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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natural herb mixutre (NHM) on atopic dermatitis and skin 

regeneration using in vivo test.

Methods : NHM was prepared with DW. 25% of NHM was applied to skin lesion, where atopic dermatitis was induced 

by DNCB in NC/Nga mice. The levels of cytokines (IL-4, IL-5, IL-6, IL-13, TNF-a, and IFN-γ), and IgE in serum 

were measured by Luminex. Immune cells (WBC, eosinophil, lymphocyte, and monocyte) in blood were counted by 

coulter counter. The gross investigation of atopic dermatitis index score test were performed during the NHM 

treatment period. Also, the histopathological change of dorsal skin was observed by H&E and M&T staining.

Results : NHM showed the levels of IL-4, IL-5, IL-6, IL-13, IgE, WBC, eosinophil, lymphocyte, and monocyte in 

serum or blood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On the contrary, the productions of FGF, and VEGF were increased in 

the serum. Also, atopic dermatitis index score in NHM-treated mice were observed in the similar levels to those of 

normal group. Histological examination demonstrated that NHM suppressed immune cell infiltration and thickening 

of epidermis, meanwhile the extraction induced collagen production in the dorsal skin.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HM is appeared to be effective on atopic dermatitis and skin regeneration 

efficacy based on the observations with hematologic, gross, and histologic examinations. Therefore, we suggest that 

NHM could be effectively used as an external therapeutics against atopic dermatitis and a consequence skin dam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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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호흡기계 및 심혈관, 피부 질환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1). 특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의해 연관성이 있다고 규명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AD 치료 인원이 1년 중 미세먼지와 

황사가 극성을 부리는 5월에 약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11월의 

약 11만 명에 비해 27%가량 높게 나타나2), 대기오염이 심할

수록 AD 발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AD는 ‘浸淫瘡’, ‘奶癬’, ‘旋耳風’, ‘胎瘡’, ‘四彎風’, 
‘胎熱’, ‘濕瘡’, ‘濕疹’ 등의 범주에 속한다. ≪醫宗金鑑·外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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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法≫3)에서는 ‘四彎風’을 기술하면서 “彎曲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고 瘙痒症이 매우 심하며 긁었을 때 滲出物이 나와 마치 

濕癬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대 AD와 매우 유사한 증

상이 표현됨으로써 최근 이 같은 치료를 중심으로 실험 및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현재 AD에 사용되어지는 연고로는 hydrocortisone, 

dexamethason 등의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topical 

corticosteroid, TCS)와 tacrolimus 연고제와 pimecrolimus 

크림제제 등의 칼시네우린 억제제 (topical calcineurin 

inhibitor, TCI) 등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부의 과민반응을 증가시키거나 

통증, 낮은 빈도로 피부암과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이 발생

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치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4-9).

현재 한의원에서는 AD 치료를 위한 外治法으로는 약침을 

주사하거나 한약을 직접 피부에 도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데, 이는 AD 자체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잡한 병리기전

으로 인한 것으로 효과적인 內·外治의 병용은 임상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를 구성하는 일부 

물질은 피부에 가려움, 따가움, 발진, 발열, 부종 등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적 外治法 

개발은 2차적 감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 소재 복합물은 문헌에서 風熱로 

인한 각종 피부 질환과 瘙痒感, 發疹이 심한 實證에 활용되는 

淸熱, 濕疹, 消腫, 解毒 등의 효능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실험적으로 입증된 蛇莓10,11), 紫草12-14), 苦蔘15-17), 綠

茶18,19), 松脂20), 枳實21-23) 등 천연물 소재를 혼합한 복합물을 

통해 AD와 AD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피부 질환 개선에 대해 

in-vivo 실험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천연 소재 복합물의 구성 약재들은 ㈜옴

니허브에서 국산 약재를 구입하였고, 대전대학교에서 정선 후 

사용하였고, 그 내용과 분량 (1첩)은 다음과 같다(Table 1).

