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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skin thickness, plasma components, serum IgE level and antioxidant enzymes 
activities by mixtures of Cnidium officinale, Saururus chinensis, Houttuynia cordata and Glycyrrhiza uralensis on th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of rat induced by 1-chloro-2,4-dinitrochlorobenzene (DNCB). Mixtures reduced the thickness 
of the skin and removed the dead skin cells compared to the skin of rats treated with DNCB alone. Also, these mixtures 
down-regulated the contents of lipid and IgE, and reduced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ixtures significantly recovered the contact dermatitis induced by DNCB.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 mixtures could be useful for th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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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산업발달로 인하여 인공화학 합성물질의 범람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면역 과민성 질환을 유발

시키는 알레르겐 (allergen)이 급증하고 있다 (Kang et al., 

1978).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은 주로 소화기, 눈, 

피부, 위장관 및 중추 신경계 등의 각종 질환으로 나타

나며 특히 피부과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으

로는 화학물질, 약물, 식물 및 기타 자극물에 의해 야기

되는 피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다 (Choi and Paek, 

1995).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T 림프구와 대식세포 등

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포성 면역 과민반응으로, 알레르

겐과 접촉시 수 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비교적 늦게 염

증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연형과민반응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이라고도 불린다. 이 피부염의 면역학적 

특징은 T 세포의 활성, 증식에 의해 항원 특이적 세포 독

성 T 림프구의 활성과 다양한 특이성 기전의 작동 등과 

같은 항원 특이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

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은 IL-1, IL-2, IL-3, IFN-γ 등으

로 각질형성세포의 성장을 자극하여 상피 과형성과 과립

성 대식세포의 자극물질의 분비 촉진, 랑게르한스 세포

수의 증가,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등을 촉진한다 (Kwon 

et al., 1999; Kim and Kim, 2001; Paik et al., 2002). 따라서 

최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부신피질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근래에

서는 사이클로스포린 A (cyclosporin A), 타크로리무스 

(tarcrolimus) 등 면역 억제제의 치료제 사용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치료제제의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 (Wollenberg and Bieber, 2001). 

본 연구의 재료인 천궁 (川芎, Cnidium officinale Makino)

은 미나리과 (Umbel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최

근 유방암 발생 저해효과 (Nam et al., 2004), 뇌질환 관련 

효능 (Kim et al., 2003), 소염 진통 작용 (Cho et al., 1996) 

등이 연구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자외선을 조사한 쥐에 

천궁추출물을 도포하였을 때 피부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

음이 시사되었으며 (Kim and Kim, 2008), 천궁 메탄올 추

출물에서 멜라닌 생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보고

되었다 (Park et al., 2005). 이와 더불어 삼백초 (Saururus 

chinensis)는 피부 미백 효능 중 하나인 tyrosinase 활성 

억제능이 있으며 (Lee et al., 2005), 어성초 (Houttuynia 

cordata)는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과 간기능 개선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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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Kwon et al., 2008) 이러한 

추출물을 활용하여 비누와 차 등의 상품이 개발되어 있

다. 감초 (Glycyrrhiza uralensis)는 모든 중독의 해독제로 

이용되고 진해거담제, 완화제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외에 유리라디칼 소거효과, 세포주기 조절에 미치는 영

향, tyrosinase 억제효과 및 항균효과 등의 생리활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n et al., 2003). 

따라서 한약재인 천궁, 삼백초, 어성초 및 감초가 가진 

기능성 한약재로서의 효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DNCB에 

의해 인위적으로 접촉피부염을 유발시킨 흰쥐에 천궁, 

삼백초, 어성초 및 감초 추출 혼합물을 도포하여 인위적

으로 유발한 접촉피부염에 대한 표피 회복 및 항산화활

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실험의 수컷 흰쥐 (Sprague-Dawley)는 (주)샘타코에

서 구입하였으며 사육실에서 일정한 조건 (온도 21.4±

0.05℃, 습도 61±1%, 명암 12시간 주기)에서 고형사료와 

탈이온수를 자유롭게 섭취시키면서 1주일간 적응시킨 

뒤 체중이 150±10 g인 흰쥐를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또한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실험동물관리 규정 (Principle of Laboratory 

Animal Care)과 안동대학교의 실험동물관리와 사용 지침

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한약재의 추출 

연구에 사용된 한약재 (천궁, 삼백초, 어성초, 감초)는 

동우당 (주)에서 구입하였다. 상기의 한약재를 70% 에탄

올에서 24시간 진탕 추출한 뒤 evaporator에서 농축하였

다. 이 시료를 다시 석유에테르로 분획하여 이 중에서 

수층을 다시 에틸아세테이트로 분획한 후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물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Fig. 1). 

