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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염증과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염이다(Ryu 등 2017; Wong 
등 2017).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누적 발생률은 전세계

적으로 8~30% 정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또한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다(Lee 등 2016). 최근, 국내 Inter-
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누

적률이 과거 19.7%에서 35.6%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Lee 등 2011).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 식품항원 감작 등 

여러 요인들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

져 있다(Sehgal 등 2015; Werfel 등 2016). 아토피 피부염환

자 중 특히 소아의 경우, 음식과 아토피 피부염 사이에 관련

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Greenhawt M 2010; Kang 등 

2012). 최근 밝혀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품과 관련된 알레

르기 반응은 3세 이하의 소아에서 6~8%로 연령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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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iotics improve the immune system. However, the effects of its lactic acid bacteria on atopic dermatitis relief and inflammation 
improvement is not fully understood. Recently, one of the probiotics, Lactobacillus helveticus HY7801 (HY7801), was found to have 
an anti-inflammatory effe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Y7801 on atopic dermatitis-induced animal models. After 
four weeks of oral administration, the group treated with HY7801 showed amelioration of the atopic dermatitis compared to the 
group receiving placebo. In the HY7801 treated group, the epidermal hyper-proliferation and collagen deposition were inhibited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and the secretion amount of the inflammatory factors, such as TNF-α, IL-4 were reduce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Y7801 acts as a functional probiotic via amelioration of the atopic dermatitis such as a decrease 
of epidermal hyper-proliferation, and collagen deposition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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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Lee 등 2016). 또한, 아토

피 질환이 있을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식품 관련 알레르기 비

율이 20~80%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Hill 등 2000). 종
합해 보면, 소아에서 관찰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식품 

섭취의 조절이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관련이 있

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을 밝혀 제거하고, 염증요인의 감소를 통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염증요인을 감

소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전반적인 양상을 완화시키

는 것이 치료의 주목적이다. 따라서, 항염 효과를 가지는 소

재가 아토피 피부염의 완화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의 명확한 병인요인이 밝혀지

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이용한 인위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목적으로 기능성 식품 소

재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능성 식품의 하나인 유산균 소재는,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Kim 등 2015a; Yoon & Shin 2017). 염증성 질환에서, 
유산균 소재는 Th1/Th2 세포의 비율을 조절하고, 혈청 내 

IgE와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를 조절하여 항염 효과를 나타낸

다고 알려져 있다(Shin 등 2016; Ding 등 2017). 여러 유산

균 소재들의 항염 효과가 밝혀져 있음에도, 아토피 피부염

에 대한 유산균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산균 소

재의 하나인 Lactobacillus helveticus HY7801(HY7801)은 

TNF-α, IL-1b 및 NF-κB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칸디다에 

의한 질염을 개선시킬 수 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분

비를 조절하여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억제할 수 있음이 밝

혀졌다(Joo 등 2012; Kim 등 2015b).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는 항염 효과가 검증된 HY7801 유산균을 이용하여, 
HY7801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시약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총 10마리 (각 군별로 5마리, 수컷)의 

6개월령 Beagle dog(비글)을 오리엔트(Seongnam, Gyeonggi-do,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 비글들이 실험 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형사료(puppy chow, Purina)와 

물을 자유롭게 급여하면서 1주간 실험 환경에 적응시켰다. 
경구 투여에 사용된 위약과 HY7801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HY7801(1×109 CFU)과 부형제(이산

화 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를 혼합한 뒤, 경질 캡슐 충전

기를 이용하여 경질 캡슐(중량 450 mg)을 제작하였고, 위약

은 이 조건에서 HY7801만 제외한 뒤 경질 캡슐로 제작되었

다. 실험에 사용된 위약과 HY7801은 한국야쿠르트(Yongin, 
Gyeonggi-do, Korea)로부터 공급받았다.

2. 실험동물 처치
실험군은 크게, 투여 전군(Baseline), 아토피를 유발 후 위

약 투여군(AD-Con), 아토피 유발 후 HY7801 투여군(AD- 
HY7801)으로 나누었다. 아토피 피부염 유발 전에 무작위로 

5마리를 선정하여 Baseline군으로 설정하여 샘플을 확보하

였고, 개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왼쪽 귀에 아토피 피부

염을 유발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병변을 유발하기 위해, 각 

개체의 왼쪽 귓바퀴를 제모한 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2,4-dinitrochlorobenzene(DNCB)와 house dust 
mite(HDM)를 왼쪽 귀의 내측 부위에 도포하였다(Martel 등 

2017; Jang 등 2018; Ku 등 2018). DNCB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HDM 연고는 

