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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療法에 의한 발모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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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ies on the Expression of Hair Growth Related

Factors after Acupuncture & Moxibustion Therapy

Ho Il Kim, Cheong Moo Kim, Chang Hyun Lee*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therapy on the hair

follicle growth of skin 5 days and 10 days by macroscopic, microscopic and immunohistochemical metho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Macroscopic hair follicle growth of plum-blossom needle treated group and strong moxibustion treated

group was more increase than that of control group. Microscopic hair follicle growth of plum-blossom needle treated

group and strong moxibustion treated group was hair growing cycle, anagen phase VI and that of control group and

weak moxibustion treated group was hair growing cycle, anagen phase IV. Immunohistochemical observations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growth factors, enzyme and receptor in hair follicle cycle after local trea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therapy are as follows: Expression of fibroblast growth factor was more intense in epidermis in

plum-blossom needle treated group, epidermis and secondary hair germ cells in strong moxibustion treated group than

control group. Expression of epidermal growth factor was more intense in epidermis in all experimental groups, and

secondary hair germ cells in moxibustion treated group than control group. Expression of c-kit receptor was more

intense in epidermis, secondary hair germ cells, outer root sheath in all experimental groups than control group.

Expression of protein kinase C-α was more intense in epidermis, secondary hair germ cells, outer root sheath in all

experimental groups than control group. Express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was more intense in

epidermis, bulge, secondary hair germ cells, outer root sheath in plum-blossom needle treated group and strong

moxibustion treated group than control group. We concluded that acupuncture & moxibustion therapy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various growth factors, enzymes and receptor on the hair growth cycle for hai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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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환경

오염, 약물 남용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1-3)

. 임상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탈모환자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며, 특히 성인 남

성은 20%인 500만~600만 명이 탈모증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 탈

모 환자도 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4)

, 초발 연령도 점점 낮아지

고 있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탈모는 임상에서 주로 원형탈모증(斑禿)과 지루성 탈모증(脂

溢性脫髮)이 관찰되는데, 원형탈모증은 과도한 정신적 긴장, 누

적된 육체 과로, 유전 등의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며, 두피 모발이

갑자기 얼룩 모양으로 빠지므로 속칭 “鬼剃頭”라 하였고, 지루성

탈모증은 연령이나 유전, 피지의 과분비, 남성호르몬 민감성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하여 발병하는데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이마,

앞머리, 뒷머리 순으로 진행되는 대머리(禿髮)를 가리킨다
5)

.

한의학에서 탈모는 병리적으로 熱, 瘀, 虛, 實, 氣, 血과 중요

한 관계가 있는데, 熱은 주로 血熱과 濕熱을, 瘀滯는 氣滯, 血瘀

를, 虛는 血虛와 脾虛, 肝腎陰虛와 肺陰虛를, 實은 血瘀, 濕熱, 血



鍼灸療法에 의한 발모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대한 실험적 연구

- 675 -

熱을, 血은 주로 血虛, 血燥, 血瘀를, 氣는 脾氣虛, 腎氣虛, 肺氣虛

를 의미한다고 하였다6). 서양의학에서는 국소감염7), 내분비장애
8)

, 유전인자
9)

, 자가면역질환
10,11)

등과 더불어 정신적인 외상 혹은

정서적 압박이12)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의학적으로는 탈모에 대한 문헌 고찰13-15)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고, 여러 가지 한약재 배합물인 신응양진단, 사물탕가미

방 및 당귀보혈탕가미방을 경구투여하거나, 단일 약재인 고삼과

골쇄보 추출물 등을 피부에 도포한16-20) 실험적인 발모효과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약침
21)
과 봉침

22)
등을 이용한 발

모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탈모와 관련된 서양의학적인

연구는 minoxidil의 국소도포23), finasteride의 경구투여24), 냉각

치료
25)

및 면역치료
26)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탈

모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료법 역시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없다.

탈모의 치료에는 전통적인 약물내복법과 이침, 매화침, 약침

과 같은 침구치료, 약물을 이용한 도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쓰

이고 있다21,22,27). 이러한 탈모의 여러 원인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

면 뜸의 치료기전을 통해 탈모의 치료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뜸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을 통한 발모효

과와 거기에 더하여 매화침을 이용한 모발성장 효과와 발모관련

인자(성장인자, 효소 및 수용체)들의 발현과의 관계를 실험적으

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25 g 내외의 웅성 7-8주령 C57BL/6N 정상

생쥐를 이용하여, 침구요법에 의한 처치방법에 따라 각 군에 6마

리씩 배정하였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모두 출생날짜가 유사

한 것을 이용하였다.

