에 QIAzol Lysis Reagent (QIAGENL®) 처리하여 QIAGEN

에서 제공하는 protocol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을 진행 하

였으며 분리된 RNA를 QubitTM RNA BR assay kit 를 이용

하여 정량한 뒤 cDNA를 합성하여 real-time PCR을 실시하

였다. cDNA합성은 cDNA 합성 Kit (qPCRBIO cDNA 

Component
HAIRCLETM solution Control solution

70% (HAIRCLETM), 30% (1,3-butylene glycol) 70% (DI-water), 30% (1,3-butylene glycol)

Condition Damage Wash & dry HAIRCLETM solution Control solution Shampoo Wash & dry

Sample 1 X X X O O O

Sample 2 X X O X O O

Sample 3 O O X O O O

Sample 4 O O O X O O

Table 1. Summary of Hair Samples Examin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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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Kit, PCRBIOSYSTEMS, UK)를 사용하였고 Kit의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real-time PCR은 real-time 

PCR Kit (2x qPCRBIO SyGreen Blue mix Lo-ROX, 

PCRBIOSYSTEMS, London, UK)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

폭한 후 증폭산물을 정량 분석하였다. PCR에 사용된 HGF, 

VEGF, β-actin primer는 코스모진텍사(Korea)에서 합성하

여 사용하였으며 primer sequence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cDNA 합성 반응 조건은 HGF, VEGF, β-actin 모두 95 ℃

에서 5 s, 60 ℃에서 25 s, 40 사이클이다. Control은 용해 

용매로 사용된 정제수를 처리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minoxidil은 혈액순환 개선 및 칼륨 채

널 개방으로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발현양의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2.9. 모발성장 효능평가

6 well multi plate (corning)에 모모세포 (human hair 

germinal matrix cell, HHGMC, ScienCell)를 접종하여 24 h 

배양 후 각 well을 serum free MSCM 배지로 교체한다. 

Serum free MSCM 배지에 시료를 처리 한 뒤 24 h 동안 배

양 하였다. 배양 이후 실험방법은 2.8에 기재된 내용과 동

일하게 수행되었다. PCR에 사용된 Wnt10b, β-actin primer 

sequence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cDNA 합성 반응 조건은 Wnt10b, β-actin 모두 95 ℃에

서 5 s, 60 ℃에서 25 s, 40 사이클이다. Control은 용해 용

매로 사용된 정제수를 처리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

조군으로 사용된 caffeine은 모발성장을 유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현양의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2.10. 남성형 탈모 완화 효능평가 

6 well multi plate (corning)에 모유두세포(DPCs)를 접종

하여 24 h 배양 후 각 well을 serum free DMEM 배지로 교

체한다. Serum free DMEM 배지에 비처리군을 제외한 실

험군에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DHT (Selleckchem, Korea) 

solution을 처리하고 시료를 처리 한 뒤 48 h 동안 배양 하

Primer GenBank accession number Sense Antisense Base pair size

HGF NM_000601
5'-ATG TCA GCC CTG GAG 

TTC CAT GAT-3'

5'-AGC GTA CCT CTG GAT 

TGC TTG TGA-3'
149bp

VEGF NM_001025366
5'-TGC AGA TTA TGC GGA 

TCA AAC C-3'

5'-TGC ATT CAC ATT TGT TGT 

GCT GTA G-3'
81bp

β-actin NM_001101
5'-GGC ACC CAG CAC AAT 

GAA G-3'

5'-CCG ATC CAC ACG GAG 

TAC TTG-3'
66bp

Table 2. Primer Sequences 

Primer GenBank accession number Sense Antisense Base pair size

Wnt10b NM_003394
5'-CAT CCA GGC ACG AAT 

GCG A-3'

5'-CGG TTG TGG GTA TCA ATG 

AAG A-3'
204bp

β-actin NM_001101
5'-GGC ACC CAG CAC AAT 

GAA G-3'

5'-CCG ATC CAC ACG GAG TAC 

TTG-3'
66bp

Table 3. Primer Sequences

Primer GenBank accession number Sense Antisense Base pair size

TGF-β2 NM_001135599
5'-CAC CAT AAA GAC AGG 

AAC CTG-3'

5'-GGA GGT GCC ATC AAT ACC 

TGC-3'
138bp

Androgen 

receptor
NM_000044

5'-CCT GGC TTC CGC AAC TTA 

CAC-3'