Herbal 
medicine name

Abbreviation
Weight

(g)

蛇  梅 Duchesneae Herba 8

紫  草 Lithospermi Radix 6

苦  蔘 Sophorae Radix 4

綠  茶 Duchesneae Herba 4

松  脂 Adenophorae Radix 4

松  脂 Terebinthinae Oleum 4

枳  實 Aaurantii Immaturus Fructus 3

Total amount 29

Table 1. The Composition of Natural Herb Mixture

2. 동물 및 사료

실험동물인 수컷 4주령의 NC/Nga 마우스 (16 ∼ 22g)는 

㈜라온바이오에서 공급 받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 

(Altromin CO., Germany)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 22 

± 2℃, 습도 55 ± 15%, 12시간-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에서 2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 (동물사용 윤리위원회 

승인 번호–DJUARB 2017-016)을 받아 동물윤리준칙에 의거

하여 실험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사용된 시약은 2,4-Dinitrochlorobenzene (DNCB : Sigma 

Co., U.S.A.), Acetone (Duksan, Korea), Olive oil (Sigma 

Co., U.S.A.) Ethyl ether (Sigma Co., U.S.A.), Formaldehyde 

(Duksan, Korea), Mouse cytokine milliplex map 

immunoassay kit (Millipore Co., U.S.A.), Mouse IgE kit 

(Millipore Co., U.S.A.), Mouse/Rat FGF basic ELISA kit 

(R&D system, U.S.A.), Mouse VEGF ELISA kit (R&D 

system, U.S.A.) 등을 사용하였으며, 기기는 rotary vacuum 

evaporator(Büchi B-480 Co., Switzerland), freeze dryer 

(EYELA FDU-540 Co., Japan), centrifuge (Sigma Co., 

U.S.A.), Luminex (Millipore Co., U.S.A.), ELISA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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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iss, Co., Germany) 등을 사용하였다.

4. 시료 제조

천연 소재 복합물 2첩 (58 g)에 증류수 1,500 ㎖를 넣고 3

시간 동안 환류추출 후 여과액을 얻어 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용액을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분말 13.2 g을 얻었으며, 얻어진 분말은 

초저온 냉동고 (-80℃)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5. AD 병태 모델 제작 및 시료 처리

AD 병태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6주령이 된 NC/Nga 마우

스의 귀 하단부에서부터 꼬리 상단부까지 전체를 제모하고 

24 시간 방치 후 1%의 DNCB 용액 (아세톤․올리브오일 = 3 : 1) 

150 ㎕를 제모 부위에 도포하고, 3일 후 2차 도포하였다. 1차 

도포 후 7일차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 1주일에 3회 DNCB 용액 

100 ㎕를 지속적으로 도포하였다. 

실험 그룹은 AD를 유발시키지 않은 정상군 (이하, Normal), 

AD 유발 후 증류수만을 도포하는 대조군 (이하, Control), 

0.5% dexamethasone를 도포하는 양성대조군 (이하, Dexa)과 

25% 농도로 천연 소재 복합물을 도포하는 실험군 (이하, NHM) 

등 그룹 당 6마리씩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매일 오후 3시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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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청 내 사이토카인 및 면역 글로불린 생성량 측정

실험 종료 후 ether로 마취한 상태에서 심장 천자법을 이용

하여 채혈한 다음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혈청을 가지고 IL-4, IL-5, IL-6, IL-13, 

TNF-α, IFN-γ, IgE 생성량을 Mouse cytokine milliplex map 

immunoassay kit과 Mouse immunoglobulin kit을 이용하여 

Luminex로 측정하였다.

7. 혈액 내 면역세포 수 측정

실험 종료 후 ether로 마취한 상태에서 심장 천자법을 이용

하여 채혈한 다음 전혈 250 ㎕를 K2 EDTA tube에 담아 케

이피엔티 (KP&T, Korea)에 분석 의뢰하여 백혈구 (WBC), 

호산구 (Eosinophil), 림프구 (Lymphocyte), 단핵구 (Monocyte) 

수를 측정하였다.

8. 혈청 내 피부재생 인자 측정

실험 종료 후 ether로 마취한 상태에서 심장 천자법을 이용

하여 채혈한 다음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

청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혈청을 가지고 FGF 및 VEGF 생성

량을 Mouse/Rat FGF basic ELISA kit과 Mouse VEGF 

ELISA kit을 이용하여 ELISA reader로 측정하였다.

9. 조직학적 검사

배부의 피부를 떼어내어 각 실험군 별로 적출한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48시간 고정하여 고정이 완료된 조직들을 

흐르는 수돗물에서 12시간 수세한 뒤 조직 내의 고정액을 완전 

제거하였다. 조직의 탈수를 위해 60%에서부터 100% 알코올에 

이르기까지 농도 상승 순으로 탈수하고, xylene에 투명과정을 

거친 다음 파라핀 블럭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블럭은 박편절

단기 (microtome)를 이용해 3∼4 ㎛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탈 

파라핀 및 함수과정을 거친 다음 hematoxyline-eosin (H&E) 

염색과 Masson-trichrome (M&T) 염색을 실시하여 광학현

미경상에서 관찰 및 사진 촬영 하였다. 

