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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토피 피부염(AD)에 대한 고삼백선피복합방(GBBB)의 치료적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물모델에서 다양
한 면역 관련 인자들과 조직학적 변화에 대한 GBBB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GBBB도포군
은 관능평가 결과에서 AD의 개선징후를 나타냈다. GBBB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액 내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면역세포 비율이 54%, 63%, 57%, 86%로 감소되었다. 또한 GBBB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청 내 IL-4, 

IL-5, IL-13, Histamine 및 IgE 생성량이 각각 40%, 80%, 62%, 61%, 57%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H&E 염색에서 
GBBB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비만세포가 피부로 침윤되는 것이 억제되었으며 피부두께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되
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GBBB는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AD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
서는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GBBB의 면역조절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아토피피부염, NC/Nga 마우스, IgE, 히스타민, 비만세포

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Gosambaeksunpibokhap-bang(GBBB)’s therapeutic possibility on atopic 
dermatitis (AD), influences of GBBB on the changes of various immune-related factors and histological changes 
in NC/Nga mice were evaluated.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Sign of recovery from AD was observed 
in GBBB treated group with naked eye test. The ratio of white blood cells, neutrophil, lymphocytes, monocyte 
in blood were decreased to 54%, 63%, 57% and 86% respectively in the GBBB group. IL-4, IL-5, IL-13, 
Histamine and Ig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to 40%, 80%, 62%, 61% and 57% respectively in the GBBB 
group. H&E staining showed thickness of epidermis and dermis were decreased by GBBB and inhibited the 
infiltration of lymphocyt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GBBB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as an AD 
treatment applied externally to the skin. In the further study, immune control mechanism of GBBB will be 
demonstrated through the additional molecular bi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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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濕疹(습진), 

IgE 피부염(IgE Dermatitis), 異位性皮炎(이 성피염), 

胎熱(태열)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심한 소양감, 홍반, 

부종, 삼출물과 부스럼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만성 습진

성 염증 피부질환이다[1]. 체로 피부가 건조한 편이며 

이는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가려움증으로 인한 는 행

동은 발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려움증을 야기하는 악순

환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2]. AD는 유․소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습진

성 피부질환으로 환자들은 서양 의학  치료로 증상의 

조 은 가능하나 완치가 힘들다는 을 인식하고 있다

[3].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체에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향후 AD 유병률

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상되며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AD 유병율은 지속 인 증가 추세로 보고되고 있으며

[4,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통계자료에서는 

체 인구의 1%가 A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특히  ‧ 유아 시기에 AD에 한 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3명  2명은 천식이나 알 르기 비염으로 

이행한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한 한 치료법이 요

구되고 있다[7].

그러나 AD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을 살펴보면 부

신피질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인터페론감마 등이 사용

되어 유의성 있는 치료 효과를 보이나[8], 일부 환자들에

게는 치료 반응이 거나 과민 반응  신 독성,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장기 으로 사

용 가능한, 안 하면서도 우수한 효능을 가진 새로운 치

료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9]. 이러한 문제 을 보완

하기 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

며, 안 하고 효과가 있는 처방이나 천연물을 심으로 

실험  임상에서 객  효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韓醫學(한의학)에서 外治法(외치법)은 ·유아기의 환

자들과 內治法(내치법)에 해 거부감을 가진 성인 환자

들에게 이미 풍부한 경험과 간편한 사용과 부작용이 

은 안 성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단독 

는 內治法(내치법)과 병용하여 범 하게 응용되어 왔

으며, 입욕제나 크림  오일 형태 도포 등 다양한 종류

의 외치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처방의 조성물들을 살펴보면, 집 먼

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farinae)로 유발된 NC/Nga 

mice의 아토피피부염에 한 고삼 (Sophra flavescens 

radix) 에탄올추출물 크림의 효능연구[10]와  천연물 유

래 Th2 모카인 억제제 발굴에 의한 새로운 아토피 피

부염 치료기술 개발 : 아토피 피부염 모델 NC/Nga 마우

스에서 고삼 추출액의 억제 효과[11],  白鮮皮 추출물이 

DNCB로 유발된 NC/Nga 생쥐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

는 향[12]과 아토피 皮膚炎에 미치는 樺皮의 효과[13], 

창이자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 생쥐의 비장 세포 

Th17의 세포분화 억제에 따른 아토피 피부 상태에 미치

는 향[14], 창이자 추출물이 아토피 유도 마우스에 있

어서 미치는 향[15] 등의 연구에서 고삼, 백선피, 화피, 

창이자에 한 항아토피피부염의 효능을 밝 내었다. 이 

밖에도 습진과 염증, 피부과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

진 지부자, 곤포, 사매, 어성 , 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16-20]. 본 실험에 사용된 처방은 재 국 醫家(의

