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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ethanol extracts of 4 mixed herbs(CP001 

or CP002) on mouse mod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ovalbumin.

Methods : Female BALB/c mice were internally sensitized with ovalbumin(20㎍) plus aluminum hydroxide 

hydrate(4㎎) once per week. After 3 weeks, they were dermally challenged with patches containing ovalbumin 

(100㎍) plus aluminum hydroxide hydrate(20㎎) every other day for 3 weeks. After induction of atopic 

dermatitis, mice back skin were gently rubbed with CP001 or CP002(200㎎/㎖, 100㎕) for two weeks(every 2 

days). 

Results : In CP001 or CP002 treated group, there was a remarkable reduction in infiltration of eosinophils 

on the skin areas and diminution of mast cells and total T cells in blood samples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utaneous expressions of interleukin-13, 17 were also decreased by CP001 or CP002. Moreover, 

blood immunoglobulin E level was decreased by drug administration while there was no decrease in OVA 

sensitization group. 

Conclusion : In summary, our result shows that herbal extracts(CP001 and CP002) could b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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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토피 피부염은 외부항원에 지속 으로 노출

되어 발병되는 염증질환으로 유아에서는 10∼

20%, 성인에서는 1∼3% 가량이 겪고 있으며,1) 

이는 치료되었더라도 외부항원 노출시 재발되는 

질병으로 지속 인 리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  하나이다. 이 게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외부항원들이 집 진드기, 환

경오염물질, 화학성분이 포함된 가공음식  생

활필수품 등에 지속 으로 노출됨으로써2)  

산업사회가 지속될수록 피부질환 발병률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아토피 피부염 실험을 한 동물모델에는 피

부자극 모델, 식이유도모델, 환경유도모델, 오발

부민(ovalbumin) 피부감작 모델로 나  수 있으

며, 일반 으로는 피부자극 모델과 오발부민 피

부감작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피부자극 

모델로는 화학물질(DNCB : dintrochlorobenzene, 

DNFB : dinitrofluorobenzene, PiCl : picryl chlo-

ride)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방

법이 있는데, 이는 성 아토피 유발 모델로 비

교  빠른 기간 안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

며 유발시 으로 태선  수포를 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 오발부민 피부감작 모델은 

화학물질 피부자극 모델에 비해 상 으로 유

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  길며, 실제 피

부염 증상은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4, 5, 6) 

이러한 아토피가 유발될 경우 몸속의 면역반

응에 의해 외부항원을 인지하는데 요한 면역

로불린 E(IgE)의 수치가 비정상 으로 증가

하며 이것은 일반 으로 액내에 많이 존재한

다. 한 인터루킨-4(IL-4), -5, -13과 같은 Th2 

사이토카인 증가가 유도되며, 표피과다형성  

총 T 세포가 증가  CD4 helper T 세포 역시 

증가된다.
7, 8, 9) 이런 T 세포뿐만 아니라 호산구 

 비만세포와 같은 염증세포들이 피부조직에 

침윤되어진다.10, 11) 

천연물로부터 새로운 물질의 탐색  연구, 

그리고 새로운 천연물의 유효성  안 성 평

가 기 에 해 식품의약품안 청에 고시가 제

정되고 각 질환별로의 생약(한약)제의 효력시

험가이드 라인이 발간되면서 천연물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개발 연구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

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제의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한약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12) 본 실험에서 사용한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약모 (Houttuynia cordata Thunb), 

복분자(Rubus coreanus), 생지황(Rehmannia gluti-

nosa Libosch), 화피(Prunus yedoensis Rehder)

의 경우 아토피와 련된 직 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각각의 한약재를 추출한 추출물로 염증 

세포의 조 에 계되는 유 자의 변화  련 

사이토카인들의 변화를 살펴본 실험들이 최근 

연구된 바 있다.13, 14, 15) 아토피 피부염 역시 염증

세포의 조 과 련된 피부 염증질환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약재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

