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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Puerariae Radix extracts are a rich source of isoflavone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hepatic antioxidant 

enzymes. However, the effect of these extracts on hair growth in human dermal papilla (DP) cells is un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between juice and water extracts of Puerariae Radix on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hair growth-related genes in dermal papilla (DP) cells.

Methods : The antioxidant activity of juice and water extracts of Puerariae Radix was analyzed using an ABTS assay. 

The cytotoxicity was analyzed using the MTS assay in DP cells. mRNA expression levels of hair growth-related 

genes in dermal papilla (DP) cells were analyzed using quantitative RT-PCR analysis.

Results : Juice and water extracts of Puerariae Radix showed strong antioxidant activity. The cytotoxicity was confirmed 

to be higher in the juice extract than the water extract, using the MTS assay on DP cells.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CTNNB1, FGF7, and BMP6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eatment with water extract, whereas the juice 

extract did not affect the expression of hair growth-related genes.

Conclusions : Our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water extract of Puerariae Radix is effective at inducing hair growth, 

by promoting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hair growth-related genes. Also in the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uerariae radix extracts on the various hair growth mechanisms of dermal papilla cel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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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葛根은 神農本草經에 처음 收載되었으며, 임상에서 解肌退熱, 

生津, 透疹, 升陽止瀉의 효능이 있어 外感發熱두통, 項背强痛, 

口渴, 消渴, 痲疹不透, 熱痢, 泄瀉, 高血壓頸項强痛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1). 葛根은 대한민국약전2)에 칡 

Pueraria lobata Ohwi (콩과 Leguminosae)의 뿌리로서 그

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이라고 收載되어 있다.

葛根에는 다른 콩과식물처럼 isoflavone이 많이 함유되어 있

다. 특히 O-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daidzin과 C-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puerarin (daidzein-8-C-glucoside)이 그

것이다. Daidzein은 장벽에서 β-glucosidase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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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zein으로 변환된다. 이 외에도 oleanene-type의 triterpene 

glucoside로서, kudzusaponins A1, A2 및 A3가 분리 보고

되어 있으며, soyasaponin 등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3). 葛根의 약리작용으로는 항염증 작용4,5), 국소뇌혈관에 

대한 뇌신경보호효과6), 간섬유화 예방 및 간보호효과7-9), 당

뇨병 개선효과10) 등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葛根 에탄올추출물에서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1).

한의학에서는 탈모는 髮墮, 髮去, 髮落, 毛拔, 油風, 禿瘡, 

鬼舐頭라 불리며, 그 원인은 內因과 外因으로 나누어 內因으

로는 腎虛, 肺氣虛, 血熱,氣血虛, 血虛, 瘀血, 七情 등을, 外

因으로는 風邪, 風熱, 濕熱, 五味傷, 風, 火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12), 치료는 辨證施治를 통한 한약 치료와 體鍼療法, 藥

鍼療法, 光學療法 등 外治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13).

모유두 (dermal papilla) 세포는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발의 주기는 성장기 단계 (anagen 

stage), 성장을 멈추고 모구 (bulb)가 축소하는 시기인 퇴행기 

단계 (catagen stage), 오래된 모발을 탈모시키는 시기인 휴

지기 (telogen stage)로 나눌 수 있다. 성장기 단계에서 모유

두에 있는 모모 세포는 신속하게 유사분열을 진행하며 모낭 

안에 같이 존재하게 되는 각화 세포 (keratinocyte)의 증식을 

자극한다. 퇴행기 단계는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성장한다. 휴지기 단계는 모유두가 위축되고 모낭은 수축 되어 

모낭의 깊이가 줄어들어서 모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빠지는 

단계이다. 이때 휴지기 단계에서 모유두의 모모 세포가 활성

화되면 모낭이 점차 내려와 진피 내 모유두가 있는 곳까지 다

다르면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여 기존의 모발을 대신하게 된다
14,15). 모유두 세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Wnt 신호, BMP 신호 

등과 같은 신호 전달이 모발의 주기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모 또는 탈모로 이어지게 된다16,17).

葛根 추출물이 모낭의 재생 및 성장을 촉진하여 발모와 탈모 

예방 효과가 보고되었다. 백모 현상을 가속화시킨 백반증 마

우스 모델에서 葛根 추출물은 cAMP/ MITF-M 신호전달 경

로를 활성화하여 가장 대표적인 모발 노화 증상인 백모 현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8), 葛根 추출물이 ERK, Akt 

인산화 경유를 통해 모유두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모발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11).