가)들이 AD에 주로 사용하는 경험방으로써 임상에서는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아직 처방에 한 처방명이 정해

지지 않았기에 처방의 주된 약재인 고삼과 백선피를 가

지고 고삼백선피복합방이라 명명하 다[21]. 

이에 본 실험에서는 AD에 이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

는 苦蔘白鮮皮複合方 (고삼백선피복합방)의 외치법에 

한 개선 효과를 객 으로 검증하고자 AD 병태 모델인 

NC/Nga 생쥐를 이용하여 피부염지수  여러 염증성 인

자에 미치는 향, 청 내의 면역 인자들의 변화, 조직학

 변화 등을 찰하 다. 이를 통해 향후 AD와 같은 만

성 인 면역질환 개선을 목 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발 으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2.1.1 약재

본 실험의 고삼백선피복합방 (이하 GBBB로 표기)의 

구성 약재들은 학교 지역 신센터 난치성 면역질

환의 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 (TBRC)에서 구입하여 정

선 후 사용하 고, 분량 (1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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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escription of GBBB
Herbal medicine 

name
Pharmacognostic name Weight(g)

Gosam Sophorae Radix 20

Baeksunpi Dictamni Radicis Cortex 20

Gibuza Kochiae Fructus 20

Whapi Betulae Cortex 20

Chanheza Xanthii Fructus 12

Gonpo Laminariae Japonicae Thallus 12

Samae Duchesnea Indica 12

Eosungcho Houttuyniae Herba 12

Gamcho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8

Total amount 136

2.1.2 동물 및 사료

㈜오리엔트바이오에서 수컷 4주령의 NC/Nga Mice 

(16∼22g)공  받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 (㈜퓨리나)

와 물을 공 하 고, 22 ± 2℃의 온도, 55 ± 15%의 습도

에서 12시간-12시간 (light-dark cycle)주기로 2주간 안

정기를 거쳐 실험하 다(동물 사용 윤리 원회 승인번호

-DJUARB 2013-028). 

2.1.3 시료 및 기기

시료는 dexamethasone (Sigma Co., U.S.A.), trypan- 

EDTA (Gibco BRL Co., U.S.A.), IL-4 (eBioscience CO., 

U.S.A.), IL-5 (eBioscience CO., U.S.A.), IL-6 

(eBioscience CO., U.S.A.), IL-13 (eBioscience CO., 

U.S.A.), Mouse IgE ELISA kit (eBioscience CO., 

U.S.A.),Histamine ELISA kit (Biosource CO., U.S.A), 

sodium carbonate (Sigma CO., U.S.A.)등을, 기기는 

rotary vacuum evaporator (Büchi B-480 Co., 

Switzerland), freeze dryer (EYELA FDU-540 Co., 

Japan), CO2 incubator (Forma scientific Co., U.S.A.), 

clean bench (Vision scientific Co., Korea), autoclave 

(Sanyo Co., Japan), vortex mixer (Vision scientific Co., 

Korea), blood glucose meter (LifeScan Co., U.S.A.), 

spectrophotometer (Shimadizu Co., Japan), centrifuge 

(Sigma Co., U.S.A.), deep-freezer (Sanyo Co., Japan), 

thermocycler system (MWG Biotech Co., Germany), 

ice-maker (Vision scientific Co., Korea), plate shaker 

(Lab-Line Co., U.S.A.), ELISA readier (Molecular 

Devices Co., U.S.A.), Light Microscope (Carl Zeiss, Co., 

Germany)등을 사용하 다. 