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CP001(약모 , 복분자, 

생지황, 화피)과 CP002(약모 , 복분자, 생지황, 

참당귀)의 두 가지 복합 한약 추출물을 BALB/c 

마우스에 오발부민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

한 동물모델의 등 피부에 도포하여, 질환과 

련된 지표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서 아토피 피부

염 개선효과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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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재인 약모 , 복분자, 

생지황, 참당귀, 화피는 옴니허 (Korea)에서 구

입하여 100g 정량 후 1L의 80% 에탄올에 30분 

동안 음 분해 하 다. 3mm 여과지(Whatman, 

Maidstone, England)를 이용하여 감압하여 여

과한 후, 여과된 에탄올 추출물을 감압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건

조(Freezedryer, Matsushita, Japan)하 다. 얻

은 분말은 CP001(약모 , 복분자, 생지황, 화피), 

CP002(약모 , 복분자, 생지황, 참당귀)로 나

어 각각 1:1:1:1의 비율로 배합하여 3차 증류수

에 200mg/ml 농도로 녹인 후 사용하 다.

각 약재는 약모 =11%, 복분자=11.6%, 생지

황=16.7%, 화피=7.7%, 참당귀=19.1%의 수율을 

보 다.

2) 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7주령의 BALB/c 암컷 마

우스는 오리엔트(Korea)에서 공  받았으며, 1주

일간 동물실 응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경희  한의과 학 동물실의 사육환경은 

온도 24 ± 2℃, 습도 40∼60%, 주야 12시간 교

로 150∼300Lux의 환경이었으며 마우스용 이지

에 4마리씩 수용하여 사육하면서 멸균 증류수와 

고형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3) 시약  항체

아토피를 유발하기 한 오발부민과 수산화

알루미늄 수화물은 sigma 제품을 사용하 으며, 

조직염색을 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그리고 

톨루이딘 블루 역시 sigma 제품을 사용하 고, 

총 T 세포를 염색하기 한 CD3 항체는 Thermo 

scientific(U.S.A)사에서 구입하 다. Real-time 

PCR에 사용한 라이머는 코스모진텍(Korea)

에서 제작하 으며, SYBR green 시약은 Roche 

(Germany)사의 제품을 사용하 고, 액내의 IgE

를 측정하기 한 ELISA kit는 Becton & Dic-

kinson(USA)제품을 구입하여 측정하 다. 

2. 방법

1)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

8주령의 암컷 BALB/c 동물에 오발부민 20㎍

과 4㎎의 수산화알루미늄 수화물을 식염수에 혼

합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3주간 복강에 투여하

여 아토피 감작을 유도하 다. 오발부민 복강투

여 3주 후 100㎍의 오발부민과 20㎎ 수산화알루

미늄 수화물 혼합물을 제모한 등 피부에 1×1㎝ 

패치에 3주간 감작시켜 동물 등 피부 국소부

에 피부염을 유도하 으며 2일에 한 번씩 반복하

다. 아토피 피부염 유도 후 CP001 는 CP002 

복합 한약 추출물은 패치 감작시 오발부민과 

함께 등 피부에 처리하 으며, 2일에 한번씩 

200㎎/㎖의 농도 100㎕로 14일 동안 처리하

다. 실험이 끝난 후 심장의 액을 채 하고, 등 

피부를 출하 다(Fig 1). 동물군은 아토피를 

유도하지 않는 정상군(Normal) 그룹(N=4), 아토

피를 유발한 OVA(N=4), 한약 복합 추출물 투

여군(CP001 : N=4, CP002 : N=4)으로 나 어 실

험하 다.

