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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 vivo and in vitro effects of oriental herb extracts of Cassia obtusifolia, Taraxacum platycarpum and
Ulmusmacrocarpa on anti-atopic allergic reaction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A mixture of these extracts exhibited more
potent anti-allergic activities in human mast cells than those from individual extracts. The herbal mixture significantly
inhibited the release of compound 48/80-induced β-hexosaminidase release in the human mast cell line, HMC-1. The
mixture also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PMA and A23187-induced inflammatory cytokines in HMC-1 cells. To further
investigate the in vivo effects of the herbal mixture, a Dermatophagoides farinae (DF)-induced atopic dermatitis mouse
model was utilized. Oral administration of the herbal mixtur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ar thickness and swelling in DF
treated NC/Nga mice in a dose dependent manner. Furthermore, serum levels of IgE and interleukin-4 (IL-4)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interferon-gamma (IFN-γ) levels were increased in the mixture administrated groups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Taken together, our data indicate the possibility of using a mixture of the oriental herb extract
to reliev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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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과 각

질형성, 홍반 등을 나타내며 여러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증세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재발성 질병으로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

염과도 연관되어 있다(1). 이것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증가되어

진 공해물질에 노출 증가 및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 생활방식에

따른 항원에의 노출 감소, 모체의 노령화, 서구적인 식이 섭취 증

가, 히스타민이 포함된 음식물의 섭취, 유전적인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최근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2-4).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가 어렵고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의 초점이 증상의 완화와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항히스타

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처방과 함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질을 파악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지만 약품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5,6). 즉, 항히스타민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내성이 생기

거나 저혈압, 피부염, 소화기장애와 여러 가지 과민반응을 일으

킬 수 있고(7),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고혈압, 심부전, 피부위축,

피부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피부 및 호흡기, 림프관 등 생체 내 결합조직에 널

리 분포하고 있는 비만세포(mast cell)에 의해 제 1형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항원이 인체를 자극

하여 B cell과 Th2 cell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항체인 IgE를 생

성, 분비하고, 분비된 IgE는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IgE 수용체에

결합하여 감작이 일어난다. 항원이 인체에 재침투하여 비만세포

표면의 IgE에 결합하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되어 탈과립이 유도

되고 histamine 같은 세포내 과립물질과 염증성 cytokine 등 여러

가지 화학적 매개물질이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이때

분비된 여러 화학적 알레르기 매개물질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들

이 나타난다(11,12).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연구는 염증에 관련된 histamine의

분비 억제나 염증성 cytokine들의 발현 억제 등에 관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들 염증성 관련 물질의 분비 억제에 생약재나 식

품 소재와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13-20).

전보(21,22)에서 환경호르몬의 해독작용과 면역조절 등의 효과

가 있는 생약 소재들의 아토피 피부염 증세의 경감 가능성과 생

약제의 단독 또는 혼합사용에 따른 상승효과를 측정하고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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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으로 선발된 결명자, 유근피, 포공령과 이들을 조합한 추출

물을 사용하여 in vitro 및 아토피가 유발된 실험동물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생약제인 결명자(Cassia obtusifolia) 및 유근피(Ulmus macro-

carpa), 포공령(Taraxacum platycarpum)은 2008년 9월경 경동시장

에서 국내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phorbol 12-myristate 13-

acetate(PMA),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compound 48/80, p-nitrophenyl-N-acetyl-β-D-glu-

cosaminide, Ionophore A23187 및 기타시약은 Sigma사(St. Louis,

MO, USA)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포배양에 사용된 IMDM

배지와 FBS 및 세포배양용 시약은 WelGENE사(Dague, Korea),

세포배양용품은 BD Biosciences(San jose, CA,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제조

결명자 및 유근피, 포공령을 각각 500 g씩 세절한 후 70% 에

탄올 10 L를 첨가하고 40oC에서 48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 후 40oC에서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고, 3가지의 추출물을 동량으로 혼합하여 추출 혼합물

(oriental herb extract mixture, OHEM)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및 β-hexosaminidase 측정

Human 유래 비만세포인 human mast cell line-1(HMC-1)은 경희

대학교 한의학대학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HMC-1은 10% FBS

및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IMDM 배지로 37oC, 5%

CO
2
 incubator에서 배양하고 원심분리하여 2×106 cell/mL 농도로 각

추출물과 함께 tyrode’s buffer(137 mM NaCl, 2.7 mM KCl,

1.8 mM CaCl
2
, 1.1 mM MgCl

2
, 11.9 mM NaHCO

3
, 0.4 mM

NaH
2
PO

4
, 5.6 mM glucose, pH 7.2)에 섞어 48 well plate에 분주하

였다. 30분간 37oC에서 배양한 후 compound 48/80을 6µg/mL 농

도로 첨가하고 다시 37oC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48 well plate