2) 매화침과 뜸

뜸은 강화미니뜸(간접구용, 금산당제약, 한국)을 사용하였고,

매화침(동방, 한국)은 국내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성장기 유도방법 (Depilation treatment)

생쥐의 등쪽 피부 폭 2 cm, 길이 4 cm 정도의 영역을 동물

용 clipper로 깍은 후에 털제거용 제모제(비키로크림, 태극약품)

를 등쪽피부에 도포하여 털을 완전히 제거한 후 유수로 남은 제

모제를 수세하여, 자발적으로 유도된 성장기의 모낭과 구별되는

새로운 성장기 모낭을 유도하였다.

2) 침구요법에 의한 처치방법

(1) 매화침 요법

매화침자극은 75％알코올로 제모한 부위를 소독한 후에 매

화침을 이용하여 가볍게 피부를 균일하게 자침하되 피부가 약간

발적이 일어날 정도 또는 소량의 혈액이 스며 비칠 정도로 격일

간격으로 규정된 시간에 한 차례씩 자침하였다. 대조군은 매화침

자극을 하지 않은 군으로 하였다.

(2) 뜸 자극을 이용한 치료

자극할 부위의 모발을 깍은 뒤에 주위를 소독하고 그 부위에

강화미니뜸을 규정된 시간에 2회씩 2일간 처치한 군(강하게 처치

한 군) 또는 1회씩 2일간 처치한 군(약하게 처치한 군)으로 나누

어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뜸 자극을 하지 않은 군으로 하였다.

3) 관찰방법

(1)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의 육안적인 관찰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제모제를 사

용하여 털을 완전히 제거한 날을 실험 0일째로 정하여 피부에서

일어나는 발모와 관련된 육안적인 특징들을 디지털카메라를 이

용하여 5일과 10일째에 촬영하였고 더욱 세밀한 관찰을 위하여

Handscope를 이용하여 색소 침착부위와 발모부위를 촬영하였다.

(2)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의 광학현미경적 관찰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의 일반적인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모 후 5일(성장기 IV 모낭)과 10일(성장기 VI

모낭)에 희생시켰다. 희생 후 등쪽 피부를 척추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절개하여 Bouin 용액으로 12시간 고정하였다. 고정 후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탈수과정을 거쳐 paraffin으로 포매한

후 5 ㎛의 절편을 제작하여 H&E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

색을 시행하여 발생중인 모낭을 관찰하였다.

(3)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조직내 성장인자, 효소

및 수용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 조직내 성장인자, 효소

및 수용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제모 후 5

일(성장기 IV 모낭), 10일(성장기 VI 모낭)에 희생하였다. 그 후

관류고정 한 후 파라핀 절편을 제작하였다. 파라핀 절편은 5 ㎛

의 두께로 절단한 후 100% methanol에 0.3% H2O2를 넣은 용액

에서 endogeneous peroxidase를 제거하였다. 그 후 비특이적인

면역염색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30분간 정상혈청(normal

serum, 1:5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모낭주기에 따라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인 fibroblast growth

factor(FGF, 1:100), epidermal growth factor(EGF, 1:100),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1:50), 효소인 protein

kinase C-α(1:50), 수용체인 c-kit(1:100)를 일차항체로 이용하였

다. 일차항체의 희석배율은 구입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항체에 대한 positive control test를 실시하여 적정한 항

체 희석 배율을 정한 후 4℃의 moisture chamber에서 24시간 염

색하였다. 2차항체는 1차항체 반응 후 5분간 3회 0.1 M PB로

수세과정을 거친 후에 Hsu 등28) 의 방법에 따라 biotinylated

anti-IgG(Vector Laboratories, Inc.)를 1:200으로 희석한 후 실온

의 moisture chamber에서 30분 반응시켰다. 다시 5분간 3회 0.1

M PB 수세과정을 거친 후 peroxidase가 표지된 ABC 용액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다시 0.1 M PBS로 15분간 2회 수세하