그러나 葛根 추출물이 모발의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 세포에서 모발 성장과 관련된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발 성장 

촉진의 측면에서 葛根의 착즙 추출 및 열수 추출에 따른 항산화 

효과 및 모유두 세포에 작용하여 모발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된 生葛根과 葛根은 각각 한국 서울의 천지가

약초와 동양허브 주식회사로부터 2017년 7월에 구매 (NO; 

2017-0721, 0722)하여 기원의 진위와 품질의 우열을 가천

대학교 한의과 대학 본초학교실에서 감정하였고, 약재는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험에 사

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을 위해서 Potassium persulfate (sigma, #216224, 

USA), ABTS (sigma, #A1888, USA),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WELGENE, Korea), fetal bovine serum 

(WELGENE, Korea), Antibiotic antimycotic (WELGENE, 

Korea), Trypsin-EDTA (WELGENE, Korea), DPBS (Corning, 

USA), MTS solution (Promega, USA), Direct-zolTM RNA 

MiniPrep Kit (Zymo Research, USA), Qubit RNA Assay 

Kit (Molecular probes, USA),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5X M-MLV RT reaction buffer (Promega, 

USA), RNase inhibitor (Enzynomics, Korea), 2X Prime 

Q-mater Mix (GENETBIO, Korea), juice extractor (Hurom, 

Korea), filter paper (Advantec No.2, Japan) 등이 사용되

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juice extractor (Hurom, Korea), 

CO2 incubator (Thermo, US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 The Qubit 2.0 Fluorometer 

(Invitrogen, USA), AriaMx (Agilent, USA),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 ultrasonic cleaner (Branson, 

USA)  등이다.

2. 방법

1) 葛根 착즙 제조   

生葛根 약재를 100 g으로 중량을 측정한 뒤, 착즙기로 착즙 

후 시료를 filter paper에서 감압하여 여과액을 제작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농축액을 얻었으며, 이 

농축액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분말을 제작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9.25 g으로 측정되었으며, 수율은 18.5%

였다.

2) 葛根 열수추출물 제조   

葛根 약재를 50 g으로 중량을 측정한 뒤, 환류추출기에 1차 

증류수 2,000 ㎖와 함께 넣어주었다. 탕액이 끓는 시점으로

부터 2 시간 동안 가열한 뒤, 추출액을 filter paper에서 감압

하여 여과액을 제작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

하여 농축액을 얻었으며, 이 농축액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분말을 제작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5.4 g으로 측

정되었으며, 수율은 10.8%였다.

3) 세포 배양

모유두 세포주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19),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에 10% (v/v) fetal bovine serum과 1% 

antibiotic antimycotic을 첨가하여 표준 세포 배양법인 3

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고 계대배양은 2~3일에 한 

번씩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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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assay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능을 측정하였다. 

실온에서 차광된 상태로 potassium persulfate 2.4 mM과 

ABTS 7 mM을 1:1로 혼합한 후 24 시간 반응시켜 free 

radical 상태의 ABTS를 만들었다. Free radical 상태의 

ABTS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650 nm의 흡광도가 0.7 부근이 

되도록 하였다. ABTS working solution 80 ㎕와 sample 

20 ㎕를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넣어준 뒤, 4 분간 암실

에서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로 650 nm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시료의 항산화 효능을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백분율로 다음의 식에 따라 

항산화 효능을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ABlank
ASam ple – ASam ple blank ×

5) 세포 독성 평가 

葛根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포 독성을 알

아보고 추출물의 적절한 실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MTS 

assay를 진행하였다. 모유두 세포를 96 well plate에 10,000 

cells/well 씩 분주하고 24 시간 배양하였다. 각 well에 시료

를 농도별로 처리 후 36 시간 동안 배양한 뒤, MTS 시약을 

넣어 492 nm의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세포의 생존율을 시료를 처

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여 세포 독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세포생존율  대조군의흡광도
시료첨가군의흡광도시료자체의흡광도 

× 

6) quantitative RT-PCR (qRT-PCR)

6 well culture dish에 모유두 세포를 3 × 105 cells/well 씩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葛根 추출물을 0.25 ㎎/㎖ 

