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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ix species of microalgae, including Phaeodacylum tricrnutum (PT), 
Chaetoceros gracilis (CG), Nanochloris oculata (NO), Pavlova lutheri (PL), Chlorella ellipsoidae (CE), and 
Scendedemus obliquus (SO), on hair loss prevention and scalp improvement.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icroalgae extracts on hair loss prevention and scalp improvement, antioxidant activity, cell pro-
liferation in HaCaT cells and HFDPC cells, and the inhibition level of 5-alpha reductase activity were 
examined. In the study of antioxidant activity, the EC50 values of DPPH anti-radical activities in-
dicated that the SO, CG, and ST9 treatment groups demonstrate significant antioxidant activity. In the 
study of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G (6.6~42.1%), ST9 (26.0~44.0%), and SO (7.8~ 
44.3%) demonstrated significant effects. Furthermore, SO promoted the proliferation of HaCaT cells 
and a human epidermal cell line during a 6-day treatment. In the study of the proliferation of HFDPC 
cells, a hair follicle dermal papilla cell line, CG, and SO significantly stimulated cell proliferation. 
Finally, PT, CG, and SO significantly inhibited 5-alpha reductas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mong  the six microalgae used in this study, CG and SO have antioxidant effects, induce cell pro-
liferation, inhibit 5-alpha reductase activity, and can be used for hair loss prevention and scalp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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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탈모는 유전적 원인 외에도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등의 환경적 원인에 의한 후천적 탈모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탈모현상의 발생과 더불어 2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15]. 현재 개발된 탈모관련 약물중 FDA에

서 인정한 약물로는 미녹시딜, 프로페시아 2가지가 있다. 미녹

시딜은 모낭의 성장주기중 성장단계를 늘려줌으로써 모발성

장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12~18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했을 때 

최대 효과를 보인다[13, 16]. Merck사에서 개발된 프로페시아

는 경구용 탈모치료제로 5-alpha reductase의 활성을 저해함

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원리로, 여성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

며 정력감퇴 등의 부작용과 간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9]. 

지금까지 미세조류는 특유의 번식력으로 인해 양식장의 어

패류 폐사, 음용수의 미취미 발생, 등의 원인 물질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구 환경변화 및 화석연료의 고

갈, 식량확보, 등의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세조류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

세조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반면[1-3], 현재 국내 미

세조류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기초기술 개발 단계로 

빠른 기술선점이 필요하다. 미세조류 산업의 등장은 화석연료

에 의한 산업혁명 시대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 

산업혁명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신호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산화탄소 과잉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

제, 화장품 원료 등의 의약품과 기능성 물질로 다양하게 활용

될 가능성이 속속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 및 산업화가 절실하

다[4, 6]. 본 연구에 사용된 6종의 미세조류는 주로 굴이나 해삼 

양식에 사용되며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에서 다량으로 배양

되고 있는 종들로, 연구 또는 제품 개발 시 다량 배양이나 원료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모 현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

한 방안으로 미세조류 추출물의 탈모 예방 및 두피개선효과

를 항산화 활성, 인간표피세포 및 모유두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 5-alpha reductase 활성저해효과 등을 통해 살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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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시료 비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6종의 미세조류 [Phaeo-

dacylum tricrnutum (KMCC B-14): PT, Chaetoceros gracilis 

(KMCC B-52): CG, Nanochloris oculata (KMCC C-31): NO, 

Pavlova lutheri (KMCC H-6): PL, Chlorella ellipsoidae (KMCC 

C-20): CE, and Scendedemus obliquus (ATCC11457): SO]는 

23±1℃, 조도 400Watt metal halide lamp하에 원형 아크릴 

수조에서 Conwy배지로 정치배양하였다. 배양한 미세조류는 

3,000 rpm,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후, 5배 용량의 70% 

에탄올 용액에 넣고 40℃, 3시간 동안 shaking하면서 추출하

였다. 추출한 여과액은 농축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산화 

및 세포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사(St. 

Louis, M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추출 용매 및 

그 외 시약은 일급 또는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Park 등의 방법[10]에 따라 측정하

였다. 즉, 시험관에 시료용액 500 μl, 에탄올 500 μl, 0.5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ethanol 용액 50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 

(Perkin Elmer 1420, VICTORTM Multila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시료대신 탈

이온수를 사용하였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

Fenton반응에 따라 시료 10 μl, 50 mM potassium phos-

phate (pH7.4) 130 μl, 10 mM FeSO4 540 μl, 1.35 mM H202 

20 ml를 섞은 혼합액 190 μl를 37℃ 5분간 반응시킨 다음 100

배 희석한 DCFH용액 50 μl를 첨가한다. DCFH용액이 OH와 

반응하여 20분간 생성된 형광변화를 excition wavelength 485 

nm, emission wavelength 530 nm에서 측정하였다.

