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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calein의 BALB/c Mice에서의 성 피부알 르기 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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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act dermatitis is induced by allergy response from a lot of chemical substances brought on by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llergy prevention effect of baicalein which is 
Scutellaria radix extract. Scutellaria radix is the dried roots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Labiatae). It has 
been used in oriental traditional medicine for treatment of fever, diarrhea and inflammation. We have induced 
allergy by PCL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0 mg/kg, 50 mg/kg or 100 mg/kg baicalein dose for 8 times during 
8 days in BALB/c mice and measured ear thickness, IgE level, histamine level, mast cell number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The ear thickness of the 100 mg/kg baicalein group was thinner than that of the 
0 mg/kg baicalein group. IgE level and histamine level of the 100 mg/kg baicalein group were lower than those 
of 0 mg/kg baicalein group. The number of mast cells of 0 mg/kg baicalein group more than that of 100 mg/kg 
baicalein group in the ear tissue. In addition, intradermal edema with prominent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was observed at 0 mg/kg baicalein group more than 100 mg/kg baicalein group in the ear tissue.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icalein has allergy prevention effect in BALB/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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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경의 오염, 식생활의 변화,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스

트 스의 증가 등은 새로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과거와는 달리 당뇨병, 고 압, 알 르기, 만성 스트 스 등

과 연 되는 질병들이 인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1). 특히 알 르기성 질환으로는 기 지 천식, 비염, 아토

피성 피부염 그리고 알 르기성 결막염 등이 있는데, 산업의 

발달로 인공화학 합성물의 범람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

서 각종 면역과민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allergen이 증하는 

추세이다(2). 알 르기 유발물질들은 주로 소화기, 피부  

추 신경계 등으로 나타나며, 그  피부과 질환 에서 가

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화학물질, 약물, 식물  기타 자극

물에 의해 피부의 알 르기성 반응으로 유발되는 성 피

부염이다(3). 알 르기성 성 피부염의 치료제로 부신피

질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치

료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항알 르기제의 개발과 련된 재료로서 천연재료인 

약용식물이 우선 으로 선택되고 있다(4). 재 자연식물에

서 추출한 약물들이 서구의학의 질병치료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약 120가지의 약물이 식물에서 

얻어졌다(5). 특히 flavonoid들은 염증, 허   환경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에 하여 치료약물의 유용성이 있어 많

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황 (Scutellaria baicalensis)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

로 속썩은 풀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꿀풀과 Labiatae)

의 주피를 벗긴 뿌리로 한방에서는 뿌리를 해열, 이뇨, 지사, 

이담, 소염제로 이용한다. 황 은 많은 종류의 flavonoid들을 

가지고 있는데(6) 주요성분은 baicalein으로 알려져 있다(7). 

활성연구로는 flavonoid계열의 화합물인 baicalein, baicalin, 

wogonin과 oroxylin A에 한 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성분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baicalin은 황 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주된 생리활성으로는 항알 르기  항염증 작용(antiin-

flammatory and antiallegic)(8,9), anti-HIV(10,11), 항암효

과(anticancer activity)(12-14), 항산화효과(antioxidative 

activity)(15,16) 등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있고, b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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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은 anti-HIV(10,11), anticancer activity(12-14), anti-

oxidative activity(15,16) 효과를 가지며 wogonin은 anti-

repiratory syncytial virus 효과(17), anti-hepatitis B virus 

효과(18), 항암  항산화효과(14,15)를 나타내며 oroxylin 

A는 anti-respiratory syncytial virus(17) 활성을 나타낸다. 