10. 육안 및 관능 평가

AD 유발 후 실험 시작 9주령부터 실험 종료 13주령까지 

NC/Nga 마우스의 임상적 육안 평가법으로 관능 평가를 실시

하였다. 평가 항목은 홍반 (Erythema), 가려움과 건조 피부 

(Pruritus & Dry skin), 부종과 혈종 (Edema & Hematoma), 

짓무름 (Excoriation), 태선화 (Lichenification) 등으로 5가

지이다. 각각의 항목은 없음 (0), 약함 (1), 중증도 (2), 심함 (3)

으로 채점하였다. 

11.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평균값±표준 편차 (mean±S.D.)로 

표시하였다. 각 처리군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이용하였고,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정상군과 비교한 대

조군의 결과는 ###p<0.001, ##p<0.01, #p<0.05로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군의 결과는 ***p<0.001, **p<0.01, *p<0.05로 

표기하였다.

Ⅲ. 결   과

1. 혈청 내 사이토카인 및 IgE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혈청 내 사이토카인 및 IgE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모든 결과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NHM 도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토카인 

IL-4 (56.24%, **p<0.01) 및 IL-5 (57.36%, ***p<0.001), 

IL-6 (20.53%, *p<0.05), IL-13 (10.59%, *p<0.05), TNF-α 

(29.97%, **p<0.01), IFN-γ (13.52%, *p<0.05) 생성량과 

IgE (30.15%, ***p<0.001)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

다(Table 2).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대조군인 Dexa 도포군의 

IL-4 및 IL-5, IL-6, TNF-α, IgE 생성량에 대한 감소 효

능이 NHM 도포군에서도 나타났으며, Dexa 도포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 효능이 나타나지 않은 IL-13과 IFN-γ에서도 유

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AD의 표적 인자인 IgE 

생성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2).

Cytokine and IgE level (pg/㎖)
Groups

Normal Control Dexa NHM

IL-4 17.2±4.6 99.0±6.0### 35.1±3.4** 43.3±8.8**

IL-5 69.7±10.9 814.1±138.3### 362.6±8.1*** 347.2±28.4***

IL-6 121.5±4.1 1051.6±116.1### 863.1±691.7* 835.8±172.6*

IL-13 397.1±28.5 2210.6±237.9### 2137.7±496.2 1976.6±328.4*

TNF-α 351.5±24.2 1954.1±187.5### 1180.6±89.5** 1368.4±266.7**

IFN-γ 912.5±14.6 1678.8±158.3## 1501.6±165.8 1451.8±247.3*

IgE 181.6±31.3 2272.6±820.5### 1861.3±936.8** 1587.3±447.9***

Luminex assays were used to measure serum levels of cytokine and IgE. The result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D) for six mice per group 
(###p<0.001, ##p<0.01 compared to Normal; ***p<0.001, **p<0.01, *p<0.05 compared to Control).

Table 2. The effects of NHM on serum cytokine and IgE in a DNCB-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58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2 No. 6, 2017

2. 혈액 내 면역세포 수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 면역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모든 결과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NHM 도

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백혈구 수 (82.66%, ***p<0.001) 

(Fig. 1A) 및 백혈구 내 호산구 (34.21%, **p<0.01)(Fig. 1B), 

림프구 (31.78%, ***p<0.001)(Fig. 1C), 단핵구 (50.00%, 

***p<0.001)(Fig. 1D) 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Fig. 1).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대조군인 Dexa 도포군의 백혈구 수 및 

백혈구 내 호산구, 단핵구 수에 대한 감소 효능이 NHM 도포

군에서도 나타났으며, Dexa 도포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 효

능이 나타나지 않은 백혈구 내 림프구 수를 NHM 도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2C).

   

   

Fig. 1. The effects of NHM on white blood cell (WBC) (A), eosinophil (B), lymphocyte (C), monocyte (D) in a DNCB-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The result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D) for six mice per group (###p<0.001, ##p<0.01 compared to Normal; ***p<0.001,
**p<0.01 compared to Control).

