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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whether ethanol extracts of Sophora flavescens (GS),
Glycyrrhiza uralensis (GC), Dictamnus dasycarpus (BSP), and their mixtures (GGB-1, -2, -3, and -4) inhibit
1-chloro-2,4-dinitrobenzene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AD) in a mouse model. DNCB was
topically applied on the dorsal surface of Balb/c mice to induce AD-like skin lesions. The pathological
phenotypes of AD, such as erythema, ear thickness, edema, scabs, and discharg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GB (DNCB + GS:GC:BSP = 3:1:1 mixture)-1-treated groups compared with the other
treated groups. The weight of the spleen in immune organ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GB-1-treated groups, whereas the weight of the liver in a control group was similar to that of the
groups treated with the samples. Furthermore, toluidine blue staining analysis, a method used to spe-
cifically identify mast cells, showed that master cell infiltration into the dermis of the GGB-1-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immunoglobulin E concentration was lower in the GGB-1-
treated group. In addition, the levels of inflammatory cytokines (interferon-γ, interleukin-1, 4, 5, 6, and
13, 1β, and tumor necrosis factor-α) we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GGB-1-treated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mixture of GS, GC, and BSP in a proportion of 3:1:1 (GGB-1)
may contribute to the relief of AD symptoms and may be considered an excellent candidate for an
AD therapeu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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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atopy)는 유아기에서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

titis)성 습진의 형태로 시작하여 호흡기 아토피 질환인 천식 

혹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하는 만성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3, 5, 7].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과 진행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

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외인성 인자들이 손상

된 인체 장벽을 통하여 쉽게 침투하여 질병의 개시와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선천면역이 그 특성상 

이러한 질환들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 된다

[11, 15, 30, 31].

아토피 피부염에는 T 림프구, 항원에 특이적인 immun-

oglobulin E (IgE)를 발현하는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T

helper cell type 1 (Th1) 세포와 Th2 세포에서 발현하는 cyto-

kine 등의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게 된다[14]. Th1 세포는 inter-

leukin (IL)-2, interferon (IFN)-ɤ, tumour necrosis factor

(TNF) 등을 분비하여 대식세포(macrophage)를 활성화시키

며, Th2 세포는 IL-4, IL-5, IL-6, IL-10, IL-13 등의 cytokine을 

분비하여 IgE 생성을 증가시키고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산

구(eosinophil) 분화를 유도시킴으로써 과민반응을 유발한다

[14, 21, 24].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Th1과 Th2 세포간의 상호작

용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면역반응을 유지하지만, 아토피성 피

부염에서는 Th2가 다량의 염증성 cytokine을 분비시키고 혈

중 IgE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염증반응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Th2 세포의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IFN-ɤ를 

생산하는 능력은 저하되고, Th1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IL-4

는 증가하여 Th1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어 결국 세포매개성 

면역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19]. 결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의 발병에는 Th2 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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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protocol. One

percentage of DNCB was freshly dissolved in ace-

ton:olive oil (3:1) and topically applied on the shaved

area of dorsal surface of experimental groups (n = 6)

except normal group (n = 6) twice for a week, and five

weeks at two-day intervals application of 200 μl DNCB

solution (0.4%) for subsequent four weeks.

되는데, Th2 세포와 Tc 세포는 granzyme B를 발현하여 피부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된다[33].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 대책은 부신피질 호르

몬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과 같은 화학적 약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스킨 케어는 주로 스테로이드 외용제나 타

크로림스 연고가 이용되고 있으나 장기간 이용할 경우 치료약

에 대한 저항성, 피부 수축과 일과성 자극감,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의 심화 및 재발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며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1, 8, 28]. 이에 따라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천연물이나 전통 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9, 16].

한의학(韓醫學)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침음(浸淫), 침음창

(浸淫瘡), 유선(乳癬), 내선(奶癬), 태렴창(胎斂瘡) 등과 유사하

며[10, 21, 23, 27], 오겸(吳謙)의 “의종금감(醫宗金鑑)”에서는 

내선(奶癬)을 태렴창(胎斂瘡)이라 하여 가려워 백설(白屑)이 

일어나는 건렴(乾斂)과 가려움이 심하여 황수(黃水)가 침음(浸

淫)하여 퍼져가는 습렴(濕斂)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오늘날 아

토피 피부염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4,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본초학(本草學)적 이론에 

근거하여, 아토피 피부염에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열(淸熱) 및 조습(燥濕) 효능을 가진 고삼(苦蔘)과 백선피(白

