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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갈근 에탄올추출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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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uerariae Radix Ethanol Extract on the Proliferation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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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uerariae Radix ethanol extracts (EPR). The effect of the EPR on 
proliferation of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s(HHDPCs) by MTT assay and observed Expression of mechanisms that 
regulate cell proliferation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and Akt by western blot. The results showed EPR 
increased the proliferation of HHDPCs and up-regulation phosphorylation of ERK and Akt. ERK and Akt increased by 
EPR inhibited phosphorylation by PD98059 (ERK inhibitor) and LY294002 (Akt inhibitor), and cell proliferation was also 
inhibited. These results suggested EPR increases the proliferation of HHDPCs through phosphorylation of ERK and Akt, 
and therefore is a beneficial effect for the alopeci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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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낭은 포유류동물에 존재하는 피부부속기관으로 태아기에 중배
엽과 외배엽 사이에서 파생되고 내모근초(inner root sheath), 외모
근초(outer root sheath), 모근(hair root), 모유두(hair dermal 
papilla), 모기질(hair matrix), 멜라닌형성세포(melanocyte) 등이 
존재한다.1,2) 이 중 모유두세포는 모구(hair buld) 내 특화된 섬유아
세포의 일원으로 세포의 증식을 통해 모발의 성장주기 및 남성형 탈
모(androgenetic alopecia)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3-5). 모유두(dermal papilla)는 모낭의 가장 하단부에 위치하며, 모
기질세포(hair matrix cell)에 감싸져있고 EGF (epidermal 
growth factor),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α, β, KGF 
(keratinocyte growth factor), IL (interleukin)-1 등의 성장, 저
해인자를 통해 세포의 증식, 분열, 사멸 등을 조절하여 모낭의 발
생 및 성장주기, 모발의 성장을 조절한다6). 
    모발은 각각의 독립된 성장주기를 갖은 모낭의 anagen 
phase, catagen phase, telogen phase 세단계의 반복을 통해 성

장하고 탈락한다.7,8) Anagen phase는 새로운 모낭을 유도하는 
propagating anagen phase와 세포 및 모발의 성장과 분화가 활
발히 일어나는 autonomous anagen phase로 나누어 볼 수 있
다.8,9)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주기는 약 20회 반복되지만 호르몬, 스
트레스, 질병, 환경오염, 흡연 등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형 및 
단축된다. 주기의 변화는 anagen phase 단축 및 조기 catagen 
phase 진입, telogen phase의 연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모발의 
탈락을 유도하여 탈모를 초래한다12-15). 탈모로 고통 받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환자의 수는 약 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탈모 치료제 및 치료법 개발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탈모의 기전 및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승인받은 탈모치료제는 minoxidil과 finasteride 두 가지
가 있다. Finasteride의 작용기전은 남성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
치는 5α-reductase typeⅡ의 억제를 통해 남성형 탈모를 예방하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minoxidil의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다. 관련연구에 따른 Minoxidil의 모발성장 효과는 혈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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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통한 영양공급 증가, K+ channel opening을 통한 모발성장
유도, 모유두세포의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Akt 경로의 활성화를 통한 세포증식 및 apoptosis억제 효
과 등으로 보고되었다16-18). 그러나 finasteride의 남성의 성기능 
저하와, 여성의 불임 및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부작용과 minoxdil의 
도포부위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홍반, 가려움증, 도포 중단 시 
탈모재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하며, 효과의 지속력이 높은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20)

