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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vious studies, we confirmed the effective antimicrobial activity of fermented Dendropanax morbi-
fera leaf/branch extracts with Lactobacillus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and Lactobacillus plantarum il-
chiwhangchil 2020.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hair growth effect of D. morbifera leaf/branch 
extracts fermented with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and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 on hu-
man hair dermal papilla cells. The growth rate of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s treated with fer-
mented extracts in the range of 1 to 10 μg/ml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out increasing cell death. Double staining studies showed that the growth of cells treated 
with fermented D. morbifera leaf/branch extracts was more active than that of control cells. Moreover, 
the cells treated with the fermented D. morbifera leaf/branch extracts exhibited a 18.84% and 23.31% 
increase in cell mobility,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untreated cells.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as used to determine the active agents responsible for hair grow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ent of β-sitosterol, which is known to affect hair growth, increased 
about 10 times in the fermentation process of D. morbifera leaf/branch extracts. Taken together, the 
findings confirm that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af/branch extracts promote hai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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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인 탈모는 노화, 스트레

스, 영양 불균형,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19]. 모발은 피부 부속기관으로 소멸과 형성의 반복에는 줄기

세포가 관여하며 인간의 모낭은 2가지의 줄기세포가 존재한

다. 모낭으로의 분열증식이 가능한 모낭 외모근초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와 모낭에 존재하며 중배엽세포의 특성을 보이는 모

유두세포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모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낭인자들의 작용과 모낭 내에 있는 표피세포와 모유두세포

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7, 21]. 모유두세포에는 모세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 기관에 영양소를 공급하며 성장인자인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IGF-1),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kera-

tinocyte growth factor (KGF), fibroblast growth factor 1 

(FGF-1)을 분비, 모낭주위에 혈관을 형성시켜 혈액순환을 촉

진하여 상피세포의 성장을 조절한다[5, 22].

현재 육모를 촉진하는 약물로 미국 Food and Drug Admi-

nistration (FDA)가 공인한 경피도포제인 미녹시딜(minoxidil), 

경구복용제인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가 대표적이다[14]. 

Minoxidil의 발모효과에 관한 작용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

지는 않지만, 혈관확장을 통한 영양분 공급 증가, 포타슘채널 

개폐효과 등이 육모효과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20]. 그러

나 minoxidil은 투여 용량 등에 따라 피부염, 홍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탈모방지를 

위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육모효과를 갖는 천연물을 탐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3].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는 드릅나무과에 속하며, 

아열대성 상록교목으로 대한민국 서남해안과 도서지역(제주

도, 완도 등)에서 분포하고 있는 특산 수종이다. 황칠나무는 

잎에 광택이 있고 주형이 보기 좋아 관상수로도 이용도 많다. 

황칠나무 잎 추출물의 항암작용[6], 당뇨[1], 간세포재생[25], 

신경조직세포 재생효과[9] 및 항산화 활성[16]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황칠나무 잎·가지 n-hexane 분획물에서는 미백[18]에 

대한 보고가 있다. 또한 황칠나무의 휘발성 성분에는 안식향

산을 함유하여 신경계에 대한 진정작용과 강장작용이 알려져 

있다[13]. 황칠나무 잎·가지 내 탈모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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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β-sitosterol은 대표적인 식물성 스테롤이며, 전립선 비대증

[12, 24], 및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3], 황칠나무 잎 성분 중 β-sitosterol이 육모 효과에 탁월하다

는 연구 보고가 있다[18].