2.2 방법

2.2.1 시료추출

GBBB 1첩 분량 (136 g)에 증류수 1 L를 가하여 3시간 

환류추출한 후 얻어진 여과액을 감압 농축하 다. 농축

한 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 11.3 g 은  온 

냉동고(-80℃)에서 보 하면서 10% 농도로 (시료 4 g+

아세톤 30㎖+올리 오일 10㎖) 희석하여 사용하 다. 

2.2.2 피부염 유도 및 시료처리

7주령의 NC/Nga 생쥐의 등 부 를 제모한 후 피부의 

미세 상처가 치유되도록 24시간 방치하 다. 2주간은 200 

㎕의 1% DNCB 용액 (아세톤 : 올리  오일 = 3:1, 이하 

A.O)을 등 부 에 도포하고, 그 이후 4주간은 1주일에 3

회씩 0.1% DNCB용액 150 ㎕를 등 부 에 도포하 다. 

실험은 정상군, 조군, 양성 조군, 실험군으로 나 어 

진행하 다. 실험군의 도포량은 1첩을 성인 1회 입욕제 

양으로 하고, 1첩으로부터 얻은 시료를 마우스 체  30 g

으로 기 하여 산출하 다. 정상군과 조군에는 증류수

를 도포하 으며, 양성 조군에는 dexamethasone (이하, 

Dexa)를, 실험군에는 GBBB 추출물을 매일 1회, 오후 2

시에 200 ㎕ (10% A.O) 씩 도포하 다. 

2.2.3 관능평가

7주령의 NC/Nga 생쥐에게 2주간 DNCB 용액을 처리

하고 9주령, 11주령, 13주령에 육안 평가법으로 능 평

가를 수행하 다. 가려움과 건조피부(Pruritus & Dry ski-n), 

홍반(Erythema), 부종과 종(Edema & Hematom-a), 

태선화(Lichenification), 짓무름(Excoriation)으로 5가지

에 하여 평가하 고, 각각의 항목은 없음 (0), 약함 (1), 

증도 (2), 심함 (3)으로 채 하 다.

2.2.4 면역세포 생성량 측정

실험 종료 후, NC/Nga 생쥐에서 심장 천자법을 이용

하여 채 한 후 을 서울의과학연구소 (Seoul, Korea)

에 의뢰하여 액  백 구  호 구, 림 구, 단핵구의 

함량을 측정하 다.

2.2.5 혈청 내 사이토카인 및 면역 글로불린 생성량 

측정

IL-4, IL-5, IL-13, histamine농도는 ELISA kit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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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Microwell에 coating buffer 100 ㎕를 분주시킨 

후 4℃에서 overnight 한 후 washing 완충 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Block buffer를 well 당 200 ㎕씩 분주한 뒤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하고 washing 완충 용액으로 세척

한 후 청을 100 ㎕씩 분주한 후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한 

후 다시 세척하 다. 그 후 detection antibody를 100 ㎕

씩 처리하고 1시간 후 세척한 뒤 Avidin-HRP를 100 ㎕

를 가하여 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washing 완

충 용액을 이용하여 7회 세척하 다. Substrate Solution

을 100 ㎕ 가한 후 15분 후에 Stop solution을 50 ㎕ 넣고 

ELISA reader 450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IgE 생

성량의 측정은 ELISA kit를 이용하 다. Coating 완충 

용액에 희석한 항체를 microwell에 coating하여 4℃에서 

overnight 하 다. 각 well은 washing 완충 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25배 희석한 청을 100 ㎕씩 분주하 다. 이

를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하고 washing 완충 용액으

로 2회 세척한 뒤, avidin-HRP conjugated antibody 100 

㎕를 처리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세척하

다. 여기에 TMB 기질을 100 ㎕씩 분주하고 30분 동안 

암소에서 반응 시킨 후 50 ㎕의 Stop solution을 처리한 

후 ELISA reader 450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2.2.6 조직 염색 관찰

에틸에테르(C2H5OC2H5)로 마취하여 심장 천자법을 

통해 액을 채 하고 각 실험군별로 출한 등 부 의 

조직을 48시간 동안 10% 성 포르말린에 고정하 다. 