고 나서 30 mg의 3-3' diaminobenzidine를 150 ml의 0.1 M PBS

에 녹인 용액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과산화수소를 0.005% 되게

첨가하여 갈색의 발색반응을 약 15분간 시행하였다. 반응이 끝난

조직들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탈수와 투명화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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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ount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 과

1.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치한 후 육안적인 발모효

과 관찰

정상 C57BL/6N 생쥐에서 침구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발

모효과를 육안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재모 후에 각각의 실험군

을 매화침 처치군,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 뜸을 약하게 처치한

군으로 나누어 처치한 후 제모후 10일째 육안적인 발모현상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모 후 70% EtOH을 도포한 대조군에서는 6마리 가운데 2

마리에서 전체적으로 육안적인 발모현상이 관찰되었고, 4마리에

서는 부분적으로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Fig. 1a). 실험군 가운데

매화침요법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6마리 모두 자극한 부위에서

육안적인 발모현상을 관찰하였으나 매화침의 자극강도에 따라

일부 생쥐에서는 전체적으로 육안적인 발모현상이 일어났으며,

일부 생쥐에서는 자극한 부위에서만 국소적으로 발모현상을 관

찰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하여는 대체적으로 강하게 발모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b).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군에서는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6마리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강하

게 발모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부위

의 인접 부위에서 강하게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Fig. 1c). 약하

게 처치한 군에서는 6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는 전체적인 발모현

상을 관찰하였으나, 나머지 4마리에서는 처치한 부위 주위에서

만 국소적으로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Fig. 1d).

Fig. 1. Macroscopic observa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1a), plum-bloosom needle(1b),

strong(1c) and weak moxibustion(1d). Extensive and rapid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plum-bloosom needle(1b) and strong moxibustion(1c)

groups. Strong(1c) and weak(1d) moxibustion treated group was strongly observed

in periphery of moxibustion treated areas.

2.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치한 후 handscope를 이용

한 발모효과 관찰

제모한 후에 10일간 매화침과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handscope를 이용하여 발모효과를 관찰한 결과는 대조군에서는

일부 1-2개정도 소수의 발모현상이 관찰되었으나(Fig. 2a), 매화

침으로 자극한 군에서는 자극한 부위에서 강한 발모현상을 관찰

하였다(Fig. 2b). 뜸요법에서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자극

한 부위의 주변 및 피부 전체적으로 강한 발모현상을 관찰하였

으나(Fig. 2c), 뜸을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자극한 부위의 주변

에서만 강하게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Fig. 2d). 특히 뜸으로 자

극된 부위에서는 화상에 의한 손상으로 발모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2c 와 2d).

Fig. 2. Handscopic observa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2a), plum-bloosom needle(2b),

strong(2c) and weak moxibustion(2d). Rapid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plum-bloosom needle(2b) and strong moxibustion(2c) groups.

Strong(2c) and weak(2d) moxibustion treated group was strongly observed in

periphery of moxibustion treated areas.

Fig. 3 Histologic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3a), plum-bloosom needle(3b), strong(3c)

and weak(3d) moxibustion(H&E stain, X100). Follicular cycling of control
group(3a) is anagen IV; Follicular cycling of plum-bloosom needle(3b), strong(3c)

and weak(3d) moxibustion treated groups is anagen VI.

3.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치한 후 피부의 H&E 염색

과 Masson
,
s trichrome 염색에 의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적 관찰

소견

제모 후 매화침과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실험 10일째

에 생쥐를 희생시켜 조직절편을 제작하여 H&E 염색과 Masson
,
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여 모낭의 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70% 에탄올을 도포한 대조군과 뜸을 약하게 처치한 군

에서는 성장기 모낭 IV단계이었으며 아직은 표피를 뚫고 성장하

지는 못하였다(Fig. 3a 와 3d). 매화침을 처치한 군과 뜸을 강하

게 처치한 군에서는 처치한 부위의 주변에서는 성장기 모낭 VI

단계로서 모낭들은 피하층까지 성장한 후 다시 표피를 뚫고 성

장하였다(Fig. 3b 와 3c). Masson
,
s trichrome 염색에 의하여 관찰

한 결과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Fig. 4c)이 대조군(Fig. 4a) 및 다

른 실험군(Fig. 4b와 4d)에 비하여 진피층내 아교섬유(collagen

fiber)에 대한 염색성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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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logic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4a), plum-bloosom needle(4b), strong(4c)

and weak(4d) moxibustion(Masson,s trichrome stain, X100). Rapid
and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plum-bloosom needle(4b),

strong(4c) moxibustion treated groups.