5'-GGA CTT GTG CAT GCG GTA 

CTC A-3'
168bp

β-actin NM_001101
5'-GGC ACC CAG CAC AAT 

GAA G-3'

5'-CCG ATC CAC ACG GAG TAC 

TTG-3'
66bp

Table 4. Primer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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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배양 이후 실험방법은 2.8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PCR에 사용된 TGF-β2, androgen receptor (AR), 

β-actin primer sequence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cDNA 합성 반응 조건은 TGF-β2, AR, β-actin 모두 95 ℃

에서 5 s, 60 ℃에서 25 s, 40 사이클이다. Control은 용해 

용매로 사용된 정제수를 처리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minoxidil은 혈액순환 개선 및 칼륨 

채널 개방으로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

려져 있는 물질이다. 발현양의 결과를 Figure 8에 나타

내었다.

2.11.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두피 장벽 개선 및 염증 완화 

효능평가 

60 mm dish (Nunc)에 각질형성세포(NHEKs, Gibco)를 접

종하여 24 h 배양 후 각 well을 serum free epilife 배지로 

교체한다. Serum free epilife 배지에 시료를 처리 한 뒤 24 

h 동안 배양하였다. 비처리군을 제외한 실험군에 산화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H2O2 (Hydrogen peroxide, sigma, U.S.A)을 

처리 한 뒤 1 h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이후 실험방법은 

2.8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PCR에 사용된 

involucrin (INV), claudin-1 (CLDN-1), cyclooxygenase-2 

(COX-2), β-actin primer sequence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cDNA 합성 반응 조건은 involucrin, claudin-1, COX-2, β

-actin 모두 95 ℃에서 5 s, 60 ℃에서 30 s, 40 사이클이다. 

Control은 용해 용매로 사용된 정제수를 처리한 것을 사용

하였으며, 발현양의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배양액의 성분(구성 아미노산 분석)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성분은 구성 아미노산 

분석(Table 6) 결과에 따르면,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

에 포함된 고형분은 1.84 wt%를 차지하며 이중 구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총 4.44 wt%가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이 가지는 고형분 안의 여

러 아미노산 중에서 높은 함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미노

Primer GenBank accession number Sense Antisense Base pair size

Involucrin NM_005547
5'- TCC TCC AGT CAA TAC 

CCA TCA G -3'

5'- GCA GTC ATG TGC TTT TCC 

TCT TG -3'
126bp

Claudin-1 NM_021101
5'- TAT GAA GTG CTT GGA 

AGA CGA TGA -3'

5'- AAT ATC GCA CCC CCA 

ATG AC -3'
67bp

COX-2 NM_000963
5’-ATA TTT ACG GTG AAA CTC 

TGG CTA-3'

5’-GAT CAT CTC TGC CTG AGT 

ATC TT-3'
127bp

β-actin NM_001101
5'-GGC ACC CAG CAC AAT 

GAA G-3'

5'-CCG ATC CAC ACG GAG TAC 

TTG-3'
66bp

Table 5. Primer Sequences  

Amino acid Result MOL% (nmol/mg)
a

wt%
b

Asparagine & 

aspartic acid
2009.73 8.60 30.22 0.40 

Glutamine & 

glutamic acid
6738.67 28.83 101.32 1.49 

Serine 792.30 3.39 11.91 0.13 

Glycine 2200.36 9.41 33.08 0.24 

Histidine 559.84 2.40 8.42 0.13 

Arginine 403.14 1.72 6.06 0.11 

Tyreonine 455.38 1.95 6.85 0.08 

Alanine 2985.05 12.77 44.88 0.40 

Proline 1898.96 8.12 28.55 0.33 

Tyrosine 347.18 1.49 5.22 0.09 

Valine 935.81 4.00 14.07 0.16 

Methionine 264.50 1.13 3.98 0.06 

Isoleucine 576.44 2.47 8.67 0.11 

Leucine 1098.45 4.70 16.52 0.22 

Phenylalanine 804.34 3.44 12.09 0.20 

Tryptophan 0.00 0.00 0.00 0.00 

Lysine 1303.63 5.58 19.60 0.29 

Total 23373.76 100.00 351.43 4.44 

*
a = (Result * (volume(in A buffer) / injection volume) / 

(sample weight)
*
b = (amino acid * a) / 10000

Table 6. Total Amino Acid Analysis of HAIRCL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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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glutamic aicd (1.49 wt%)으로 고형분 중에서 가장 높