인간표피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

부경대학교 생물화학실에서 제공받은 인간표피세포주인 

HaCaT 세포를 37℃, 습도 95%, CO2 5%로 조절된 CO2 in-

cubator에서 10% FBS가 함유된 DMEM LOW배지로 배양하

였다. 96 well plate에 5x104 cells/well 농도로 계대배양하고 

24시간 후 0.1, 1, 10, 100 μg/ml농도 시료를 첨가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과 증식능을 측정하기 위해 MTS 시약을 사용하

여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VersaMax ELISA 

Microplate Reader,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모유두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

모유두세포인 HDFPC세포(PromoCell, Heidelberg, Ger-

many)를 37℃, 습도 95%, CO2 5%로 조절된 CO2 incubator에

서 10% FBS가 함유된 Folicle dermal papilla cell growth me-

dium으로 배양하였다. 96 well plate에 1x104 cells/well 농도

로 계대배양하고 24시간 후 0.1, 1, 10, 100 μg/ml농도 시료를 

첨가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과 증식능을 측정하기 위해 CellTiter 96(R)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키트(Pro-

mega, Madison, WI, USA) 시약을 사용하여 microplate read-

er (Molecular Devices, VersaMax ELISA Microplate Reader,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alpha reductase 활성 해능

SD rat의 간과 4배 중량의 48 uM EDTA·2Na·5.02 mM 

MgCl2·6H2O·131.5 mM Sucrose-2.57 mM 2-mercaptoetha-

nol-50 mM NaCl-1 mM Tris-HCl (pH7.0)을 섞어 균질화한 

다음 0℃ 10분간 10,000x g로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채취하

여 0℃ 1시간 동안 30,000x g로 원심분리한다. 증간층액을 

BCA법으로 단백질을 측정하고 5.0 mg/ml농도씩 -50℃에서 

보관하였다. 

5-alpha reductase활성 저해능은 Wu JH 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rat microsomal suspension 20 μl, 

시료 1 μl, 33 uM Testosterone 20 ml, 1mM Tris HCl (pH7.0) 

139 μl, 33 uM NADPH 20 μl를 혼합한 뒤 37℃ spectropho-

tometer로 340 nm에서 0-10분간 흡광도를 측정하여 NADPH 

감소율로 효소의 활성 저해능을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모든 결과치는 mean ± SD

로 표기하였으며, p<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항산화활성

미세조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능과 OH radical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먼저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을 위해 동결건조한 시료를 DMSO에 농도

별로 녹인 후 시료용액 3 ml에 0.4 mM DPPH용액 1 ml를 

가하고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PT의 EC50값은 48.8 mg/ml, 

CG는 7.8 mg/ml, ST9은 16.6 mg/ml, CE는 25.0 mg/ml, SO

는 3.5 mg/ml로 SO, CG, ST9, CE순으로 DPPH radical소거활

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OH radical 소거활성은 각 농도구간에서 PT는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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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C50 value of DPPH anti-radical activity of mi-

croalgae extracts

Sample EC50, mg/ml

Ascorbic acid
PT
CG
NO
PL
CE
SO

0.04
48.8
7.8
-
-

25.0
3.5

PT : Phaeodactylum tricornutum, CG : Chaetoceros gracilis, NO : 

Nanochloris oculata, PL : Pavlova lutheri, CE : Chlorella ellipsoi-

dae, SO : Scenedesmus obliquus

Table 2. Effect of microalgae extracts on ·OH scavenging ac-

tivity

Sample concentration (ug/ml)
∙OH scavenging 

activity (%)

Ascorbic acid

0.01
0.05
0.1
0.5
1

31.4±16.9 
37.4±5.2 
38.0±9.9 
60.6±14.5*

76.1±18.7* 

PT

0.01
0.05
0.1
0.5
1

    -
24.5±1.9

* 
27.1±7.9* 
28.9±6.3* 
37.5±10.5* 

CG

0.01
0.05
0.1
0.5
1

 6.6±3.3 
16.8±7.2 
36.9±2.7* 
39.7±11.1* 
42.1±8.6 *

NO

0.01
0.05
0.1
0.5
1

 8.6±4.0 
 9.7±4.4 
15.0±1.7 
16.2±0.5 

26.3±4.7 

PL

0.01
0.05
0.1
0.5
1

 9.1±8.7 
14.5±3.7 
14.7±10.3 
20.0±15.6 

20.7±5.3 

CE

0.01
0.05
0.1
0.5
1

 9.7±20.2 
32.0±5.9 
32.5±1.3* 
40.3±4.4* 

43.0±17.0
* 

SO

0.01
0.05
0.1
0.5
1

 7.8±27.7 
21.9±24.2 
27.9±21.7 
34.4±17.3* 

44.3±6.9
* 

PT : Phaeodactylum tricornutum, CG : Chaetoceros gracilis, NO : 

Nanochloris oculata, PL : Pavlova lutheri, CE : Chlorella ellipsoi-

dae, SO : Scenedemus obliquu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control.

