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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斑蝥는 가뢰과 곤충으로 남방 반모(Mylabris phalerata Pall)

나 황흑소반모(Mylabris cichorii L)를 건조하여 약재로 사용해 왔

다1). 건조한 충체는 타원형이며, 남방 반모의 길이는 10-25 

mm, 비는 5-10 mm이며, 황흑소반모는 길이가 10-15 mm이고, 

비는 5-7 mm이다. 그 맛은 辛하고 熱하며, 독이 있고 肝, 胃 

腎經으로 歸經한다2). 斑蝥에 함유된 성분은 斑蝥素(cantharidin), 

지방, 수지  formic acid 등이며 독성을 나타내는 cantharidin

의 성분은 1-1.2%정도 함유되어있다3).

    斑蝥의 활성 성분은 cantharidin으로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항종양효과와 백 구의 수를 증가시키고4,5), hepato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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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labris is the dried body of the chinese blister beetle. The species used in medicine are Mylabris phalerata and 

M. cichorii. In recent studies, it has been found that Mylabris possesses antitumor properties, increases the number 

of leukocytes, and has irritant effects on the urinary organs. The crude extracts of Mylabris have been noted for their 

highly irritant action and other traditional uses of Mylabris include treatment of poor local blood circulation. The active 

constituent of Mylabris is cantharidin. The chemical is notable for its vesicant properties, but with severe side effects 

such as nephrotoxicity. This experiment examined the effect of extracts and fractions, obtained from Mylabris phalerata 

Pall. on hair growth activity of the C57BL/6N mice after topical application to skin. First, we examined the effect of 

an extracts, obtained from the alcohol extracts of dried Mylabris phalerata Pall. on hair growth activity of the C57BL/6N 

mice after topical application to skin. Second, we examined on hair growth activity of the cantharidin fraction of 

Mylabris phalerata Pall. compared to the control and 1% minoxidil groups. Third, we investigated the number of hair 

follicle and mast cells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extracts of Mylabris phalerata Pall. to skin for 16 day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Hair growth effect from the extracts of Mylabris phalerata Pall.(0.312%) was observed in 80% of mice 

whose hair had been removed in 13 days. Hair growth effect from the extract of Mylabris phalerata Pall.(0.312 and 

0.625%) and 1% minoxidil group was observed in 100% of mice whose hair had been clipped in 20 days. Hair growth 

effect from the cantharidin fraction(0.5%) and water fraction(0.5%) of Mylabris phalerata Pall. was observed in 100% of 

mice whose hair had been clipped in 24 days. The hair growth effect on the cantharidin fraction(0.125%) was observed 

to be strong compared with the minoxidil(3%) group, commercial hair growth agents, in mice whose hair had been 

clipped in 19 days. In the spontaneous alopecia mice model, the hair growth effect from the cantharidin fraction 

(0.125%) was observed to be strong as compared with the states before the 13 days experiment. These experiments 

suggest that extracts and fractions of Mylabris phalerata Pall. may stimulate the topical hair growth activity in low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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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inoma cells(Hep 3B cells)과 같은 일부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 다6)
. 한 피부 련 질환에서는 염성 연속종

(molluscum contagiosum), 심상성우종(verrucae vulgaris), 

human papiloma virus에 의한 사마귀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거

나
7,8)

 원형탈모증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하 다
9)

.

    斑蝥는 임상에서 내복하게 되면 풍습통(사지 과 요배부 

풍습통)과 신경통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10)
, 면역계에서는 골수

를 자극하여 백 구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11)
. 한 반모는 

매우 자극성이 강하여 요도 막에 울 을 일으켜서 남성에서는 

음경지속발기증(priapism)을, 여성에서는 골반울 (pelvic 

congestion)을 일으킨다고 하 다12)
. 이러한 이유로 로부터 반모

는 최음제로 여겨왔기 때문에 발기불능 치료에 이용되어왔다13)
. 