鮮皮)에 윤폐(潤肺), 양기(養氣) 및 조화제약(調和諸藥)의 효능

이 있으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모든 맥(脈)의 순환을 이롭게 

하며,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도 겸하고 있는 감초(甘草)[25,

26]를 배합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민감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

에 단일 약물로서의 효과 뿐 아니라 복합 처리 시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1-chloro-2,4-dinitrobenzene

(DNCB)로 유도된 동물모델을 활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억제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약재인 고삼(Sophora flavescens),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백선피(Dictamnus dasycarpus

Turcz)는 대한생약(주)(Busan, Republic of Korea)에서 파쇄된 

상태로 구입하였다. 각 약재는 1 kg을 주정(Duksan Pure

Chemicals Co., Ansan, Republic of Korea)을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추출 시 초음파 기기에 30분씩 총 4번을 반복하여 추출

하였으며, 추출된 용매를 rotary evaporator (Eyela A-1000,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

하여 100 mg/ml의 농도로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적정 농도

로 실험동물에 투여하였다. 각각의 한약재에 대한 수율은 

10.35%, 20.65% 및 12.76%로 나타났다.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5주령의 Balb/c 암컷마우스는 샘타코

(주)(Osan, Republic of Korea)에서 공급받았으며 1주일간 동

물실험실 적응 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은 온도 22±2℃, 습도 55±15%, 12시간 주야 12시간 교대로 

150∼300 Lux의 환경에서 마우스용 케이지에 8~9마리씩 수용

하여 사육하면서 멸균 증류수와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유발

아토피 피부염 유발을 위하여 6주령 마우스(n =6)의 등을귀 

하단에서부터 제모하고 24시간 방치 후 1% 1-chloro-2,4-dini-

trobenzene (DNCB, acetone:olive oil =3:1,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 200 μl를 제모 부위에 도포하고, 3일 

후 2차 도포하였다. 1차 도포 후 7일부터는 이틀 간격으로 

0.4% DNCB 용액 200 μl를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부위

에 고르게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이 지속되도록 하였다(Fig.

1) [29, 32].

약물 투여

0.4% DNCB 용액을 3회 도포 후 충분한 아토피 염증반응이 

일어났을 때 양성대조군으로 5 mg/ml의 dexamethasone

(Sigma-Aldrich)과 고삼(GS), 감초(GC) 및 백선피(BSP)의 단

일 추출물과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 추출물(GGB, Table

1)을 이틀 간격으로 300 mg/kg의 양으로 10회 경구투여 후 

등 부분과 귀의 염증반응 및 손상완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1).

아토피 증상의 관찰 및 체중, 장기 무게의 측정

실험 시작과 함께 Balb/c 마우스 등 피부 조직의 외형적 

변화(홍반, 가려움, 건조피부, 부종, 짓무름 및 태선화 등)를 

3주 동안 관찰하였다. 또한 실험의 시작과 함께 마우스 등 피

부 조직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면서 체중과 귀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 체중은 electric balance (Precisa, Dietikon, Swiss)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귀 두께는 vernier calipers (M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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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grouping

Group ID Treatment Dosage (mg/kg)

Normal

DNCB

Dexamethasone
GS

GC

BSP
GGB-1

GGB-2

GGB-3
GGB-4

Distilled Water

DNCB + Distilled Water

DNCB + Dexamethasone
DNCB + Sophora flavescens extract

DNCB +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xtract

DNCB + Dictamnus dasycarpusTurcz extract
DNCB + GS:GC:BSP = 3:1:1 mixture

DNCB + GS:GC:BSP = 2:2:1 mixture

DNCB + GS:GC:BSP = 1:3:1 mixture
DNCB + GS:GC:BSP = 1:1:1 mixture

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Normal (n=8); DNCB (n=8); Dexamethasone (n=8); GS, GC, BSP, GGB-1, -2, -3 (n=8); GGB-4 (n=9).

toyo Co., Kanagawa, Japan)를 사용하여 삼일 간격으로 측정

하였다. 또한 실험 종료일에 마우스를 희생시킨 다음 비장과 

간을 적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혈청 IgE 측정

실험 종료일에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즉시 주사기를 이용하

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3,000 rpm, 4℃에서 2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혈청 내 IgE의 수준을 비교

하기 위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plate에 IgE를 잡을 수 있는 포획 항체를 coating buffer (0.1

M Na2CO3, pH 9.5)와 함께 4℃에서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5%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Grand Island, NY,

USA)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과정을 거친 후, 플라즈

마 샘플을 20배 희석하여 100 μl의 부피로 2시간 동안 실온에 

반응시켰다. 그 후 IgE를 인지하는 2차 항체를 넣은 다음 기질

인 100 μl의 3,3',5,5'-tetramethylbenzidine (TMB, Sigma-

Aldrich) 용액을 첨가하여 15분간 반응시킨 후, 50 μl의 stop

용액(1M H3PO4)을 넣어 반응을 종료 시키고 ELISA reader

(450 nm, Dynatech Laboratories, Chantilly, VA, USA)로 측정

하였다.