발효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물질이 가진 성분이나 소재의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의약품 또는 식료품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발전되어 왔다[3].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로는 

유산균, 효모, 일부 곰팡이 등이 있으며, 그 중 유산균은 대사

산물인 lactic acid로 인해 잡균이나 유해균의 증식 억제 효과

가 있어 발효 공정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산균을 이용

한 발효는 항염증 활성, 항당뇨 효과,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8, 11].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와 L. plantarum il-

chiwhangchil 2020 두가지 균을 이용한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

의 우수한 항균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균을 이용한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의 

우수한 육모효과를 인간모유두세포인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을 이용하여 검토하였으며, 발효과정 중에 육모성

분인 β-sitosterol의 증가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Triammonium citrate, 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manganese(II) sulfate tetrahydrate, 3-(4,5)-dimethylth-

iahiazo-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cal-

cein-acetomethoxy (calcein-AM), propidium iodide (PI), β- si-

tosterol은 Sigma-Aldrich (St. Louis USA)에서, peptone, diba-

sic potassium phosphate, sodium acetate, glucose는 Dae-

jung Scientific (Seoul, Korea)에서 beef extract, yeast extract

는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황칠나무 잎·가지는 ㈜HSP라이프(Seoul, 

Korea)에서 제공받았다. 건조된 황칠나무 잎·가지를 세절하여 

1 kg을 칭량하여 멸균 증류수 1 l와 혼합하여 80℃에서 6시간 

추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DMSO를 이용하여 시료를 용해하였으며, DMSO에 의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DMSO 최종 농

도가 0.1%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미생물은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와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이며, 국립농업과학

원(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Wanju, 

Korea)에서 기탁 받아 사용하였다. 유산균 발효를 위해 황칠

나무 잎·가지 추출물과 MRS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MRS 배지에 황칠나무 잎 추출물 함량을 20 wt% 비율로 제조

하고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L. plantarum ilchi-

whangchil 2020의 균수는 7×108 CFU/ml로 동일하게 접종하

여 발효하였다. 진탕 배양기(Shaking incubator, SH-802F, 

LABOTECH, Korea)에서 배양하고(37℃, 2 days, 100 rpm) 원

심분리(1,500g, 10 min) 후 상층액을 filtering (0.22 μm pore 

size, Advantec, Toyo Roshi Kaisha. Ltd., Japan)하여 황칠나

무 잎·가지 발효물을 제조하였다[15].

세포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인간모유두세포(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는 Innoprot (http://www.innoprot.com)에서 분

양구입 하였으며, 1% penicillin-streptomycin sulfate (Wel-

gene, Daegu, Korea) 및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

gene, Daegu, Korea)이 포함된 DMEM (Welgene, Daegu, 

Korea)을 사용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을 위하여 24-well plate에 모유두세포를 

1.0×105 cell/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배양

기에서 배양 후, 대조군으로 사용한 MRS배지와 황칠나무 잎·

가지 추출물,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 두 종류(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를 1, 

10, 100, 1,000 μg/ml씩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5 μg/ml MTT 용액을 넣고 4시간 동안 배양 후, 상등액

을 제거하고 바닥에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DMSO 200 μl를 

첨가하여 녹여 ELISA reader (Epoch, BioTek, Winooski, 

USA)을 이용하여 550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

는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0.1 

μg/ml의 minoxidil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세포 이  염색법

모유두세포에 대한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의 세포 증식

과 세포사멸을 calcein-AM과 PI를 사용하여 가시적으로 확인

하였다. 24-well plate에 모유두세포를 1.0×105 cell/well로 분

주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대조

군으로 사용한 MRS배지와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L. plan-

tarum ilchiwhangchil 1785,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

을 10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4 mM calcein-AM stock 용액을 최종농도 2 μM이 되도록 

phosphate buffer saline (PBS)에 녹여 첨가하고, 1 mg/ml의 

PI stock 용액을 10 μl 넣고, 37℃에서 10분 반응시켰다. 이후, 

형광 염색이 완료된 세포는 형광 현미경(Ti-S/L100, Nikon,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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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of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s with Den-

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fermented Den-

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with Lactobacil-

lus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and Lactobacillus plan-

tarum ilchiwhangchil 2020. Minoxidil (0.1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values: *p<0.05, 