CG는 6.6~42.1%, NO는 8.3~26.3%, PL은 9.1~20.7%, CE는 

9.7~43.0%, 마지막으로 SO는 7.8~44.3%로 나타나, CG와 SO처

리군에서 높은 소거능을 확인하였다(Table 2). 

   인간표피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

인간표피세포주인 HaCaT세포에 대한 미세조류추출물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세포독성 실험에서 총 

3종의 시료(CG, NO, SO)에서 증식효과가 나타났으므로(data 

not shown), 이들 4종의 미세조류 추출물을 총 6일간 0.01, 0.1, 

1, 10 ug/ml농도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4종의 

시료 중 CG와 SO처리군에서 6일동안 농도·시간의존적으로 

세포증식을 유도함을 제시하였다(Table 3).   

모유두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

모유두세포인 HDFPC세포를 미세조류추출물을 24시간 처

리하여 세포독성을 살펴본 결과(data not shown), CG와 SO 

추출물이 독성이 없음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시료들을 0.1, 

1, 10 ug/ml 농도로 총 5일간 처리한 후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 보았다. 그 결과 CG와 SO처리군 모두에서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O의 경우 1 

ug/ml농도에서 30% 세포증식촉진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4).   

5-alpha reductase 해능

탈모의 원인 중 하나로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은 모포

에서 5-alpha reductase에 의해 활성이 높은 5-alpha dihy-

drotestosterone (DHT)으로 변환된다. 현재 이 물질의 작용이 

탈모를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5-alpha 

reductase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흰쥐의 간조직을 이용하여 

DHT를 생성하는 5-alpha reductase발현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미세조류 추출물의 5-alpha reductase 저해능을 측정하였다. 

앞서 인간표피세포주인 HaCaT세포에 대해 세포증식효과

가 있었던 3종의 미세조류 추출물(CG, NO, SO)을 1, 10, 100 

n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3종의 시료 모두에서 농도의존적

으로 5-alpha reductase 저해능을 나타내었다(Table 5).

고   찰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9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탈모 

인구의 증가로 탈모시장은 급팽창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

수오, 당귀, 인삼, 어성초, 로즈마리 등의 한약재 및 허브들이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5, 7, 8, 11, 19]. 홍 등[19]은 

어성초를 포함한 천연복합추출물이 C57BL/6마우스의 털 두

께와 무게를 증가시켰으며, IGF-1 (insulin-like growth fac-

tor-1)과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발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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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ll viability of HaCaT cells by treatment of microalgae extracts for 6 days

Sample concentration (ug/ml)
Cell growth, %

1 day 3 day 6 day

Control 100.0±7.1 100.0±9.3 100.0±8.9 

CG

0.01

0.1

1

10

104.8±9.5 

108.0±11.2 

109.5±6.9 

110.7±11.8 

115.6±14.7 

103.3±8.9 

106.7±5.2 

110.9±4.3 

 96.5±4.3 

109.3±6.0 

107.0±1.4 

160.1±8.8* 

NO

0.01

0.1

1

10

119.5±9.1 

126.4±10.2* 

111.9±6.6* 

102.6±2.7 

105.4±2.2 

123.1±7.0 

130.0±8.0* 

196.8±3.6* 

108.6±7.3 

104.1±4.5 

111.9±7.1* 

147.1±12.9* 

SO

0.01

0.1

1

10

106.7±9.8 

107.1±5.3 

116.8±15.6 

117.7±5.3* 

105.4±2.2 

123.1±7.0 

130.4±8.0 

133.1±2.8 

121.8±3.0* 

121.5±4.2* 

133.5±6.0* 

  9.0±16.7 

CG : Chaetoceros gracilis, NO : Nanochloris oculata, SO : Scenedemus obliquu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control.

