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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뿌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 조성물의 발모촉진 효과에 관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연구

김중학*
,
**

†·홍성길**·황성주**·손상욱***·최용순*

*강원대학교 생명공학과, **(주)이롬 생명과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학교실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Effects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on the Hair Growth Promotion 

Joong Hark Kim*
,

**
†, Sung Kil Hong**, Sung Jue Hwang**, Sang Wook Son*** and Yong Soon Choi*

*Department of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Erom R&D Center, Erom Co., Ltd., Chuncheon 200-944, Korea.

***Department of Dermatolog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Ansan 425-701, Korea.

ABSTRACT : In this study, to develop hair growth agents using natural products which has excellent ability to promote hair

growth effect and fewer side effect, animal experiment and clinical trials was performed to evaluate hair growth promotion

effect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RMHP). 4-week-old male C57BL/6

mice were removed the dorsal hair using thioglycolate, and applied 15% EtOH solution as a negative control, 5% minoxidil

as a positive control and RMHP to dorsal skin. In the results of macroscopy and photo-interpretation, RMHP group

recorded 100% (+++++) of hair growth was proved to significantly stimulate hair growth against 80% (++++) negative con-

trol group. 37 patients were treated with RMHP and evaluated the therapeutic effect at 16 weeks. Hair density was signifi-

cantly increased at 16 weeks after applying RMHP (125.0 ± 4.9 FU/㎠) compared to before treatment (104.3 ± 4.7 FU/㎠,

p < 0.05), and hair thicknes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0.066 ± 0.003 ㎜) than before treatment (0.055 ± 0.002 ㎜,

p < 0.05). The result of clinical photo-interpretation using 7-point rating scale assessment, after 16 weeks clinical symptoms

were evaluated to significantly improve with 1.23 ± 0.05 (p < 0.05).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observed that

RMHP have hair loss prevention effect and hair growth promotion effect to hair los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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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모발 (hair)은 상피조직을 작은 찰과상과 자외선으로부터 보

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전달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특히 두피 모발 (scalp hair)은 인체 모

발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모발의 생리적 기능과 함께 두부

의 완충작용으로 두부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성

별, 연령 및 지위에 따른 개인의 개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Cash,

2001; Hong, 2009).

모발은 생장기 (anagen), 퇴행기 (catagen) 및 휴지기 telo-

gen)의 성장주기를 반복하는데, 정상적인 두피에서 90~95%는

생장기에 있고 1% 미만은 퇴화기에 있으며 5~10%는 휴지기

에 있으며, 매일 100개 이상의 모발이 휴지기에 접어들고 같은

수의 모낭은 다시 생장기로 들어간다 (Price, 1999). 따라서 매

일 100개 이상의 모발이 탈락되고 새로 생성되는데, 모발이 비

정상적으로 많이 탈락되거나 재생되지 않는 증상을 탈모

(alopecia)라 한다. 탈모의 치료방법으로는 경피 도포제로서 미

녹시딜 (Minoxidil®)과 경구 복용제로서 프로페시아 (Propecia®)

가 FDA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Price, 1999; Selmanowilz et al., 1974). 하지만 임상사례

로부터 미녹시딜에서 체중 증가, 부종, 협심증, 피부염 및 소양

증 등과, 프로페시아에서 남성 성기능 장애 및 기형아 출산 등

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이 제한적

이거나 또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기피현상을 갖는 문제점이 있

다 (Hagemann et al., 2005; McClellan and Markh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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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은 다양한 연구에서 항산화 및 면역조절 기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

은 반면 항노화, 미백, 주름개선 또는 항염증 등의 다양한 기

능성을 갖는 한방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Cho et al., 2011; Kim et al., 2011; Lee et al., 2011;

Seo et al., 2009). 특히, 최근 항산화 효과 및 면역조절 작용

등을 나타내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발모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발모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

행되고 있다. Lim 등은 tocotrienol의 섭취가 두피의 지질과산

화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발모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im et al., 2010), Joo는 수종의 천연물과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를 이용한 발효추출물의 도포가

모발생장에 관여하는 cytokine을 조절하여 C57BL/6 mouse의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Joo, 2011). Kim 등

은 화학요법제인 cytrabine에 의한 자발적인 탈모실험 모델에

서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의 추출물의 도포가 염증성

cytokine과 염증 유발인자의 조절을 통해 DBA1J mouse의 모

발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4). 이

밖에도 탈모 치료에 이용되는 한방 처방전 또는 민간요법에

근거한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나 천연물의 추출물을 이용한 발

모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천연물로부터 발모효과

가 우수한 제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하였다.