Biostir-AD(Biostir Inc., Kobe, Japan) 제품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HDM 31 mg/mL, DNCH 용액 2.5% DNCB 
(in acetone:Olive oil=1:3)로 Stock을 만들어, HDM은 1.6 
mL 용량을 주 1회, 2.5% DNCB는 150 μL 용량을 주 2회 

왼쪽 귀에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였다(Fig. 1). 실
험이 진행되는 동안, 위약과 HY7801 경질 캡슐은 1일 1회 

Fig. 1. Schedule for atopic dermatitis-induced in Beagle dog and oral administration of HY7801. Experimental protocol 
for induction of atopic dermatitis in dog, HY7801 and placebo oral-administration. For atopic dermatitis sensitization, the 
ear skin was applied atopic dermatitis inducer (2.5% DNCB+HDM ointment) on day 1. After the sensitization was completed, 
the following process was performed. On the sensitized region, 2.5% DNCB was applied at 3-day intervals and HDM at 
1-week intervals, respectively. The dogs were sacrificed 4 weeks aft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HY7801 oral-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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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구 투여하였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연구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WKU18-03).

3. 육안평가
육안평가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사용되는 임상적 육안 평

가 방법인 CADESI를 이용하였다(Olivry 등 2007). CADESI
는 임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이용되는 SCORAD
에서 고안된 것이다(Murray 등 2016). 본 실험에서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홍반(erythema), 가려움과 피부건조 

(pruritus & dry skin), 부종과 혈종(edema & excoriation), 짓
무름(erosion) 그리고 태선화(lichenification) 항목을 선택하

여 각각 항목에 대해 증상 없음(0점), 약함(1점), 보통(2점), 
심함(3점)으로 채점한 후, 합산하여 최소 0점에서 최고 1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4. 혈액을 이용한 cytokine 분석
Baseline군, AD-Con군, AD-HY7801군에서 획득한 혈액 

샘플(각 3 mL)을 가지고 혈액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혈
액 샘플은 1,500×g, 4℃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에서 각 군별, IgE의 농도 및 

cytokine(TNF-α, IL-4, IL-10, IL-31, INF-γ)들의 농도는 

ELISA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bcam(Cambridge, UK)
의 ELISA kit을 이용하여 IgE, TNF-α, IL-10, INF-γ를 측정

하였고, MyBioSource(San Diego, CA, USA)의 ELISA kit을 

이용하여 IL-4, IL-31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각 제조사의 프

로토콜을 따라 진행하였다.

5.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위해 Baseline군을 제외한 AD-Con, AD- 

HY7801군의 병변이 있는 왼쪽 내측 귀(pinna)의 피부조직

을 직경 0.5 cm로 생검하여 샘플을 준비하고, 5 μm 파라핀 

절편을 만들었다. 각 표본을 Hematoxylin과 Eosin(H&E), 
Masson’s-Trichrome(Sigma-Aldrich, St. Louis, MO, USA)으
로 염색하여 각각 표피 두께 및 콜라겐 밀도를 확인하였다. 

표피 두께와 콜라겐 밀도는 각 표본(×200)의 5부분을 무작

위로 측정하고,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피 두께

는 현미경상에서 진피층 위의 표피층을 측정하였다. 콜라겐 

밀도는 image J(NIH, USA)를 이용하여 콜라겐 염색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AD-Con군을 기준으로 모든 군을 표준화하

였다.

6.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 분석은 Prism 5.0(Grapgpad Software Inc., SanDiego, 
CA, USA)을 사용하여 수행했으며, 유의성은 t-test (Two- 
sample and Paired)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유의수준 p<0.05).

결과 및 고찰

1. 아토피 피부염 육안평가
육안평가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

상적 평가방법인 CADESI를 이용하였다(Murray 등 2016). 
본 실험에서는 5가지 항목(홍반, 가려움 및 피부건조, 부종

과 혈종, 짓무름, 태선화)을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Table 1)
한 뒤 이를 수치분석하였다(Fig. 2). 병변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각 개체들의 왼쪽 귀 내측을 매주 1회 관찰하였다. 아
토피 피부염 유발 1주차에 AD-Con군과 AD-HY7801군 모

두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주 병

변 부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AD-HY7801군은 AD- Con
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이 육안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띄

Symptoms Score

Erythema 0: None

Pruritus / dry skin 1: Mild

Edema / excoriation 2: Moderate

Erosion 3: Severe

Lichenification (Maximum: 15)

