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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2 Differentiation Control through Formation of Skin Fat Barrier on 

Coptidis Rhizoma & Glycyrrhiza Uralensi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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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2 skewed condition control through skin fat barrier formation from the 

treatment using 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extract.

Methods
The 6-week-old NC/Nga mice were divided into 4 groups:  Control group (Ctrl), lipid barrier eliminate 

treatment group (LBET), 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feeding treatment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group (CGFT), dexamethasone feeding treatment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group (DxFT). After 3 days, 

differences in skin condition, improvement of skin fat barrier, and control of Th2 skewed condition of each group 

were observed.

Results
Pathologic skin damage and tissue changes were less in the CGFT group than in the LBET and DxFT groups, 

and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and pH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p < 0.05). The filaggrin intensity 

and positive respons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GFT group (p < 0.05). Kallikrein-related peptidase (KLK) 

7, Protease activated receptor (PAR)-2, Thymic stromal lymphopoietin (TSLP), Interleukin (IL)-4, and the products 

of the Th2 differentiation process also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LBET and DxFT groups (all 

p < 0.05).

Conclusions
The 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extract causes skin barrier recovery and function recovery through 

the formation of skin fat barrier.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extract 

can control Th2 differenti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skin fat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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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피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로부터 인체를 

구분짓는 경계로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진다1). 그 중 표

피는 각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Langerhans세포, Merkel

세포로 이루어져 체내의 수분을 지키고, 외부 유해인

자 (자외선, 세균, 바이러스 등)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장벽기능을 한다2,3). 이런 표피의 장벽기능은 각질세포

와 기타 세포들 사이에 층상구조를 이루는 표피지질이 

연속적인 층을 이루는 각질층에서 작용한다1).

피부장벽의 기능 손상과 아토피피부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 유발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연구로

는 각질세포외막과 keratin 중간 미세섬유를 연결하는 

filaggrin의 발현 증가로 인한 피부장벽 개선으로 아토

피피부염 완화효과를 관찰한 연구4), 생후 2일과 2개월

에 경피수분손실도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가 생후 1년 뒤 아토피피부염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고한 연구4), 두 살 무렵에 나타나는 음식물에 대

한 알러지 반응의 예측 지표로서 TEWL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5) 등이 있다. 이는 아토피피부염 치

료에서 피부장벽 개선의 예방적 치료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장벽 기능이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Allergy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황련 (黃連)은 淸熱燥濕, 瀉心除煩, 瀉
火解毒 등의 효능이 있어 濕熱痞滿, 瀉痢, 廱腫疔瘡, 

外治濕疹, 濕瘡 등의 증상에 적용했다6). 감초 (甘草)는 

和中緩急. 潤肺, 解毒, 調和諸藥 등의 효능이 있어 脾
胃虛弱, 咽喉腫痛, 癰疽瘡瘍 등의 증상에 적용되었다
6). 한의학에서는 황련, 감초 모두 소화기, 호흡기와 관

련된 증상 뿐만 아니라 癰, 瘡 등 피부와 관련된 질환

에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련 또는 감초 초출

물에 대한 연구7-11)들을 통해 황련감초 추출물의 피부

회복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4가지 군으로 나누어 시험을 진행했다. 

피부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TEWL, pH를, 지방장

벽 구조 단백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각질층 내 

filaggrin을, Serine protease (SP)의 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질층내 Kallikrein-related peptidase (KLK) 7, 

Protease activated receptor (PAR)-2, Thymic stromal lym-

phopoietin (TSLP), Interleukin (IL)-4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황련감초 추출물이 상피지방장벽 생성을 

통해 Th2 분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조절함을 확인하였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Materials & Methods

1. 실험동물

중아바이오텍 (대한민국)에서 분양 받은 태령 6주 

Balb/C계 수컷 생쥐를 무균사육장치내에서 2주일동안 

적응시킨 후 체중 20 ± 2g 된 생쥐를 선별하여 사용하

였다. 대조군 (Control group; Ctrl), 지방장벽제거군 

(lipid barrier eliminate treatment group; LBET), 지방장

벽제거후 황련감초추출물투여군(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feeding treatment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group; CGFT) 그리고 지방장벽제거후 dex-

amethasone투여군(dexamethasone feeding treatment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group; DxFT)으로 나누었다. 각 

군에 각 7마리씩 배정하였다. 동물실험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smecae-19-10-02) 후 실시

되었고, 실험실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NIH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되었다.