    갈근(Puerariae Radix)은 다년생 콩(Leguminosae)과 식물로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자라며, 예로부터 차, 죽, 미숫가루 등의 식
용과 감기, 두통, 설사, 당뇨, 이질 등에 약용으로 사용되었다.20,21) 
현재까지 모공축소 및 피지분비 억제용 화장료 조성물의 특허와 다
양한 약리효과22-29)가 보고되었지만 모발개선 및 탈모치료에 관련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피지분비 억제 효능 및 항염, 항균, 피부개선 
효과가 있는 갈근 추출물이 탈모 및 두피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발모 및 탈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체 모유두
세포(humam hair dermal papilla cells, HHDPCs)를 이용하여 
갈근 에탄올추출물(Ethanol Extract of Puerariae Radix, EPR)이 
세포증식 및 관련 신호전달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탈모 
치료제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추출
    (주) 옴니허브에서 구입한 갈근 200 g에 100% EtOH 2 ℓ를 
넣어 3일간 실온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거즈로 여과한 후 회전
감압농축기(EYELA, Japan)를 이용하여 3.89 g (수율 1.945%)의 
시료를 얻었다. 시료는 냉동 보관하였으며,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세포주 배양
    Scien Cell (CA, USA)사에서 구입한 인체 모유두세포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s, HHDPCs)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 Gyeongsan, Korea), 100 
units/mL penicillin 100 ㎍/㎖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Gyeongsan, Korea)을 사용하
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3.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세포 증식율 측정은 Mosmann (1983)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
하였다. 모유두세포를 24 well plate에 2x10³ 개씩 분주하고 갈근 
에탄올추출물(EPR) 5, 10, 25 ㎍/㎖와 양성대조군 minoxidil 10 μ
M (Sigma, MO, USA)을 처리한 후 37℃, 5% CO₂하에서 48시간, 
72시간 배양하였다. ERK, Akt inhibitor (PD98059, LY294002; 
cell signaling, MA, USA)처리에 의한 세포 증식율 측정은 모유두
세포를 24 well plate에 2x10³ 개씩 분주 후 24시간 뒤 inhibitor
를 1시간 전처리하고, 갈근 에탄올추출물(EPR)을 10, 25 ㎍/㎖로 

처리하여 37℃, 5% CO₂하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5 ㎎
/㎖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MO, 
USA) 용액을 넣어 3시간 37℃에서 반응시킨 뒤 상층액을 제거하
고 형성된 formazan을 DMSO 1 ㎖로 녹여 ELISA reader로 57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Western blot 분석
    모유두세포를 10 cm 배양용기에 5×10⁵ 개씩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갈근 에탄올추출물(10, 25 ㎍/㎖)과 양성 대조군 
minoxidil (10 μM)를 각각 처리하고 3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PBS 세척 후 cell scraper를 이용해 수거하고 1x lysis 
buffer (1× RIPA buffer 1 ㎖, 1 mM PMSF, 1 ㎍/㎖ aprotinin, 
1 ㎍/㎖ leupeptin, 2 mM DTT)로 30분간 용해시킨 뒤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이용하였다. 단백질
은 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2× sample buffer (1 
㎖ glycerol, 0.5 ㎖ β-mercaptoethanol, 3 ㎖ 10% SDS, 1.25 
㎖ 1 M Tris-HCl, 1～2 ㎍ bromophenol blue)와 동량으로 혼합
한 후 10-12%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PVDF membrane로 전이시키고 5% non-fat skim milk 
(Becton, Le Pont de Claix, France)와 3% BSA (sigma)로 
blocking 시킨 후 anti-p-Akt anti-t-Akt, anti-p-ERK, 
anti-t-ERK의 Antibody, anti-rabbit를 사용하였으며, 1차 
antibody는 1:1000, 2차 antibody는 1:5000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ECL (Buckinghanshire, England) 용액으로 발색 후 Chemi Doc
을 이용하여 각 band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 ± SD로 나타내었으며, 
Sigma Plot (San Jose, CA, USA)의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p<0.05
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모유두세포 증식 촉진효과
    갈근 추출물 (EPR)이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시료를 농도별(5, 10, 25 ㎍/㎖)로 처리하고 48시간과 
72시간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각각의 
농도에서 48시간 후 대조군(100%)에 비해 96(±1.1)%, 105(±4.9)%, 
110(±4.0)%였으며, 72시간 후 104(±2.3)%, 113(±3.3)%, 
112(±6.2)%로 나타났다(Fig. 1). 양성대조군인 minoxidil(10 μM)은 
48시간과 72시간 후 각각 103(±1.1)%, 108(±3.7)%였다. 따라서 
48시간 후 10, 25 ㎍/㎖ 농도 구간에서 모유두세포의 증식이 촉진
되고 72시간 후 모든 농도에서 세포증식의 효과가 더 높아졌다. 특
히 세포증식 촉진효과는 minoxidil보다 높게 나타났다. 

