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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대상기술은 노르갈란타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노르갈란타민
은 제주도에 자생하는 문주란(Crinum asiaticum var. japonicum)으로 부터 분
리할 수 있음

• 본 기술의 노르갈란타민은 육모에서 중요한 모유두 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
써 탈모를 억제하고 예방하며 육모를 촉진

• 탈모 방지 또는 육모 촉진용도로 약학, 건강식품, 화장품 및 미용 등의 분야에
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대상기술은 노르갈란타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노르갈란타민
은 제주도에 자생하는 문주란(Crinum asiaticum var. japonicum)으로 부터 분
리할 수 있음

• 본 기술의 노르갈란타민은 육모에서 중요한 모유두 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
써 탈모를 억제하고 예방하며 육모를 촉진

• 탈모 방지 또는 육모 촉진용도로 약학, 건강식품, 화장품 및 미용 등의 분야에
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기존의 탈모 치료를 위한 약물은 피부 자극, 인체 안전성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제한
적이고 효과가 일시적임 →  대체할 약물이 필요

• 대상기술은 천연물 유래 물질로 심각한 독성 및 부작용은 없으므로 예방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모낭(Vibrissa follicles) 성장효과

• 노르갈란타민 0.01 및 0.1 uM 농도로 처리한 모낭에서 모섬유질(hair fiber)의 성장
이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1 uM)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노르갈란타민처리농도별모낭성장효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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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갈란타민의구조식]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 cell)의증식효과

• 노르갈란타민 화합물을 0.01 및 0.1 uM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의 증식효과
(100%)와 비교하여 114.0±4.3% (P>0.05) 및 106.2±5.6% 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노
르갈란타민 화합물의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 cell) 증식효과는 대표적 모발성장
촉진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녹시딜 설페이트(minoxidil sulfate, M.S.)의 증식 효과
(114.9±4.5%)와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노르갈란타민의 모유두세포 증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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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Information

TRL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 탈모 예방 관련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4조원으로 2004년에비해 10배 이상 증가 → 
탈모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추세

• 최근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기능성 탈모 관련 제품 수요층이 2030세대
까지 확대

• 노르갈란타민을 탈모 방지 또는 발모 개선용 화장품, 의약품으로 적용 가능

성명 강 희 경

소속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노르갈란타민의 모유두세포 증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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