2. 투여약물의 제조

황련 50 g과 감초 50 g을 증류수 500 ㎖에 넣고 3시

간동안 전탕한 후 여과하였다. 그 여액을 rotary evapo-

rator를 이용하여 50 ㎖으로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

하여 추출물 15.5 g (수득률 15.5%) 획득했다. 획득된 

황련-감초혼합추출물을 3일동안 20 ㎎/㎏량으로 CGFT

에 경구투여 하였다. 한편 대조약물로 사용된 dex-

amethasone (Sigma-Aldrich, USA)은 1 ㎎/㎏량으로 3일

동안 경구투여하였다. 

3. 지방장벽제거와 치료약물 투여

지방장벽제거는 생쥐 등쪽 부위 피부를 면도한 다

음 Tape (3M, USA)를 이용하여 각질층의 desqumation

을 제거하였다. 10% sodium dodeecyl sulfate (SDS: 

Sigma, USA) 500 ㎛을 도포한 후 면봉을 이용하여 20

회 문질러서 각질층의 lipid lamella를 제거하였다. 지방

장벽제거 후 피부손상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100 ㎕)

에 녹인 황련-감초혼합추출물을 3일동안 20 ㎎/㎏량으

로 CGFT에 경구투여 하였다. 한편 대조약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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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amethasone (Sigma-Aldrich, USA)도 생리식염수 (100 

㎕)에 녹인 후 1 ㎎/㎏량으로 3일동안 DxFT에 경구투

여하였다.

4. 피부내 TEWL과 pH 측정

지방장벽 제거 후 TEWL는 Vapometer (Delfin Technologies, 

Finland)로, 피부 pH 변화는 Howskin (Innoinsight, 

Korea)로 측정하였다.

5. Western Blotting

지방장벽 제거 3일 경과 후 각 군을 ether로 마취하

고 피부를 절취하였다. 각 군의 피부를 protease and 

phosphatase inhibitors (Atto, Tokyo, Japan)가 포함된 

ice-cold tissue extraction reagent (Thermo Fisher Scientific, 

Vienna, Austria)에 homogenize 한 다음 10,000 rpm에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protein assay reagen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였다. 단백질 (50 μg)으로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s (Merck 

Millipore, Carrigtwohill, Ireland)에 transfer한 후, 5% skim 

milk에 2시간동안 실온에서 blocking 하였다. Anti-fi-

laggrin (Santa Cruz, USA)을 1차 항체로 사용하였고,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 IgG (Santa Cruz, 

USA)를 2차 항체로 사용하여 표지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BioRad, USA)법으로 단백질 발현량

을 비교하였다. Western blotting은 5회 실시하였고, in-

tensity의 평균값을 구했다. 

6. 조직표본제작

피부는 vascular rinse와 10% 중성 포르말린용액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으로 심장관류고정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등쪽 피부를 10% NBF에 실온에

서 24시간동안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paraffin에 

포매하고 5 ㎛ 두께로 연속절편을 만들었다. 연속절편

은 Hematoxylin & Eosin stain 후 일반적인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7. 면역조직화학

피부 상피내 지방장벽제거 후 면역조학적 변화를 

조사하기위해, 항filaggrin, KLK 7, PAR-2, TSLP 그리

고 IL-4 등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

다. 우선 피부절편을 proteinase K (20 ㎍/㎖)에 5분 동

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후 blocking serum인 10% 

normal goat serum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1차 항체인 mouse anti-filaggrin (1:100, Santa Cruz 

Biotec, USA), mouse anti-KLK7 (1:50, Santa Cruz Biotec, 

USA), mouse anti-PAR-2 (1:50, Santa Cruz Biotec, USA), 

mouse anti-TSLP (1:50, Santa Cruz Biotec, USA) 그리고 

mouse anti-IL-4 (1:100, Santa Cruz Biotec, USA)에 4℃ 

humidified chamber에서 7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런 

다음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anti-mouse IgG 

(1:100, Abcam, USA)에 실온에서 24시간 link 하였고, 

그런 다음 avidin biotin complex kit (Vector Lab, USA)

에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0.05% 3,3'-dia-

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0.05M tris-HCl 

완충용액 (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8. 영상분석

Western blotting의 결과는 image Pro Plus (Media cy-

bernetics, USA)를 이용한 intensity를 측정하고 비교하

였다. 면역조직화학의 결과는 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를 이용한 영상분석을 통해 수치화 

(means ± standard error) 되었다. 각 군의 표본에서 임의

로 선정된 피부 조직을 x200 배율에서 촬영한 다음 

positive pixels/20,000,000 pixels로 영상분석하였다.