그 외에 황  추출물 내의 5,7,4-trihydroxy-8-methoxy-

flavone의 anti-influenza virus sialidase 효과(19), 황  추

출물의 mouse liver sialidase 억제활성(19,20), 황  추출물 

내의 baicalin flavonoid가 생체 내 호르몬의 항상성에 향

을 다는 보고(21), 황  추출물의 항염  항경련 효과(22), 

생체 내 arachidonic acid의 biotransformation에 약리  효

과(23), 항종양 특히 종양 이 억제능이 있다는 보고(24), 그

리고 호흡기 감염에 효과가 크다는 보고(2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부터 미리 설정한 농도별로 bai-

calein을 경구 투여하고, baicalein의 알 르기 방효과를 

알아보기 해 성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로 알

려진 picryl chloride(PCL)을 BALB/c mice의 귀에 감작시켜 

알 르기 반응을 유발시키고,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조군과 비교함으로써 황  뿌리 추출물인 baica-

lein의 성 피부염 방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물질의 제조

Baicalein(Sigma)은 투여농도에 따라 50 mg/kg, 100 

mg/kg 농도로 조제하 으며, 경구투여를 해 5% 에탄올 

용액에 희석하여 0.2 mL을 경구투여 하 다(26). PCL(Fluka)

은 acetone과 olive oil을 4:1의 비율로 섞은 혼합용액에 1.5%

의 농도로 용해한 후 사용하 으며, BALB/c mice에 성 

피부염을 유발시키기 해 왼쪽과 오른쪽 귀의 내․외부에 

각각 20 μL씩 감작시켰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7주령 된 체  30±5 g의 BALB/c mice 수컷

을 오리엔트바이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실험에 앞서 

일주일동안 공주 학교 특수동물학과 실험동물실에서 순화

기간을 거친 뒤 실험에 사용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동

물용 고형사료(샘타코바이오코리아)와 멸균 정제된 음수를 

실험 종료 시까지 자유섭취 시켰고, 실험동물은 표 인 

사육조건으로서 온도 22±2oC, 상 습도 50±10%, 환기회

수 10～12회/hr, 조명시간 12시간(06:00 AM～18:00 PM)으

로 설정된 공주 학교 특수동물학과 실험동물실(생명 7층 

720호)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동물실험은 공주 학교 동

물실험윤리 원회의 사  심의를 받아 동물실험윤리 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실험계획  시료투여

실험동물은 군당 3개의 그룹으로 각각 조군 5마리, 용

량군 5마리, 고용량군 5마리로 설정하고, 1군과 2군으로 2개

의 군으로 군당 15마리씩 총 30마리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 다. 알 르기 방실험을 하여 조군, 용량군, 고

용량군으로 나  그룹별로 시료인 baicalein을 0 mg/kg(

조군), 50 mg/kg( 용량군), 100 mg/kg(고용량군)의 농도로 

각각 5% 에탄올에 용해시켜 0.2 mL씩 8일간 총 8번 경구투

여 하 다. 경구투여가 끝난 후, 귀에 1.5% 농도의 PCL을 

감작시켜 피부알 르기 반응을 유발한 뒤 1군은 ear swel-

ling을 측정하 고, 2군은 IgE 농도, histamine 농도  조직

병리학  검사를 실시하 다.

Ear swelling 측정

BALB/c mice에 baicalein을 설정된 농도별로 8일간에 걸

쳐 총 8번의 경구투여를 한 후, 1.5% 농도의 PCL 40 μL을 

양쪽 귀에 감작시켜 염증을 발 시키고 0, 3, 6, 9, 12, 18, 

24시간이 경과했을 때마다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

pers)를 이용하여 귀의 두께를 측정하여 변화정도를 찰하

다(27). 귀의 두께는 PCL 감작직  귀의 두께와 감작 후 

귀의 두께 차이를 측정하여 단하 다.

청 채취

1군의 ear swelling 측정결과를 반 하여 PCL 감작 후 

귀의 두께가 최고치를 도달하는 3～6시간 에 2군의 부검을 

실시하 다. 부검 시 복 동맥에서 액을 채취하 으며, 채

취한 액을 1시간 동안 상온에 두어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

기에 넣어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청을 

냉동보 (-70
oC)하 다.