았고, mol% 또한 가장 높은 함량인 28.83 mol%을 차지하

였다. 다음으로, alanine은 0.39 wt% 함량으로 고형분 내의 

아미노산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함량을 차지하였고 mol% 

함량 또한 높은 함량인 12.77 mol%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aspartic acid (0.26 wt%), proline (0.22 wt%), leucine (0.21 

wt%) 등의 순서를 가지는 구성 아미노산의 함량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고형분 안

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와 alanine 

이들 두 가지가 많이 함유 되어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HPLC chromatogram의 peak area를 standard 

(1,250 pmol)에 기준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값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3.2. 모발 인장 강도 평가

정상 모다발과 손상 모다발에서의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 처리 여부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

균값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정상 모다발(hair tress)을 

control 용매인 30% 1,3-buthylene glycol 수용액에 2 h 방치 

한 후 측정한 인장강도는 161 cN이며,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에 2 h 방치 한 후의 인장강도는 169 cN으로 

HA 배양 여과물을 처리한 모다발의 인장강도가 증가하

였다. 손상 모다발의 경우 정상 모다발보다 인장강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ntrol 용매인 30% 

1,3-buthylene glycol 수용액에서의 인장강도 값인 154 cN 

보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을 처리한 모다발의 인

장강도가 163 cN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이 기존 모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모발 표면 분석

3.3.1. 비접촉식 표면 분석(Non-contact Mode)

Non-contact mode의 조건으로 모발표면의 마이크로 구조

[26]를 분석한 AFM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는 인위적 손상을 가하지 않은 모발에 control 용액 처

리 후 샴푸와 건조 과정을 거친 모발(sample 1)의 표면 

topography 이미지이며, Figure 1C는 락스로 손상 처리한 

후,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한 모발(sample 3)의 이미지이다. 

Figure 1A의 경우, 친유성인 에피큐티클 층이 선명하게 관

찰되며 샴푸과정을 진행하였으나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지방(불순물)로 보이는 것이 일부 관찰된다(노란색의 화살

표). Figure 1C는 인위적인 손상을 입힌 모발이기에 일부 

에피큐티클 층이 손상을 입어 깨지고 내부의 엔도큐티클

층과 잔유물로 보이는 부분(흰색의 화살표)들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발을 control 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로 처리한 후 동일한 세

정과정을 거쳐 측정한 모발(sample 2와 4) 표면의 topography 

이미지를 Figure 1B,D에 나타내었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불순물로 보이는 지방층도 제

거되고(Figure 1B), 인위적 손상에 의하여 외부로 드러났던 

내부의 엔도큐티클 층도 정리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Normal hair + 30% 

1,3-BG

Normal hair + 

HAIRCLETM

Damaged hair + 30% 1, 

3-BG

Damaged hair + 

HAIRCLETM

Tensile strength (cN) 161 169 154 163

Table 7. Tensile Strength Changes of Hair  

Figure 1. AFM topography images of hair surface.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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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Figure 1D). 두 경우 모두 Streptococcus sp. 배양 여

과물이 모발표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발 표면의 미세구조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

하여, sample 1과 2에 대하여 각각 line profile을 Figure 2에 

도시하고, 평균 거칠기를 구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정상모발의 표면 미세구조는 매우 거칠며 많은 불순물 등

이 존재하지만(Figure 2A)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로 

처리된 경우 표면이 매우 평편하고 불순물이 제거된 결과

를 보인다(Figure 2B). 5 µm × 5 µm의 넓이를 각각 3 곳 

지정하여 topography를 측정한 후, 전체 면적에 대한 평균 

거칠기 Ra를 구한 결과,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로 처

리한 모발의 경우 10.6 ± 4.8 nm로 control 용액으로 처리

된 경우인 60.8 ± 23.4 nm 값 보다 매우 큰 폭의 개선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접촉식 표면 분석(Contact Mode)

모발 모표피의 마찰력은 contact mode의 LFM 분석을 통

하여, Rq (표준편차)값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

다. Sample 1 ∼ Sample 4에 대하여, 각각 Rq 평균값을 측

정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control 용액이 처리된 

정상모발의 표면 마찰력 값은 0.62 ± 0.11 V이며 (sample 

1), 동일 시료를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이 함유된 용

액으로 처리한 모발의 표면 마찰력 값은 0.41 ± 0.11 V 

(sample 2)로 측정되었다. 약 34%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락스로 인위적 손상을 가한 모발에 

control 용액이 처리된 표면 마찰력 값은 0.92 ± 0.13 V 

(sample 3), 이를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이 함유된 용

액으로 처리한 Rq 값은 0.40 ± 0.06 V (sample 4)이다. 이 

경우는 약 57%의 마찰력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손상된 시료에 대한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개

선효과가 정상 모발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손상

으로 인한 큰 폭의 마찰력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두 경우 모두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을 처리한 결과, 

Rq 값은 동일 수준의 값을 갖는다.