**p<0.01, ***p<0.001.

세포 이동력 측정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에 대한 모유두세포의 재생 및 이

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이동력 측정 실험은 wound 

healing assay로 하였다. 모유두세포를 세포배양 접시에 균일

하게 분포시키고 배양기 내에서 세포 밀집도가 90% 이상 배양

하였다. 이 후,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 10 μg/ml을 처리하고 

200 μl pipette tip (Fisher Scientific, USA)을 이용하여 세포배

양접시 내에 형성된 세포층을 긁어내고 24시간 추가배양 후, 

세포의 이동성을 광학현미경 카메라(Digital camera for mi-

croscope, DCM130, ScopeTek, Hangzhou, China)로 촬영하였

다. 이미지는 Scopephoto프로그램(ScopeTek, China)을 사용

하여 μm단위로 세포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24시간 배양으

로 감소된 상처의 길이는 세포재생에 의한 것으로, 최초 상처 

길이와 24시간 추가배양 후 상처의 길이의 차로 표시하였다. 

β-sitosterol의 HPLC 분석

황칠 나무에 탈모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β-sitos-

terol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Shimazu,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하였다[17]. C18 (4 μm, 4.6 i.d. x 150 

mm, YMC, Kyoto, Japan) column을 사용하였고 분석온도는 

30℃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은 methanol을 사용하였고, flow 

rate는 0.8 ml/min, UV-visible detector를 이용하여 210 nm에

서 측정하였다[17]. 모든 시료는 filtering (Millipore, 0.22 µm 

pore size) 하여 사용하였고, 0.1, 0.5, 1, 5, 10 μg/ml의 농도의 

β-sitosterol을 standard로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을 각각 

10 mg/ml의 농도로 methanol에 녹인 후, 10 μl씩 HPLC에 

주입하여 발효 전후의 β-sitosterol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학  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에 모든 값은 3회 이상의 반복실험

의 측정값의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 결과 값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p값이 0.05 이하이면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고찰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이 인간모유두세포 생존율에 미치

는 향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이 모유두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잎·가지 추출

물과 추출 발효물 농도가 10 μg/ml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

고 100~1,000 μg/ml 농도에서는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고농도에서는 추출물과 추출 발효물에 독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포 성장에 발효물의 적정농도(10 μg/ 

ml)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10 μg/ml 농도에서 MTT 

결과를 비교하면, 발효시키지 않은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

은 107.2%의 증가를 보인 반면,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잎·가지 추출발효물은 126.4%, L. plantarum ilchiwhang-

chil 2020 잎·가지 추출발효물은 128.7%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다(Fig. 1). 즉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만으로도 세포 

성장을 향상시켰으나 발효과정을 통하여 더욱 긍정적인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minoxidil은 

126.3%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는 두 균주로 발효시킨 

발효물의 효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의 세포 이 염색 확인

이중염색법을 통하여 모유두세포에 미치는 황칠나무 잎·가

지 발효물의 독성, 성장, 세포의 모양을 형광현미경으로 확인

하였다. 24시간 동안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로 처리한 세포

의 개체 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가함을 calcein-AM의 결과

로 알 수 있었으며, 세포 사멸을 나타내는 PI의 형광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Fig. 2). 이 실험으로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

물의 발효물이(Fig. 2B - Fig. 2C) 모유두세포에 대한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한 minoxidil (0.1 μg/ml)의 작용(Fig. 2D) 과 유사

한 세포 재생 활성화를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황칠나무 발효물의 세포 이동력 확인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이 처리된 모유두세포에 대한 세

포 이동력은 wound healing assay로 측정하였다. 즉 세포 이

동력은 세포 재생 속도에 기인하므로 황칠 시료에서 탈모 억

제 효과가 있다면 세포 이동력이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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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Human dermal hair papilla cells migration test during 

24 hr incubation, (A) optical images and (B) analytical 

data. Minoxidil (0.1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values: *p<0.05, **p<0.01, ***p<0.001.

A

B

C

D

Fig. 2. Visual identification for living and dead cells of human 

hair dermal papilla cells by fluorescent double staining 

after 24hr incubation (A) in the absence of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B) in the 

presence of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with Lactobacillus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C) in the presence of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with Lactobacillus plantarum ilchi-

whangchil 2020, and (D) in the presence of minoxidil 

(0.1 μg/ml).