    斑蝥의 족 에서 분비되는 황색의 독성물질인 cantharidin

은 피부와 막을 자극하여 홍반과 수포를 일으킨다. 

Cantharidin의 자극성은 매우 강하지만 피부의 심층까지 침투하

지 못하여 큰 상처없이 빨리 치유된다1). 이러한 발포작용을 이용

하여 악창, 완선, 안면신경마비증  탈모증 등의 외용제로 사용

되었다
14). 外治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국소 인 액순환을 진

시켜 모낭에 양공 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휴지기 모낭을 성장

기모낭으로 환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15). 

    본 논문에서는 원형탈모증에 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

를 근거로 하여 斑蝥의 추출물과 분획물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을 

통한 발모효과를 실험 으로 찰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  25 g 내외의 숫놈 7주령 C57BL/6N 정상생

쥐 는 C57BL/6N 원형탈모 생쥐를 이용하 으며 각각의 실험

군에는 2-5마리씩 배정하 다. 실험의 정확성을 하여 모두 출

생날짜가 유사한 것을 이용하 으며, 실험군은 조군(50% EtOH 

(ethanol)을 피부에 도포한 군)과 실험 조군으로 1% minoxidil 

도포군(시 인 발모 진제를 희석하여 피부에 도포한 군)  

실험군으로 나 었으며, 실험군은 실험목 에 따라 다양하게 나

어 시행하 다.

 2) 도포할 시료제조

  (1) 斑蝥추출물 

    시 에서 구입한 반모 全蟲体 90 g을 분쇄하여 80% ethanol 

(EtOH)용액 1400 ㎖를 넣고 3주간 침지시킨 후 여과하여 감압농

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하 다. 농축된 시료를 동결건조기를 이용

하여 건조한 후 25 g(수득율은 27.7%)의 시료를 회수하 다. 회

수한 반모건조물 1.25 g을 50% EtOH(ethanol)용액 200 ㎖에 희

석하여 0.625%로 희석하여 시료를 제조하 다. 이 시료 30 ㎖를 

각각 2배, 4배  8배로 희석하여 0.312%, 0.156%  0.078% 시료

를 제조하 다.

  (2) 斑蝥분획물 

    시 에서 구입한 반모 全蟲体 90 g을 분쇄하여 80% EtOH용

액 1400 ㎖에서 3주간 침지시킨 후 여과하여 감압농축기를 이용

하여 농축하 다. 농축된 시료에 1000 ㎖의 물을 넣은 후에 동량

의 ethyl acetate(EtOAc)를 넣고 분획깔 기에서 EtOAc층을 2회 

분획하여 회수 하 다. 회수된 EtOAc층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

여 여액이 1/10로 될 때까지 농축한 뒤 0℃ 이하에서 24시간 방

치하여 결정을 석출하 다. 상층의 EtOAc층 용액은 버리고 결정

의 침 물을 무수 EtOH과 petroleum ether 혼합액(1:1)으로 3회 

세척하 다. 세척 후 무색 침상의 cantharidin 결정을 얻어서(수

득률 0.2%, 약 180 ㎎) 50% EtOH 용액에 cantharidin 함량이 

0.5%가 되도록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EtOAc분획 후 남은 

물층은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50% EtOH 용액에 물

층 분획물이 0.5%가 되도록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 농도별 cantharidin 도포액 

    회수한 cantharidin을 농도별(0.06%와 0.125%)로 50% EtOH

에 희석하여 도포제로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1) 제모방법  도포방법

    제모하지 않은 실험군은 소동물용 clipper를 이용하여 털을 

깍은 후 7일동안(0.625%는 5일) 각각의 시료들을 이용하여 피부

에 도포하 다. 제모한 실험군은 소동물용 clipper를 이용하여 털

을 깍은 후 피부에 수포가 발생할 때까지 각각의 시료들을 이용

하여 하루 2회씩 7일동안(0.625%는 5일) 면 으로 피부에 도포한 

후에 제모제(비키로크림, 태극약품)를 이용하여 각군의 등쪽 피부

에 도포하여 털을 완 히 제거한 후 흐르는 물로 남은 제모제를 

수세하 다. 피부에 도포하는 방법은 오 과 오후에 1회씩 면

을 사용하여 피부에 도포한 후 3-4회 문질러 흡수를 진시켰다. 