DNCB 제조와 도포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유발 

본 실험에서 인위적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유발

은 DNCB (1-chloro-2,4-dinitrochlorobenzene, Aldrich, USA) 

을 사용하였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시키기 위

해 DNCB를 acetone과 olive oil이 3:1로 혼합된 용액에 

2.5%와 1%로 희석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1주일간 

사육환경에 적응시킨 흰쥐의 등 부위를 제모하고 피부의 

미세 상처가 치유되도록 24시간 방치하였다. 우선 1차로 

2.5% DNCB 용액 1 ml를 등 부위에 도포하여 면역반응을 

유발하고 4일이 경과한 후 1주일에 3회씩 2주 동안 1% 

DNCB 용액 1 ml를 등 부위에 도포하여 알레르기성 접

촉피부염을 유발하였으며, 피부염 유발 여부는 직접 육

안으로 확인하였다. 실험군은 정상군 (Normal Group), 대

조군 (Control Group-DNCB에 의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

염이 유발된 실험군) 및 대조군에 천궁혼합물 25 μg/ml, 

100 μg/ml을 도포한 실험군 (CO-M25, CO-M100 Group)으

로 나누어 각 실험군 당 6마리씩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 실험 목적에 따라 흰쥐를 희생하여 혈액, 피부 및 간

을 적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 

피부 조직을 절취하여 FAA (formalin acetic acid alcohol)

로 24시간 고정 후 수세, 탈수 과정을 거친 후 일반적인 

조직 제작 방법에 따라 조직을 파라핀 포매하였다. 이 후 

파라핀 블록을 두께 4~6 μm로 헤모톡실린 (hematoxylin)

과 에오신 (eosin)에 이중염색한 후, 광학현미경 (Olympus 

BX50, Japan) 하에서 관찰하였으며 사진 촬영은 Olympus 

DP-71을 사용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서 피부 조직을 절취하여 

glutaraldehyde (2.5%)에서 2시간 전고정 후, 0.1 M phosphate 

buffer (pH 7.0)로 15분씩 3회 수세하였다. 후고정은 1% 

osmium tetraoxide (OSO4)에 1~2시간 고정시켜 탈수 과정

을 거친 후 freeze dryer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금코팅을 

Fig. 1. Flow chart of medicinal pla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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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Hitachi S-2500C, Japan) 하에서 

조직 표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혈장분석 

혈액을 채혈하여 혈장만을 분리한 후 혈장 내의 아미

노산 전이효소 (GOT, GPT), 총 콜레스테롤 (T-Chol), 중

성지방 (TG) 등을 혈액분석기 (Hitachi 7600)에서 분석하

였다. 

혈장 내 IgE 수준의 측정 

혈중 IgE 수준은 Rat IgE ELISA kit (Uscn Life Science 

Inc., China)를 사용하여 protocol에 따라 450 nm에서 측정

하였다. 

항산화효소의 활성 측정 

SOD의 활성은 기본적으로 McCord와 Fridovich (1969)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활성의 측정은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8), 0.1 M cytochrome C, 50 mM 

xanthine, 0.1 mM EDTA, 효소액이 포함된 용액을 25℃에

서 예치한 다음 Xanthine oxidase를 첨가하여 반응을 개

시하였으며 반응은 550 nm에서 10초 단위로 150초간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Xanthine oxidase 첨가량은 효소액을 

함유하지 않은 반응액의 흡광도가 분당 0.025가 되도록 

조절하고 SOD 활성은 cytochrome C의 환원 속도를 50% 

억제하는 양을 1 unit으로 책정하여 unit/mg protein/min으

로 정의하였다. 

CAT 활성도는 Aebi (198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15 mM H2O2 용액과 1 mg 

protein의 시료를 넣은 후 240 nm에서 3분간 변화되는 흡

광도를 측정하여 직선으로 나타나는 최초 60초 동안의 

H2O2 감소량을 활성도로 나타내었다. 효소의 활성도는 

1 mg의 단백질이 1분 동안에 1 μM의 H2O2를 분해시키

는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였다. 

Glutathione S-tranferase 활성도는 Habig와 Jakoby (1981)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100 mM phosphate buffer (pH 

7.0), 0.4 mM 1-chloro-2,4-dinitrobenzene (CDNB), 1 mM GSH

와 1 mg protein에 해당하는 시료를 넣은 후 340 nm에서 

3분간 변화되는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ST의 활성도는 

1분 동안에 1 nM GSH를 소비하는 효소의 양을 1 unit으

로 하였다. 