있다[9]. 모유두세포에 상처를 내어 세포가 없는 영역의 길이

를 광학현미경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첨가 없는 대조군은 692.49±18.41 μm, L. plantarum ilchi-

whangchil 1785이용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은 681.84±8.87 

μm,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 이용 황칠나무 잎·가지 

발효물은 650.91±28.91 μm, minoxidil (0.1 μg/ml)은 753.25± 

17.93 μm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24시간 배양 후 세포가 성장하

면서 세포가 없는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대조군에서의 세포 

없는 영역의 거리는 455.61±28.31 μm로 236.88 μm의 성장을 

보였으나,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로 발효시킨 황칠

나무 잎·가지에서는 400.31±17.91 μm로 측정되어 281.53 μm

의 성장을, 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로 발표시킨 황칠

나무 잎·가지에서는 358.81±13.08 μm로 측정되어 292.1 μm의 

성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inoxidil (0.1 μg/ml)을 첨가한 

대조군은 463.49±19.05 μm로 측정되어 289.76 μm의 세포 성장

을 확인하였다(Fig. 3). 이는 모유두세포에서 황칠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면,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발효물이 처리된 군은 18.85%, L. plantarum ilchiwhang-

chil 2020 발효물이 처리된 군은 23.31% 증가됨을 나타낸다

(Fig. 3B). 본 실험결과는 minoxidil 처리군이 22.32%의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황칠나무 잎·가지를 발효시킨 시료는 

minoxidil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모유두세포의 성장력을 증가

시킴을 나타낸다.  

β-sitosterol 분석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 및 발효물의 β-sitosterol 함량을 

확인하였다. β-sitosterol은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에서 탈모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18]. HPLC를 이용

하여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과 황칠나무 잎·가지의 발효과

정 후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HPLC 분석 조건 하에서 β

-sitosterol는 retention time이 2.7 minute에서 검출되었다

(Fig. 4A). 실험에 authentic 시료로 사용한 β-sitosterol의 순도

가 90%로 chromatogram에 β-sitosterol 이외에도 여러 피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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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HPLC analysis of β-sitosterol, (A) Raw HPLC data at 

various concentration of authentic β-sitosterol, (B) cali-

bration curve of β-sitosterol, (C) β-sitosterol analysis of 

Den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and fer-

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ave/branch extracts. 

*The β-sitosterol peaks (retention time, 2.7 min) are 

shown as an arrow in A and C.

보이고 있다. β-sitosterol의 함량이 0.1~10 μg/mg 범위에서 

정량곡선을 작성하였다(Fig. 4B). 잎·가지 추출물에서는 0.021 

μg/mg,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 발효물에서는 0.241 

μg/mg, 그리고L. plantarum ilchiwhangchil 2020 발효물에서

는 0.165 μg/mg이 검출되었다(Fig. 4C). 따라서 β-sitosterol이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와 L. plantarum ilchiwhang-

chil 2020의 발효과정에 의해 각각 11.5배, 7.9배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Duester와 Karen C의 보고에 의하면 바나나, 

사과, 포도에 함유되어 있는 β-sitosterol의 함량은 0.11, 0.11, 

0.13 μg/mg으로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양(0.021 μg/mg)보다 약 5배 높지만 황칠나무의 발효로 약 

7.9~11.5배 증가되어 바나나, 사과, 포도보다 증가됨을 확인함

으로써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2]. 예상대로 β-sitosterol 함량증가가 탈모 억제 효과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β-sitosterol 함량에

서는 L. plantarum ilchiwhangchil 1785에 의한 발효가 더 우수

하였으나, 세포 이동력 측정에서는 L. plantarum ilchiwhang-

chil 2020 발효물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β-sitosterol 

함량증가 이외에도 다른 활성인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황칠나무 잎·가지 추출물 및 발효물의 육모 효과의 활성

인자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황칠나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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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효 추출물 처리한 세포는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각각 18.84%, 23.31% 세포 이동성이 증가하였다.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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