 2) 농도별 斑蝥추출물에서의 발모 상 찰

    제모한 군과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 斑蝥추출물의 농도별 발

모 상을 찰하기 하여 2가지 방법을 이용하 는데, 첫째,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미리 7일동안(0.625%는 5일

간) 도포하고 제모제로 제모한 후에 발모상태를 찰한 실험군

과 털을 깎은 후에 반모추출액을 7일동안(0.625%는 5일간) 도포

한 후 발모상태를 찰한 실험군으로 나 었다. 이 실험에 사용

된 실험동물군은 각군에 5마리씩 배정하여 조군(50% EtOH을 

도포한 군), 실험 조군(1% minoxidil 도포군), 실험 I군(0.625% 

반모추출액 도포군), 실험 II군(0.312% 반모추출액 도포군), 실험 

III군(0.156% 반모추출액 도포군)  실험 IV군(0.078% 반모추출

액 도포군)으로 나 었다.

 3) 斑蝥분획물에서의 발모 상 찰

    제모한 군과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 斑蝥분획물의 발모 상

을 찰하기 하여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생쥐 등

부 를 2구역으로 나 었다. 앞쪽 등부 는 제모제를 이용하여 

제모를 하 고, 뒤쪽 등부 는 제모를 하지 않고 실험에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각군에 3마리씩 배정하여 조군

(50% EtOH을 도포한 군), 실험 조군(1% minoxidil 도포군), 실

험 I군(0.5% cantharidin 도포군, 2.5일간 도포)  실험 II군(0.5% 

반모 물층분획 도포군, 7일간 도포)으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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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ntharidin 농도별 발모 상 찰  

    제모한 군과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 cantharidin 농도별 발모

상을 찰하기 하여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생

쥐 등부 를 2구역으로 나 어, 앞쪽 등부 는 제모를 하지 않았

으며[0.06% cantharidin 도포군, 2.5일간 도포)], 뒤쪽 등부 는 

제모제를 이용하여 제모를 한 후[0.125% cantharidin 도포군, 2.5

일간 도포)] 실험에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각 군에 4

마리씩 배정하 다. 

 5) 3% minoxidil과 0.125% cantharidin 농도에서의 발모 상 비

교 찰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 0.125% cantharidin과 시 에서 매

되는 3% minoxidil과의 발모 상을 비교 찰하기 하여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에 생쥐 등부 를 2구역으로 

나 어 앞쪽 등부 는 3% minoxidil을 도포하 고, 뒤쪽 등부

는 0.125% cantharidin을 도포하여 찰하 다. 

 6) 원형탈모 생쥐에서의 발모 상 찰

    자연 으로 발생한 원형탈모 생쥐에서의 발모 상을 찰하

기 하여 0.125% cantharidin 농도로 2.5일간(2회/일) 도포한 후 

13일째에 도포하기 의 사진과 비교 찰하 으며, 정확한 찰

을 하여 handscope를 이용하 다.

결    과

1. 농도별 斑蝥추출물에서의 발모 상 찰소견

 1) 제모후 찰소견

    농도별(0.625%, 0.312%, 0.078% 斑蝥추출액) 斑蝥추출물에서

의 발모 상을 제모한 군과 제모하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찰

하 다. 제모한 군에서는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미

리 7일동안(0.625%는 5일간) 도포한 후에 제모제를 사용하여 제

모한 후에 발모상태를 찰하 다. 제모한 후 1일째부터 0.625% 

도포군에서는 수포가 발생하기 시작하 고, 0.312%군에서는 약

하게 수포가 발생하 다. 제모한 후 1일째의 조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5마리 체에서 발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4마리에서 부분 으로 피

부가 회색으로 변하는 발모 상을 찰하 다. 0.625% 도포군에

서는 5마리 체에서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 으며 발모 상은 

찰하지 못하 다. 0.312%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2마리에

서는 체 으로, 5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는 부분 으로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5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는 발모 상을 찰 

할 수 없었다. 0.156%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는 

꼬리주 에서 발모 상이 일어났으며, 5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

는 발모 상은 찰하지 못하 다. 0.078%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는 꼬리주 에서 발모 상이 찰되었고, 5마

리 가운데 4마리에서는 발모 상은 찰하지 못하 다. 