3.4. 세포 실험

3.4.1. 세포독성(Cell Viability)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의 세포생존율을 모유두세

포(hDPC), 모모세포(HHGMC), 각질형성세포(NHEKs)에서 

조사하였다. 3 가지 세포주에서 모두 Streptococcus sp. 배

양 여과물을 0.1% ~ 5% 농도까지 처리하였으며, hDPC와 

HHGMC 세포주에서는 최대 1% 농도까지 세포독성이 나

타나지 않았고, NHEKs 세포주에서는 최대 4% 농도까지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은 각 세포주 실험에 따라 효능이 나타나

는 농도로 사용하였다(Figure 5).  

Figure 2. AFM 3D Images of hair surface and line profile of

height. (A) Sample 1 (30 µm × 30 µm). (B) Sample 2 (30 µm

× 30 µm).

Figure 4. Friction force graph of hair surface for Sample 1, 2, 

3 and 4.

Figure 3. Roughness (Ra, nm) graph of hair surface of Sample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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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모근강화 효능평가(Hair Bulb Strength)

모낭의 중심부에 위치한 모유두세포(hDP)에서 모발성장

인자들 HGF, VEGF 유전자 발현 조사를 quantitative real 

time PCR을 통해 진행하였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

물은 모유두세포를 자극하여 세포 증식을 촉진함으로 모

발 재생에 관여하는 HGF 유전자 발현을 증가 시키고 

(Figure 6A), 모낭 주위의 미세혈관 생성 및 분포도 증가로 

인해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모발의 굵기 및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VEGF 유전자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

(Figure 6B) 모낭의 근본이 되는 모근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 모발성장 효능평가(Hair Growth)

모낭에서 성장과 분열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모모세포(HHGMC)를 이용하여 모발 성장인자 중 하나인 

Wnt10b의 발현 조사를 quantitative real time PCR을 통해 

진행하였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은 모유두세포의 

세포 증식을 유도해 모발 재생에 관여하는 Wnt10b의 유전

자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 모발성장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3.4.4. 남성형 탈모 완화 효능평가(Inhibition of Androgenetic 

Alopecia)

모유두세포에서 탈모 관련 인자인 AR과 TGF-β2 유전

Figure 5. Cell viability test of HAIRCLE™ by hDPC, HHGMC

and NHEKs. (A) DPC (B) HHGMC and (C) NHEK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1 to 5%) of control for 24 

h.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value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Figure 6. Hair bulb strength effect of HAIRCLE™ by hDPC. 

hDPC treated with concentration 0.1% to 0.5% samples for 24h. 

The mRNA expression of HGF and VEGF were determined by 

real-time PCR.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value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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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현 조사를 quantitative real time PCR을 통해 진행하였

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은 DHT 처리에 의해 증

가된 AR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하여 DHT가 모낭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함으로 초기 탈모를 완화시키

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A). 또한, TGF-β

2의 발현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함으로 모발의 성장기를 

길게 유지하여 탈모 이행을 저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B).  

3.4.5.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두피 장벽 개선 및 염증 

완화 효능평가 

각질형성세포(NHEKs)를 이용하여 장벽 관련 인자인 

Figure 9. Scalp barrier improvement and soothing against H2O2

effects of HAIRCLE™ by NHEKs. NHEKs treated with H2O2

and added concentration 1% to 4% HAIRCLE™ for 24 h. The 

mRNA expression of involucrin, claudin-1 and COX-2 were 

determined by real-time PCR.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value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Figure 7. Hair growth effects of HAIRCLE™ by HHGMC. HHGMC 

treated with concentration 0.1% to 0.5% HAIRCLE™ for 24 h. The

mRNA expression of Wnt10b was determined by real-time PCR. The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 value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Figure 8. Androgen alopecia inhibit effects of HAIRCLE™ by 

hDPC. hDPC treated with 50 nM DHT and added concentration

with 0.1% to 0.5% HAIRCLE™ for 48 h. The mRNA expression 

of AR and TGF-β2 were determined by real-time PCR.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value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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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ucrin, claudin-1과 염증 인자 중 하나인 COX-2의 발현 