4.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후 모낭의 성장

주기내 여러 가지 성장인자, 효소 및 수용체의 발현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적 관찰 소견(Table 1 & 2)

1)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소견

정상 C57BL/6N 생쥐의 털을 깎고 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

치한 후 실험 5일과 10일째에 생쥐를 희생시켜 조직절편을 제작

하여 섬유아세포성장인자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조군에서의 섬유아세포성장인자에 표지된 세포들은 실험

5일째 표피의 상피세포에서는 미약하게 염색되었고, secondary

hair germ cell의 상피세포와 bulge에서는 중등도로 염색되었다

(Fig. 5a). 매화침을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미약하였으나 bulge와 secondary

hair germ cell의 상피세포에서 중등도의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

었다(Fig. 5b).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중등도

로 염색되었고, bulge와 secondary hair germ cell이 새로운 모낭

으로 증식하고 있는 부위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

다(Fig. 5c와 5d). 실험 10일째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매화침을 처

치한 군과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 표피에서 중등도로 면역

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Fig. 5. Longitudinal section of skin 5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5a), plum-bloosom needle(5b), strong(5c)

and weak(5d) moxibustion(FGF immunoreaction, X200).

2) 표피성장인자(EG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소견

대조군에서의 표피세포성장인자에 표지된 세포들은 실험 10

일째 표피의 상피세포에서는 미약하였으나 bulge에서는 중등도

로 염색되었다. 특히 표피의 각질층 아래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

응을 나타내었다(Fig. 6a). 매화침을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와 bulge에서는 중등도의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고, 특히 표피의 각질층 아래의 상피세

포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Fig. 6b).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중등도로 염색되었으나 bulge에서

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Fig. 6c와 6d). 특히, 매화침

과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표피의 각질층 아래의 상피세

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Fig. 6. Longitudin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6a), plum-bloosom needle(6b), strong(6c)

and weak(6d) moxibustion(EGF immunoreaction, X200).

3) c-kit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소견

c-kit에 표지된 세포들의 실험 5일째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bulge와 secondary hair germ cell에서 강한 면

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실험 10일째 표피의 상피세포에서는

미약하였으나 bulge에서는 강하게 염색되었다(Fig. 7a). 매화침을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

피에서는 중등도로 염색되었고, bulge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

을 나타내었다(Fig. 7b).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

는 중등도로 염색되었고, bulge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

타내었다. 또한, 외모근초에서는 대조군과 매화침 처치군에 비하

여 중등도의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Fig. 7c와 7d).

4) Protein kinase C-α (PKC-α)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소견

Protein kinase C-α에 표지된 세포들의 실험 5일째에는 대조

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표피, bulge, secondary hair germ

cell에서 강하게 염색되었다. 실험 10일째 표피의 상피세포에서

는 미약하게 염색되었으나 bulge에서는 중등도로 염색되었다

(Fig. 8a). 매화침을 처치한 군,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 및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

피와 외모근초에서는 중등도의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Fig.

8b, 8c, 8d). 또한 Bulge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강하게 염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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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ngitudin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7a), plum-bloosom needle(7b), strong(7c)

and weak(7d) moxibustion(c-kit immunoreaction, X100).

Fig. 8. Longitudin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8a), plum-bloosom needle(8b), strong(8c)

and weak(8d) moxibustion(PKC-α immunoreaction, X100).

5)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소견

혈관내피성장인자에 표지된 세포들의 실험 5일째에는 대조

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의 표피에서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

내었다. 실험 10일째에는 표피상피, bulge 및 외모근초에서는 중

등도로 염색되었다(Fig. 9a). 매화침을 처치한 군과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

피, bulge 및 외모근초에서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Fig. 9b와 9c). 뜸을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 bulge 및 외모근초에서는 중등도

로 염색되었다(Fig. 9d).

Fig. 9. Longitudinal section of skin 10 days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9a), plum-bloosom needle(9b), strong(9c)

and weak(9d) moxibustion(VEGF immunoreaction, X200).