    제모 후 13일째의 조군에서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찰할 수 없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부분 으

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5마리 가운데 5마리에서 

찰되었다. 농도별 반모추출물 도포군에서는 0.312% 도포군에서 

체 으로 는 부분 으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5

마리 가운데 4마리에서 찰되었으며 0.625% 도포군에서는 부분

인 상처 때문에 발모 상은 0.312% 도포군보다는 미약하게 

찰되었다(Fig. 1). 

Fig. 1.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control(1a), 1% minoxidil(1b), and 0.078%(1c), 0.156%(1d), 

0.312%(1e), 0.625%(1f) of Mylabris extracts to the hair removed 

skin of C57BL/6N mice on the 13th day.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1% minoxidil and 0.312% of Mylabris extracts groups.

 2) 제모하지 않고 찰한 소견

    털을 깎은 후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 농도별로 반모추출액을 

7일동안(0.625%는 5일간) 도포하여 발모상태를 찰한 바 털을 

깎은 후 7일째의 조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5마리 체에서 발

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5마리에서 체 으로 등의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는 발

모 상을 찰하 다. 농도별 반모추출물 도포군에서는 모든 실

험군에서 발모 상을 찰할 수 없었다. 

Fig. 2.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control(2a), 1% minoxidil(2b), and 0.078%(2c), 0.156%(2d), 

0.312%(2e), 0.625%(2f) of Mylabris extracts to the hair clipped skin 

of C57BL/6N mice on the 13th day.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1% minoxidil, and 0.312%, 0.625% of Mylabris extract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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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털을 깎은 후 13일째의 조군에서는 발모 상을 

찰 할 수 없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운데 5

마리에서 체  는 부분 으로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

모 상을 찰하 다. 0.312%와 0.625% 도포군에서는 5마리 가

운데 5마리에서 체 으로 등의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minoxidil 도포군과 같이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은 찰할 수 없었다. 털을 깎은 후 20일째의 

조군, 0.078%  0.156% 도포군에서는 부분 인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 0.312%  0.625% 도포군에서

는 체 으로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을 찰 할 수 

있었다(Fig. 2).

2. 斑蝥분획물에서의 발모 상 찰소견

    반모 분획물에서의 발모 상 찰을 찰하기 하여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생쥐 등부 를 2구역으로 

나 어서 앞쪽 등부 는 제모를 하 고, 뒤쪽 등부 는 제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0.5% cantharidin 도포군(2.5일간 도포)과 

0.5% 반모 물층 도포군(7일간 도포)으로 나 어 찰하 다. 제

모부 의 13일째 조군과 斑蟊 물층 분획물에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

는 조  더 발모 상이 진 되어 털이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하 다. 제모하지 않고 털을 깎은 부 의 13일째 조군에서

는 어떻한 발모 상도 찰할 수 없었으나 斑蟊 물층 분획물에

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고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피부의 상처가 심하 으나 부분 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다. 제모하지 않고 털을 

깎은 부 의 24일째 조군에서는 어떻한 발모 상도 찰할 수 

없었으나 斑蟊 물층 분획물과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모

든 개체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다(Fig. 3).

 

Fig. 3.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control(3a), 0.5% residual fraction(3b) and 0.5% cantharidin 

fraction(3b) of Mylabris extracts to the hair removed skin areas(◆) 

and hair clipped skin areas(＊) of C57BL/6N mice on the 24th day.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hair removed skin areas(◆) of all1 groups. 