를 10분간 ice bath에서 반응을 종결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가라앉힌 후 상등액을 얻었다. 상등액 30µL를 96 well plate로 옮

겨 기질인 1 mM의 p-nitrophenyl-N-acetyl-β-D-glucosaminide 30µL

를 첨가하여 37oC에서 한 시간 반응시킨 후 120µL의 stop solution

(sodium bicarbonate, pH 10.2)로 반응을 종료시켰다.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였고 β-hexosamini-

dase의 분비량은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분비량(%)= ×100

A: 대조구 흡광도 B: 시료 처리구 흡광도

Cytokine의 분비 억제 효과 측정

HMC-1을 IMDM 배지에 3×106 cell/mL 농도로 24 well plate에

분주한 후 추출물과 혼합물을 100 µg/mL 농도로 첨가하여 37oC

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dish에 40 nM의 PMA와 1 µM

의 ionophore A23187을 첨가하여 37oC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상등액으로

부터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6, IL-8의 함량을 sandwich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방법을 이용하여 Quantikine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로 정량하였다.

실험동물

5주령의 웅성 NC/Nga 마우스(SLC Inc., Shizuoka, Japan)를 중

앙실험동물(주)로부터 구입하여 온도 24±1oC, 습도 55±5%를 유

지하면서 1주일간 적응 사육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사료와

물은 자유급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NC/Nga 마우스 피부염 유도 및 생약재 추출혼합물 투여

NC/Nga 마우스의 귀에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고자 테이프

를 사용하여 귀의 털을 제거한 후 진드기 추출물(DF, 연세대학

병원)을 항원으로 사용하여 8주간 2일 간격으로 한번 씩 양쪽 귀

에 5 mg/mL의 농도로 10 µL씩 도포하였으며 DF 도포 전에 ver-

nier calipers를 사용하여 마우스의 귀 두께를 측정하였다. 실험군

별로 각 7마리씩 임의배치 하였으며 정상군(NC)과 DF 처리한 대

조군(PC), DF처리와 동시에 추출 혼합물을 농도별로 투여 받는

실험군(1.67, 16.7, 167 mg/kg/day, respectively)으로 나누어 수행하

였다. 투여군의 처리 농도는 성인(60 kg)이 추출혼합물을 하루에

100 mg, 1 g, 10 g씩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추

출혼합물은 PBS에 녹여 각 군별로 체중에 맞는 농도로 매일 동

일한 시간에 경구투여 하였고 정상군 및 대조군은 시료군과 동

일한 양의 PBS를 투여하였다.

NC/Nga 마우스 혈중 IgE와 cytokine 분석 및 조직학적 관찰

IgE 함량 및 귀 조직의 histopathology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

종료 후 혈액 채취와 귀조직을 적출하였다.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sandwich ELISA kit를 사용하여 마우스 혈액 중 IgE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와 TNF-α, IFN-γ, IL-4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

한 귀 조직은 10% formaldehyde에 48시간 고정 후, 파라핀 블록

을 만들어 박편을 제조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여 조직

을 관찰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실험을 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고 실험군 간의 통계분석은 one-way ANOVA로 각

군 간의 평균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신뢰구간 p<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HMC-1에서의 탈 과립 억제 효과

β-hexosaminidase는 비만세포나 basophil의 histamine이 저장된

과립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탈 과립시에 histamine과 함께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물질로 β-hexosaminidase의 정량은 비만세포에

서 탈 과립의 지표로 이용되어진다(13,23). 본 실험에서는 비만세

포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체 내에서의 알레르기 저감

효과 확인을 위해 인체유래의 비만세포인 HMC-1 세포주를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HMC-1에 대한 시료의 세포독성을 MTT assay

로 확인한 결과, 각 추출물의 처리농도 100 µg/mL 수준에서 세

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어 100 µg/mL의 시료처리

농도로 탈 과립 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예비실험을 통하여

항산화력이 높은 생약재 중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능력이

50% 이상인 결명자 및 유근피, 포공령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의

추출물을 동일 비율로 혼합하여 탈 과립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

A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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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해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추출복합물(OHEM)은 동일 비

율로 혼합, 사용하였다(data not shown).

Fig. 1은 compound 48/80로 HMC-1의 탈 과립을 유도하고 여

기에 각 추출물과 OHEM을 10, 100 µg/mL의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출물의 처리 농도가 10 µg/mL였

을 때 결명자 및 유근피, 포공령은 ß-hexosaminidase 분비를 각각

26.8, 28.2, 27.3% 저해하였고, 추출물의 처리농도가 100 µg/mL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53.3, 57.3, 51.5%로 저해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측정되었다. OHEM은 10 µg/mL 농도에서는 34%, 100 µg/mL

농도에서는 74.6%로 가장 높은 β-hexosaminidase 분비 저해율을

나타내 각각의 추출물이 단독적으로 나타내는 저해율과는 유의

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p<0.05).