3. 혈액 내 피부 재생 인자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 피부 재생 인자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FGF 생성량은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으나, VEGF 

생성량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NHM 도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FGF (88.71%, ***p<0.001)(Fig. 2A) 

및 VEGF (34.91%, ***p<0.001)(Fig. 2B) 생성량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Fig. 2).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대조군인 Dexa 

도포군이 피부 재생 인자 중 FGF 생성량만을 유의성 있게 증가

시켰으나, NHM 도포군은 FGF 생성량과 VEGF 생성량 역시 

유의성 있게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2B).

   

Fig. 2. The effects of NHM on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A), ve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B) in a DNCB-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ELISA assays were used to measure serum levels of FGF and VEGF. The result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SD) for six mice per group (###p<0.001 compared to Normal; ***p<0.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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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조직 변화를 확인한 결과, H&E 염색(Fig. 3A)에서 대조

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표피층(Epidermis, E-붉은 화살표)가 

두꺼워지고 세포의 침윤(Inflammatory, I-붉은 사각형)으로 

인한 세포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M&T 염색(Fig. 3B)에

서는 진피층(Dermis, D-붉은 화살표)이 감소하고 콜라겐

(Collagen, C-노란 사각형, 담청색 염색)이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NHM 도포군은 H&E 염색에서 대조군에 비해 

표피층이 두께가 줄어들고 세포 침윤이 적었으며, 신생 혈관

(Blood vessel, V-붉은 다이아몬드)과 피지선(Sebaceous 

gland, G-붉은 원형)이 확인되었고 M&T 염색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진피층의 두께가 넓으며, 콜라겐 형성에 따른 섬유질이 

광범위 하게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대조군인 Dexa 도포군과 NHM 도포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조직변화를 정상군에 가깝게 회복을 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

으며, 차이가 있다면 Dexa 도포군은 H&E 염색 시 모낭(Hair 

follicle, F-노란 원형)이 관찰되었다(Fig. 3A).

Fig. 3. Histopathological effects of NHM on dorsal skin in a 
DNCB-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Representative
histological images of dorsal skin tissues were stained using 
hematoxylin and eosin (A) or Masson-trichrime (B) (magnification,
200×). 

5. 육안 및 관능 평가

AD 유발 후 실험 시작 전인 9주령에서 대조군과 양성대조군, 

실험군은 정상군에 비해 홍반, 태선화, 부종과 짓무름 등이 

심한 것이 확인되었다(Fig. 4). 이후 시간이 지속될수록 양성

대조군인 Dexa 도포군과 NHM 도포군은 정상군에 비해 건조

함과 부종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대조군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여 실험 종료 주인 13주령에서는 정상군과 가까운 회복이 

되었음을 확인되었다(Fig. 4). 이와 같은 결과는 피부염 지수

(Index score)에 반영되어 대조군에 비해 종료 주인 13주차에 

약 3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Fig. 5). 특히, NHM 도포군은 

양성대조군에 비해 피부염 지수에서 11주령 차에서 AD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The effects of NHM on skin lesions typical in a DNCB- 
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Images of skin lesions
were taken in the 9 to 13 weeks.

Fig. 5. The effects of NHM on index score in a DNCB-induced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The scoring represents a clinical
index that was evaluated each week from 9 to 13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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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sal skin.

Ⅳ. 고   찰 

기존 AD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內治法과 서양의학 

치료제를 선호함에 따라 활용 가치가 낮아져 사장되어 지던 

外治法이 최근 들어 재조명 받고 있다. 이는 AD 치료제로 사용

되던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처리가 AD의 주된 증상인 

가려움증을 억제하기엔 충분하지 못하고 잦은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천연물을 활

용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의학계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AD 외용제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로, 

스프레이 및 입욕제,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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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 소재 복합물 (Natural herb 

mixture, NHM)은 문헌에서 AD와 유사한 병증의 피부 질환과 

실험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천연물 소재를 혼합한 복합물을 통해 

항AD 효능과 더불어 AD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피부 질환 

개선에 대한 평가를 위해 NC/Nga 마우스에게 DNCB를 처리

하여 그 효능을 확인하였다.