But in hair clipped skin areas(＊),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the 0.5% 

residual fraction(3b) and 0.5% cantharidin fraction(3b) of Mylabris extracts.

3. Cantharidin 농도별 발모 상 찰소견  

    Cantharidin을 농도별로 도포한 후 발모 상을 찰하기 

하여 제모한 군과 제모하지 않은 군으로 나 었다.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 생쥐 등부 를 제모하지 않은 앞쪽 

등부 [0.06% cantharidin 도포군(5회 도포)]와 제모한 뒤쪽 등부

로 나 어 [0.125% cantharidin 도포군(5회 도포)]실험에 이용하

다. 실험 9일째 제모하지 않은 조군의 피부에서는 발모 상

을 찰할 수 없었으나 0.06% cantharidin 도포군(5회 도포)에서

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을 찰하 다. 제모한 군의 실

험 9일째에는 모든 군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을 찰

하 다. 실험 12일째 제모하지 않은 조군의 피부에서는 발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0.06% cantharidin 도포군(5회 도

포)에서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을 찰하 다. 제모

한 군의 실험 13일째에는 모든 군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을 찰하 으나, 조군에서는 0.125% cantharidin 도포군(5

회 도포)보다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을 찰하 다(Fig. 4). 

Fig. 4.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vehicle 

as control(4a and 4c) and 0.06% cantharidin(4b and 4d) to the hair 

removed skin areas(◆), 0.125% cantharidin(4b and 4d) to the hair 

clipped skin areas(＊) of C57BL/6N mice on the 9th day(4a and 4b) 

and 12th day(4c and 4d).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hair 
clipped skin areas(＊) with the 0.125% cantharidin(4b and 4d) group. 

4. 3% minoxidil과 0.125% cantharidin 농도에서의 발모 상 비

교 찰소견

    0.125% cantharidin과 시 에서 매되는 3% minoxidil과의 

발모 상을 비교 찰하기 하여 animal clipper로 털을 짧게 

깎은 후에 생쥐 등부 를 2구역으로 나 어 앞쪽 등부 는 3% 

minoxidil을 도포하 고 뒤쪽 등부 는 0.125% cantharidin을 도

포하여 찰하 다.

    털을 깎은 후 실험 19일째의 3%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발

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0.12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을 찰하 다(Fig. 5).

Fig. 5. Macroscopic observ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1% 

minoxidil(5a) on the hair clipped skin areas(＊), and 0.125% 

cantharidin(5b) on the hair clipped skin areas(◆) of C57BL/6N mice 

on the 16th day(5a) and 19th day(5b).  Extensive hair growth activity was 
observed in hair clipped skin areas(◆) with 0.125% cantharidin group. 

5. 원형탈모 생쥐에서의 발모 상 찰소견

    자연 으로 발생한 원형탈모 생쥐에서의 발모 상을 찰하

기 하여 0.125% cantharidin 농도로 5회(2회/일) 도포한 후 13

일째에 도포하기 의 사진과 비교 찰하 고 정확한 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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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handscope를 이용하 다. 실험 의 사진과 비교한 바 

0.125% cantharidin을 도포한 군에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고 handscope를 이용하여 실험 과 비교한 바 

발모 상이 뚜렷하게 찰 되었다(Fig. 6).

Fig. 6. Macroscopic and handscopic observation before the 

experiment(6a and 6b) and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0.125% 

cantharidin(6c and 6d) in spontaneous alopecia areata model of 

C57BL/6N mice on the 13th day.