혈청 cytokine의 측정

실험동물의 심장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 한 후 

혈청 내의 cytokine (IL-4, 5, 6, 13, 1β, IFN-γ 및 TNF-α)의 농도

는 ELISA kit (Assay Designs Inc., Ann Arbor, MI, US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료를 96 well plate에 phos-

phate buffered saline (PBS)로 180배 희석한 포획 항체를 100

μl씩 분주하여 실온에서 overnight 반응시킨 후, block buffer

300 μl을 분주하여 최소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reagent diluent로 희석한 각 샘플과 표준액을 100 μl씩 분주한 

후,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streptavidin-horseradish per-

oxidase (HRP)를 working diluent로 희석하여 100 μl씩 각 

well에 분주하여 실온에 20분 반응시킨 후, 기질용액을 100

μl씩 분주하고 다시 실온에 20분간 반응시켰다. 각 단계는 

0.05% PBS-Tween으로 세척하였으며 발색 후 2 N H2SO4를 

50 μl씩 넣고 반응을 정지시켰다.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puri-

fied cytokine을 표준으로 하여 ELISA reader (450 nm)로 측정

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관찰

실험 종료 후 마우스를 희생시킨 다음 등과 귀 조직을 떼어

내어 10% 중성 formaldehyde로 24시간 고정하였다. 적출한 

피부조직은 식염수로 수세한 후 optimal cutting temperature

(OCT) compound로 동결 조직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만세포의 양적 변화 

관찰을 위하여 toluidine blue (TB) 염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다. 염색한 조직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변화 및 비

만세포의 침윤 정도를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모든 분석은 각 그룹의 측정값을 mean ± S.D.

로 요약하였으며, student’s t-test로 분석하여 p-value가 0.05

이하일 경우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토피 증상에 대한 한약재 추출물의 효과

DNCB 용액으로 마우스의 등과 귀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을 

충분히 유발시킨 후 DNCB 용액을 도포하면서 시료를 경구 

투여하여 마우스의 등과 귀 피부에 나타난 아토피 증상 변화

를 관찰하여 실험의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

다. 외상 병변에서, 정상군의 피부 상태는 깨끗하였고 DNCB

처리군에서는 전형적인 아토피 피부염 유발에 동반[29, 32]되

는 홍반, 부종, 인설, 가피 및 태선화 등의 다양한 아토피 증상

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dexamethasone 처리

군과, 감초(GC) 및 백선피(BSP) 처리군을 제외한 한약재 추출

물군에서는 DNCB군에 비해 아토피 증상이 유의적으로 완화

된 것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 특히, 단일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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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development of AD-like skin lesions in DNCB-treated Balb/c mice.

The dorsal skin of mice were shaved and were sensitized by DNCB; Normal, acetone-olive oil (3:1) alone; DNCB, 1% DNCB

in acetone-olive oil (3:1); dexamethasone, administration with 5 mg/kg of dexamethasone; GS, administration with 300 mg/ml

of S. flavescens extract; GC, administration with 300 mg/mL of G. uralensis Fischer extract; BSP, administration with 300

mg/kg of D. dasycarpus Turcz extract; GGB-1, administration with 300 mg/kg of GS:GC:BSP =3:1:1 mixture; GGB-2, admin-

istration with 300 mg/kg of GS:GC:BSP =2:2:1 mixture; GGB-3, administration with 300 mg/kg of GS:GC:BSP =1:2:1 mixture;

GGB-4, administration with 300 mg/kg of GS:GC:BSP =1:1:1 mixture.

Fig. 3. Effect of medicinal herbs extracts and their mix-

tures on changes of body weight in DNCB-ap-

plied Balb/c mice. The mean body weight of the

mice was measured using an electric scale.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

ent experiments.

인 고삼(GS)과 고삼, 감초 및 백선피가 3:1:1로 혼합된 복합 

추출물인 GGB-1 처리군에서 완화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

되었다.

체중변화에 대한 한약재 추출물의 효과

실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마우스의 체중을 3 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정상군의 체중은 꾸

준한 증가를 보였고, DNCB 처리군은 정상군에 비해 현저하게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고삼(GS)과 복합 추출물

(GGB-1, -2, -3 및 -4) 처리군은 DNCB 처리군에 비해 체중 

감소가 크지 않았고, 체중의 증감 폭이 적게 나타났다(Fig. 3).