이 과정을 거친 조직들을 흐르는 수돗물로 12시간 수세

한 뒤 조직 내 고정액을 제거한 뒤 60%에서부터 100% 

알코올의 농도 상승 순으로 탈수하고, xylene에 투명과정

을 거친 다음 라핀 블럭을 만들었다. 이 블럭을 박편

단기 (microtome)를 이용해 3∼4 ㎛ 두께의 편으로 제

작한 뒤 탈 라핀  함수과정을 실시하고 hematoxyline과 

eosin (H&E) 염색 과정을 거쳐 학 미경상에서 찰 

 사진 촬  하 다. 

2.3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1.0의 unpaired student's T-test 

 ANOV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P<0.05,  

P<0.01  P<0.001 수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다.

3. 실험 결과  

3.1 NC/Nga 생쥐의 피부염 지수에 미치는 영향

7주령의 NC/Nga 생쥐를 제모한 후 DNCB를 2주간 

도포하여 피부염을 유발시키면서 실험군인 GBBB를 5주

간 도포하 다. [Fig. 1]은 각각 9주, 11주, 13주차의 피부

염 유발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조군에서는 AD의 

형  증상인 태선화, 부종, 인설, 홍반, 가피, 등이 확인

되었다. 반면 GBBB 도포군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조

군에 비하여 경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1], 이 같은 결과는 피부염 지수로 확인된다. 피부염 지수

는 AD를 유발한 후 2주 간격으로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사진촬 을 한 후, 피부염의 심화 정도를 능  방법으

로 측정한 값으로, 정상군은 9주차에서 4.0±0.2, 11주차에

서 4.3±0.4, 13주차에서 4.7±0.4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군은 9주차에서 12.2±0.3, 11주차에서 11.1±0.4, 13주차

에서 9.9±0.3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Dexa군은 9주차에서 

11.8±0.1, 11주차에서 6.7±0.4, 13주차에서 4.9±0.3의 결과

를 나타났으며, GBBB 도포군은 9주차에서 12.7±0.3, 11

주차에서 8.4±0.1, 13주차에서 6.2±0.2으로 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성 있는 (*** : P <0.001) 감소를 보 다[Fig. 2].

Control Dexa GBBB

9

W

11

W

13

W

[Fig. 1] Comparison of skin manifrestation in 
NC/Nga mi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Atopic dematitis 
was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sal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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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GBBB on clinical skin features 
and severity in DNCB-induced NC/Nga mice. 
Clinical skin index of dermatitis was defined 
asthesum of the individual scores graded as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 
foreach offivesignsand symptoms (Erythema, 
Pruritus & Dry skin, Edema & Hematoma, 
Excoriation, Lichenification) ; Symptoms 
were evaluated by skin dryness, eruption and 
wound on the three parts of the body; 
ear, face and back. There sults represent the 
mean ± S.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01).

GBBB 도포 종료 후에 액 내 백 구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1.90±0.28 (×103cells/㎕), 조군은 7.10±2.19 

(×103cells/㎕), Dexa 도포군은 2.50±0.85 (×103cells/㎕), 

GBBB 도포군은 3.30±0.49 (×103cells/㎕)로 나타나, 조

군에 비하여 감소를 보 다[Fig. 3].

[Fig. 3]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WBC in 
the blood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3.2.2 호중구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액 내 호 구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0.28±0.08 (×103cells/㎕), 조군은 0.51±0.06 

(×103cells/㎕), Dexa 도포군은 0.21±0.01 (×103cells/㎕), 

GBBB 도포군은 0.19±0.02 (×103cells/㎕)로 나타나, 조

군에 비하여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4].

[Fig. 4]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neutrophil 
in the blood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3.2.3 림프구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액 내 림 구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1.34±0.01 (×103cells/㎕), 조군은 2.67±0.16 

(×103cells/㎕), Dexa 도포군은 1.19±0.02 (×103cells/㎕), 

GBBB 도포군은 1.14±0.04 (×103cells/㎕)로 나타나, 조

군에 비하여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5].