고    찰

    脫毛는 주로 斑禿[원형탈모증]과 脂溢性脫髮[지루성 탈모]로 

나 며, 원형탈모증은 모발이 갑자기 얼룩 모양으로 빠지는 것을 

가리키며, 심하면 두발이 부 빠지는데, 이를 ‘全禿’이라 하고, 

더욱 심하면 신의 모발이 모두 빠질 수 있으므로 ‘普禿’이라 한

다. 지루성 탈모는 청년시기에 시작하여 앞이마, 앞머리, 뒷머리 

순으로 진행되는 禿髮[ 머리]를 가리킨다16). 脫毛와 련된 기

록은 ≪황제내경≫에는 발타(髮墮)17), 발락(髮落)18), 毛髮焦19), 발

거(髮去)20) 등이라 하 고, ≪난경≫21)에는 모락(毛落)이라 칭하

다. ≪주후비 방≫에서는 수빈발독(鬚鬢髮禿)
22)

 이라 하 다. 

≪제병원후론≫23)에서는 수발독락후(鬚髮禿落候), 귀지두후(鬼舐

頭候), 모발불생후(毛髮不生候), 백독후(白禿候) 등이라 하 다. 

≪비 천 요방≫24)
 에서는 귀지두(鬼舐頭) 등이라 하 다. 한의

학 으로 원형탈모인 ‘유풍(油風)’은 ≪외과정종≫25)에서 ‘ 이 

허하여 기육(肌肉)과 피부가 화롭게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 고 한 ≪의종 감≫26)
에는 백독(白禿)이라 칭하 다. 

    이 병의 원인과 기 에 해 朱27)는 血熱生風, 氣血兩虛, 肝

腎不足, 血 于裏로, 李28)는 血熱生風, 血虛生風, 血 生風으로, 

裵29)는 脾胃氣虛,  肝鬱腎虛, 氣陰兩損으로 분류하 다. 이 듯 

한의학에서 다양한 탈모발(脫毛髮)의 병명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탈모발병이 나타나는 양상의 다양성과 본 질병의 치료가 용이하

지 않았던 과 유 하다.

    국내에서의 탈모와 련 된 실험  연구는 홍 등30), 임 등31), 

송 등32)이 탈모에 한 문헌 인 고찰을, 金33)과 노34) 등이 神應

養眞丹이나 苦蔘 등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毛髮의 성장 진에 

한 실험  연구를 보고하 다.

    탈모의 발병원인은 국소감염35), 내분비장애36), 유  인자37) 

 자가면역
38)

 등에 의하여 발병하며, 한 정신 인 외상과 정

서  압박 등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39)
. 

    탈모  발모와 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매우 복잡 다양하

기 때문에 정확한 기 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고, 탈모 련 실험동

물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 탈모기  규명과 탈모치료제를 개발하

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발모효과

를 나타내는 약물을 찾아내어 실험 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하 다.

    본 실험에서는 斑蝥의 성미가 辛, 寒, 有毒하여 功毒하고 破

血하여 각종 어 을 제거하여 血 滯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

며, 한 모근의 자극이 가능하여 모발의 성장을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실험을 시도하 다. 

    斑蝥는 莞靑科 곤충인 南方大斑蝥 혹은 黃黑 斑蝥의 全蟲

体를 건조한 것으로 그 性은 寒하고 味는 辛하며 大毒하다4). 斑

蝥에는 cantharidin이 1-2%, 지방 12%, 수지  formic acid 등이 

함유되어있고 이들의 약리작용은 피부나 막에 하여 수포를 

일으키는 발포작용과 항종양작용이 있다고 하 고2), 逐 血 등

의 효능이 있어 내복하여 瘰癧, 狂犬咬傷의 치료에 사용하 고, 

외용으로는 惡瘡, 癬, 口眼喎斜, 喉蛾 등의 치료에 사용하여 왔

으며 근래 들어서 임상에서는 斑蝥를 이용하여 다양한 치료방법

을 개발하고 있다4).

    斑蝥추출물이 皮膚에 되면 강열한 자극성을 띄게 되어 

피부에 발 과 발포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유효성분인 cantharidin 

(斑蝥素)이 피부에 과량 흡수되면 신장염과 방 염 등을 일으키

기 때문에 외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농도나 사용하는 면 이 

과 하게 하는 것은 당하지 않고, 간과 신장기능이 이상이 있

는 사람은 신 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 한 반모를 외치

로 사용할 때는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모발의 생장이 가능

할 정도의 농도로 사용해야한다고 하 다40).