Table 1. Expression of immunohistochemical density of FGF, EGF,

c-kit, PKC-α and VEGF in 5 days skin during hair follicle growth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plum-bloosom

needle, strong and weak moxibustion treated groups

Groups
FGF EGF c-kit PKC-α VEGF

5d 5d 5d 5d 5d

Control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_
-

+
++
+
-
-

+
++
+
-
-

-
++
+
-
-

++
+++
+
-
-

Plum-bloosom
needle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Strong
moxibustion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Weak
moxibustion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reaction; +, weak density; ++, mild density; +++, heavy density; SHG,
secodary hair germ; ORS, outer root sheath; IRS, inner root sheath

Table 2. Expression of immunohistochemical density of FGF, EGF,

c-kit, PKC-α and VEGF in 10 days skin during hair follicle growth

after topical treatment of 70% ethanol as control, plum-bloosom

needle, strong and weak moxibustion treated groups

Groups
FGF EGF c-kit PKC-α VEGF

10d 10d 10d 10d 10d

Control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_
++

+
++
-
-
+

+
+++
-
-
+

+
++
-
-
+

++
++
-
-
++

Plum-blooso
m needle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Strong
moxibustion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Weak
moxibustion

Epidermis
Bulge
SHG
IRS
ORS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reaction; +, weak density; ++, mild density; +++, heavy density; SHG,
secodary hair germ; ORS, outer root sheath; IRS, inner root sheath

고 찰

모낭은 성장기(anagen), 퇴행기(catagen) 및 휴지기(telogen)

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성장주기를 갖고 있으며, 분비, 보호, 의

사전달 도구 및 감각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29). 모낭은 성장주

기에 따라 상피와 간엽(mesenchyme)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모낭

의 bulge에 있는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주기적으로 재생한다
30)

.

모낭의 bulge 세포는 모낭과 표피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31), 모낭의 기질세포, 피지샘의 기저세포 및 표피로 분화

한다
32)

. 모낭은 신체계통에서 분비된 호르몬, 성장인자 및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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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낭의 분비물질에 의하여 조절되며, 이러한 분비물질들의 변화

가 모낭의 성장주기를 변화시켜 성장기를 짧게하여 퇴행기를 유

도하고 나아가 휴지기 모낭을 증가시켜 탈모를 유발시킨다.

탈모는 한의학적으로 크게 班禿과 脂漏性脫髮로 나누며, 班禿

은 정서가 긴장되어 肝氣鬱結과 사려가 과도하여 心脾가 勞傷되

어 기혈의 生化之源이 결핍으로 혈허하여 피부를 자양시키지 못

함으로 인해 모발이 영양을 받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와, 脂漏性

脫髮은 風濕이 침입하여 울체됨이 오래되면 化火되어 陰血을 耗

傷하고 生風, 生燥하여 피부가 영양받지 못하는 경우와 脾胃가 허

약한데 油膩肥甘, 辛辣酒類 등을 과식하고 健運作用이 실조되어

濕熱이 內生하면 肌膚를 蘊阻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33).

이러한 탈모의 치료에는 전통적인 약물내복법과 이침, 매화

침, 약침과 같은 침구치료, 약물을 이용한 도포 등 여러 가지 방

법이 쓰이고 있으므로27), 탈모의 원인과 치료는 뜸의 치료기전을

통해 탈모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논문에서는 뜸을 이

용하여 실험동물을 통한 발모효과와 매화침을 이용한 발모효과

를 실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뜸요법에서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6마리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강하게 발모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뜸요법에 의하여 처치한 부위의 인접 부위에서 강한 발모

현상을 관찰하였고, 약하게 뜸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6마리 가운

데 2마리에서만 전체적인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 Handscope에

의한 관찰 결과는 뜸을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자극한 부위의

주변과 제모한 부위의 피부에 전체적으로 강한 발모현상을 관찰

하였으나, 뜸을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자극한 부위의 주변에서

만 강한 발모현상을 관찰하였다. 특히 뜸으로 강하게 자극한 부

위에서는 화상에 의한 손상으로 발모현상은 관찰할 수 없어 뜸

자극시 자극의 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뜸을 강하게 처치

한 군에서는 처치한 부위의 주변에서는 성장기 모낭 VI단계로서

모낭들은 피하층까지 성장한 후 다시 표피를 뚫고 성장하였다.