찔레뿌리 (Rosa multiflora roots)는 한방에서 청열 (淸熱),

이습 (利濕,) 거풍 (祛風), 활혈 (活血)에 효능이 있어 당뇨병,

관절염, 토혈, 월경불순 및 타박상 등의 치료목적으로 민간에

서 사용되어 왔다. 찔레뿌리의 주요 성분으로 triterpenoid와

lignan 성분 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최근 항산화활성이 높은

축합형 탄닌화합물 (condensed tannins)인 procyanidin B3와

catechin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Han, 2006). 찔레뿌리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

구로 Choi 등은 찔레뿌리 유기용매 추출물이 HMG-CoA

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닭의 혈청 콜레스테롤을 유의하

게 낮추는 겄으로 보고하였고 (Choi et al., 1993), Lee와

Choi (1999) 는 찔레뿌리의 열수추출물이 ACAT에 대해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지질흡수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Park 등(2011)은 찔레뿌리의 유기용매 추출물에서

DPPH, ABTS 및 superoxide anion 라디컬 소거능에 대한 항

산화활성과 iNOS protein의 발현 억제에 따른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더불어 찔레뿌리로부터 정제한

procyanidin B3와 catechin의 도포가 아토피 유발 NC/Nga

mouse에게 염증성 cytokine과 COX-2 및 iNOS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발모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발

모제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갖는 찔레뿌리

와 갈근, 우엉, 옥미수, 검은콩 껍질 및 쑥을 혼합하여 추출한

천연물 조성물을 조제하였으며,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수행

하여 상기 조성물의 발모촉진효과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적인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발모 조성물의 전임상 효능평가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심의

본 전임상 연구는 이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ROM IACUC)

로부터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적합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심사승인을 득한 후 수행 하였다

(IACUC No.: AEC-2009114-003).

2) 발모 조성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찔레뿌리 (Rosa multiflora root), 갈근

(pueraria root), 우엉 (burdock), 옥미수 (maydis stigma), 검

은콩 껍질 (black soybean hulls) 및 쑥 (mugwort)은 한약재

상을 통하여 국내산으로 확인된 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였다.

입수한 원료는 찔레뿌리를 50%가 포함되도록 조성한 후, 15%

의 주정을 이용하여 shaking incubator (Jisico Co., Ltd, Korea)

내에서 24시간 상온 교반추출 하였다. 추출한 원료는 감압 여

과 후 rotary evaporator (EYELA, Tokyo Ricakikai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한 후 최종 15%의 추출 고형물이

함유되도록 15% ethanol 용액과 혼합액으로 제조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의 입수 및 관리

4주령의 웅성 C57BL/6 mouse (Orient Co., Ltd, Korea)를

입수하여 1주간 사육환경에서 식이적응을 시켰다. 모든 실험

동물은 open-lid cage (Jeongdo Industry Co., Ltd, Korea)

내에 bedding (Lignocel, JRS Co., Germany)을 깔아 사육하

였으며, 사육 기간 중 식이는 시판 실험동물사료(Purina,

Switzerland)와 정수된 수돗물을 급수병에 담아 자유급여 (ad.

libitum) 하였다. 사육환경은 Clean Animal Lack (Jeongdo

Industry Co., Ltd, Korea) 내에서 평균온도 25 ± 1℃, 상대습

도 45 ± 5% 및 auto-timer를 이용하여 12시간의 일조시간을

유지시키며 사육하였다.

4) 실험동물의 제모 및 시료의 처리

1주일간의 식이적응을 마친 후 실험동물을 10마리씩을 한

군으로 하여 실험군을 분류하였다. 시료처리 1일 전 실험동물

의 배부 (dorsal skin)의 털을 electronic clipper를 이용하여

면도한 후 80% thioglycolic acid 주성분의 제모제 (Niclean,

Ildong Co., Ltd, Korea)를 처리하여 모근의 털을 완전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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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모 1일 후 실험동물 배부의 피부가 선홍색으로 털

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 한 후 각각의 실험 시료를 도포

하였다. 실험 시료는 음성대조군 (Group: CON)은 추출물 시

료의 용매와 같은 15% ethanol 용액과, 양성대조군 (Group:

MXL)으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5% minoxidil 주성분의 발

모제 (Minoxil, Hyundai Pharm. Co., Ltd, Korea)와 실험물

질로 찔레뿌리 주성분의 천연물 조성물 (Group: RMHP)을

15% ethanol 용액으로 제조하여 2주간 도포하였다.