2) 조직병리학  평가

출한 피부조직은 식염수로 수세한 후 OCT 

compound로 동결조직 편을 만들어 헤마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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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20ug/Alu 4mg 
injection

OVA20ug/Alu 4mg 
injection

OVA20ug/Alu 4mg 
injection

OVA100ug/Alu 
20mg skin 
sensitization

Skin Sensitization with drug 
treatment

Days

mice age
(week)

1                 7                 14                 21                 28                            42  43

8                 9                 10                 11                12                            14

Skin biopsy and histology 
Plasma IgE level

Figure 1. General schematic diagram of studies. Female BALB/c mice were intraperitioneally sensitized 

with ovalbumin (20㎍) plus Al(OH)3 (4㎎) once per week for 3 weeks, and then sensitized 

with ovalbumin (100㎍) plus Al(OH)3 (20㎎) applied in 100㎕ to a sterile patch for 3 weeks 

period. CP001 or CP002 were administrated (100㎕ of 200㎎/㎖ stock solution) to mice once 

in two days from day 28 to day 42. 

린 & 에오신(H&E) 염색  비만세포를 염색하

는 톨루이딘 블루(TB)염색을 하 다. 염색한 조

직은 학 미경의 ×400 배율하에서 염증세포 

침윤  비만세포의 증감 정도를 찰하 다.

3) 액 분석

실험이 끝난 후 동물 마취제인 럼푼(rompun)

과 졸 틸(zoletil)을 과량 투여하여 마취시킨다

음 개복한 후 1㎖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채 하 다. EDTA가 처리된 튜 (Becton Dic-

kinson Vacutainer system, USA)에 모은 후 

자동 액분석기(HEMAVET 950, Drew Scien-

tific, LTD, UK)를 이용하여 백 구, 호 구, 호

산구, 단핵구 등의 수치 변화를 검사하 다. 

4) 면역염색법

등 피부 조직에서 CD3 항체를 이용하여 총 

T 세포의 발  변화를 면역염색법을 통해 확

인하 다. 먼  피부조직은 동결 편을 만든 후 

염색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 후 4% 라

포름알데하이드(PFA)에 조직을 고정시킨 후, 

5% bovine serum albumin (BSA)로 blocking

한 후 CD3 1차 항체를 반응시킨 후, CD3를 

인지하는 2차 항체를 반응한 후 DAB 시약

(Vector Lab, USA)을 사용하여 발색시켰다.

5) Real-time PCR

Real-time PCR을 하기 해 먼  동물 피부

조직에서 RNA를 분리한다. RNA분리 방법은 

피부조직을 1㎖ RNA lysis 용액을 넣고 균질기

(IKA laboratory, Korea)로 잘 쇄한 후 RNA 

분리 kit(Intron, Korea)를 사용하여 얻는다. 분

리한 RNA의 1㎍을 cDNA로 만들기 해 올리

고머와 65℃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dNTP, 역

사효소를 다시 더하여 42℃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Real-time PCR은 이 DNA에 특이 으로 결

합하는 SYBR green(Roche, USA) 형  염료를 

사용하여 Lightcycle-96(Roche, USA)기계를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

의 조건은 cDNA 2㎕, SYBR green 1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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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Name Sequence

IL-13
5’-AGCATGGTATGGAGTGTGGACCTG-3’

3’-CAGTTGCTTTGTGTAGCTGAGCAG-5’

IL-17
5’-AGCAAGAGATCCTGGTCCTGAA-3’

3’-CATCTTCTCGACCCTGAAAGTGA-5’

Table 1. Sequences of the oligonucleotide used in real-time PCR.

이머 sense 0.5㎕, 라이머 antisence 0.5㎕, 증

류수 7㎕로 모두 20㎕의 부피가 되도록 비하

다. PCR의 반응은 총 45회 주기를 돌며, 결

과는 house keeping gene인 GAPDH로 target 

gene(IL-13, IL-17)을 보정한 비율을 수치화하

다. 각 라이머의 sequence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6) 액 내 IgE 수  확인

ELISA로 IgE 수 을 확인하기 한 라즈마

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먼  심장에서 채 한 

액은 EDTA 튜 (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 USA)에 보  후, 2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 다. 원심 분리 후 상층액만 새 튜