HMC-1에서의 cytokines 분비 억제 효과

HMC-1을 PMA와 A23187로 자극하여 이것으로부터 분비되는

염증성 cytokine인 TNF-α 및 IL-6, IL-8의 분비에 OHEM이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HMC-1 세포의

TNF-α 분비량은 포공령을 제외한 모든 처리군이 PMA와 A23187

로 자극되어진 양성대조군에 비해 20% 이상의 분비 저해 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IL-6의 분비량 측정에서는 모든 처리군에서 분

비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포공령과 OHEM

이 30%에 가까운 저해효과를 보여주었고 IL-8은 OHEM만이 분

비 저해 효과를 보여주었다. Human mast cell은 자극을 받게 되

면 TNF-α 및 IL-6, IL-8 등의 cytokine을 방출하게 되고 이렇게

방출된 cytokine은 염증성 피부이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4). 약간의 염증성 cytokine 분비 저해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OHEM의 경우에는 정량한 모든 cytokine의 분비를 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해정도도 다른 추출물에 비해 동등 이

상으로 나타났다. β-hexosaminidase 분비 저해율과 마찬가지로

OHEM의 cytokine 분비 저해 능력은 항원 자극에 의한 염증성

피부염에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재로 생각되어 진다.

생약재 복합추출물이 NC/Nga 마우스 귀의 부종에 미치는 효과

NC/Nga 마우스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피부의 표피 통과수분의

손실과 비정상적인 피부 전도율을 증가시키고 세라마이드 대사

를 손상시켜 피부장벽 이상을 나타냄으로서 피부염을 자발적으

로 유발한다(25). Fig. 2는 NC/Nga 마우스에 진드기 추출물(DF)

을 도포한 후 8주 동안 마우스의 귀두께를 측정한 결과이다. 대

조군의 경우 실험 개시 20일경부터 부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

하여 귀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일 이

후부터 급격한 발진증상이 나타나 육안으로도 귀의 발진 관찰이

가능하였다. 이 결과는 Gao 등(14), Sagawa 등(19)의 연구결과와

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항원처리 1주일경부터 귀의 두

께가 증가하는 결과(15)도 있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발진이 나

타나는 시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우스의 귀

Fig. 1. Inhibitory effect of herb extracts on β-hexosaminidase
release in compound 48/80-induced HMC-1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herb extracts (10, 100 µg/mL) before stimulation
with compound 48/80; C, Cassia obtusifolia; U, Ulmus macrocarpa;
T, Taraxacum platycarpum; OHEM, oriental herb extract mixtur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7.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Table 1. Effect of OHEM on PMA and A23187 induced cytokine secretion from HMC-1

 NC PC C U T OHEM

TNF-α (ng/mL) 1.2±0.3 33.2±3.9 24.8±3.7 23.3±2.1*0 30.1±2.5. 24.9±1.2*0

IL-6 (pg/mL) 23.8±2.40 0795±21.3 .639±17.3* .606±13.3* .552±26.9* .555±17.2*

IL-8 (ng/mL) 1.8±0.6 27.2±3.4 27.4±2.6 24.4±3.1. 22.1±2.3 21.1±2.1*0

NC, non-treated control cell; PC, treated with PMA and A23187; C, Cassia obtusifolia; U, Ulmus macrocarpa; T, Taraxacum platycarpum; OHEM,
oriental herb extract mixture. Cytokine levels in supernatant were measured using ELISA method.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Fig. 2. Effect of the oral administration of the OHEM on the
increase of ear thickness in NC/Nga mice induced by mite
extract. NC (non-treated), PC (DF-allergen only), OHEM1
(1.67 mg/kg/day), OHEM2 (16.7 mg/kg/day), OHEM3 (167 mg/kg/
day).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7.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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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또한 OHEM의 투여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8

일 경부터 부종 현상이 측정되었고 36일 경 이후에는 167 mg/kg

투여군을 제외한 다른 OHEM 투여군도 귀의 두께가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OHEM의 투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C/Nga 마우스 귀의 발진 시기가 대조군에 비해 늦어지고 귀 두

께가 두꺼워지는 것이 억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NC/Nga 마우스의 귀조직을 hematoxylin-eosin 염색하여 현미경

으로 조직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즉, 대조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 귀의 두께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정상

군에 비해 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조직의 각질층 또한 확연히 두

껍게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피부에 아토피가

발병하였을 때 비만세포가 침윤되어 분비된 TNF-α 등이 각질 형

성세포의 NF-κB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각질을 두껍게 형성하기

때문이며, NF-κB는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관계된 전사활성인자

로 다양한 면역과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26). OHEM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외부 각질층