5) 육안관찰 및 사진판독

대조물질 및 실험물질의 도포에 따른 양모와 육모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양모기간 중 1주일 간격으로 육안관찰 및

사진촬영을 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을 diethyl ehther

를 이용한 호흡마취 하에 도태시켰다. 각 주간에 촬영된 사

진을 육안적으로 판단하여 제모된 배부 피부의 발모상태에

따라 0% (−), 0~20% (+), 20~40% (++), 40~60% (+++),

60~80% (++++), 및 80~100% (+++++)의 척도로 하여 실험

물질의 도포에 따른 전반적인 양모 및 육모효과를 평가하였다.

2. 발모 조성물의 임상 효능평가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심의

본 임상시험 연구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발모조성물의 임상시험 효능평가에 대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수행 하였다 (IRB No.:

ED9110).

2) 대상자의 선정

본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에 남

성형 및 여성형 탈모증 (Male and Female Pattern Alopecia)

환자 40명을 모집하였다. 피검자는 한국인 안드로겐성 탈모증

(andorgenetic alopecia)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들을

의학적으로 남성형 및 여성형 탈모증으로 진단 및 분류하고,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등의 기타의 탈모 환자들은 정확

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시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본 임상시험에의 모집 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 중, 최근 3개월 이상 탈모증으로 진

단을 받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 남녀 탈모

증 환자로서,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다른 질환으로 약물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임신하였거나 수유 중인 여성 환자, 시

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본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방법

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 한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환자, 임상시험 시작 시점 2주 이내에 다른 탈모

치료 약제나 제품을 투여 받은 환자, 또는 기타, 임상시험 담

당자가 판단하였을 때 본 임상시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로서, 임상시험 지원자 중 해당자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3) 시험물질의 처방

전임상 효능평가 연구의 최종 조성물인 찔레뿌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 조성물을 액상 두피 도포용 외용제

(hair tonic)로 제조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임상시험에 참여

한 피험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연구자의 안내에 따

라 천연물 조성물을 아침, 저녁으로 일일 2회씩 16주간 도포

하도록 하였다.

4) 포토트리코그램에 의한 평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시험물질을 도포하기 전 두정

부 탈모부위 (the leading edge of the vertex bald spot)에

검은 점으로 반영구 문신 (tattoo)을 하여 매 측정시마다 동

일한 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표지하였다. 시험물질 도포 전

(base line)과 도포 후 8주째 및 16주째에 환자의 머리를 머

리 고정대 (stereotatic device)에 보정한 후 문신 부위를 중

심으로 한 탈모 부위를 simple hand-held phototrichogram

(Folliscope2.5®, LeadM Co, Korea) 영상 모발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한 후 단위면적당 모발의 개수 (hair

count), 두께 (hair thickness) 및 밀도 (hair density)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5) 임상사진 평가

환자를 머리 고정대 (stereotatic device)를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와 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물질 도포 전

과 8주째 및 16주 째에 전두부의 임상사진을 촬영하였다. 측

정 오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임상시험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동일한 헤어스타일과 모발 색깔을 유지하도록 권유 하였다. 촬

영한 임상사진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 패널 (expert

panel assessment of global photographs)을 구성하여 탈모증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자의 평가 척도는

7-point ratign scale에 의하여 ‘매우 악화 (greatly decreased)’,

‘악화 (moderately decreased)’, ‘다소 악화 (slightly decrea-

sed)’, ‘변화 없음 (no change)’, ‘다소 호전 (slightly increa-

sed)’, ‘악화 (moderately increased)’ 및 ‘매우 호전 (greatly

increased)’으로 −3점에서 +3점까지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6) 환자 만족도 설문지 평가

환자의 탈모 개선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시험물질 도포 후 8

주째 및 16주째에 설문응답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척도

는 탈모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3-point

rating scale을 이용하여 두정부 탈모 부위의 크기 변화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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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ertex spot), 정수리에서의 탈모 (hair loss on top of

scalp), 전두부 탈모 변화 (bitemporal recession), 모발 탈락

(hair shedding), 모발의 질 (hair quality) 및 전반적인 만족도

(overall satisfaction)에 대하여 ‘호전 (improvement)’, ‘변화

없음 (no change)’ 및 ‘악화 (worse)’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7) 통계학적 분석