에 담아 실험 까지는 -20℃에 보 해 두었

다. 실험방법은 먼  ELISA plate에 IgE를 잡

을 수 있는 capture 항체를 coating buffer(0.1M 

Na2CO3, pH 9.5)와 함께 4℃에서 하루 동안 보

한다. 다음날, 5% FBS로 상온에서 1시간동

안 blocking 과정을 거친 후, 라즈마 샘 을 

20배 희석하여 100㎕의 부피로 2시간동안 실온

에 반응시켰다. 이 게 하면 액내의 IgE가 

capture 항체에 붙을 것이고 그 후 IgE를 인지

하는 2차 항체를 넣은 다음 기질인 100㎕의 

TMB 용액을 넣고 15분간 반응시킨 후, 50㎕의 

stop 용액(1M H3PO4)을 넣어 반응을 종료 시

키고 ELISA reader기의 450nm의 filter에서 값

을 측정하 다. 

7)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모든 분석은 각 그룹의 측정값

을 Mean(평균) ±S.E(표 오차)로 요약하 으며, 

student t-test method로 분석하여 p-value가 

0.05 이하일 경우 유의성을 인정하 다.

III. 연구결과

1.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기간 

동안의 몸무게 변화

오발부민 유도 후 한약 복합 추출물 투여기

간인 2주 동안 몸무게 변화를 찰하 다. 한약 

복합 추출물 투여 첫날인 day 0의 몸무게를 

찰해 보면, 오발부민 유도에 의해 정상군에 비

해 아토피 유발군인 OVA, CP001, CP002 투여

군들의 몸무게가 체 으로 약 1g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 유도 

기간 동안의 스트 스  아토피 피부염 유발

에 의한 체  감량으로 보인다. 2주간 한약 복

합 추출물을 등 피부에 도포한 결과, 체 의 감

소는 두 한약 복합 추출물에서 찰할 수 없었

으며, 이것은 피부조직으로 흡수된 한약 복합 

추출물에 의한 체  감소의 부작용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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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body weight during the treatments with CP001 and CP002. Mice back skin were 

treated with CP001 or CP002(100㎕ of 200㎎/㎖ stock solution) for 2 weeks.

알 수 있다(Fig 2). 

2. 한약 복합 추출물 투여군에서 

호산구 수치

실험 종료 후 자동 액분석기를 통해 액 

내의 호산구, 호 구, 림 구, 단핵구, 백 구의 

수치를 분석하 다. 호산구는 염증반응이 일어

나면 제일 먼  뚜렷하게 증가하는 염증세포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액 내에서 많이 발

된다. 실험결과 정상군에 비해 오발부민으로 아

토피 유발 시 호산구의 수치가 두 배 이상 증가

하는 반면, CP001을 도포한 결과 정상군보다도 

더 낮은 호산구 수치를 보 다. 하지만 CP002

를 도포한 결과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데는 

향을 미치진 못했다.(Fig 3A).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시 증가하는 호 구, 림 구  단핵구 

수치 역시 CP001 도포 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Fig 3. B, C, D). 한 체 백 구 수치 역시 

정상군보다 아토피 유발군에서 증가하며 CP001, 

CP002 도포군에서 모두 감소하 다(Fig 3E).

3. 아토피 피부염 유발 시 

염증세포의 증가

앞서의 액 분석결과 등 피부 국소 부 에 

아토피를 유발시키더라도 액 내의 염증과 련

된 세포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실제 

아토피를 유발시킨 피부조직에 피부염의 특징인 

염증세포의 침착이 증가하는지, 한 복합 한약 

추출물을 도포한 그룹에서의 침착정도가 감소하

는지를 핵과 세포질 염색법을 통하여 확인하

다. 그 결과 정상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 유발군

에서 확연히 염증세포의 침윤정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한 아토피를 유발한 후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 시(CP001, CP002 처리군) 

염증세포 침착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4). 이는 한약 복합 추출물의 



조희찬 외 5인: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에서 피부에 도포한 한약 복합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

169

   

0.8

0.6

0.4

0.2

0.0
Normal  OVA  CP001  CP002

 *A

     