AD의 다양한 원인 중 대표적인 Th1 세포와 Th2 세포의 

불균형에 의한 면역학적 요인은 급성 피부 병변에서 IL-4, 

IL-5, IL-13 등의 Th2 사이토카인이 과발현 된다27). 이처럼 

Th2 사이토카인은 선천 면역을 저하시키고 알러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28). 그 예로 Th2 사이토카인 중 IL-4는 피부 장벽 

손상 후 회복을 저해시키며, 필라그린 (filaggrin)의 발현과 

세라마이드 (ceramide) 합성을 억제하며29,30), 각질층에서 세

라마이드는 IL-6에 의해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키고 

TNF-α에 의해 전신반응으로 유도되게 된다27). 또한, 과도하게 

생성된 Th2 사이토카인은 이소 타입 전환 (isotype- 

switching)을 통해 AD 병변에 대한 판단이 되는 면역글로불린 

E (immunoglobulin E, IgE)로 전환되며31), Th1/Th2를 분

비하는 IFN-γ의 증가는 염증 부위에 대한 비만 세포의 침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2). 본 연구 결과, NHM 도포군은 대

조군에 비해 Th2 사이토카인과 IgE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감

소시켰다. 특히, NHM 도포는 감소 효능이 양성대조군과 비

슷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성대조군에서 유의적 감소가 나타

나지 않은 IL-13과 IFN-γ 역시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AD 치료뿐만 아닌 Th2 사이토카인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역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에 반영되어 

인체 내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의 침투 시 탐식작용, 항원

제시, 이물질 인식, 항체생산 등의 기능을 하는 백혈구 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33). 또한, 백혈구 중 제I형 알러지 질

환인 AD에 관여하는 호산구 (eosinophil)와 식균 작용 및 염

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 대식세포 (macrophage), 획득

면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림프구 (lymphocyte)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34). 이는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단백활성 물질인 

사이토카인 감소 결과와 부합되어 NHM 도포가 면역·알러지 

질환인 AD에 효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NHM 도포가 항AD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AD의 다양한 임상 

소견 중 긁는 행위로 인해 AD 발병 후 상처가 지속되고 회복 

후에도 흉터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

부재생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약 6일 가량 호중구 (neutrophil)와 대

식세포 등이 상처 주위로 몰리게 되는 염증 단계가 종료되어 

증식단계로 이행되면 혈관 형성 (angiogenesis), 섬유화 

(fibroplasia) 등 상처가 발생한 조직이 재생되고 섬유조직이 

교원질 (collagen) 층으로 바뀌며 재형성 단계를 통해 종료된

다35-37). 이처럼 상처 치유단계에서는 혈관 형성의 모든 단계에 

작용하는 VEGF와 혈관 형성의 주된 촉진 인자로 알려진 

FGF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NHM 도포군은 

피부재생인자인 FGF와 VEGF 생성을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 종료 후 H&E와 

M&T 염색을 통한 조직변화에 반영되어 NHM 도포군은 대조

군에 비해 신생 혈관의 형성과 염증 세포의 침윤이 적고 표피 

및 진피층의 정상화와 더불어 교원질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

었고 이는 육안, 관능 평가 결과로 이어져 NHM 도포는 단순 

AD 치료제가 아닌 AD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손상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NHM 도포는 AD 동물 모델

에서 AD 원인과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과 IgE, 면

역세포 수의 생성량 감소와 동시에 피부재생에 대한 대표적 

인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면역반응과 염증을 통한 AD 치료제 

뿐만 아니라 AD에 의한 2차 질환까지도 개선될 수 있음이 증

명되었다. 특히, 양성대조군에서 효능이 나타나지 않은 IL-13 

및 IFN-γ, VEGF 생성량의 결과가 NHM 도포군에서 유의적

으로 효능이 나타남에 따라 NHM 도포가 기존 약물에 대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가 뒷받침 되고 피부 재생인자 중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강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AD 환자

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외치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 소재 복합물 (NHM)이 아토피피부염 

개선과 피부재생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아토

피피부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을 통해 혈액학적, 조직학적, 육

안 및 관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HM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청 내 사이토카인 IL-4, 

IL-5, IL-6, IL-13, TNF-α, IFN-γ 등의 사이토카

인 및 IgE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2. NHM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액 내 면역세포 중 백

혈구 및 백혈구 내 호산구, 대식세포, 림프구 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3. NHM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청 내 FGF 및 VEGF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4. NHM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H&E 및 M&T 염색을 

통해 신생혈관의 형성과 염증 세포의 침윤 적고 표피 및 

진피층의 정상화와 더불어 교원질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5. NHM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육안 평가를 통해 홍반, 

부종, 건조함 등의 피부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관능 평가인 피부염 지수 역시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NHM 도포는 아토피피부염뿐만이 

아닌 아토피피부염에 의한 2차적 손상까지 개선시킬 수 있음이 

실험적으로 규명되었다. 보다 다양한 기전 확인을 통해 보완

할 점은 있으나 이 같은 유의적인 전임상 단계의 결과는 외치

제로써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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