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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 (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로 성분 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quercetin, 

quercitrin, rutin 등의 flavonoid계 물질과 체내 지방 수  

하에 효과 인 allyl disulfide  diallyl disulfide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한 식품의 향

신 조미료 외에 마늘과 함께 약재로 리 애용되어 해열, 

구충, 해독, 장염  종양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4). 양 에 

한 연구로는 속 해독능(5), 항균효과(6), 당 하

효과(7), 심 계 질환 방효과(8), 항산화작용(9)
 

 항

암효과(10)에 한 기능이 밝 져 민간요법의 효능이 재

확인되고 있으며, 식생활 수 의 향상  각종 성인병 

방을 한 기능성 식품에 한 요구의 증가로 인하여 양

에 한 심도 증가되고 있다.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conjugated double bond, phenol구조, -SH기를 갖는 화합

물, alkaloid  유기산 등과 같은 물질들이 알려져 있고, 

고등식물의 천연 생리활성 물질  비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phenol성 화합물인 flavonoid이다. 양

 에는 quercetin, quercetin aglycone  kaempferol 

monoglycoside 등의 glucose유도체(11)인 flavonoid류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80%가 quercetin aglycone으로 구

성되어 있다(12). 

환경의 오염, 식생활의 변화,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스트 스의 증가 등은 새로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

므로 과거와는 달리 당뇨병, 고 압, 알 르기, 만성 스트

스 등과 연 되는 질병들이 인에게 가장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13). 특히 알 르기성 질환으로는 기 지 천

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알 르기성 결막염 등

이 있는데, 산업의 발달로 인공화학 합성물의 범람과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면역과민성 질환을 유발시키

는 allergen이 증하는 추세이다(14). 그리고 알 르기 유

발 물질들은 주로 소화기, 피부  추 신경계 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피부과 질환 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 약물, 식물  기타 자극물에 의해 피부

의 알 르기성 반응으로 유발되는 성 피부염이다

(15). 알 르기성 피부염의 치료제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제를 장

기간 투여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항 

알 르기제의 개발과 련된 재료로서 천연재료인 약용

식물이 우선 으로 선택되고 있다(16).

활성산소종(ROS)은 생체 사의 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조직 손상, 지질 과산화, DNA 손상 

그리고 효소 불활성화를 유발하며 만성, 만성 스트 스

와 충격, 염증 등의 복잡한 조건들과 연 되어 있다

(17,18).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을 고려하여 식품으로 많이 섭취

되는 국산 양 를 이용하여 DNCB로 알 르기성  피

부염이 유발된 생쥐에 투여시킨 후 나타나는 항염증작용

과 산화반응 물질들을 측정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양 는 시장에서 구입하여 실험실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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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후 수세, 탈피  탈수과정을 거쳐 동결 건조한 후 

분쇄하여 사용하 으며, 실험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20
o
C

에서 보 하 다.

양 시료  DNCB 조제

양  시료  지연형 과민반응의 항원으로 DNCB 

(2,4-dinitro-chlorobenzene)액을 조제하 다. 1차 감작과 

2차 감작반응 실험에 사용할 DNCB는 acetone과 olive oil 

혼합용액으로 0.5%와 1%의 농도로 용해한 후 사용하 으

며, 복강 주사용의 양 시료는 0.1% saline 용액으로 360, 

1,000 mg/10 mL 농도로 조제하여 200 μL씩을 투여하 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4주령 된 Balb/c mice( 기 체  18～20 g) 

암컷을 효창 SCIENCE에서 분양 받아 실험동물 사육실에

서 2주간 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 기간  

물은 자유로이 섭취시켰으며, 사육실 온도(22±2oC)와 상

습도(60±5%)를 알맞게 유지하고, 명암(06:00 AM～

18:00 PM)은 12시간 주기로 조 하 다. 