조사를 quantitative real time PCR을 통해 진행하였다.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은 장벽 구성성분 인자인 

involucrin과 tight junction에 관여하는 인자인 claudin-1의 

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스트레스에 

대해 손상된 장벽 인자를 회복시켰으며(Figure 9A, B), 산

화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COX-2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염증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Figure 9C).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을 생산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Streptococcus sp. 을 배양하여 얻은 발효액을 분석하고 이

를 모발에 처리하여 손상된 모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는지에 대하여 AFM을 이용한 마이크로 미세구조 및 마찰

력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모발의 인장강도 실험 결

과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 처리가 모발의 인장강도

를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발

의 가장자리 부분의 구성요소인 모표피의 표면특성을 

AFM으로 관찰하였고 topography, Ra, Rq 값들의 변화로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을 모발에 처리하면 표면손상 

완화, 거칠기 감소, 마찰력 감소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발세포를 이용하여 모근강화, 모발성장, 

남성형 탈모증 완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발세포에서 hair 

growth factor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모근을 강화하고 모발

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남성형 탈모

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DHT로 인해 발현이 증가하는 

hair loss factor들의 발현을 저해함으로 Streptococcus sp. 배

양 여과물은 모발세포에서의 모근강화, 모발성장 및 남성

형탈모 완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장벽 개선 및 염증 완화 효능을 

확인한 결과,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장벽 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염증인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두피 장벽 

개선 및 진정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HAIRCLETM)은 정상모발이나 

손상된 모발의 힘을 강화하고 표면개선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 in vitro 실험을 통해 모발성장을 촉진하고, 

남성형 탈모증을 완화하는 효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Streptococcus sp. 배양 여과물은 모발뿐 아니라 

장벽 개선 및 진정 효능으로 두피에 대한 효능도 나타나 

전반적인 모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료임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1. F. Cheng, Q. Gong, H. Yu, and G. Stephanopoulos, High‐

titer biosynthesis of hyaluronic acid by recombinant 

Corynebacterium glutamicum, Biotechnol. J., 11(4), 574 

(2016).

2. S. B. Prasad, G. Jayaraman, and K. B Ramachandran. 

Hyaluronic acid production is enhanced by the additional 

co-expression of UDP-glucose pyrophosphorylase in Lactococcus 

lactis, Appl. Microbiol. Biotechnol., 86(1), 273 (2010).

3. N. Izawa, M. Serata, T. Sone, T. Omasa, and H. Ohtake. 

Hyaluronic acid production by recombinant Streptococcus 

thermophilus. J. Biosci. Bioeng., 111(6), 665 (2011).

4. Z. Mao, H. D. Shin, and R. Chen. A recombinant E. coli 

bioprocess for hyaluronan synthesis, Appl. Microbiol. 

Biotechnol, 84(1), 63 (2009).

5. G. E. Rogers, Known and unknown features of hair 

cuticle structure: A brief review, Cosmetics, 6, 32 (2019).

6. J. A. Swift and J. R. Smith, Microscopical investigations 

on the epicuticle ofmammalian keratin fibres, Microsc. 

Microanal., 204(3), 203 (2001). 

7. K. S. Stenn and R. Paus, Controls of hair follicle cycling, 

Am J Physiol, 81(1), 499 (2001).

8. S. S. Rho, S. J. Park, S. L. Hwang, M. H. Lee, C. D. 

Kim, I. H. Lee, S. Y Chang, and M. J. Rang, The hair 

growth promoting effect of Asiasari radix extract and its 

molecular regulation, J. Dermatol. Sci., 38(2), 89 (2005).

9. J. M. Wang and J.T. Zhang, Progress in relevant growth 

factors promoting the growth of hair follicle, Am J Anim 

Vet Sci, 7(2), 104 (2012).

10. A. P Laddha and Y. A Kulkarni, VEGF and FGF-2: 

Promising targets for the treatment of respiratory disorders, 

Respir Med, 156, 33 (2019).