GPX 활성도 Flohe 등 (198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1 mM EDTA를 함유한 100 mM phosphate buffer (pH 

7.0), 3 mM GSH, 0.45 mM NADPH, 20 mM glutathione 

reductase 0.72 U와 1 mg protein 시료를 넣고 37℃에서 5

분간 방치한 다음 4 mM cumene hydroperoxide를 첨가한 

후 반응을 개시하여 340 nm에서 3분 동안 변화되는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으며,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한 

후 P값이 0.05와 0.01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항원이 되는 물질이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운반 단백질과 결합한 후 랑게르한스 세

포와 접촉하면서 감작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차 알레르

겐에 접촉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Becker 

et al., 1994).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은 항체 또는 세포

에 의해 매개되어 염증이나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Ohmori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천궁혼합물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회복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은 정상군, DNCB

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시킨 대조군 및 대조군에 

천궁혼합물을 도포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

였다.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피부병변 중 하나인 알레르기성 

반응을 조사한 결과 DNCB를 5회 도포한 대조군 (control 

group)의 등 부위는 매우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과 유사

한 피부 반점, 홍반 (erythema), 피부 건조, 부종 및 출혈 

(hemorrhage) 등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손상이 매

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Fig. 2B). 이러한 상태의 흰쥐에 

천궁, 삼백초, 어성초 및 감초의 천궁혼합물을 25 μg/ml 

(CO-M25)과 100 μg/ml (CO-M100)을 각각 환부에 도포한 

결과, 3회 도포 시에 환부의 피부염이 급격히 호전되어 

정상 피부 표면과 유사하게 매우 양호해 지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Fig. 2A). 육안적인 피부염의 호전 정도는 커다

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부 손상의 회복은 천궁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C, D). 

또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DNCB를 도포한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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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표면과 회복 상태의 피부 표면을 관찰해 보면 정상

군에서는 매끄럽고 깨끗한 피부 표면이 나타났으나 (Fig. 

3A) 피부염이 유발된 대조군에서는 수많은 각질과 부종 

및 거친 피부 표면이 관찰되었다 (Fig. 3B). 반면 대조군

의 피부염에 천궁혼합물을 3회 도포하였을 때에는 피부 

표면이 정상군과 같이 각질이 없어진 매끄럽고 깨끗한 

피부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천궁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정상군 상태와 같이 피부 표면이 더욱 호전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Fig. 3D).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피부 조직을 광학현

미경적으로 살펴보면 (Fig. 4) 대조군의 피부 조직은 출혈 

및 표피부의 비대화가 나타났으며 기저층 세포의 소멸 

및 표피와 진피층에서의 염증과 관련된 세포 밀집 등이 

관찰되었다 (Fig. 4B). 반면 천궁혼합물을 도포한 실험군

에서는 염증 관련 세포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표

피층의 비대화도 거의 정상군의 피부 조직과 같이 양호

해 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4C, D).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유발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은 각질형성세포의 성장을 자극하여 상피 과형성과 랑게

르한스 세포 수 증가,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등을 촉진시

킨다 (Dustin et al., 1986). 이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

염의 유발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이 증가되어서 항원

의 침투가 용이해지므로 피부의 과민 반응을 더욱 심화

시켜 세라마이드에 결합하는 메트릭스 구조 단백질에 의

해 형성되는 피부장벽을 약화시키므로 감염과 염증에 대

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 (Sator et al., 2003). 근래 면역

반응에 의한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생

제와 항히스타민제는 최근 장기간 사용시 심각한 부작용

이 연구 보고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피부염 치료제의 안정

성 논란에 대하여 안전한 천연재료의 알레르기제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연 한

약재 추출물인 천궁혼합물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A B 

C D 

A B 

C D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comparison of DNCB-
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500). Scale bar = 60 
μm. The back skin from (A) normal group, (B) control, (C) CO-
M25 group and (D) CO-M100 group. 

A B 

C D 

Fig. 4. Microscopic comparison of DNCB-treated Sprague-
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40). Scale bar = 50 μm. The back skin 
from (A) normal, (B) control, (C) CO-M25 group and (D) CO-
M100 group. 