뜸의 한의학적 치료기전은 氣溫하면 血滑하여 氣血의 운행이 강

화되어 "血脈和利"하고 "形與神俱"하며, "肌肉解利"하고 "皮膚緻

密"해져 건강상태에 도달케 하는 것이므로 經絡의 생체촉진작용

이 血行에 관여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34) 등은 《黃帝內經》에

서 나타난 뜸의 치료원리는 火熱의 특성이 있어 陽氣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補陽扶陽"하는 機能, 補陽과 補陰 하는 기능, 驅逐寒

滯하는 기능, 補虛瀉實하는 기능, 經脈의 氣血循行을 通暢시키는

기능, "因鬱熱外發"하는 기능 및 活血祛瘀하고 行氣導滯하는 기

능이 있다고 하였다.

뜸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족삼리에 장기간 직접구로 자극하

면 자극한 경혈의 진피내 고내피세정맥(high endothelial

venules)에서 면역조직화학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35)

, 또한 혈관의

확장과 미세혈관의 투과성과 같은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고 하

였다36).

매화침요법에 대하여 진
37)
은 부분탈모부위를 매일 한 차례

두드려 모공을 자극하여 모발의 생장을 촉진시키며, 황38)은 매화

침을 이용하여 가볍게 탈모된 부위의 피부를 균일하게 두드려서

자침하되 피부가 약간 발적이 일어날 정도나 또는 소량의 혈액이

삼출될 정도가 적당하며, 격일 간격으로 한 차례씩 자침한다고

하였다. 또한 황38)은 매화침 加灸法으로서 원형탈모 주위에 미세

한 출혈이 생길 정도로 매화침을 사용하여 직자하고 큰 생강을

잘라서 탈모 부위를 작열감이 일어 날 정도로 문지른 다음 그 자

리에 뜸을 뜨되 그 온도는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시

구 시간은 2-3분 정도로 매일 한 차례씩 치료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매화침 요법에서 육안적인 발모현상은 매화침 처

치군에서는 6마리 모두 자극한 부위에서 육안적인 발모현상이

관찰되어 대조군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강한 발모현상이 관찰되

었다. 특히 매화침 자극시 자극의 강도에 따라 일부 생쥐에서는

전체적으로 육안적인 발모현상이 일어났으며, 일부 생쥐에서는

자극한 부위에서만 국소적으로 발모현상이 관찰되어 매화침에

의한 발모효과도 자극의 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광학현

미경적으로 관찰하면 매화침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처치한 부위

의 주변에서는 성장기 모낭 VI단계로서 모낭들은 피하층까지 성

장한 후 다시 표피를 뚫고 성장하였다.

본 실험의 매화침이나 뜸과 같은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면

피부에 상처 또는 외상을 야기하여 휴지기모낭을 성장기모낭으

로 유발시키며39,40), 이러한 외상과 상처는 세포의 괴사와 염증을

유발하여41)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방출에 의하여 털의 성

장기를 직접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42)

.

또한 국소적인 피부손상은 백혈구와 급성 염증성 혈청단백

질을 이동시켜 염증부위에 있는 혈관에 작용하는 물질과 주화성

물질에 의하여 국소적인 혈액순환과 미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

시키며, 또한 순환하고 있는 백혈구들의 조직내 이주를 촉진시킨

다고 하였다43).

피부에서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 표피성장인자,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프로락틴 등과 같은 성장인자를 방출하여 모발의 성장

을 촉진하고 모발세포의 세포사를 방지한다44). 피부의 상피세포

와 진피의 빠른 재배열 및 혈관내피성장인자와 섬유모세포성장

인자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모낭의 성장주기를 변화시키며45), 모

기질, 진피유두 및 진피유두의 혈관계에 있는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하여 성장기 모낭을 유지시킨다
46)

.

본 실험의 모낭성장 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대한 면역조직화

학적 연구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는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중등도로 염색되었으나 bulge

와 secondary hair germ cell이 새로운 모낭으로 증식하고 있는

부위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표피세포성장인자

는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대조군

에 비하여 bulge에서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매

화침과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표피의 각질층 아래의

상피세포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

다. c-kit는 매화침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상피세

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중등도로 염색

되었고, bulge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과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에서는 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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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염색되었고, bulge와 외모근초에서에서는 강한 면역염색반응

을 나타내었다. Protein kinase C-α는 매화침으로 처치한 군, 뜸

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 및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와 외모근

초에서는 중등도의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고 bulge에서는 대

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강하게 염색되었다. 혈관내피성

장인자는 매화침으로 처치한 군과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

는 대조군에 비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피, bulge 및 외모근초에서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었다.