[Fig. 5]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lympocyte 
in the blood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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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단핵구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액 내 단핵구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0.30±0.28 (×103cells/㎕), 조군은 1.30±0.14 

(×103cells/㎕), Dexa 도포군은 0.25±0.07 (×103cells/㎕), 

GBBB 도포군은 0.18±0.04 (×103cells/㎕)로 나타나, 조

군에 비하여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6].

[Fig. 6]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monocyte 
in the blood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3.3 혈청 내 사이토카인 및 면역 글로불린 

    생성량

3.3.1 IL-4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청 내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3.2±0.9 (MFI), 조군은 22.2±2.4 (MFI), 

Dexa 도포군은 9.0±1.7 (MFI), GBBB 도포군은 7.2±2.0 

(MFI)로 나타났으며,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7].

[Fig. 7]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IL-4 in the 
serum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5).

3.3.2 IL-5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청 내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8.2±1.0 (MFI), 조군은 14.7±0.9 (MFI), 

Dexa 도포군은 7.2±0.7 (MFI), GBBB 도포군은 5.5±1.1 

(MFI)로 나타났으며,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 : P 

<0.01, * : P <0.05)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8].

[Fig. 8]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IL-5 in the 
serum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1, * : P <0.05).

3.3.3 IL-13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청 내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30.1±4.3 (MFI), 조군은 82.3±9.7 (MFI), 

Dexa 도포군은 38.7±3.7 (MFI), GBBB 도포군은 37.5±5.1 

(MFI)로 나타났으며,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 P 

<0.01)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9].

[Fig. 9]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IL-13 in 
the serum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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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Histamine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GBBB 도포 종료 후에 청 내 Histamine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30.7±5.2 (ng/㎖), 조군은 91.7±3.6 (ng/

㎖), Dexa 도포군은 36.8±2.9 (ng/㎖), GBBB 도포군은 

35.1±3.0 (ng/㎖)로 나타났으며,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게 (** : P <0.01)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10].

[Fig. 10]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histamine 
in the serum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01).

3.3.5 IgE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Fig. 11] Effect of GBBB on the level of IgE in the 
serum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 
t(Significance of results, *** : P <0.001).

GBBB 도포 종료 후에 청 내 IgE를 측정한 결과, 정

상군은 7주차에서 31.1±0.7 (ng/㎖), 9주차에서 33.5±1.1 

(ng/㎖), 11주차에서 37.9±0.3 (ng/㎖), 13주차에서 41.1±1.8 

(ng/㎖), 조군은 7주차에서 32.7±1.0 (ng/㎖), 9주차에

서 266.7±8.1 (ng/㎖), 11주차에서 248.1±8.5 (ng/㎖), 13

주차에서 222.7±6.3 (ng/㎖), Dexa 도포군은 7주차에서 

33.4±1.7 (ng/㎖), 9주차에서 256.9±3.9 (ng/㎖), 11주차에

서 148.2±3.9 (ng/㎖), 13주차에서 81.4±2.4 (ng/㎖), 

GBBB 도포군은 7주차에서 31.9±1.8 (ng/㎖), 9주차에서 

253.1±9.2 (ng/㎖), 11주차에서 160.9±8.6 (ng/㎖), 13주차

에서 95.6±2.1 (ng/㎖)로 나타나,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 : P <0.001) 감소됨이 확인되었다[Fig. 11].

3.4 조직 염색 관찰 결과

마우스의 등 피부조직은 H&E 염색을 통해 200x로 측

정되었다. 등 조직 촬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피부가 두

꺼워진 상이 조군에서 찰되었고 [Fig. 3](7-A, B 

화살표), 세포의 침윤에 의해 세포의 도가 높아진 상

이 찰되었다[Fig. 12](A, B 사각형). 한편, 조군에 반

해 GBBB 도포군에서는 피부의 두께가 약 1/4정도 었

으며, Dexa 도포군과 비슷한 정도의 회복을 보 고, 세포

의 도 한 낮아짐을 보여 세포의 침윤이 하되었음

을 확인하 다 [Fig. 12](C, D 화살표, 사각형).

[Fig. 12] Histologic examination of dosal skin 
lesion in DNCB-induced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treatment of GBBB for 5 weeks. 
Paraffin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 eosin. The panels were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each of  these risk at light microscope 
(Zeiss, ×200). 