농도로 처리하고 36 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뒤 Direct-zolTM RNA MiniPrep Kit (Zymo 

Research, US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 후 The Qubit 

2.0 Fluo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RNA 1 ㎍에 DEPC- 

treated water를 이용하여 총 부피를 8 ㎕로 조정하고 Random 

Hexamer (100 pmol/㎕) 1 ㎕, dNTP mix (10 mM) 1 ㎕를 

첨가하여 5 분간 65℃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얼음에 냉각시킨 

다음에 5X M-MLV RT reaction buffer 4 ㎕, DEPC-treated 

water 4 ㎕, RNase inhibitor 1 ㎕, M-MLV reverse 

transcriptase 1 ㎕를 넣고 10 분간 실온에 뒀다가 50℃에서 

1시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고 증류수로 1/5로 희석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 다음 AriaMx를 이용해서 qRT-PCR을 

통해 모유두 세포의 모발 성장 촉진 관련 유전자인 FGF7, 

FGF10, CTNNB1, BMP6, FasR의 mRNA 발현 변화를 알아

보았고, β-actin으로 결과 값을 보정하였다.

Gene Primer sequence (5’ to 3’) Product size (bp) Annealing temp. (℃)

FGF7
F CTG CCA CTG TCC TGA TTT CC 146 58

R TGA TTA CAT GGA AGG AGG GG

FGF10
F CCC CTT CTT GTT CAT GGC TA 139 58

R TGA GAA GAA CGG GAA GGT CA

CTNNB1
F ATT GTC CAC GCT GGA TTT TC 142 58

R AGG TCT GAG GAG CAG CTT CA

BMP6
F CAG TCC TTG TAG ATG CGG AA 141 58

R CAT GAG CTT TGT GAA CCT GG

FasR
F TTC TGC CAT AAG CCC TGT CC 175 58

R CCA CTT CTA AGC CAT GTC CTT C

β-actin
F TCA CCC ACA CTG TGC CCA TCT ACG A 295 58

R CAG CGG AAC CGC TCA TTG CCA ATG G

Table 1. Primer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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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葛根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측정

ABTS assay를 통해 葛根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

였다. 착즙 추출물의 경우 0.25 ㎎/㎖에서 26.71±0.14%, 1  

㎎/㎖에서 77.37±0.33%로 농도 증가에 따른 라디칼 소거능

이 증가하였다. 열수 추출물은 0.25 ㎎/㎖에서 22.21±0.19%, 

1 ㎎/㎖에서 70.38±0.19%로 농도 증가에 따른 라디칼 소거

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착즙 추출물 및 열수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Puerariae Radix extrac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sveratrol and pueraria radix extracts.
n=3 (biological replicates), Average±S.E.M.

2. 葛根 추출물의 모유두 세포 독성 평가

모유두 세포에 葛根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MTS assay를 진행했다. 葛根 추출물을 

농도별 (0.125, 0.25, 0.5, 1, 2 ㎎/㎖)로 모유두 세포에 36 

시간 처리하였다. 착즙 추출물은 1 ㎎/㎖에서 85.74±1.88%, 

열수 추출물은 1 ㎎/㎖에서 94.95±0.52%로 약 10%의 세포 

생존율 차이를 보였다. 실험 결과 모유두 세포에 열수 추출물

보다 착즙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미세하게 좀 더 강한 세포 독

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모유두 세포의 모발 성장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량 확인 

葛根의 착즙 추출물 및 열수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

했을 때 모발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의 mRNA 발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qRT-PCR을 실시하였다. 앞선 MTS assay 실험 

Fig 2. The Cytotoxicity of the Puerariae Radix extracts on DP cells.
DP cells were treated with juice or water extract of Puerariae Radix
for 36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nd expressed
in percentage. n=3 (biological replicates and cell cultures), 
Average±S.E.M. **p < 0.01 versus Puerariae Radix extracts group.

결과를 근거로 설정한 시료 농도인 0.25 ㎎/㎖ 로 葛根 추출

물을 모유두 세포에 36시간 처리 후 실험을 진행했다(Fig 

3.(A)). 실험 결과 착즙 추출물 처리 시 FGF7의 발현은 1.02± 

0.12배, β-catenin의 유전자인 CTNNB1은 1.28±0.01배, 

BMP6는 1.31±0.11배로 葛根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control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열수 추출물의 경우 FGF7는 

2.80± 0.32배, CTNNB1의 발현은 2.05±0.17배로 나타났다. 