모든 결과 값은 평균 ±표준편차 (mean ± SD)로 표시 하였

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USA)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처리 시점간의 평균에 대한 유의

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수행

하여 분석하고,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발모 조성물의 전임상 효능평가 

천연물 조성물의 발모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의

제모된 피부에 시험물질 도포 전과 1주 및 2주째에 육안 및

사진판독을 통하여 발모상태를 관찰하였다. 제모 후 1일 후 실

험동물의 배부는 선홍색으로 모근이 휴지기 (telogen)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제모크림 처리에 따른 상처

(scratch)가 모든 실험동물에서 나타났으나 1주 내에 모두 사

라졌다. 실험물질 도포 1주 후에는 대조군 (CON)에 대하여

5% minoxidil 처리군 (MXL)과 천연물 조성물 (RMHP) 처리

군이 두드러진 모발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실험물질 도포 2주

째에 대조군은 약 80% (++++) 정도의 모발 성장을 나타낸데

대하여 MXL 및 RMHP 군은 거의 완전히 발모가 된 상태로

관찰되었으며 (+++++), RMHP군과 MXL군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Fig. 1).

2. 발모조성물의 임상 효능평가

1) 임상시험 대상자의 특성

천연물 조성물의 발모촉진 효능평가에 대한 임상시험에 총

Fig. 1. Hair growth promoting effect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on hair
removed dorsal skin of C57BL/6 mice. Group: CON; 15% EtOH, MXL; 5% minoxidil, RMHP; herbal product.

Table 1. Hair growth promoting effect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on
hair removed dorsal skin of C57BL/6 mice.

Days
Groups

CON MXL RMHP

 0 − − −*

 7 + ++ ++

 14 ++++ +++++ +++++

*Hair growth was evaluated by the scoring index: 0% (−), 0~20%
(+), 20~40% (++), 40~60% (+++), 60~80% (++++) and
80~100% (+++++). Group: CON (n = 10); 15% EtOH, MXL
(n = 10); 5% minoxidil, RMHP (n = 10); herb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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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피검자 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하여 최종 남자 29명 및

여자 8명으로 총 3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Table 2). 연구

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는 43.7 ± 7.4세이고, 여

자는 52.5 ± 6.2세로 남녀 전체 평균은 48.1 ± 8.0세이였다

(Table 2).

2) 대상 환자의 탈모 형태 분석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탈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남성 환자의 경우 헤밀턴-노우드 분류법 (modified Hamilton-

Norwood classification)과 여성환자의 경우 루드윅 분류법

(Ludwig 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탈모 형태를 분석하였다.

헤밀턴-노우드 분류법에 따른 남성 환자의 탈모 형태는 두정

부의 탈모가 진행되는 IIIvertex형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탈

모가 진행되는 II형 6명으로 많았으며, 그 외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IV형, V형, Va형 및 VI형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Table 2). 루드윅 분류법에 따른 여성 환자의 탈모 형태

는 전두부 탈모가 시작되는 I형 4명과 두정부 모발이 두드러

지게 감소하는 II형이 4명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3) 포토트리코그램에 의한 평가

시험물질 도포에 따른 발모촉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

험자의 두정부 탈모부위를 포토트리코그램을 이용하여 모발

밀도 (hair density) 및 모발 두께 (hair thickness)를 측정하였

다. 피험자의 모발 밀도는 천연물 조성물 도포전 104.3 ±

4.7 FU/㎠에서 도포 8주째에 평균 116.4 ± 4.9 FU/㎠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p < 0.05), 도포 16주째에는 125.0 ± 4.9

FU/㎠로 도포 전에 대하여 약 20%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Fig. 2). 피험자의 모발 두께는 천연물

조성물 도포전 0.055 ± 0.002㎜에서 도포 8주째에 0.062 ±

Table 2. Age, gender distribution and patterns of alopecia of patients.

Variable Patients

Number (n)

 Female 58

 Male 29

 Total 37

Age (year)*

 Female 52.5 ± 6.2

 Male 43.7 ± 7.4

 Average 48.1 ± 8.0

Hamilton-Norwood classification of the male subjects (n)

 Type II 56

 Type III 52

 Type IIIvertex 12

 Type IV 53

 Type V 52

 Type Va 53

 Type VI 51

Ludiwig classification of the female subjects (n)

 Grade I 54

 Grade II 54
*Values are the means ± SD

Fig. 2. Changes of hair density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applying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measured by
simple hand-held phototrichogram. Abbreviation, FU
means follicular unit of scalp skin. p-value means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in week at p < 0.05.