실험계획  시료투여

실험동물은 총 63마리를 사용하 으며, 7마리를 한 실

험군으로 분리하여 실험하 다. 알 르기 유발  억제 

실험을 하여 조군 그룹(자유로운 식이; 1차와 2차 알

르기 반응을 실시하지 않음), 음성 조군(DNCB) 그룹

(자유로운 식이; DNCB에 의한 알 르기 발 을 실시함), 

시료(양  추출물 투여) 그룹(자유로운 식이; DNCB에 의

한 알 르기 발 과 시료를 복강 투여함; 360, 1,000 

mg/kg)으로 나 어 실시하 다. 시료의 농도는 비실험

에서 100, 360, 1,000 mg/kg을 복강 투여하여 효과가 측정

되었던 360, 1,000 mg/kg을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 

진행은 5일 동안 0.5% DNCB로 알 르기 감작을 시켰으

며 5일간 응을 시킨 후 연이어서 3일 동안 1% DNCB로 

2차 알 르기 감작과 동시에 시료를 복강에 투여하 다. 

2차 감작 후, 염증 발  정도를 24, 48  72 시간에 측정하

으며, 3일 후에 실험동물의 몸무게를 측정하 다. 한 

장기 무게 변화와 생화학  분석을 하여 실험동물들을 

ether 마취하여 심장 채 로 액을 수집하고, 요 장기

들을 출하 다. 채취한 액은 4시간 동안 냉장고에 두

어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3,000 rpm)하여 청을 얻었으

며, 청과 출한 장기는 일산화질소(NO), 과산화지질

(MDA, malondialdehyde) 등을 측정하기 하여 냉동보

(-80
oC)하 다.

알 르기 유발과 조직변화 측정

1차 감작으로 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들의 털을 

제거한 mice의 상복부에 0.5% DNCB 50 μL를 지름 0.8 

cm 크기로 5일간 도포하 으며, 5일 후 1% DNCB 용액 

25 μL를 3일간 오른쪽 귀에 도포하여 2차 감작을 시키면

서, 동시에 두충 추출물을 복강에 3일간 계속 투여하 다

(17). 2차 감작과 시료 투여한 후, 24, 48  72시간에 오른

쪽 귀의 두께를 vernier calipers (Mitutoyo, Japan)로 측정

하 다.

청과 조직의 MDA 측정

MDA(malondialdehyde)의 함량은 thiobarbituric acid 

(TB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19). 즉,  증류수 1 mL와 

acetic acid로 녹인 29 mM TBA 1 mL에 청과 조직의 

시료에 50 μL 첨가하여 95oC에서 1시간 반응한 후에, 식힌 

다음 5 mM HCl을 25 μL 첨가하 다. 여기에 3.5 mL의 

n-butanol을 첨가하여 추출하고 butanol 층은 1,500×g에

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모은 후에 532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이때 표 곡선은 1,1,3,3-tetraethoxy-

propane을 이용하여 작성하 으며, MDA의 농도는 μM/g, 

wet tissue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청과 조직의 일산화질소 측정

일산화질소(NO, nitric oxide) 함량은 안정된 NO 산화

물인 NO2
-(nitrite)를 Griess 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0). EDTA가 들어 있는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로 조직을 마쇄한 후에 4
o
C, 10,000×g에서 15분 동

안 원심분리하여 조직의 상층액과 청 100 μL 각각을 

96 well plate에 넣고, 여기에 Griess 시약(0.1% N-1- 

naphthyl-ethylendiamine/ H2O : 1% sulfanilamide/ 5% 

H3PO4＝1 : 1)을 동량 첨가하여 1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Nitrite의 농도는 sodium nitrite를 이용하여 얻은 표 곡

선과 비교하여 표 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독립 으로 3회 이상 반복으로 이루어졌으

며, 실험결과는 평균치±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행한 후, 각 시

험군간에 신뢰수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통계  유의차를 평가하 다.

결과  고찰

알 르기 련 기 들의 무게 변화

알 르기 반응은 면역 로불린이 항원과 반응하여 방

출하는 화학 달 물질이나 T 임 구에 의한 각종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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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organ weight in spleen, thymus, lymph and mast cell node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g/kg)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Spleen Thymus Lymph node Mast cell Liver