귀 두께 변화에 대한 한약재 추출물의 효과

DNCB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마우스에서 한약재 

추출물의 아토피성 피부염의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회에 걸쳐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복합 추출물을 DNCB와 

함께 동시에 처리하여 귀 두께를 관찰하였다. 귀 두께는 선행 

보고의 결과[29,32]에서와 유사하게DNCB 처리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매우 두꺼워졌지만, 감초(GC)와 백선피(BSP)

를 제외한 한약재 추출물 처리군은 DNCB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얇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각 시료군의 

귀 두께를 정상군의 귀 두께와 비교하였을 때, DNCB 처리군

의 귀 두께는 2.4배 정도 두꺼워졌으나,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에서는 1.7 정도의 값을 나타냈으며 양성대조군인 dex-

amethasone 처리군에 비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GGB-4 처리군과 고삼(GS) 처리군에서도 dexamethasone 처

리군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고삼 단일 추출물과 복합 추출

물 GGB-1 및 -4가 아토피 피부염 억제에 비교적 유의적인 효

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 추출물 GGB-1은 

한약재 단일 추출물의 함량에 비해 각각의 한약재 단일 추출

물의 함량이 낮음에 비하여 더 효과적이거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한약재 단일 추출물보다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시료임을 알 수 있었다.

장기무게의 변화

아토피 피부염의 반응은 면역기관 내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

며, 이러한 반응은 일차적으로 면역기관의 무게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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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medicinal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ear thickness in DNCB-applied Balb/c mice. Ear

thickness was measured with a micrometer.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

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a p<0.05 as com-

pared with GS group).

A

B

C

Fig. 5. Effects medicinal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weigh of spleen and liver in DNCB-applied Balb/c

mice. (A) Spleen weight (B) spleen/body weight ratio

(C) liver weigh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수 있다. 특히 비장은 1차와 2차 림프기관의 특성을 모두 나타

내며, 적혈구를 여과하는 적비수(red pulp)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활성을 나타내는 백비수(white pulp)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역반응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다[20]. 또한, 비

장은 B 세포 발생의 최종단계가 진행되는 곳이며, 동시에 혈액

에서 유래된 항원에 반응하는 특화된 기관으로서 기능을 갖는

다[2]. 따라서 한약재 추출물이 DNCB에 의해서 유도된 아토

피 피부염이 발생한 마우스의 면역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해 비장(spleen)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한약

재 추출물의 독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간(liver)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Fig. 5A 및 5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DNCB

처리군의 비장무게는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2배 가까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삼(GS) 처리군과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에서는 DNCB 처리군 보다 급격히 무게가 감소하여 거

의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한약재의 독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측정한 간의 무게는 DNCB 처리군을 제외한, 한

약재를 처리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볼 수 없었

다(Fig. 5C). 이 결과를 통하여 독성이 없는 농도 하에서 고삼

(GS) 추출물과 복합 추출물 GGB-1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인 시료임을 알 수 있었다.

조직 병리학적 변화

한약재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조직병리학적 영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귀 조직에 대한 변화를 관찰

하였다. Fig. 6A의 결과에 나타내었듯이, 선행 보고에서처럼 

DNCB 처리군은 염증반응, 부종 및 표피과다형성 등의 아토피

성 피부염의 증상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삼(GS) 처리군과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에서는 고삼(GS)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귀 조직의 팽창이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6B).

또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비만세포의 침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TB 염색을 시행한 후 염색된 비만세포의 침

윤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DNCB 처리군은 정상군에 비

하여 침윤된 비만세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

으며, 고삼(GS)과 복합 추출물 처리군에서 침윤된 비만세포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Fig. 7A). 특히, 복합 추출물 

GGB-1은 고삼(GS)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비만세포의 

침윤이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B). 즉 복합 추출

물 GGB-1은 DNCB로 유발된 마우스의 아토피성 피부염의 귀 

조직 팽창과 비만세포 침윤의 억제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혈청 내 IgE 농도의 변화

DNBC에 의해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마우스의 혈청 

내 IgE 농도에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복합 추출물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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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pathological changes of ear. The ear was

fixed with 10% formaldehyde, embedded in

paraffin, and then sections were made. The

skin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 staining.

(A) The slide sections of ear tissue were

stained with HE and observed at the origi-

nal magnification 100x. (B) In each slide, ten

fields were randomly chosen and the thick-

ness of ear tissue was measured under a

light microscop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

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a p<0.05 as compared with GS group;
b p<0.05 as compared with GC group;
c p<0.05 as compared with BSP group).