B
4.0

3.0

2.0

1.0

0.0
Normal  OVA  CP001  CP002

 *

   

C 6.0

5.0

4.0

3.0

2.0

1.0

0.0
Normal  OVA  CP001  CP002

 *

     

D
1.0

0.8

0.6

0.4

0.2

0.0
Normal  OVA  CP001  CP002

 *

   

10.0

8.0

6.0

4.0

2.0

0.0
Normal  OVA  CP001  CP002

E
*

Figure 3. Blood test results analysis. Blood eosinophils (A), neutrophils (B), lymphocytes (C), monocytes (D) 

and total white blood cells (E) were measured using HEMAVET blood analysis system. CP001 

decreased the level of immune cells, while CP002 did not affect immune cells level. The columns 

and error bars represent means±SD (n=4 mice/group).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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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inflammatory cells of the skin from H&E stained sites in Normal, OVA, CP001 

and CP002 group. CP001 and CP002 decreased inflammatory cells from mouse back skin. 

Inflammatory cells infiltration is indicated as white arrows (A) and number of stained cells was 

shown in (B). The columns and error bars represent means±SD (n=4 mice/group).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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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가 피부조직의 염증세포 억제에 효과가 있

음을 시사한다.

4. CP001, CP002 도포 시 

비만세포의 감소

체 염증세포의 증감 확인 후, 아토피 유발 

시 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마우스에 한

약 복합 추출물 도포 시 비만세포의 증감 유무

를 찰하 다. 비만세포는 천식  아토피성 

습진 등의 염증 련 질환 시 즉시형 알 르기

반응에 련된 염증세포로 알 르기 반응의 연

쇄반응을 주도하는 핵심 염증세포이며, 비만세

포의 막에는 IgE와 결합할 수 있는 Fc 수용

체를 포함하며 히스타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6, 17) 피부조직에서 비만세포의 

증감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비만세포만 염색

할 수 있는 TB시약을 사용하여 pH 3.0에서 염

색하여 확인해 보았다. TB로 비만세포 염색 시 

보라색 으로 염색되어지는데, 그 결과 아토피 

유발 시 정상 마우스 군보다 비만세포의 발

이 확연히 증가하 으며, CP001  CP002 한

약 복합 추출물 도포군에서 비만세포의 발 이 

억제되었다(Fig 5). 이로써, 실험에 사용한 두 

한약 복합 추출물이 염증에 련된 세포들을 억

제시킬 뿐 아니라 알 르기 반응의 핵심 세포인 

비만세포를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CP001 는 CP002 도포에 

의한 CD3 세포 발 의 감소

사람의 면역기능에 요한 역할을 하는 T 세

포는 크게 제1형 T 세포와 제2형 T 세포로 나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아토피 환자들은 상

으로 제1형 T 세포의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반면 제2형 세포는 증가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다.18) 

CD3 항체는 제1형, 제2형 체 T 세포를 인

지할 수 있는 항체로 한약 복합 추출물 투여에 

의한 체 T 세포의 감소정도를 확인하기 해 

피부조직에서 CD3 면역염색법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피 부분에서 CD3 발 정

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OVA군에서 

정상군보다 확연히 CD3의 발 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 시 

표피 CD3 발 이 감소하 다. 이것은 액분석 

결과와 일치하 으며 CP001과 CP002의 도포는 

모두 T 세포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Fig 6). 

이 결과, OVA군에서 체 T 세포가 증가한 

것은 제2형 T 세포가 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에 의해 그 수치가 정상과 비슷하게 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한약 추출물 도포 시 등 피부

조직의 염증 련 cytokine mRNA 

발 의 감소

결과 5에서는 피부조직에서 체 T 세포의 단

백질 발  정도를 확인하 는데, 이러한 T 세포

의 발 을 조 하는 사이토카인으로는 제1형 

T 세포와 계된 interferon-gamma(IFN-Ɣ)가 

있고, 제2형 T세포와 련된 IL-4, IL-5, IL-6, 

IL-10, IL-13이 있다.19) 한 본 실험에서 사용

한 IL-17의 경우 CD4 Helper T 세포와 련된 

사이토카인으로, CD4는 당단백질로 helper T 

세포, 식세포, 단핵구  수지상세포의 표면

에 발 하는 단백질이며 역시 염증반응 과정에

서 발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

이다.20, 21) 