Control  7.59±0.47a2)  3.6±0.13a 0.35±0.03a 6.2±0.10d   67.16±2.71a

DNCB1)
0.5% 

1%

11.20±0.17f
12.71±0.83g

10.1±0.04d
13.0±0.04e

0.41±0.01b
0.45±0.03b

2.7±0.04b
4.4±0.02c

 110.72±0.69f
 117.35±3.06f

YOE
360

1,000

10.34±0.68ef
 8.68±0.05bc

 8.4±0.06c
 5.8±0.04b

0.41±0.02b
0.36±0.01a

1.6±0.02ab
1.1±0.02a

  82.40±5.96de
  78.01±2.22ce

ROE
360

1,000

 9.38±0.13cd
 8.14±0.11ab

 8.1±0.06b
 5.0±0.05ad

0.41±0.01b
0.36±0.01a

2.7±0.04b
1.3±0.05a

  85.38±6.12e
  73.75±2.23ac

WOE
360

1,000

 9.81±0.85de
 8.18±0.10ab

 7.1±0.03c
 5.1±0.01b

0.41±0.00b
0.35±0.01a

1.9±0.02ab
1.2±0.03a

  75.19±0.30bd
  68.78±0.54ab

1)DNCB: 2,4-dinitro-chlorobenzene, YOE: yellow onion extract, ROE: red onion extract, WOE: white onion extract.
2)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의해 의 확장, 모세 의 투과성 항진, 액의 증

가  막의 부종과 염증등을 유발시킨다(21). 일반 으

로 알 르기 반응은 일으키는 기 에 따라 4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는데, 제 Ⅳ형은  항원과 임 구의 반응에 의한 

조직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23). 제Ⅳ

형의 병리기 은 비교  잘 밝 져 있으므로 양  추출물

에 의한 효능 찰은 하다고 사료된다. 양  추출물의 

알 르기 억제 반응을 측정하기 하여 DNCB 처리로 알

르기 피부염을 유발한 후에 알 르기를 유발하지 않은 

조군과 양  추출물을 투여한 군과의 비교실험을 수행

하 다. DNCB는 알 르겐으로 Balb/c mice에서 림

과 B세포 지역이 알 르겐 투여에 의해서 증가된다고 보

고되어 있다(24). 면역에 계하는 기 들로는 일차 림

기 과 이차 림 기 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흉선

(thymus)은 일차 림 기 으로 이곳에서 림 구의 성숙

이 일어나며, 림 (lymph node)과 비장(spleen)은 이차 

림 기 으로 이곳에서 항원이 수집되고 성숙한 림 구

가 그 항원과 작용한다. 흉선은 T세포 발생과 성숙 장소이

며 감염에서 몸을 보호할 T세포를 생성하고 선택한다. 림

은 항원에 한 면역반응이 유발되는 장소이며 B세

포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비장은 류속의 항원에 한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

로 신성 감염에 반응하는 곳이다(25-27). 

DNCB에 한 mice의 면역 반응 결과를 조사하기 하

여 면역에 계하는 기 들을 조군, DNCB 조군  

양  투여군과 비교하여 무게 변화를 측정하 으며

(Table 1), DNCB와 양  투여군에서 몸무게의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다(data 미표시). 흉선, 비장  림 의 각각 

무게는 조군과 비교하여 DNCB 조군과 양  투여군

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양  투여군과 DNCB 조군

과의 비교에서는 양  투여군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NCB를 투여할 때 면역에 계하는 기 들이 활

발하게 항원을 수집하고 T세포와 B세포를 발생시키며 그

에 따른 면역반응을 발생시켜 흉선, 비장  림 의 각

각 무게가 증가하 는데, 양 추출물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알 르겐 반응을 유의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p<0.05). 양  추출물을 처리한 시험군에서 복강의 

mast cell의 함량이 감소하 으며 DNCB 처리군과 양  

추출물 처리군 모두에서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무

게 함량 변화가 찰되었다. Mast cell은 히스타민과 함께 

다양한 약리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세포질 과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알 르기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한다. 알

르겐에 한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측정하고자 조군, 

DNCB 처리군 그리고 양  추출물 처리군에서 간의 무게

를 측정한 결과 조군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  추출물 처리군

에서 조군과 비슷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찰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알 르겐에 의해서 간 조직의 염증 발생

에 의한 무게변화가 발생하 으며, 실제로 간의 MDA 함

량도 DNCB 처리군에서 높게 측정되었고 양  추출물 처

리에 의하여 회복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귀의 무게와 두께 변화

알 르겐(DNCB)로서 1차, 2차 감작반응을 일으켜 

mouse의 귀를 swelling 시킨 후에 양 추출물을 360, 

1,000 mg/kg의 농도로 투여하여 귀의 무게와 귀의 두께에 

발생한 swelling의 감소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 3 

 4와 같다. 양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귀의 무게 변화

(Table 2)는 총 7.7～13.0 mg으로 측정되었으며 1% 

DNCB 조군은 13.8 mg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양  

투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DNCB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무게 함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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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left  ear thickness in ear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Ear thickness (mm)