Fig. 3. Changes of hair thickness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applying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measured by
simple hand-held phototrichogram. p-value means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in week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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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 0.05), 도포 16주 째에

는 평균 0.066 ± 0.003㎜로 도포전에 대하여 약 21.1%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Fig. 3).

4) 임상사진 평가

시험물질 도포 8주째 및 16주 째에 피험자의 전두부의 임

상사진을 촬영한 후 7-pont rating scale에 의해 탈모증의 개

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패널에 의한 임상사진의 평가

결과 천연물 조성물 도포 전에 대하여 도포 8주째에 평균

+0.51점, 그리고 16주 째에 평균 +1.23점으로 도포 기간에 따

라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p < 0.05)

(Fig. 4, Fig. 5).

5) 환자 만족도 설문지 평가

시험물질 도포 후 8주째 및 16주째에 3-point-rating scale을

이용하여 호전, 변화 없음 및 악화 여부에 대한 환자의 만족

도를 설문응답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두정부 탈모 부위의 면

적변화, 정수리에서의 탈모, 전두부 탈모 변화, 모발 탈락, 모

발의 질 및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 응답에서 전반적으

로 40~55%의 환자에 있어 호전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전반

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사용 16주 후에 62.1%의 환자가 호

전되었다고 답변하여, 환자들이 천연물 조성물의 사용에 따른

발모촉진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고 찰

탈모는 사람에게 모발의 생리적 기능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자부심 감소, 정신적 고통, 부끄러움 및 사회적 부족감 등의

정서적정신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Rushton et al., 2002; Cash et al., 1993).

최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하여 모발의 사회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데 반해, 그로 인한 잦아진 염색과 퍼머

및 헤어스타일링 등의 제품사용의 증가에 따른 모발손상과 탈

모환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Fig. 4. Improvement of alopecia symptom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applying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evaluated by expert panel assessment of global photo-
graphs. p-value means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in
week at p < 0.05.

Fig. 5. Clinical cases of alopecia patients before and after
applying of herbal product containing Rosa multiflora

roots extracts as a main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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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Yoon and Park, 2010).

탈모의 발병 기전은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이 두피에 존

재하는 5α-reductase에 의해 생성되는 dihydrotestosterone

(DHT)이 주요 원인으로, 유전적 소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 (Olsen et al., 2005).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는

탈모증의 원인으로 유전적 소인 외에 식습관의 변화나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의 다양한 환경적 변인이 탈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환경적 변인에 의한 탈모증 유발의

원리로 탈모환자의 혈액에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방어하는 glutachione, gluta-

chione peroxidase, SOD 등의 활성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TBARS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산화적 스트레

스를 주요 발병기전으로 제시하였다 (Naziroglu and Kokcam,

2000; Koca et al., 2005; Akar et al., 2002). 또한, 감염,

오염물질, 흡연 또는 자외선 등의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 산화

적 손상에 의한 세포노화 촉진과 모낭 생장에 관여하는 사이

토카인의 변화를 제시하여, 항산화 작용기작으로 탈모증 치료

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Trüeb, 2006, 2009). 이와 관련된

연구로 Lim 등(2010) 의 tocotrienol 섭취에 의한 탈모증 개

선 임상시험과, Joo (2011)와 Kim 등(2004)의 천연물 추출물

을 이용한 전임상 연구는 천연물질의 항산화 작용이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모발 성장인자의 발현과 염증성

cytokine에도 관여하여 탈모증 치료가 가능함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천연물 추출물의 주원료로 사용된 찔레뿌리

(Rosa mutiflora root)는 축합형 탄닌 화합물인 procyanidin

B3와 catechin이 포함 되어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an, 2006), Park 등 (2011)은 NC/Nga mouse에게

찔레뿌리에서 정제한 procyanidin B3와 catechin의 도포가 염

증성 cytokine과 COX-2 및 iNOS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또

한 Park 등 (2011)은 찔레뿌리 추출물이 DPPH, ABTS 및

superoxide anion 라디컬 소거능에 대해 항산화 활성이 높고

iNOS protein의 발현 억제에 따른 nitric oxide의 생성조절로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여, 찔레뿌리 추출물이 항