    A ; Normal NC/Nga mice group.

    B ; Control NC/Nga mice group.

    C ; Dexa NC/Nga mice group.

    D ; GBBB NC/Nga mi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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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안 하고 지속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D 치료

제의 개발이 실한 상황에서 재 천연물의 생리활성 

성분을 찾아내고, 그 치료가능성을 모색하기 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  

치료는 일반인들로부터 체질 개선, 항력 증강, 은 부

작용, 근본 인 치료라는 장 이 있다고 인식되어 아토

피 질환의 한의학  치료에 한 심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2].

한의학계 역시 수많은 한의서에 기재된 방 한 처방

과 본 의 효과를 증명하기 한 실험실 연구, 임상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AD 치료제에 한 한의학계 연구는 

한약 복용을 통한 각종 실험  연구[23,24]와 임상 연구

[25,26]가 주를 이루고, 상 으로 외치요법에 한 연구

는 부족한 편이며, 실제 임상에서도 보조요법 정도로 인

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AD에 련된 실험 연구  내외

치가 병행된 경우도 많지는 않으나,  Behavior 찰, Skin 

score측정 등을 통한 능평가에서 가미생료물사물탕과 

자양고를 사용한 집단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한 집단

에 비해 동등 내지 우수한 효과를 나타냄을 보고[27]하여 

한방 치료가 양방치료에 비해 우 에 설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 다[28].  한편, 외치법만을 사용하여 효능을 

평가한 연구도 있었는데, 1주일 동안 태열고라는 외용제

만을 사용하여 SCORAD index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한 연구[29]는 AD

에 한 한방 외용제의 단독 용이 신속하면서도 훌륭

한 치료법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한 에서 주목할 만하다.  

AD 유소아 환자들은 한약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해 단

기간의 복용은 물론, 장기간의 한약 투여가 힘들기 때문

에 효과 인 외치법 개발  연구가 더욱 실한 상황이

다. 이에 자는 AD의 외치법에 한 선행 자료들을 조

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염증과 습진, 피부질환 등에 

처방되어 온 약재들로 구성하여 이 약물(고삼백선피복합

방:GBBB)을 NC/Nga 생쥐 동물 모델에게 도포하고, 

GBBB가 AD에 미치는 효능을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NC/Nga 생쥐에 DNCB를 2주간 도포하여 유발하

고, 이후 5주간 GBBB를 도포하며 피부염 지수를 측정하

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촬 을 통해 능평

가를 실시한 결과, [Fig. 1],[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피부개선 효과를 보 고 조군에 비해 유의 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세포는 생성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포사멸에 의해 소멸되어야 하는데 AD 환자에게서는 

사이토카인 등에 의해 면역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어

서 림 구가 증가되는 상이 찰된다[30]. AD를 포함

한 알 르기성 피부질환에 있어 1차 인 치료 목표가 되

는 소양증이 비만세포와 백 구의 침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면역세포들의 양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소양증과 염증상태를 완화시킬 것으로 상하

다. 

염증성 질환에서 호 구는 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

는 과립성 백 구로 항균, 항박테리아의 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지만,  AD를 비롯한 염증성 질환에서 조직 

괴를 매개하기도 하므로, 호 구의 양이 과할 경우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AD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31].  감염부

나 알러지 질환에서 단핵구는 포식기능을 갖는 백 구

로, 조직으로 들어가 큰 포식 세포가 되기 에 일시 으

로 류를 순환한다[32].  이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포

하는 백 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이물질을 분

해하는 역할을 지니는데, 염증이 발 되면 백 구의 수

가 증가하게 된다[30]. 본 실험에서 DNCB로 유발한 AD

의 개체에서 호산성, 호염기성, 호 성 백 구의 증가를 

보고한 결과[33]와  본 연구에서 AD 동물 모델의 액 

내 호 성 백 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치하여 AD로 인

한 염증유발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GBBB 도포

군은 조군에 비해 백 구, 호 구, 림 구, 단핵구 등 

면역세포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AD 유발 원인  하나로 면역학  체계이상이 련되