24 hr 48 hr 72 hr

Control 0.018±0.002ad2) 0.013±0.002ab 0.009±0.001a

DNCB
1) 0.5%

1%

0.062±0.014il
0.083±0.003m

0.058±0.004hl
0.071±0.001km

0.048±0.004fk
0.075±0.001lm

YOE
360

1,000

0.061±0.007fg
0.028±0.004ad

0.045±0.007df
0.048±0.004ef

0.060±0.021fg
0.025±0.007ac

ROE
360

1,000

0.033±0.018be
0.025±0.007ac

0.033±0.004be
0.020±0.001ac

0.020±0.007ac
0.018±0.004ac

WOE
360

1,000

0.023±0.004ac
0.021±0.001ac

0.023±0.004ac
0.020±0.007ac

0.021±0.007ac
0.035±0.021ce

1)
Refer footnote to Table 1.
2)
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hanges of right ear thickness in ear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Ear thickness (mm)

24 hr 48 hr 72 hr

Control 0.018±0.002ab2) 0.013±0.002ab 0.009±0.001a

DNCB1)
0.5%

1%

0.051±0.007hj
0.083±0.004k

0.051±0.001jk
0.072±0.001jk

0.045±0.001fi
0.071±0.014jk

YOE
360

1,000

0.043±0.004ei
0.028±0.004be

0.041±0.007dh
0.045±0.014fi

0.051±0.009ij
0.023±0.011ac

ROE
360

1,000

0.035±0.021cg
0.021±0.002ac

0.041±0.007dh
0.020±0.001ac

0.020±0.007ac
0.018±0.004ac

WOE
360

1,000

0.017±0.004ac
0.018±0.003ac

0.025±0.007ad
0.018±0.004ac

0.015±0.004ac
0.033±0.018bf

1)Refer footnote to Table 1.
2)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hanges of ear weight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mg)

Treatment
Concen-
tration 
(mg/kg)

Left Right Total

Control 3.3±0.01a2) 3.3±0.01a  6.6±0.02a

DNCB1)
0.5% 

1%

4.9±0.01cd
6.7±0.02e

5.6±0.01d
7.1±0.01e

10.5±0.01d
13.8±0.02e

YOE
360

1,000

6.1±0.06e
5.1±0.06d

6.9±0.02e
4.7±0.09bc

13.0±0.08e
 9.8±0.15d

ROE
360

1,000

5.0±0.02cd
4.3±0.01bc

4.5±0.00bc
4.0±0.01ab

 9.5±0.02d
 8.3±0.02c

WOE
360

1,000

4.4±0.04bd
3.7±0.01ab

4.9±0.04cd
4.0±0.03ab

 9.3±0.08b
 7.7±0.04ab

1)Refer footnote to Table 1.
2)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양 추출물을 360 mg/kg 투여하 을 때에는 조군에 비

하여 귀의 무게가 왼쪽과 오른쪽 모두 높았으나, 1,000 

mg/kg의 농도로 처리하 을 때에는 귀의 무게가 상당히 

감소하여 거의 조군과 유사한 수 까지 낮아졌다. 

한편 양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투여하여 귀에 발생한 

swelling의 감소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귀의 두께를 측

정한 결과(Table 3과 4), 양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시

간이 경과할수록 귀의 두께는 얇아져서 알 르겐에 의한 

알 르기 반응이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DNCB로 유발된 알 르기성 피부염은 항원이 

되는 물질이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운반단백질과 결합한 

후 감작과정을 거치게 되고 감작된 생체가 재차 알 르겐

에 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 결과로 나타난다(28). 

피부 염증 반응은 48시간에 최 에 이르고 차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양 추출물

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물질에 의한 소거효과로 고려된다.