은 두껍게 형성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혈관의 두께와 내부조직

은 훨씬 안정된 형태를 보여주어 정상군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

내 항원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에 OHEM이 조직학 형태에서도

조직 보호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약재 복합 추출물이 NC/Nga 마우스의 혈청 IgE 및 cytok-

ine 분비에 미치는 영향

IgE의 과발현은 아토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표식으로 B cell

에서 생성되는 IgE는 IL-4와 Th2 cell에 의해서 생산이 더욱 촉

진된다(27). 그러나 IL-4에 의해 촉진되는 IgE는 IFN-γ 같은 Th1

cytokine에 의해 저해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8주간의

실험 후 NC/Nga마우스의 혈청으로부터 IgE의 함량을 ELISA로

정량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즉, DF처리를 받지 않은 정상군의

혈중 총 IgE의 농도는 122 ng/mL로 측정되었으나 DF 처리에 의

해 자극받은 대조군의 경우에는 1,207 ng/mL로 항원에 의해 IgE

의 생성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원(DF)의 처리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된 NC/Nga 마우스의 혈중 IgE의 농도가 증

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결과이지만 Segawa 등(19)은 실험 8주째

에 4,000 ng/mL 이상, Kang 등(15)은 12일째에 1,000 ng/mL, Kim

등(17)은 9주째에 500 ng/mL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항원처리에 의

한 증가 경향은 동일하지만 실험결과들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HEM의 농도별 투여에 따른 결과는 1.67, 16.7, 167 mg/kg/day

에서 각각 801, 723, 404 ng/mL의 IgE 농도를 나타내어 OHEM

의 모든 실험군에서 혈청 중 IgE의 생성을 유의적으로 억제시키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IgE와 연관되어 작용하는 TNF-α 및 IFN-γ 및 IL-4의 마우스

혈청 중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혈

청 중 TNF-α의 함량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대조군보다 낮

은 함량이지만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FN-γ의 경우에

는 대조군보다 OHEM의 투여가 IFN-γ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항원에 의한 IgE의 생성에 OHEM

의 성분이 Th1 cell의 세포성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생

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IgE 생성을 촉진시키는 IL-4의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OHEM의 투여 농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

정되었다. 이것은 혼합추출물이 Th2 cell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

Fig. 3. Histological features of skin lesions stained with Hematoxylin & eosin. A, Negative control (non-treated); B, Positive control (DF-
allergen only); C, DF+OHEM1 (1.67 mg/kg/day); D, DF+OHEM2 (16.7 mg/kg/day); E, DF+OHEM3 (167 mg/kg/day)

Fig. 4. Effect of the oral administration of OHEM on serum IgE
level in NC/Nga mice. The concentration of total IgE in the serum
was determined by sandwich ELISA. NC (non-treated), PC(DF-
allergen only), OHEM1 (1.67 mg/kg/day), OHEM2 (16.7 mg/kg/
day), OHEM3 (167 mg/kg/day).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7.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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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앞선 IFN-γ의 농도가 증가된 결과와 함께 Th1/Th2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생약재 혼합물이 NC/

Nga 마우스 귀의 부종과 혈청 IgE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항원에

의한 IL-4의 증가와 IFN-γ의 감소를 유전자 수준에서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14)는 본 실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천연 생

약재들이 Th2로 치우친 알레르기 반응의 Th1/Th2 균형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상의 결과로 항원인 진드기추출물에 의한 NC/Nga마우스의

IgE 과발현을 확인하였고 염증성 cytokine의 분비가 실제 아토피

염증 반응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HEM

이 항원에 의해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을 혈청 중 IgE농도와

cytokine 농도 조절을 통해 증상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수 있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결명자(Cassia obtusifolia) 및 포공영(Taraxacum platycarpum),

유근피(Ulmus macrocarpa)로 제조된 생약재 추출혼합물이 in vitro

와 in vivo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HMC-1 cell을 이용하여 비만세포의 β-hexosaminidase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단일 추출물보다 추출복합물이 탈과립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HMC-1 cell에서 PMA

와 A23187로 자극하였을 때 생성되는 염증성 cytokine의 분비에

서도 추출혼합물의 저해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토피 질

환모델인 NC/Nga 마우스를 사용하여 생약재 추출혼합물의 아토

피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진드기 추출물에 의해 발진된 마우

스의 귀두께 및 조직학적인 부종 관찰을 통해 생약재 추출혼합

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귀 두께 및 부종의 감

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마우스의 혈중 IgE 농도와 이와 관련된

cytokine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생약재 추출혼합물 투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IgE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IgE의 과발

현을 유도하는 IL-4의 분비 억제 및 IFN-γ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나 생약재 혼합추출물의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 증세 완

화 효과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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