11. Y.R Lee, M. Yamazaki, S. Mitsui, R. Tsuboi, and H. 

Ogawa,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activator expressed 

in hair follicles is involved in in vitro HGF-dependent 

hair follicle elongation, J. Dermatol. Sci., 25(2), 156 (2001).

12. K. Yano, L. F. Brown, and M. Detmar, Control of hair 

growth and follicle size by VEGF-mediated angiogenesis, 

J. Clin. Investig., 107(4), 409 (2001).

13. N. Weger and T. Schlake, IGF-I signalling controls the 



박혜림ㆍ김하연ㆍ김진 ㆍ오신석ㆍ강필선ㆍ이강 ㆍ임정 ㆍ신송석

한화장품학회지, 제48권 제 2 호, 2022

180

hair growth cycle and the differentiation of hair shafts, J 

Invest Dermatol., 125(5), 873 (2005).

14. H. Y. Su, J. G. Hickford, R. Bickerstaffe, and B. R. 

Palmer, Insulin-like growth factor 1 and hair growth, 

Dermatol Online J, 5(2), 1 (1999).

15. Y. H. Li, K. Zhng, J. X. Ye, X. H. Lian, and T. Yang, 

Wnt10b promotes growth of hair follicles vi a canonical 

Wnt signaling pathway, Clin. Exp. Dermatol, 36(5), 534 

(2011).

16. L. Zhou, H. Wang, J. Jing, L. Yu, X. Wu and Z. Lu, 

Morroniside regulates hair growth and cycle transition via 

activation of the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 Sci 

Rep., 8(1), 13785 (2018).

17. Y. Ouji, M. Yoshikawa, K. Moriya, M. Nishiofuk, R. 

Matsuda, and S. Ishizaka, Wnt-10b, uniquely among 

Wnts, promotes epithelial differentiation and shaft growth, 

Biochem. Biophys. Res. Commun, 367(2), 299 (2008).

18. K. S. Stenn and R. Paus, Controls of hair follicle cycling, 

Physiol Rev, 81(1), 449 (2001). 

19. R. Paus, S. Muller-Rover, and V. A. Botchkarev, 

Chronobiology of the hair follicle: hunting the “hair cycle 

clock”, J Investig Dermatol Symp Proc, 4(3), 338 (2004).

20. J. Zhao, N. Harada, and K. Okajima, Dihydrotestosterone 

inhibits hair growth in mice by inhibiting insulin-like 

growth factor-I production in dermal papillae, Growth 

Horm IGF Res, 21(5), 260 (2011).

21. M. Osada, L. Jardine, R. Misir, T. Andl, S. E. Milla, and 

M. Pezzano, DKK mediated inhibition of Wnt signaling 

in postnaltal mice leads to loss of TEC progenitors and 

thymic degerneration, PLoS ONE, 5(2), e9062 (2010).

22. T. Hibino and T. Nishiyama, Role of TGF-b2 in the 

human hair cycle, J. Dermatol. Sci. 35(1), 9 (2004).

23. V. H. Price, Androgenetic alopecia in women, J. Investig. 

Dermatol. Symp. Proc., 8(1), 24 (2003).

24. U. C. Izabela, L. K. Małgorzata, and B.D. Grażyna, 

Assessment of the usefulness of dihydrotestosterone in the 

diagnostics of patients with androgenetic alopecia, Postepy 

Dermatol Alergol, 31(4), 207 (2014).

25. M. H. Kwack, Y. K. Sung, E. J. Chung, S. U. Im, J. S. 

Ahn, M. K. Kim, and J. C. Kim, Dihydrotestosterone- 

inducible Dickkopf 1 from balding dermal papilla cells 

causes apoptosis in follicular keratinocytes, J Invest 

Dermatol,, 128(2), 262 (2008).

26. J. A. Swift and J. R. Smith, Atomic force microscopy of 

human hair, Scanning, 22, 310 (2000).

27. R. M. Trueb, Oxidative stress and its impact on skin, 

scalp and hair, Int J Cosmet Sci, 43(Supply 1), 9 (2021).

28. M. Furuse, A. Kubo and S. Tsukita, Clauin-based tight 

junctions are crucial for the mammalian epidermal barrier: 

A lesson from claudin-1-deficient mice, J cell Biol, 

156(6), 1099 (2002).

29. R. S. English, A hypothetical pathogenesis model for 

androgenic alopecia: clarifying the dihydrotestosterone 

paradox and rate-limiting recovery factors, Med Hypotheses, 

111, 73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