일산화질소 생성 변화

면역학 인 에서 nitric oxide(NO) 합성효소의 발

은 NO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병리학 인 조직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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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NO levels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NO Production (μM/g)

Serum Liver Ear

Control     NDa2) 4.23±0.018a   0.08±0.047a

DNCB1)
0.5% 

1%

 1.71±0.234d3)
 0.92±0.182c

5.33±0.044b
6.08±0.034c

  2.71±0.073e
  4.08±0.024f

YOE
360

1,000

    NDa

    NDa
4.32±0.019a
4.08±0.005a

  0.69±0.124c
  0.40±0.015b

ROE
360

1,000

    NDa

    NDa
4.07±0.009a
4.28±0.032a

  0.12±0.015a
      NDa

WOE
360

1,000

0.708±0.092ab
0.673±0.064a

5.05±0.042b
4.45±0.013a

  0.91±0.721d
  0.87±0.640d

1)Refer footnote to Table 1. 2)ND: not detected
3)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나타내는 부 에는 NO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진피 세포내의 NO의 증가는 지질과산화를 유

발하는 ROS(reactive oxygen species)의 증가를 진시킨

다(29,30). NO는 알 르기  천식과 같은 염증질환에 있

어서 다량이 발 되어 염증을 유발시키는 인자이며 NO가 

발 하는 기능의 다양성은 농도  표 세포의 활성화 여

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31). 청, 간 그리

고 귀 조직에서의 NO 함량 변화는 양 투여군  1% 

DNCB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가 찰되었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즉 NO 함량은 1% 

DNCB 조군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양  그룹에

서 염증이 억제됨과 더불어 NO 함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특히 염증 발  정도가 컸던 귀 조직에서의 

NO 발생 억제 효과는 모든 종류의 양  추출물에서 측정

되었다. 이것은 양 의 풍부한 항산화물질이 NO 합성 효

소의 발 을 억제시킨 결과로 단된다.

MDA 생성 변화

알 르겐의 투여로 인하여 NO 발생을 유도하게 되면 

NO와 주변의 활성산소에 의하여 세포의 지질 과산화를 

유도하여 MDA와 같은 산화반응 물질을 생산한다(32). 

Malondialdehyde(MDA)는 산화반응에 의한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물로서 조직세포의 산화 인 손상(염증)의 

증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피부 조직 손

상의 정도를 MDA 함량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Table 6). 

간과 귀 조직에서의 MDA 함량 변화는 DNCB에 의해서 

1NO와 활성산소의 증가를 의미하며 활성산소는 병리학

인 조직 손상을 유발한다. 그러나 간 조직에서의 MDA 

함량 변화는 양  투여군  DNCB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가 측정되었으며, 귀 조직에서도 MDA 함

량은 양  투여군  DNCB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Table 6. Change of MDA levels following treatment of mice 

with YOE, ROE and WOE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MDA production (μM/g)

Liver Ear

Control 2.21±0.13a2) 2.71±0.16ab

DNCB
1) 0.5% 

1%

2.97±0.19d
3.31±0.15d

2.93±0.55b
2.98±0.21b

YOE
360

1,000

2.76±0.05c
2.42±0.09b

2.60±0.11ab
2.10±0.12a

ROE
360

1,000

2.56±0.05c
2.16±0.07a

2.51±0.42ab
2.12±0.37a

WOE
360

1,000

2.64±0.26c
2.14±0.11a

2.18±0.27a
2.56±0.29ab

1)
Refer footnote to Table 1.
2)
Data represent mean±SD (n=7). 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차이가 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종과 염증 반응을 

보인 귀조직의 병리학 인 세포 반응에 의한 MDA 함량

이 증가되었으며 양 추출물에 의하여 세포의 지질 과산

화를 억제하 음을 나타낸다. 한 붉은 양  추출물의 

높은 농도에서 MDA 생성억제 효과가 높게 찰되었다.

 

요    약

양 (노란색, 붉은색, 흰색)의 열수 추출물이 DNCB로 

감작된 4주령 BALB/c mouse 암컷에 유도된 성 피부

염의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림 , 비장  흉선의 무

게는 양  투여군이 DNCB 조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양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귀의 무게는 양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조군과 비

교하여 무게에 함량 변화가 있었다. 양 추출물을 1,000 

mg/kg 농도로 투여하면 귀의 무게는 조군과 유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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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낮아졌으며, 귀의 두께는 양 추출물을 투여한 군

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MDA 함량은 DNCB 조군과 양  투여군을 비교하

을 경우에, 간 조직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염

증이 발생한 귀 조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NO 함량

은 모든 양 그룹에서 염증이 억제되어 조군에 유사하

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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