2. ERK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S. A Park et al 169

갈근 추출물이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신호전달기전을 조사
하기 위하여 시료를 처리한 뒤 western blot분석으로 ERK 인산화
를 조사하였다. Fig. 2A와 같이 갈근 추출물 10 ㎍/㎖과 25 ㎍/㎖ 
농도로 처리 시 ERK 인산화가 증가되었다. 갈근의 ERK 인산화 촉
진 효과를 ERK 억제제인 PD98059 (20 μM)를 처리하여 확인한 결
과, 갈근 추출물에 의해 증가된 ERK 인산화가 PD98059에 의해 감
소하였다(Fig. 2B). 따라서 갈근 추출물은 모유두세포에서 ERK의 
인산화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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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EPR on the cell proliferation in HHDPCs. Cells 
were treated with EPR (5, 10, 25 ㎕/㎖l) and minoxidil (10 ìM) for 48 h or 
72 h. The proportion of survival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Experiments were repeat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Fig. 2. EPR induced phosphorylation of ERK in HHDPCs. (A) Cells were 
treated with EPR (10 and 25 ㎕/㎖) and Minoxidil (10 ìM) for 30 min. The 
levels of phospho-ERK and ERK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B) Cells 
were pre-treated with ERK inhibitor (PD98059, 20 ìM) for 1 h, followed by 
EPR and minoxidil treatment for 30 min.  Experiments were repeat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3. ERK 인산화를 통한 모유두세포 증식 촉진효과
    갈근 추출물이 ERK의 인산화를 촉진하였으므로 갈근이 ERK를 
경유하여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지 확인하였다. ERK 억제
제 PD98059를 1시간 전처리하고 시료에 72시간 배양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갈근 추출물 (10, 25 ㎍/㎖)은 모유두세포
의 증식을 촉진하였으나, PD98059 처리 시 약 89%, 86%로 감소

하였다(Fig. 3). 따라서 갈근 추출물은 ERK 인산화를 경유하여 모
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을 알 수 있었다.

4. 모유두세포의 Akt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갈근 추출물이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신호전달기전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처리한 뒤 western blot분석으로 Akt 인
산화를 조사하였다. Fig. 4A와 같이 갈근 추출물 10 ㎍/㎖과 25 
㎍/㎖ 농도로 처리 시 Akt 인산화가 증가되었다. 갈근의 Akt 인산
화 촉진 효과를 Akt 억제제인 LY294002 (20 μM)를 처리하여 확
인한 결과, 갈근 추출물에 의해 증가된 Akt 인산화가 LY294002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4B). 따라서 갈근 추출물은 모유두세포에서 
Akt의 인산화를 촉진하였다. 

Fig. 3. EPR increased cell proliferation via ERK activation in HHDPCs. 
Cells were pre-treated with ERK inhibitor (PD98059, 20 ìM) for 1 h, 
followed by EPR (10, 25 ㎕/㎖) and minoxidil (10 ìM) treatment for 72h. 
The proportion of survival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Experiments 
were repeat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Fig. 4. EPR induced phosphorylation of Akt in HHDPCs. (A) Cells were 
treated with EPR (10 and 25 ㎕/㎖) and Minoxidil (10 ìM) for 30 min. The 
levels of phospho-Akt and Akt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B) Cells 
were pre-treated with Akt inhibitor (LY294002, 20 ìM) for 1 h, followed by 
EPR and minoxidil treatment for 30 min.  Experiments were repeat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5. Akt 인산화를 통한 모유두세포 증식 촉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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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근 추출물이 Akt의 인산화를 촉진하였으므로 갈근이 Akt를 
경유하여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지 확인하였다. Akt 억제제
인 LY294002 (20 μM)를 1시간 전처리하고 시료에 72시간 배양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갈근 추출물 (10, 25 ㎍/㎖)은 모
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였으나, LY294002 처리 시 78%, 76%로 
감소하였다(Fig. 5). 따라서 갈근 추출물은 Akt 인산화를 경유하여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Inhibitory effects of LY294002 on EPR induced cell 
proliferation in HHDPCs. Cells were pre-treated with Akt inhibitor 
(LY294002, 20 ìM) for 1 h, followed by EPR (10, 25 ㎕/㎖) and minoxidil 
(10 ìM) treatment for 72h. The proportion of survival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Experiments were repeat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고    찰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모발의 탈락이 정상적인 모발 
성장주기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
전, 스트레스, 식생활, 모발 및 두피제품 등이 있다. 모발은 외부자
극, 자외선, 온도에 따른 체온변화 등의 보호와 체내 중금속을 배
출하는 역할을 하며,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장식
적인 수단으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최
근 탈모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수는 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며, 증가된 탈모 환자의 수만큼 그에 따른 치료방법 개발에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병의 원인, 치료방법, 치료제
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모낭은 모발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epithelial cell과 
mesenchymal cell 및 여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Mesenchyma cell에 속하는 모유두세포는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 저해인자 분비 및 상피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발의 성
장을 조절한다. Mesenchyma cell은 stem cell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에 대한 연구 등에 사용되며, 모유두세포의 증식 및 사멸은 모
낭유지, 모주기, 모발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최근 모유두세포를 이용한 모낭 및 모발관련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ginsenoside F2, Avicennia marina, 당귀와 감초 
복합 한약추출물 등의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32-36)