    吳와 江40)이, 그리고 斳 등41)은 斑蝥를 탈모에 용한 바 좋

은 발모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농도별 斑蝥추출물, 斑蝥 분획물  

농도별 cantharidin을 이용하여 C57BL/6N 생쥐의 털을 제모제

를 사용하여 제모한 군, animal clipper로 털을 깎은 군  자발

인 원형탈모군 등으로 나 어 생쥐의 피부에 약 3주간 도포한 

후 발모효과를 육안과 학 미경 으로 찰하여 斑蝥의 발모

효과를 실험 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하 다. 

    농도별(0.625%, 0.312%, 0.078% 斑蝥추출액) 반모추출물의 

발모 상을 제모한 군에서 찰한 바 제모 후 13일째의 조군

에서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찰할 수 없었으나 

0.312% 斑蝥추출물 도포군에서 체  는 부분 으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4/5마리에서 찰되었다. 털을 깎은 후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는 20일째의 조군, 0.078  0.156% 도포

군에서는 부분 인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1% minoxidil 도포

군, 0.312%  0.625 도포군에서는 체 으로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을 찰 할 수 있었다.

    斑蝥 분획물에서의 발모 상은 제모하지 않고 털을 깎은 부

의 13일째 조군에서는 어떻한 발모 상도 찰할 수 없었으

나 斑蝥 물층분획물에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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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피부의 상처가 심하 으

나 부분 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고, 제모

하지 않고 털을 깎은 부 의 24일째 조군에서는 어떻한 발모

상도 찰할 수 없었으나 斑蝥 물층 분획물과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모든 개체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

모 상이 찰되었다.  

    斑蝥에서 추출한 0.125% cantharidin과 시 에서 매되는 

3% minoxidil과의 발모 상을 비교 찰한 바 털을 깎은 후 실

험 19일째의 3%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발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0.12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

오는 발모 상을 찰하 으며, 자연 으로 발생한 원형탈모 생

쥐에서도 0.125% cantharidin을 도포한 군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

는 발모 상이 찰되었다.

    털의 성장시 휴지기(telogen)에서 성장기(anagen)로의 유발

은 자발 으로 일어나거나 는 인 인 실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난다. 특히 인 으로 털의 성장은 피부의 상처(wound) 

는 외상(trauma)에 의하여 유발된다42,43). 피부에서 외상과 상처

를 일으키는 방법에는 털을 뽑거나, 심하게 면도를 하거나, 화학

물질(부식시키는 물질이나 제모제) 등에 노출을 시켜서 유발시키

는데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털을 깎은 상태에서는 모낭의 상

피에서 새로운 털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44). 

    이러한 외상과 상처는 세포의 괴사와 염증을 유발하며
45) 직

 털의 성장기를 유발시키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방출

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 다46). 본 실험의 반모추출물과 분획물

에서의 발모효과도 제모군에서는 조군과 유사하거나 조  늦

게 발모 상이 일어났으나 제모하지 않은 군에서는 조군에 비하

여 월등히 빠른 발모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반모

에 있는 cantharidin의 발포작용에 의하여 피부의 손상과 외상에 

의하여 모낭의 국소 인 성장을 진하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의학에서 탈모의 직 인 발병원인은 ≪제병원후론≫22)

에서 風邪가 모공으로 들어와 血이 傷하기에 이르면 風이 血을 

핍박하여 血 滯가 형성되어 결국, 모발은 액으로부터 양공

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두피에 돌발성, 국한성의 탈모가 일어나

게 된다고 보고 있다. 탈모의 발생은 경락학 으로 족태양방 경

과 독맥의 경락이 濕熱을 받아서 皮毛의 腠里가 열리고 風邪가 침

입하여 쌓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氣血이 통하지 않아 생긴 병리

기 으로, 기에는 瘙瘍症이나 毛髮切斷등이 생기며 오래되면 

 모발이 탈락하는데 이에 외치로 반모를 사용한다고 하 다47)
.