산화 작용과 염증억제 효과가 우수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천

연물 추출물의 부원료인 우엉과 갈근 역시 다양한 연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항산화 효과 및 항염증 작용을 갖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Duh, 1998; Chow et al., 1997; Kang et

al., 2005; Lee et al., 2001; Kim et al., 2001). 본 연구에서

천연물 조성물의 도포에 따른 발모 효과는 각각의 천연물이

갖는 이러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성 cytokine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57BL/6 mouse를 이용한 Joo (2011)와 Hong 등 (2006)

의 연구에서 음성대조군에 대해 5% minoxidil은 도포 2주 후

100%에 준하는 발모효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험 종

료 시점에서 대조물질이 80% 미만의 모발성장에 그친데 반해

5% minoxidil의 도포군이 100%에 달하는 완전발모상태로 관

찰되어 양성대조물질로서 minoxidil의 발모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천연물 조성물은 C57BL/6 mouse에 도포

2주째에 유의하게 모발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양성대조물질인 5% minoxidil과 동등한 수준의 발모효과

를 보여 탈모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남성형 탈모증은 40대 이후로 발병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며, 남성 환자의 경우 중앙부 좌우 옆머리선이 후퇴하는

M형탈모와 여성 환자의 경우 중앙 탈모가 전형적인 탈모형태

를 보인다 (Piao et al., 2002; Ro, 1999). 본 연구에서도 임

상시험을 위해 모집된 피검자의 평균연령은 48.1 ± 8.0세로 나

타났으며, 남성 환자의 경우 평균연령 43. ± 7.4세의 전형적인

M형 탈모를 보였고, 여성 환자의 경우 평균연령 52 ± 6.2세의

전형적인 중앙부 탈모를 보였다 (Table 2). 본 연구에 지원한

여성 환자의 평균연령이 50대에 분포하는 이유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여성에서도 12~40세에 발생하지만 여성의 경우 헤어

스타일로 마스크 (masking)되어 실제로 육안적으로 인지되어

자각하는 시기는 50세 이상으로 나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Price, 1999). 탈모증 환자에게 천연물 조성물을 16주간

Table 3. Patient's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results.

8 weeks (%) 16 weeks (%)

Size of vertex spot

 Improvement 48.6 54.1

 No change 51.4 45.9

 Worse 0 0

Hair loss on top of scalp

 Improvement 45.9 51.4

 No change 48.7 45.9

 Worse 5.4 52.7

Bitemporal recession

 Improvement 37.8 43.2

 No change 59.5 54.1

 Worse 52.7 52.7

Hair shedding

 Improvement 51.4 54.1

 No change 43.2 40.5

 Worse 55.4 55.4

Hair quality

 Improvement 40.5 48.6

 No change 54.1 45.9

 Worse 55.4 55.4

Overall satisfaction

 Improvement 51.4 62.1

 No change 43.2 32.4

 Worse 55.4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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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하며 치료효과를 관찰한 결과는 전임상 연구에서와 같이

치료 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발모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반적인 치료 효과는 16주의 치료기간에 대해 약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3).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양성대조물질로서 minoxidil과 위약 (placebo) 대조군과의 비

교평가는 수행되지 않아 천연물 조성물의 치료효과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의약외품인 5% minoxidil의 치료효과에 대한 선행 임상연구

의 결과에서 48주간의 치료기간에 대해 약 45%의 치료효과를

보이며 12개월의 통상적인 치료에 대해 약 30~40% 사이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Price, 1999; Otomo,

2002), minoxidil의 치료 효과와 비교할 경우 본 연구의 천연

물 조성물이 16주의 단기간에 20% 이상의 탈모증 치료효과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사료되며, 보다 장기간의 치료기

간을 가질 경우 전임상 연구에서와 같이 minoxidil과 동등한

정도의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전임상 연구로부터 찔레뿌리 추출물을 주성

분으로 하며 우엉, 갈근, 옥미수, 검은콩 껍질 및 쑥을 부원료

로 하는 천연물 추출물은 의약외품인 5% minoxidil과 동등한

수준의 발모촉진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임상시험에서도 안드

로겐성 탈모증을 겪는 남녀 환자에 대하여 16주간 도포한 결

과 20% 이상의 발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찔레뿌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 조성

물은 탈모환자에게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의 기능이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성물을 이용한 탈모 치료제제의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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