Table 1. Intensity criteria of clinical skin severity score

Fig. 2. Effect of HY7801 on clinical score of atopic 
dermatitis-induced Beagle dogs. The clinical score of the 
clinical severity in atopic dermatitis-induced skin lesions 
was monitored every 2 weeks. Values represent the mean± 
SD of the total score from 5 dogs for each group(*p<0.05 
compared with the 2-week AD-Con group, #p<0.05 com-
pared with the 4-week AD-C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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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 3). 이러한 육안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CADESI 분석을 수행하였고, 2주차에 AD-Con군은 11.2±1.30, 
AD-HY7801군은 6.4±1.14를 나타냈고, 4주차에는 각각 12.4± 
1.52, 7±2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육안평가상, 
AD-HY7801군은 AD-Con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

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표피두께 및 진피 콜라겐 밀도 변화
연구에 사용된 각 군별 5마리의 실험동물 중, 병변 부위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직 샘플을 얻은 뒤, H&E, Masson’s 
trichrome stain을 수행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함에 따

라 AD-Con군, AD-HY7801군 모두 Baseline군에 비해 표피

조직이 증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피의 두께는 Baseline
군 43.5±5.54 μm, AD-Con군 86.22±9.48 µm, AD-HY7801
군 72.63±6.4 μm로 관찰되었다. 증가된 표피조직의 증식은 

HY7801의 섭취를 통해, 유의하게 감소(p=0.0290)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콜라겐의 밀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아
토피 피부염을 유발함에 따라 Baseline군에 비해 AD-Con군

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p=0.0009), 증가된 콜라겐

의 밀도는 HY7801 섭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0.0110). AD-Con군을 기준으로 콜라겐의 밀도를 확인한 결

과, HY7801를 섭취함에 따라 콜라겐의 밀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3. 혈청 내 total IgE 함량 및 사이토카인 분비량 측정
실험 최종일 모든 실험동물의 경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

여 Total IgE의 함량 및 사이토카인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Fig. 5, Fig. 6). 혈청 내 IgE의 과발현은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표식으로, 본 실험에서도 HY7801의 섭취가 혈청 

내 IgE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혈청 

내 IgE의 함량은 Baseline군 45.83±15.01 ng/mL, AD-Con군 

53.06±21.66 ng/mL, AD-HY7801군 50.48±11.98 ng/mL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될 경우, 혈중 

IgE의 함량은 증가되는 양상을 띈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

에서는 Baseline군 및 AD-Con, AD-HY7801군 모두 IgE의 

수치가 아토피 유발 전후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된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부위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의 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혈청 내 IgE의 변화 양상

이 미미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험 모델로 이용

Fig. 3. Effect of HY7801 on clinical skin features of atopic dermatitis-induced Beagle dogs. Photographs of the clinical 
severity in atopic dermatitis-induced skin lesions were monitored every 1 week. AD-Con: the atopic dermatitis-induced group 
was treated orally with placebo, AD-HY7801: the atopic dermatitis-induced group was treated orally with HY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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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선천적인 IgE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Hammerberg B 2009). 실제로 이전 연구들에서도 

개의 IgE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Foster 등 2003; 
Tarpataki 등 2018). 이전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실험의 

IgE 결과를 고찰해 보면, 개의 경우 선천적으로 IgE의 수치

가 높고, 본 실험에서는 국소부위인 귀에 아토피를 유발하

여 혈중 내의 IgE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국소부위의 변화가 

전체 혈액 내 IgE의 수준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정도가 미약

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혈중 내 IgE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에서 IgE의 변

화는 해당 병변 부위를 선택하여 IgE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

이 정확한 결과 해석을 위한 방법이라 예상된다. 아토피 피

부염이 나타나게 되면, 염증 관련 인자들의 이상이 관찰된

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 HY7801은 염증 관련 인자들의 발

현을 조절하여 칸디다 질염을 개선시킬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Joo 등 2012).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 조절된 염증 관련 인자들이 HY7801에 의해 조절되는 

Fig. 4. Effect of HY7801 oral administration on epidermal thickness and collagen density of atopic dermatitis-induced 
Beagle dogs. Skin tissue was dissected with 5 μm and stained with H&E and Masson’s trichorome(A; ×200). The epidermis 
was described above the dotted line (A). Epidermal thickness (μm) was measured in micrometer for each group and presented 
as a graph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fibrosis with Masson’s-Trichrome staining on dog skin (B) (×200). All the data 
has been shown as the average of each group and presented with mean values±S.D. *p<0.05 compared with the Baseline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AD-Con group.