    한방 탈모 외치법은 피부의 국소 인 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모낭에 양을 공 해주고 한 휴지기모낭을 성장기 모낭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상

용하는 약물로는 반모, 빙편, 장뇌, 단삼, 당귀, 홍화, 천 , 측백

엽, 골쇄보  고삼 등으로 알려졌다9). 한 주류, 辣椒류  자

극성 약물들을 많이 응용하여 액의 운행을 진 하며, 특히 

행을 진하기 하여 통규활 탕 원방에서 황주를 사용한다고 

하 다8). 

    葛48)은 지루성탈모 환자를 상으로 血流의 변화와 爪甲의 

피부에서 血液循環檢査를 실시한 결과 액의 도가 높고 濁하

며, 濕熱形을 띈 경우가 많았는데 活血化 에 의한 치료 후에 血

液循環, 充血, 滲出, 赤血球의 집도 등을 찰한 바 탈모의 자

각  증상개선과 血液粘度가 下降되는 것과 血液循環改善, 毛髮

에 양소 공  진과 생장작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고 하 다. 

    熊 등49)
과 徐 등

50)
은 血液의 흐름에 한 변화에 하여 甲

襞 微循環 檢査를 하여 측정한 결과 탈모환자에서 두피가 손상

된 부 에 滯가 있고 이를 치료하기 해 活血化 治療가 일반

으로 사용되는데 中藥外用 치료  按摩와 針灸治療는 活血化

하여 行氣通絡 주이며 이는 頭皮를 자극하여 을 팽창시

키고 액순환을 활발하게하여 毛孔에 액공 을 원활하게 유

도하여, 모발의 성장을 진시킨다고 하 다.

결    론

    농도별 斑蝥추출물, 斑蝥분획물  농도별 cantharidin을 이

용하여 C57BL/6N 생쥐의 털을 제모제를 사용하여 제모한 군, 

animal clipper로 털을 깎은 군  자발 인 원형탈모군 등으로 

나 어 생쥐의 피부에 약 3주간 도포한 후 발모효과를 육안과 

학 미경 으로 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농도별

(0.625%, 0.312%, 0.078% 斑蝥추출액) 斑蝥추출물의 발모 상을 

제모한 군에서 찰한 바 제모 후 13일째의 조군에서는 피부

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찰할 수 없었으나 0.312% 반모추

출물 도포군에서 체  는 부분 으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4/5마리에서 찰되었다. 털을 깎은 후 제모하지 않

은 군에서 농도별로 斑蝥추출액을 도포한 후 발모상태를 찰한 

바 20일째의 조군, 0.078  0.156% 도포군에서는 부분 인 발

모 상이 찰되었으나 1% minoxidil 도포군, 0.312%  0.625% 

도포군에서는 체 으로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을 

찰 할 수 있었다. 斑蝥분획물에서의 발모 상 찰을 찰 한 

바 제모부 의 13일째 조군과 斑蝥 물층분획물에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으나, 0.5% cantharidin 도포군

에서는 털이 등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발모 상이 찰되었다. 

제모하지 않고 털을 깎은 부 의 24일째 조군에서는 어떻한 

발모 상도 찰할 수 없었으나 斑蝥 물층분획물과 0.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모든 개체에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

모 상이 찰되었다. 0.125% cantharidin과 시 에서 매되는 

3% minoxidil과의 발모 상을 비교 찰한 바 털을 깎은 후 실

험 19일째의 3% minoxidil 도포군에서는 발모 상을 찰할 수 

없었으나 0.125% cantharidin 도포군에서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

오는 발모 상을 찰하 다. 자연 으로 발생한 원형탈모 생쥐

에서의 발모 상을 찰한 바 0.125% cantharidin을 도포한 군에

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발모 상이 찰되었고 handscope를 이

용하여 실험 과 비교한 바 발모 상이 뚜렷하게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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