Fig. 7. Effects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mast cell infiltration. The ear was fixed

with 10% formaldehyde, embedded in par-

affin, and then sections were made. The skin

sections were stained with TB staining. (A)

The slide sections of ear tissue were stained

with TB observed at 100x magnification.

Mast cells were stained the purple color in

the dermis of ear tissue. (B) In each slide,

ten fields were randomly chosen and the

number of mast cells was counted under a

light microscop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

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a p<0.05 as compared with GS group;
b p<0.05 as compared with GC group;
c p<0.05 as compared with BSP group).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g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DNCB 처리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내 IgE의 농도가 선행 

보고[29.32]에서처럼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감초(GC) 처리

군을 제외한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복합 추출물의 처리군에서 

혈청 내의 IgE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고삼

(GS)과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의 혈청 내 IgE 농도는 양성

대조군인 dexamethasone 처리군에 비해 30~40%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Fig. 8). 이러한 결과는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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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serum IgE levels in DNCB-applied Balb/c mice.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mice after

sacrifice, and serum samples were obtained by

centrifugation. Total serum IgE levels of each

group (n =6) were measured three times re-

peatedly by an ELISA kit following the manu-

facturer’s instruction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Fig. 9. Effects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levels of IFN-γ (A), IL-4 (B), IL-5 (C) and IL-13 (D) for immunity in DNCB-ap-

plied Balb/c mice. The levels of 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from cell supernatant using ELISA. All data were

represented in th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from triplicate separate experi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a p<0.05 as compared with GS group).

추출물이 혈청 내 IgE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고삼(GS)과 복합 추출물 GGB-1 처리군은 IgE의 

농도 억제를 통하여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청 내 cytokine 양의 변화

아토피 피부염은 외부 항원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IgE가 

항원을 인식하고 표피의 랑게르한스세포(Langerhans cell)가 

항원을 림프구에 전달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병변을 

유발하게 된다[10]. 외부 항원을 삼킨 수지상 세포는 그 항원을 

T 세포에 전달하고 T 세포는 IL-12, IL-18 및 IL-4와 같은 cyto-

kine의 자극을 받게 되면 Th1 세포는 IFN-γ를 분비하고, Th2

세포는 IL-4, IL-5 및 IL-13을 분비하며, Th0 세포는 Th1 과 

Th2가 분비하는 모든 cytokine들을 분비한다. 아울러 Th1 세

포는 내인성 인자에 대한 과민 반응용 IgE 항체를 만들며, Th2

cell은 외인성 인자에 대한 과민 반응 용 IgE 항체를 생산한다

[6, 13, 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혈장 내에 IFN-

γ, IL-4, IL-5 및 IL-13과 같은 면역 관련 cytokine의 발현 정도

를 확인하였으며, 면역반응에 따른 염증 유발 인자들에 대한 

cytokine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NF-α, IL-1β 및 IL-6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후보 한약재 및 복합 추출물의 cy-

tokine 조절 능력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및 예방 관련 연관

성을 조사하였다. 혈장 내 면역 반응 관련 cytokine인 IFN-γ,

IL-4, IL-5 및 IL-13의 발현 양을 측정한 결과 DNCB 처리군에

서 정상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감초(GC)를 제외

한 고삼(GS) 및 백선피(BSP) 단일 처리군과 복합 추출물 처리

군에서 DNCB군에 비하여 이들의 발현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

되었다(Fig. 9). 또한 이들 면역반응에 따른 염증반응과 관련된 

혈장 내 cytokine인 TNF-α, IL-1β 및 IL-6의 발현 변화를 측정

한 결과 면역반응과 관련된 cytokine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0).

본 연구에서는 고삼(GS), 감초(GC), 백선피(BSP) 추출물 및 

다양한 비율로 조성된 한약재 복합 추출물의 항아토피성 효능

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단일 추출물과 복합 추출물에서 항

아토피성 조절제로서의 발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히, 고삼(GS)과 감초(GC) 및 백선피(BSP) 추출물이 3:1:1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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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herbs extracts and their mixtures on the levels

of IL-1β (A), IL-6 (B) and TNF-α (C) in DNCB-applied

Balb/c mice. The levels of 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from cell supernatant using ELISA. All data

were represented in th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from triplicate separate experiments (* 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DNCP group).

합된 복합 추출물인 GGB-1이 항아토피 관련 기능성 소재 개발

에 보다 안정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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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약재 단일 추출물 및 복합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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