아토피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제 

2형 T 세포 조  사이토카인인 IL-13과 IL-17

의 변화를 피부조직으로부터 RNA를 분리한 후 

real-time PCR을 통해 각 mRNA의 발  차이

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아토피 유발 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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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mast cells of the skin from toluidine blue stained sites in Normal, OVA, CP001 

and CP002 group. CP001 and CP002 decreased mast cells from mouse back skin. Mast cells 

are indicated as white arrows (A) and number of stained cells was shown in (B). The columns 

and error bars represent means±SD (n=4 mice/group).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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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CD3 cells(total T cells) of the skin in Normal, OVA, CP001 and CP002 group. 

Positive cells are stained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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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measurement of different cytokines mRNA expression. IL-13(A) and IL-17(B) mRNA expression 

were measured after skin spreading administration of herbal extracts. CP001 reduced more 

IL-13 mRNA expression than CP002. The columns and the error bars represent means±SD 

(n=4 mice/group). * : p<0.05,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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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asma immunoglobulin IgE-specific antibody level. Total IgE level was determined by ELISA. 

The columns and the error bars represent means±SD(n=4 mice/group). * : p<0.05, *** : p<0.001.

사이토카인의 mRNA 수치가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 시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 다(Fig 

7). 이러한 결과는 등 피부조직에서 아토피로 

인해 증가한 T 세포 련 mRNA 수치를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에 의해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에 

의한 액 내 IgE 수치 감소

IgE는 알 르기나, 기생충감염환자의 액 내

에서 고농도로 나타나는 면역 로불린으로 아

토피 환자 역시 고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앞서 설명한 호산구, 호염구  비

만세포와 결합하여 세포를 감작하고 알 르겐

과 결합하여 탈과립이 생기면 히스타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22) 그러므로 아

토피 피부염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액 내의 IgE 수치 감소는 요한 마커가 된

다고 할 수 있겠다. 

심장에서 채 한 액을 EDTA가 처리된 튜

에 모으고 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장에서 Enzyme linked immnosorbent 

assay(ELISA) 방법을 통해 IgE 수치를 측정한 

결과 OVA군에서 증가한 액 내 IgE 수치가 

한약 복합 추출물 도포군에서 감소하 으며, 

CP002 도포보다 CP001 도포가 IgE 억제에 더 

좋은 효과를 보 다(Fig 8). 

IV. 고 찰

산업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알 르겐의 증가

와 더불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

다.23)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한약 복합 추출물

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 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은 지속 인 알

르겐의 차단 없이는 치료 는 완치되기 힘든 

질환  하나로 재 스테로이드성 약물에 의한 

치료제가 부분이며, 그 외에도 보습  외부 

항원 차단 노력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

이다.
12) 하지만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을 피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치료제 역시 화학물질로 

장기 사용시 부작용이 불가피하며 외부항원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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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생약제

제의 안정성  유효물질의 효과가 부각됨에 따

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도 한약  생약제제 

치료제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생지황은 국에서 통 으로 상처치료에 사

용되었고,24) 복분자는 발기부 , 천식, 알러지성 

질환 등에 아시아권에서 리 쓰이는 약재이다.25) 

약모 의 추출물에는 항균, 항암, 항염증  항

알러지 작용 등이 있다고 밝 졌으며,26) 화피는 

항염증, 해독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고,27) 당귀

에 포함된 dercusin 성분이 염증반응을 억제한

다고 알려져 있다.28)

본 실험에서는 단일 한약재가 아니라 염증반

응 억제 효과를 가지는 약재들의 복합물을 사

용하여 동물 등 피부에 도포하 고, 차후 단일 

한약재  조합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각 추출물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 다. 