모낭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털의 형태

발생과 성장주기를 조절하여 모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적 역

할을 하며
43)

, 그 중 혈관내피성장인자는 모낭과 모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다45). 동물모델에서 혈관내피성

장인자의 과발현에 의하여 털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특히 혈관신

생(angiogenesis)에 의하여 bulge부위에 위치한 세포들을 증가시

켜 털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하였다47). 또한 혈관내피성장인자는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모낭조직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

하여 털을 성장시키며
51)

, 특히 혈관내피성장인자가 작용하는 부

위에 자연적으로 공급된 생물학적 인자들을 축적시켜 모낭조직

을 활성화하여 털을 성장시킨다47).

상피 또는 간엽(mesenchyme)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성장인자

(stem cell factor)에 반응하는 c-kit는 털의 성장주기에 따라 성장

기 모낭에서 강한 면역염색반응을 나타내며, 주로 색소침작부위

나 진피유두에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48)

. Protein

kinase C-α(PKC-α)는 생쥐의 털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털을

뽑거나 알러지피부염과 같은 피부자극시 털의 성장을 촉진하며,

털의 성장기 중기와 말기에 피부 내 농도가 증가하며 퇴행기로

이행하면서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일

부 피부에서 멜라닌합성(melanogenesis)을 조절하여 모낭의 성

장을 촉진시키거나 털의 성장을 유지시킨다고 하였고, 주로 털의

외모근초의 각질세포에서 과발현된다고 하였다49).

본 실험의 매화침과 뜸요법에 의하여 피부에 상처를 일으키

면 상처치유 기전에 의하여 상처부위 주위에 있는 각질세포에서

생산된 keratin 16, bFGF, heparin-binding epidermal growth

factor (HB-EGF) 및 transforming growth factor-α (TGF-α ) 단

백질과 반응하여 각질세포의 이동이나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하

였다50).

이상의 실험결과로 매화침과 뜸의 자극강도를 적절하게 처

치하면 정상적인 상처 치유 시 염증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인자들에 의하여 진피 내 섬유모세포의

유사분열과 이주를 자극하고, 혈관형성의 자극과 혈액공급을 증

가시켜 활혈과 행혈의 기능을 양호하게 만들어 발모가 촉진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국소적인 피부손상에 의한 염증관련

물질이 국소적인 혈액순환과 미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및 순환

백혈구들의 조직내 이주에 의하여 발모가 촉진된 것으로 사료되

었다. 더 나아가 매화침과 뜸의 자극강도 등에 대한 피부와 모낭

의 반응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정상 C57BL/6N 생쥐에서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에 의한 발

모효과를 육안적, 광학현미경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방법으

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안적인 발모효과는 매화침 처치군과 뜸으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 발모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광학현

미경적 관찰 소견은 대조군과 뜸으로 약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성장기 모낭 IV단계이었으나 매화침으로 처치한 군과 뜸으로 강

하게 처치한 군에서는 처치한 부위의 주변에서 성장기 모낭 VI

단계로서 모낭들은 피하층까지 성장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관

찰 소견은 섬유모세포성장인자는 매화침 처치군에서는 표피상피

세포, 뜸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표피와 secondary hair germ cell

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표피세포성장인자는 모든 실험군에서

표피상피세포에서 강하였으며 뜸으로 처치한 군에서는

secondary hair germ cell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c-kit는 침구요

법(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치한 모든 실험군에서 표피, bulge,

secondary hair germ cell 및 외모근초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Protein kinase C-α는 침구요법(매화침과 뜸)에 의하여 처치한 모

든 실험군에서 표피, bulge, secondary hair germ cell 및 외모근

초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혈관내피성장인자는 매화침으로 처

치한 군과 뜸으로 강하게 처치한 군에서 표피상피세포, bulge,

secondary hair germ cell 및 외모근초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매화침과 뜸에 의한 발모효과는 모낭의

성장주기내 여러 가지 성장인자, 효소 및 수용체의 과발현을 야

기하여 발모를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탈모치료에 응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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