Fig. 5. Effect of HY7801 on total IgE production in 
serum from atopic dermatitis-induced Beagle dogs. Total 
IgE in serum was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ELISA). Total IgE in serum was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Serum 
from the normal group was taken before the induction 
atopic model. All the data has been depicted as the average 
of each group with the mean valu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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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확인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반응에서, TNF-α, 
IL-4, IL-10, IL-31, INF-γ와 같은 염증 관련 인자들은 세포

의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ndt & Sivaprasad 2011; Danso 등 2014; Biedermann 
등 2015; Marsella 등 2018; Kanoh 등 2019). 따라서, HY7801
의 섭취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급성아토피 사이토카

인 IL-4, IL-10, IL-31, 만성아토피 사이토카인 INF-γ 등과 

같은 염증 관련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6). TNF-α의 분비량은 Baseline군 2.72± 34.11 pg/mL, 
AD-Con군 157.11±28.15 pg/mL, AD-HY7801군 37.192±18.89 
pg/mL의 농도로 관찰되었다(Fig. 6). Baseline군에 비해, 
AD-Con군에서 TNF-α는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아토피를 유발하여 증가된 초기 염증반응은 HY7801
을 섭취함에 따라 3배 가까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NF-α는 초기 염증반응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pa 등 2007). 이 결과는 HY7801 의 섭취가 초기 아토피 

염증반응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IL-4의 분비량은 

Baseline군 52.08±10.47 pg/mL, AD-Con군 79.89±5.7 pg/mL, 

AD-HY7801군 50.21±8.06 pg/mL를 나타내었고, 아토피 피

부염에 의해 증가된 IL-4는 HY7801의 섭취에 의해 약 29.68 
pg/mL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6B). 급성 아토

피 피부염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인 IL-4는 아토피 피부염

의 증상인 소양감, 염증세포의 침윤 등에 관련이 있고, 항염

과 관련 있는 IL-10을 억제하여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Yoshizawa 등 2002; Raap 등 

2012). 본 실험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유발에 의해 증가된 

IL-4의 분비량은 HY7801의 섭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됨

을 확인하였다. Treg 세포 에 의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인 

IL-10은 아토피의 주요 시그널인 JAK-STAT를 억제하며, 여
러 사이토카인(TNF-α, INF-γ)들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Kawahara 등 2018). 본 실험에서는 IL-10의 농도가 모든 군

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6C). HY7801의 

섭취는 초기 급성 아토피 유발 지표들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IL-10은 아직 영

향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토피 환자에서 관찰되는 

높은 농도의 IL-31은 주로 병의 중증도와 혈청 IgE와 상관

Fig. 6. Effect of HY7801 on cytokine production in atopic dermatitis-induced Beagle dog. Serum TNF-α amounts and 
cytokine in normal and AD-Con, AD-HY7801 treated beagle dogs. TNF-α and cytokine in serum was measured by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ll the data has been shown as the average of each group and presented with mean 
values±S.D. *p<0.05 compared with the Baseline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AD-C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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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Marsella 등 2018). 본 실험에서는 IL-31의 분

비량은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6D). 이러한 결과는 HY7801의 섭취가 초기 TNF-α, IL-4 시
그널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h1 
세포에서 생성되는 INF-γ는 STAT1을 통해 Th1 세포의 분

화를 촉진시키고, 각질형성세포의 성숙과 분화를 촉진한다

(Li 등 2018). 이를 통해 INF-γ는 피부 방벽의 기능을 높여주

지만, 만성적인 유발은 표피의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 본 실

험에서는 INF-γ의 분비량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6E). 
아토피 피부염 초기에 증가된 두꺼운 표피는 IFN-γ가 아닌 

TNF-α의 농도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도 피

부 장벽의 장애에 대해 TNF-α가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있다

(Song 등 2019).
종합해 보면, 초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HY7801의 섭

취에 의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병변 부위의 

피부 두께를 개선하고, 콜라겐의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아토피 초기에 증가하는 TNF-α, IL-4와 같은 사이토카

인의 농도를 적절히 낮추어 염증반응은 진행하되, 그 정도

가 완만히 진행되도록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본 실험 결과는 HY7801의 섭취가 초기 아토피 증상의 완

화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연구로, 만성 아토피 증상의 개선

에 대한 효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HY7801의 섭취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관찰되는 염증반응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량을 조절함으로써, 초기 면역과

민반응 및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된 개 모델을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인 유산균 HY7801이 아토피 피부염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HY7801의 섭취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 관찰된 육안 병변은 HY7801을 섭취할 경우, 
그 중증도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아토피 피

부염에 의해 과증식된 표피조직이, HY7801을 섭취함에 따

라 감소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

염에 의해 증가된 콜라겐의 침착은 HY7801의 섭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하였다. TNF-α, IL-4와 같은 혈

청 내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량은 HY7801의 섭취에 따라 

TNF-α와 IL-4의 분비량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반면에, IL-10, IL-31, INF-γ의 변화 및 혈청 내 IgE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

을 종합해 보면, 기능성 식품 소재인 유산균 HY7801의 섭

취는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에 관여하여 TNF-α, IL-4과 같은 

염증관련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초기 

면역과민반응 및 피부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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