CP001에는 화피, CP002에는 당귀가 포함된 것

으로 실험결과 화피가 포함된 CP001 도포군에

서 효과가 더 좋았으며, 이는 화피의 효과일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실험에 사용한 오발부민 아

토피 피부염 유발 모델은 화학제품을 사용한 

아토피 유발 모델보다 상 으로 유발 기간이 

길어, 만성 아토피 피부염 모델로 합하고, 한

편 아토피 피부염 유도 후 으로 확인 가능한 

특이한 피부병변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실험 

종료 후 액 분석 결과 알 르기 반응 마커인 

호산구가 유효하게 증가하 으며, 그 외의 조직

병리학  특징의 변화가 찰되었으므로 으

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병변 효과가 없다고 하

더라도 아토피 실험에 합한 동물실험 모델이

라 할 수 있다. 

피부조직에서 염증세포의 피부병변을 확인하

기 해 여러 염색법을 사용하 는데 그  비

만세포를 확인하기 한 염색 방법인 TB 염색

법을 통해 확인된 비만세포의 수치는 액 분

석 결과와 일치하 다. 즉, 아토피 피부염이 유

도된 군에서 개체차에 의한 액 내 호산구 수

치의 고 는 비만세포의 염색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염색 방법에서 올 수 있는 실험

자의 오류나 액 분석 기기분석 오류의 오차 

범 가 본 실험에서 낮았다고 할 수 있겠다. 

CD3는 제2형 T 세포뿐만 아니라 제1형 T 세

포까지 인지하는 항체로 한약 복합 추출물 투

여군에서 체 T 세포가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각의 T 세포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mRNA 수치의 경우 제2형 T 세포를 조

하는 IL-13, IL-17의 두 가지 사이토카인이 

한약 추출물에 의해 감소되었고, 뿐만 아니라 

IgE의 수치도 한약 추출물에 의해 감소한 것으

로 서, 결국 한약 추출물이 IgE를 조 하는 

제2형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

다. 액 내의 IgE 수치가 아토피 유발시 유효

하게 증가하 으나, 한약 추출물에 의해 감소하

는 정도가 많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오발

부민을 특이 으로 인지하는 IgE항체를 사용하

여 실험을 하 을 경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

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실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 증가하

는 염증세포를 심으로 그 수치의 증감정도를 

요하게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한약 복합 추

출물에 의해 염증세포  련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IgE의 수치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

으며, 복합 한약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복합 한약 추출물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아토피 치료에 계하는지는 앞

으로 더 연구해야 할 수행과제이다.

V.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증가

하는 질병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되는 복합 한약 추출물을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한 동물의 등 피부에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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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부염 개선 효과를 확인하 다. BALB/c 

마우스에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기 해 오발

부민 아토피 피부염 유도 모델을 사용하 으며, 

증강된 피부 감작을 유도하기 해 일반 인 제

산제로 알려진 수산화알루미늄 수화물을 오발

부민에 함께 혼합하여 복강 주사 후 재차 피부

에 도포하 으며, 복합 한약 추출물 한 피부

에 도포하 다.

먼  액분석을 통해 호산구의 수치가 정상

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 유도군에서 격히 증

가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피부염 유도 

모델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이 잘 유도 되어진 

것을 확인하 다. 복합 한약 추출물 도포군 

액 내 체 백 구  단핵구, 호 구, 림 구

가 아토피 피부염 유발군에 비해 감소하 으며, 

피부의 조직병리학  염색법에서도 등 피부의 

염증세포  비만세포 그리고 체 T 세포의 

발 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T 세포의 발 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  제2형 T 세포

의 mRNA 수치 역시 한약 복합 추출물에 의해 

유효하게 감소하 으며, 액 내의 IgE 수치도 

아토피 피부염 유발군에 비해 감소하 다. 

이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두 복합 한약 추출

물은 아토피 피부염에 련된 여러 면역 세포

들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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