특히 모유두 세포에서 발현되었을 때 모낭 형성을 촉진하는 

BMP6 mRNA가 5.48±0.35배로 발현이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GF10과 FasR mRNA 발현의 경우 착츱 추출

물은 0.69±0.03배, 0.62±0.01배로 약간 감소시켰고, 열수 

추출물은 FGF10을 1.46±0.10배로 약간 증가시켰으며, 

FasR은 1.07±0.17배로 control과 비슷하였다. 

葛根 추출물 0.25 ㎎/㎖ 보다 더 높은 농도인 1 ㎎/㎖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했을 때 FGF7, CTNNB1, BMP6의 

mRNA 발현 변화를 알아보았다 (Fig 3.(B)). 착즙 추출물의 

경우 FGF7 발현은 1.92±0.01배, CTNNB1의 발현은 

1.90±0.35, BMP6는 5.68±0.18배로 나타났고, 열수 추출

물은 FGF7이 2.19±0.15배, CTNNB1의 발현이 1.64± 

0.06배, BMP6의 경우 4.37±0.21배로 나타났다. 특히 두 

葛根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BMP6 mRNA 발현이 4~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0.25 ㎎/㎖ 농도의 착즙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의 mRNA 발현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으나 

같은 농도의 열수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발 

성장 촉진 관련 유전자들의 mRNA 발현이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 ㎎/㎖ 농도로 더 높은 농도에서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고 두 葛根 추출물 모두 모유두 세포 모발 성장 촉진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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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ulation of FGF7, FGF10, β-catenin, BMP6, and FasR mRNA expression by treatment of Puerariae Radix extracts. (A) DP cells 
were treated with 0.25 ㎎/㎖ Puerariae Radix extracts for 36 h. (B) DP cells were treated with 1 ㎎/㎖ Puerariae Radix extracts for 36 h. The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qRT-PCR. Data was normalized by β-actin mRNA expression level. n=4 (biological replicates
and cell cultures), Average±S.E.M. *p < 0.01, ***p < 0.005 versus control.

Ⅳ. 고   찰 

葛根은 뿌리로 직사각형의 두꺼운 조각 또는 세로로 자른 

작은 덩어리이다. 앞의 것은 길이 20 ∼ 30 ㎝, 두께 약 1 ㎝

이며, 뒤의 것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육면체에 가깝다. 바

깥면은 회백색 ∼ 연한 갈색이고 세로주름이 있으며 꺼칠꺼칠

하다. 세로로 꺾기 쉽다2).

갈근의 주요 성분은 flavonoids로 daidzin, daiszein, 

puerarin, daidzein-4’, 7-diglycoside, pueranin-7-xyloside, 

4’, 6”-o-diacetyl puerarin, 4’-methoxypuerarin 등이 

있다. Triterpenoidalsapogenol도 sophoradiol, soyasapogenol 

A, B 등이 있고, 그 외 allantoin, β-sitosterol, starch 등이 

함유되어 있다20).

모발의 성장 촉진은 성숙모낭에서 모낭 모기질 세포와 모

유두 세포가 모낭의 기저막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모기질 세포의 특화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 결과 모발이 

생성되고 성장하게 된다21,22). 이런 모유두 세포는 모낭내의 

여러 종류의 상피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모낭의 형성, 모

발의 재생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23).

탈모증은 혈액순환장애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두피와 모발

을 손상시켜 탈모가 발생하는데 탈모 요인의 하나로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염증을 들 수 있으며, 산화적 스트레스는 멜라닌 

합성 시에 멜라닌세포의 핵과 미토콘드리아 DNA에 mutation

을 초래하여 백모와 탈모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4,25).