어 있는데, 이는 Th1세포와 Th2세포의 활성 불균형에 

기인한다[34].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Th1세포의 활성보

다 Th2 세포의 월등한 활성증가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 

때문인데, 정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상호

억제 인 균형을 유지하여 효과 인 방어기 을 수행하

나, 비정상 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사이토카인들

의 불균형을 래하고, 알 르기 는 만성 염증과 같이 

오히려 숙주의 손상을 래할 수 있다. 특히  IL-4, IL-5, 

IL-13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Th2 활성은 증

가되며 Th1의 활성은 감소되는 특성을 보인다[3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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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4와 IL-13은 알 르기성 염증 기의 요한 매개체

로서 B 세포의 활성화와 IgE 항체의 생성에 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36]된 바 있다. IgE의 증가는 

호산구를 포함하는 과립구  비만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피부로 침윤시키는 역할을 하며, 비만세포의 표면상에 

있는 고친화성 IgE 수용체에 IgE가 결합하여 histamine, 

leukotrien 등의 염증성 화학 달물질을 유발시키고 

IL-4, 5, 6, TNF-α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증

가시켜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된다[37.38]. 따라서 AD에

서 IgE 생성과 련된 사이토카인 IL-4와 IgE농도의 변

화는 AD 치료에 있어서 요한 표  물질로 이해되고 

있다.  AD 동물 병태 모델에서 얻은 청을 통해 AD 유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GBBB는 IL-4, IL-5, 

IL-13의 생성량이 조군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IgE와 histamine 역시 조군에 비해 도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 감소되었다. 

Histamine 역시 알러지성  염증성 질환에 추 인 

역할을 하는 염증매개물로서 B와 T림 구, 식세포와 

조  세포에 결합해 면역 반응을 나타내며 면역세포의 

성숙  활성화, 여러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향을 미친

다. 따라서 histamine 분비량은 AD의 표로 사용되는 

IgE와 함께 병변의 범 와 증상의 경 을 짐작할 수 있

는 요한 지표가 된다. 본 실험에서 GBBB 도포군에서

는 조군에 비해 histamine의 수치가 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게 감소됨을 확인하 다. 

AD 동물모델의 진피의 비후는 비만세포, Th2 세포, 

호산구, 호 구 등의 세포들이 염증 부 로 이동하고  

이들에 의해 다양한 사이토카인  항체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병리학  측면에서 약물의 항염증 

효능을 평가할 때 표피의 각질화와 진피의 부종 감소 등

에 의한 피부두께의 감소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학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H&E 염색을 실시하 다. 조군의 등 조직을 

촬 한 결과 피부가 두꺼워져, 세포의 침윤으로 인한 세

포의 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GBBB 도포군인 실험군

에서는 피부의 두께가 약 1/4정도 었으며, 세포 침윤으

로 인한 세포의 도 한 낮아짐을 보 다. 는 행동은 

IgE의 자극에 의해 histamine의 방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행태학  특성이 진피의 비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GBBB에 의한 IgE, histamine  

면역세포들의 생성량 감소결과는 GBBB 도포군의 조직

이 조군의 조직에 비해 진피의 비후정도가 감소할 것

으로 측하 고, 조직검사 결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종합하면 GBBB는 Th2 사이토카인, IgE, histamine 

 면역세포들의 생성량을 감소시켰고 조직검사 결과, 

GBBB 도포군에서 조군에 비해 면역세포들의 침윤 정

도  두께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 결과는 

GBBB가 면역조  기능이 있는 약물로서 AD 개선에 효

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장기간의 리를 요하는 

만성 인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운동이나 식이조 이 

목표 질병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는 등[39, 

40] 비침습 인 치료법 는 보조법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내치법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나 한약을 

장복하기 어려운 ·유아환자에게의 용이 용이하며 

한 비침습 인 치료법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 외치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약물인 만큼, 내치법으로

서 단독 투여 시 나타낼 효과나 다른 내치법과의 병용 투

여 시 나타나게 될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향

후에 실험 으로 입증하여 보다 효과 인 GBBB의 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한

GBBB의 면역조  기능이 작용하는 기 을 분자생물학

으로 조사하여 AD외에 다른 염증성 면역질환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는 것 역시 향후 연구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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