IgE level 측정

IgE ELISA kit(SHIBAYAGI)으로 2군에서 채취해 냉동

보 (-70oC)해 놓았던 청을 이용하여 IgE 농도를 측정하

다(27). 실온에서 antibody가 코 된 well에 IgE standard 

solution과 sample 50 μL씩 넣어 2시간 반응시킨 후, bio-

tin-conjugated anti-IgE antibody solution 50 μL씩 넣어 

2시간 반응을 시켰다. 그러고 나서 HRP-avidin solution 50 

μL씩 넣고 1시간, chromogenic substrare(TBM) reagent 50 

μL씩 넣어 20분 반응시키고, 반응을 멈추기 취해 reaction 

stopper 50 μL씩 넣은 후 ELISA(Molecular devices Emax)

을 이용하여 450 nm 장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Histamine level 측정

Histamine 농도를 측정하기 해 냉동보 (-70oC)해 놓

았던 청으로 histamine EIA kit(SPI-BIO)를 이용하여 

histamine 농도를 측정하 다(28). Polypropylene tube에 

standard와 serum을 200 μL씩 넣고 derivatization buffer 

50 μL와 derivatization reagent 20 μL씩을 넣어 vortex 하

다. Antibody가 코 된 well에 polypropylene tube의 stand-

ard와 serum을 100 μL씩 넣고 histamine-AChE tracer를 

100 μL씩 넣어 4
oC에 24시간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Ell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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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200 μL씩을 넣고 상온의 어두운 곳에서 1시간 더 

반응시킨 후 ELISA를 이용하여 405 nm 장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직병리학  검사

귀의 두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 에 2군의 부검을 

실시하기 해 1군의 ear swelling 측정결과를 반 하 다. 

부검 시에 귀, 간, 신장을 출하여 10% 포르말린에 일주일

간 고정시키고, 고정된 조직으로 라핀 블록을 만들어 5 

μm 두께로 조직을 편하여 이후 H&E(Hematoxylin & 

Eosin) 염색과 TB(toluidine blue) 염색을 실시하여 병변의 

유무  비만세포를 확인하 다(27).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을 통해 얻은 값에 하여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p<0.05 수 에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

다.

결과  고찰

Ear swelling 변화

조군 0 mg/kg, 용량군 50 mg/kg, 고용량군 100 

mg/kg의 농도로 baicalein을 8일간에 걸쳐 총 8번 경구투여

하고, PCL을 이용하여 BALB/c mice에서 성 피부염을 

유발시켜 귀의 두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조군과 용량군에서는 감작 3시간 후, 고용량군에서는 

감작 6시간 후에서 귀의 두께가 최고치를 보 으며, 그 이후 

귀의 두께가 차 얇아지는 결과를 보 다. 귀의 두께 최  

증가폭은 조군 0.108 mm, 용량군 0.054 mm, 고용량군 

0.028 mm으로 조군의 최  증가폭이 다른 군들보다 

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용량군의 증가폭이 고용량군보다 

높았다. Jung 등은 PCL을 이용한 성 피부알 르기 실험

에서 성 피부알 르기 유발 물질인 PCL을 감작한 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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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ar swelling responses in BALB/c mice at 0, 3, 6, 
9, 12, 18, 24 hr (◆, 0 mg/kg; ■, 50 mg/kg; ▲, 100 mg/kg) 
following the sensitization with PCL to the ear. The peak time 
of ear swelling response was 3～6 hr after the application. Data 
are shown as the mean±SE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표면에서는 3시간 경과 후부터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6시간 경과 시부터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며, 호 구의 

침윤은 진피조직에서도 찰된다고 보고하 다(27). 본 실

험에서 귀의 두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조군과 용량군에

선 PCL 감작 3시간 후 귀 조직에서 강한 ear swelling 반응을 

보 고, 고용량군에서는 PCL 감작 6시간 후에 강한 ear 

swelling 반응이 나타났다.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

여한 조군에 비해 50 mg/kg, 100 mg/kg 농도의 baicalein

을 투여한 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귀의 두께 최  증가폭

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투여한 baicalein이 PCL에 의한 

성 피부염의 유발에 있어 염증세포의 침윤을 억제하는 

작용을 일으켰다고 단되어지고, 용량군보다는 고용량

군에서 좀 더 유의 인 항염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baicalein은 성 피부알 르기 방 효과가 

있고, 용량보다는 고용량에서 그 효과가 높다고 단된다.