Table 4. Cell viability of HDFPC cells by treatment of microalgae extracts for 5 days

Sample concentration (ug/ml)
Cell growth, %

1 day 3 day 5 day

Control 100.0±2.3 100.0±3.9 100.0±2.8 

CG

0.1

1

10

108.5±2.3
* 

105.8±1.4* 

109.7±3.0
* 

107.1±2.1*

109.1±2.7*

105.7±1.9* 

111.3±9.5 

116.7±2.8* 

119.7±2.8
*

SO

0.1

1

10

111.7±6.1
* 

109.5±4.7* 

108.2±5.6
* 

112.8±2.9* 

121.6±6.5* 

122.7±6.2
* 

130.2±3.8* 

137.0±5.3* 

141.4±8.3
* 

CG : Chaetoceros gracilis, SO : Scenedemus obliquus.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control.

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 등[7]은 천연추출물이 발모와 두

피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는 6가지 미세조류의 항산화 활성, 인간표피세포 

(HaCaT cell)와 인체 모낭 모유두 세포(HFDPC cell) 증식에 

미치는 영향, 5-alpha reductase 활성 저해능으로 탈모예방 및 

두피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항산화 활성 실험 결과, 6종의 미세조류 중 SO, CG, CE, 

PT 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OH소거능의 경우 SO, CE, CG, PT, NO, PL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Yadav 등[21]은 후추과 식물인 필발

(piper longum L.)추출물이 농도의존적으로 DPPH 소거능이 증

가하여 gentamycin에 의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한 Patro 등[12]은 탈모, 경련, 설사, 상처치유 등에 효과가 있

는 함수초 (Mimosa pudica Linn.)가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

다고 하였다. 

모발은 손톱과 달리 이생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하나의 모발이 독립된 수명이 있고 성장, 탈모, 신생을 반복

하는데, 이를 ‘헤어사이클’이라 한다[15]. 모발이 성장하는 성

장기에는 모발의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

하는 모유두 세포를 통해 모발이 성장하게 된다. 이후 무유두

에서 모발이 분리되면서 성장이 끝나는 퇴행기, 모낭이 수축

하면서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Purba 등

[15]은 인체 모낭 모유두 세포(hair follicle dermal papilla cell 

: HFDPC cell)와 인간표피세포(human epidermal keratino-

cyte : HaCaT cell)의 증식을 촉진시킴으로써 모발 성장을 촉

진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인간표피 세포 증식 효과에서

는 CG, NO, SO 순으로 HaCaT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켰으며, 

모유두 세포에서는 SO, CG 순으로 HDFPC 세포 증식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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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tivity of microalgae extracts on inhibition of 5-al-

pha reductase 

Sample Inhibition, %

Finasteride IC50 87.5 ng/ml

CG

  1 ng/ml

 10 ng/ml

100 ng/ml

93.0±16.2

89.1±15.3 

86.6±25.6 

NO

  1 ng/ml

 10 ng/ml

100 ng/ml

78.3±32.3 

73.6±20.2*

65.0±27.1*

SO

  1 ng/ml

 10 ng/ml

100 ng/ml

96.1±3.2

84.6±13.8* 

83.9±5.7* 

CG: Chaetoceros gracilis, NO: Nanochloris oculata, SO: 

Scenedemus obliquu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control.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은 모포에서 5-alpha reductase

라는 환원효소가 작용하여 5-alphadihydrotestosterone (DHT)

이라는 물질을 생성한다. Testosterone에서 DHT로의 전환은 

탈모를 일으키는 최초의 단계라고 생각되며, 5-alpha reduc-

tase의 작용을 저해하는 화합물들이 육모제의 약제로 주목되

고 있다[14]. 또한 모포상부의 피지선으로부터 피지가 과잉 분

비되면 두피 상재균 등에 의해 분해되고, 분해물의 두피 과잉 

자극에 의해 지루성 탈모증을 일으키기도 한다[20].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미세조류 추출물 가운데 CG, NO, SO 추출물이 

5-alpha reductase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연구에 사용된 6종의 미세조

류들 중 CG와 SO가 항산화 활성, 인간표피세포와 모유두세포 

증식 촉진, 5-alpha reductase 활성 저해능에서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미세조류 추출물들이 두피개선 

및 탈모예방을 위한 제품개발의 원료로써의 가능성을 증명하

였으며,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수준에서의 신호전

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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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6종의 미세조류 추출물의 탈모 방  두피 개선 효과 비교

정민화1․이수선2․김 아2․황혜정3*

(1대동대학교 헤어디자인과, 2㈜선마린바이오테크, 3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6종의 미세조류 ; Phaeodacylum tricrnutum (PT), Chaetoceros gracilis (CG), Nanochloris 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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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세포증식실험에서는, SO가 인간표피세포주인 HaCaT 세포 증식을 촉진시켰으며, CG와 SO가 모유두세포

주인 HFDPC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alpha reductase 저해능 실험결과, PT,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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