여러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매우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protein, lipid 등과 반응하여 변성을 

일으킨다. 활성산소의 축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지질의 산화는 모발을 휴지기로 유도하고 모낭 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26,27). 이러한 활성산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탈모 예방 및 모발 생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葛根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ABTS assay를 실시하여 알아

보았다. 착즙 추출물 1 ㎎/㎖에서는 77.37±0.33%, 열수 추

출물 1 ㎎/㎖의 항산화 효능은 70.38±0.19%로 두 갈근 추

출물 모두 항산화 효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葛根의 착즙 추

출물 및 열수 추출물을 사람의 모발에 적용할 경우 모두 우수

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葛根 추출물 처리에 의한 모유두 세포의 세포 독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MTS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1 ㎎/㎖에서 약 10%의 세포 생존율 차이를 보였고 모유두 세포

에서 열수 추출물보다 착즙 추출물이 강한 독성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낭의 가장 하단부에 위치하는 모유두는 여러 조절 인자의 

도움을 받아 모낭의 발생과 모발의 생성 주기를 조절하기 때

문에 모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조절 인자 중

에서 Wnt 신호를 통한 β-catenin의 증가는 모유두 세포에서 

모낭 형성을 촉진해 모낭 형태 형성 및 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화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모발 생성 주기의 

초기 단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FGF7, FGF10의 발현은 

모낭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모유두 세포에서 

BMP6의 발현은 모낭 형성을 위한 모유두 세포의 특징을 유

지시키기 때문에 모낭 형성 및 모발 생성 유도에 필요하다17). 

세포 사멸 조절 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FasR의 발현이 증가한 

경우 모유두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여 모낭 생성을 저해하여 

모발 성장이 저해된다29). 葛根 추출물 처리에 따른 모유두 세

포의 모발 성장 관련 유전자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qRT-PCR을 실시하였다. 모유두 세포에 큰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두 가지 葛根 추출물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0.25 ㎎/㎖ 농도로 시료를 처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착즙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한 경우 β-catenin, 

FGF7, FGF10, BMP6의 mRNA 발현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비해 열수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한 경우 FGF7, 

CTNNB1, BMP6 mRNA 발현 정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수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했

을 때 BMP6의 mRNA 발현량이 5.48배로 매우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0.25 mg/ml 농도의 열수 추출물 처리에 

따른 mRNA 발현 변화가 나타난 유전자인 FGF7, CTN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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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6의 mRNA 발현 변화를 더 높은 농도인 1 ㎎/㎖ 葛根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처리하여 알아본 결과, 두 葛根 추출물 

모두 모유두 세포 모발 성장 촉진 관련 유전자 mRNA 발현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MTS assay 결과로 1 ㎎/㎖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보다 착즙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을 더 

감소시켰기 때문에 착즙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모유두 세포 

모발 성장 촉진 관련 유전자 mRNA 발현 증가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qRT-PCR 실험 결과를 통해 

葛根 열수 추출물은 모유두 세포에 작용하여 모발 성장을 촉

진시키는 유전자인 FGF7, CTNNB1, BMP6의 mRNA 발현을 

강하게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효과는 葛根 착즙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葛根 착즙 추출물 및 열수 추출물 

모두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활성

산소 축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葛根 착즙 추출물

보다 葛根 열수 추출물이 모유두 세포에서 모발 성장 관련 유

전자인 FGF7, CTNNB1, BMP6 mRNA 발현의 증가를 통해 

세포를 자극하여 모발 성장 및 탈모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인 in vivo test를 실시하여 葛根 추출물의 

처리에 따른 모유두 세포 유전자 발현 변화가 모낭 형성과 모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葛根을 추출 방법을 달리하여 추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항산화 효능, 모유두 세포에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세포 독성 정도 및 모발 성장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BTS assay를 통해 착즙 방법과 열수 추출 방법을 통한 

두 가지 葛根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2. 추출 방법별 두 가지 葛根 추출물을 여러 농도로 모유두 

세포에 36 시간 처리한 후 MTS assay 실험 결과 0.25 

㎎/㎖ 에서 큰 세포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0.5 ㎎/㎖ 

이상의 농도에서는 葛根 열수 추출물보다 葛根 착즙 추

출물이 더 큰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3. 0.25 ㎎/㎖ 농도의 두 가지 葛根 추출물을 모유두 세포에 

36 시간 처리했을 때 葛根 착즙 추출물은 모발 성장 관련 

유전자 mRNA 발현 정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葛根 열수 추출물은 FGF7, CTNNB mRNA 발현을 2배 

이상, BMP6 mRNA 발현의 경우 5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葛根 열수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인 FGF7, CTNNB, BMP6 mRNA 발현을 

촉진 시켜 탈모 치료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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