IgE level 측정

2군에서 채취해 냉동보 (-70oC)해 놓았던 청내의 IgE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IgE 수치는 baicalein을 

0 mg/kg 투여한 조군은 236.66 ng/mL, 50 mg/kg을 투여

한 용량군은 176.60 ng/mg, 100 mg/kg 투여한 고용량군

은 132.06 ng/mL 다. DeKruyff 등(29)은 T 세포의 CD4+에 

의한 IgE의 합성이란 연구에서 IgE는 IgE의 Fc 수용체를 

가진 비만세포를 자극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의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알 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IgE의 생산은 활

성화한 Th2 세포가 IL-4를 생산하여 B림 구의 isotype 

switching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므로, 청내 IgE 농

도는 알 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

하 다. 마우스 천식모델에서 복분자 물추출물의 기도 과민

반응  염증의 억제효과 실험에서는 복분자 투여군에서 

IL-4 생산을 억제하여 Th2 세포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IgE 

농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다(30). 이번 실험 결과에서도 조

군(0 mg/kg)에 비해 고용량군(100 mg/kg)의 IgE 농도 수치

가 낮게 나오는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용량군은 고용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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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serum IgE levels in male BALB/c mice 3~6 hr 
after application with PCL. Data are shown as the mean±SE 
(n=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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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Ear skin of 0 mg/kg baicalein 
group (A, C) and 100 mg/kg baicalein 
group (B, D) BALB/c mice at 3~6 hr af-
ter application with PCL. (A) Intrader-
mal edema with prominent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HE, ×200. (B) HE, ×200. 
(C) Many mast cells are seen. TB, ×200. 
(D) TB, ×200.

보다는 수치가 조  높게 나왔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bai-

calein이 IL-4생산을 억제하 다고 추측되어지고, 결과 으

로 baicalein의 고용량군(100 mg/kg)에서 알 르기 반응을 

더 많이 억제한다고 단된다. 향후 baicalein의 작용기 에 

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istamine level 측정

냉동보 (-70oC)해 놓았던 2군에서 채취한 청내의 his-

tamine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histamine 수치

는 baicalein을 0 mg/kg 투여한 조군은 257.97 nM, 50 

mg/kg을 투여한 용량군은 241.09 nM, 100 mg/kg 투여한 

고용량군은 244.84 nM이었다. 이번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에

서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하고 알 르기 반응을 

유발시킨 조군의 histamine 수치를 100%로 보았을 때, 50 

mg/kg, 100 mg/kg 농도로 baicalein을 투여한 용량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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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serum histamine levels in male BALB/c mice 
3~6 hr after application with PCL. Data are shown as the 
mean±SE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고용량군의 histamine 수치가 각각 93.5%, 94.9%로 조군

에 비해 histamine의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3). Bae 등(31)은 polysaccharide peptide(PSP)의 항

알 르기  항암효과란 연구에서 compound 48/80은 고농

도에서 비만세포로부터 약 90%의 히스타민을 유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량의 compound 48/80은 아나필

락시스의 기 을 연구하기 한 히스타민 유리 진제로서 

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 고, Choi 등(32)의 Salvia 

plebeia의 compound 48/80에 의한 과민반응 억제효과 실험

에서 비만세포에 히스타민 유리 유도물질인 compound 

48/80을 처리하면 비만세포내 과립들이 세포 밖으로 나오면

서 세포내 주함유물질인 히스타민이 유리되고, 유리된 히스

타민은 확장과 근육수축을 일으켜 알 르기 증상을 유

발한다고 보고되어있다. Kim 등(33)은 PEM381의 Ⅰ형 알

르기 반응 억제효과란 실험에서 복강 비만세포 부유액에 

compound 48/80을 처리하 을 때 히스타민 유리율에 비해 

PEM381을 처리한 경우에서 히스타민 유리율의 억제가 

보 고,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함으로써 알 르기 반응이 억

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Takei 등(34)은 

prostaglandin D2에 한 비만세포내의 histamine 유리와 

Ca2+ 농도의 의존성 실험에서 일반 으로 비만세포로부터 

histamine의 유리는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와 한 연

성이 있고, 세포내 Ca
2+ 농도의 증가는 세포내 장된 

Ca2+의 유리와 세포외 Ca2+의 유입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

다. 실험결과 조군에 비해 baicalein을 투여한 용량군과 

고용량군의 histamine 수치가 낮았다는 것은 baicalein이 비

만세포로부터 histamine의 유리를 억제하고, 그로 인한 

확장이나 근육수축반응들의 억제가 일어난다고 추측된

다. 결과 으로 baicalein은 알 르기 방효과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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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어진다.