    갈근은 칡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로 한방에서 고혈압,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노인성, 당뇨, 숙취제거 등에 이용된다. 약리작용

으로 항산화성 및 미백효과, 알레르기 염증 작용, 골 손실 방지, 항
염증, 아질산염소거 및 간독성 보호, 지질저하, 대장암세포 증식 저
해 등이 보고되었다.24-30) 갈근의 주요성분은 daidzein, daidzin, 
puerarin, apigenin, isoflavonoid, genistein, kakkonein 등이 
있으며 특히 isoflavonoid는 열수추출보다 에탄올추출에서 높은 함
량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40) Isoflavonoid는 검은 색
소 성분의 플라보노이드로 검은콩, 콩나물, 갈근 등에 많이 함유되
어 있고, 피토에스트로겐(phytoestrogen)의 일종으로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estrogen)의 특성과 동일한 식물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 
유사물질로서 5α-reductase의 작용을 억제하여 DHT의 생성 저해
를 통해 남성형 탈모 및 원형탈모를 개선한다.9-10) 현재까지 갈근의 
약리작용은 항염, 항산화, 항암 등에 집중되어있으며 두피 및 탈모
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근 추출물
이 인체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메커니즘을 알
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유두세포의 증식율을 측정하기 위해 갈근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10∼25 ㎍/㎖의 농도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증식율이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minoxidil (10 μM)의 세포 증
식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inoxidil의 세포증식효과는 수
염, 체모, 두피 등의 분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배양 조건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MAPK 중 하나인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ERK)의 활성화는 세포증식
에 깊이 관여함이 알려져 있으며 탈모 치료제인 minoxidil은 ERK
의 활성화를 통해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38) 
또한 fibroblast growth factor (FGF)와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등의 여러 인자로 인한 Wnt/β-catenin pathway
가 모낭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9,40) 이와 관련된 연구로 
Ciprofloxacin이 Akt 인산화 촉진에 관련된 GSK3β (Ser9)의 비활
성화로 Wnt/β-catenin 안정화를 증가시켜 모유두세포의 줄기세포
능을 유지시킨다고 보고되었다.40) 따라서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증
가시킨 갈근 추출물이 ERK, Akt 인산화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western blot을 통해 관찰한 결과, 갈근 추출물 (10, 25 ㎍/㎖)처
리 시 ERK와 Akt의 인산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ERK억제제인 
PD98059와 Akt억제제인 LY294002를 전 처리하였을 때 ERK와 
Akt의 인산화가 억제되어 ERK, Akt 경로를 통한 세포증식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PD98059와 LY294002의 전처리로 
인해 세포의 증식이 억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 갈근 추출물이 ERK와 Akt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 모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갈근 추출물의 탈모억제 및 발모 효과
를 입증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탈모 치료제 개발 후보물질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갈근 추출물이 인체 모유두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농도별 세포 생존율과 관련 MAPK의 발현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모유두세포의 증식이 증가하였고 ERK, Akt의 인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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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촉진되었으며, 증가된 세포 증식과 인산화의 촉진을 ERK와 Akt
억제제 전처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갈근 에탄올추출물의 세포증식은 ERK, Akt 인산화 경유를 
통한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갈근 에탄올추출물은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모발의 성장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
단되며, 탈모 치료제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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