Fig. 2. Comparison of DNCB-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The back skin from (A) normal, (B) control, (C) C. 
officinale mixture 25 μg/ml (CO-M25) group and (D) C. officinale
mixture 100 μg/ml (CO-M100)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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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피부에 2~3회 도포하면 매우 훌륭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서 대체할 수 있는 제제로서 효과적인 응용이 기대된다. 

또한 DNCB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흰쥐의 혈장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의 GOT 수준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GPT의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1). 그러나 천궁혼합물을 3회 도포한 

후 혈장 내 GOT와 GOT의 수준은 농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정상군의 수치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반면 대조군의 총 콜레스테롤 양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유발 후 정상군에 비해 거의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triglyceride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천

궁혼합물의 도포에 따라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

을 나타냈다. Kim과 Park (2006a)은 DNCB를 도포한 흰

쥐의 혈중 지질과산화물 함량과 IgE의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황금열수 추출물의 경구 투여에 의

해 저하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고, Kim과 Park (2006b)

Table 1. Plasma level of GOT, GPT,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in DNCB-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three times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extracts 

Group item Normal Control CO-M25 CO-M100 

GOT (IU/l) 214±2.52 346±3.99 242±3.45 215±5.14 

GPT (IU/l) 79±1.2  62±2.32  60±1.52  78±1.7* 

Total Cholesterol (mg/dl)  76±1.62  80±1.16 78±4.6 80±1.5 

Triglyceride (mg/dl) 80±3.5  49±3.11  65±2.45*  78±2.35*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control group or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drug-treated 
group. 

Fig. 5. Serum IgE level of DNCB-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P<0.05 and **P<0.01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control group or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drug-treated group. 

Fig. 6. Liver antioxidant enzymes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S-transferase) activities
of DNCB-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control group or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drug-treated group.

Fig. 7. Epidermal antioxidant enzymes activities of DNCB-
treated Sprague-Dawley rats applied with mixture of C. officinale, 
S. chinensis, H. cordata and G. uralensis.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control group 
or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drug-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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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흰쥐에 오가피 (Acanthopanacis 

cortex) 열수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혈장의 총 콜레스테

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고 한 바 있다. 또한 Afanasieva와 Lebkova 

(1987)는 흰쥐에 오가피 제제를 투여하면 지질의 글리코

겐으로의 전환이 증진되고 실험적 심근경색에서 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키며 triglyceride의 감소가 초래된다고 하였

고, Lee 등 (2001)은 가시오가피 (Acanthopanax senticosus)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함량을 

억제시킨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천궁혼합물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되어 

체내 지질함량이 급격히 증가된 경우 지질함량을 낮춰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지질함량의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DeKruyff 등 (1989)은 T 세포의 CD4+에 의한 IgE의 

합성이라는 연구에서 IgE는 IgE의 Fc 수용체를 가진 비

만세포를 자극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의 분비를 유

도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IgE의 생산은 활

성화한 Th2 세포가 IL-4를 생산하여 B림프구의 isotype 

swiching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므로, 혈청 내 IgE 

농도는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혈장 내 IgE의 수준을 측정

해 본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했을 때 정상

군에 비해 대조군의 IgE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천궁혼합

물을 도포하면 IgE 수준은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Fig. 5). 이러한 사실은 

천궁혼합물이 혈액 내 IgE 수준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관

여할 뿐 아니라 면역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피부의 과민

반응 해소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산화효소의 활성은 생체 내 스트레스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유리

라디칼과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유도되는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Balakrishnan and Anuradha, 1998). 

천궁혼합물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했을 때 간

조직의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면 

SOD와 CAT 및 GPX의 활성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활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천궁

혼합물을 도포시 SOD와 CAT의 활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조군의 GPX의 활성은 정상군 보다 

다소 높은 활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GST의 활성은 정상

군과 대조군 및 천궁혼합물의 도포에 의한 활성의 변화

는 거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6). 직접

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한 피부 조직에서

의 항산화효소 활성을 조사해 보면 여러 항산화효소 중 

SOD와 CAT의 활성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되

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천궁혼합물을 도포하면 SOD

의 활성은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CAT의 활

성은 정상군 수준 이상에서 활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GPX와 GST는 정상군과 대조군 및 천궁혼합물의 도

포에 의한 활성의 변화는 거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Fig. 7). Kim과 Park (2006b)은 접촉성피부염이 

유발된 흰쥐에 오가피추출물을 투여하면 SOD와 catalase

의 활성은 감소한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도 일치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궁혼합물 도포에 의해 SOD와 

catalase의 활성은 정상군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천궁혼합물이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낮춰 정상수

준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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