조직병리학  결과

성 피부알 르기 유발 물질인 PCL 감작 후 귀의 두께

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 에 부검을 실시하여 귀, 간, 신

장을 출하여 라핀 블록을 만들고 일주일간 고정시킨 뒤 

조직을 편하여 H&E염색과 TB염색을 실시한 후 학

미경으로 200배 배율로 조직을 확인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간과 신장의 경우 조군과 고용량군 모두에서 육안  병변

과 조직병리학  찰결과에서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귀 

조직을 H&E 염색을 실시한 후 찰한 결과 육안 으로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조군의 귀의 두께가 

10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고용량군의 귀의 두

께보다 많이 두꺼웠다. Jung 등(27)의 PCL을 이용한 성 

피부알 르기 실험에서 PCL을 감작한 귀 조직에서는 감작 

3시간 경과 시 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edema가 가장 심하

게 나타나며 침윤세포는 호 구뿐만 아니라 비만세포, 단핵

구, 호산구들로 구성된다고 보고하 다. 이번 실험결과에서

도 PCL을 감작한 조군에서 감작 3시간 경과 후에 침윤되

는 호 구들과 비만세포들이 다량으로 찰되었으나, 10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고용량군에서는 조군

에 비해 은 수의 호 구들과 비만세포들을 찰할 수 있었

다. 비만세포는 알 르기 반응 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학

, 면역학 , 병리학  과정 즉, 창상 치유,  생성, 기생

충과 신생물에 한 숙주의 반응 ․만성 염증  IgE 매개 

즉발성 과민 반응에 여하는데 이런 비만세포의 수가 다

는 것은 상 으로 조군에 비해 고용량군에서 알 르기 

반응이 게 일어났다고 단되며, baicalein이 알 르기 염

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추측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황 추출물인 baicalein의 피부알 르기 방 

효과를 알아본 연구로서 baicalein을 투여할 농도에 따라 0 

mg/kg( 조군), 50 mg/kg( 용량군), 100 mg/kg(고용량

군) 3개의 그룹으로 나 고, ear swelling을 측정하는 1군과 

IgE 농도와 histamine 농도의 측정  조직병리학  찰을 

한 2군으로 나눠 실험을 하 다. Baicalein을 8일에 걸쳐 

8회 경구투여를 실시한 후 성 피부알 르기 유발 물질

인 PCL을 귀에 감작시켜 알 르기를 유발시키고, 1군에서 

ear swelling 변화를 확인하고 2군에서는 1군의 ear swelling

의 결과에서 귀의 두께가 최고치를 이루는 시간 에 부검을 

실시하여 출한 조직으로는 HE염색과 TB염색을 실시하

여 병변의 유무와 비만세포를 확인하 다. 채취한 청으로

는 IgE 농도와 histamine 농도를 측정하 다. Ear swelling

의 경우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조군에 비해 

50 mg/kg, 10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용량군

과 고용량군 그룹의 귀의 두께 증가폭이 낮게 나타났고, 

용량군보다 고용량군에서 그 증가폭이 낮게 나타났다. IgE 

농도와 histamine 농도 측정결과에서도 0 mg/kg 농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조군에 비해 50 mg/kg, 100 mg/kg 농

도의 baicalein을 투여한 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낮은 수

치가 나왔다. 조직병리학  검사결과에서는 육안 으로 모

든 그룹의 간과 신장에서는 별다른 병변은 찰되지 않았고, 

HE염색을 한 귀 조직에서는 조군에서 고용량군에 비해 

귀의 두께가 두껍게 찰되었고, TB염색을 한 귀 조직에서

는 조군에 비해 고용량군에서 은 수의 비만세포들이 

찰되었다. 즉, ear swelling, IgE 농도, histamine 농도  조

직병리학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황 추출물인 baicalein

이 성 피부알 르기 방효과가 있다고 단되어지고, 

향후 baicalein은 항알 르기 치료제로 사용되는 생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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