9. 통계

통계는 SPSS software (SPSS 23, SPSS Inc., USA)를 이

루어졌으며, one-way ANOVA 시행을 통해 유의성 (p 

< 0.05)을 검증하고, 사후 검증은 Tukey HSD를 실시하

였다. 

Ⅲ. Results

1. 지방장벽 제거후 피부상태 변화 

관찰된 외부형태는 LBET과 DxFT에서 지방장벽 제

거 후 일어나는 병리적 피부 손상지표인 erythema, 

hemorrhage, scarring, erosion이 관찰되었다. CGFT에서

는 LBET와 DxFT에 비해 적은 피부 손상을 보였다. 해

당 피부의 일반적인 조직변화는 H&E 염색 후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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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LBET과 DxFT에서는 상피세포과형성, 세포사

이공간의 확장 그리고 림프구 침윤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CGFT군에서는 LBET와 DxFT에 비해 적었

다 (Fig. 1. A.).

측정된 TEWL는 DxFT (62.3 ± 1.1 g/m2h), LBET 

(56.8 ± 1.8 g/m2h), CGFT (36.7 ± 1.7 g/m2h) 그리고 

Ctrl (14.8 ± 0.8 g/m2h) 순이었다. (Fig. 1. B.)

측정된 pH는 DxFT (7.16 ± 0.05), LBET (7 ± 0.05), 

CGFT (6.33 ± 0.4) 그리고 Ctrl (5.83 ± 0.04) 순이었다 

(Fig. 1. C.).

2. 지방장벽 개선

피부내 지방장벽 변화는 지방장벽의 구조단백질인 

filaggrin 분포를 통해서 조사되었는데, western blotting

을 통한 정량 측정과 면역조직화학을 통한 형태 관찰

이 시행되었다. Western blotting 결과, Filaggrin의 in-

tensity는 LBET에서 83.2 ± 1.2인 반면, DxFT는 34% 

감소한 55 ± 1.4, CGFT 는 106% 증가한 171.2 ± 1.8로 

측정되었다 (Fig. 2. A).

Filaggrin 면역조직화학 결과, Filaggrin 양성반응은 

각질층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장벽제거 

후 LBET에서 Ctrl(37087 ± 892/20,000,000 pixel)에 비

해  61% 감소한 14333 ± 618/20,000,000 pixel로 측정

되었다. Dexamethasone 처리한 DxFT는 LBET에 비해 fi-

laggrin 양성반응이 38% 감소한 8875 ± 618/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한편 황련감초 추출물을 투여한 

CGFT은 LBET에 비해 filaggrin 양성반응이 261% 증가

한 51807 ± 1037/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또한 

DxFT보다 양성반응이 484%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

다 (Fig. 2. B.).

3. Th2 조절

피부장벽의 손상에 따른 Th2 skewed condition 유도 

변화를 면역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Serine Palmitoyltransferase인 KLK7 면역조직화학 결

과, KLK7 양성반응은 각질층과 과립층에서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LBET에서 Ctrl (4886 ± 296/20,000,000 

pixel)에 비해 700% 증가한 39081 ± 788/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DxFT는 LBET에 비해 KLK7 양성

반응이 7% 증가한 41720 ± 780/20,000,000 pixel로 측

정되었다. 한편 CGFT은 LBET에 비해 KLK7 양성반응

이 30% 감소한 27539 ± 890/20,000,000 pixel로 측정

Fig. 1. The alleviation effects on symptoms of Lipid barrier elemination.

CG relieved the lipid destruction-induced skin lesions, erythema, hemorrhage, scarring, and erosion, and excoriation, in CGFT. The TEWL and 

pH is decreased in CGFT, but increased in LBET and DxFT. Abbreviations. Ctrl: normal, LBET: lipid barrier eliminate treat mouse, DxFT; dexamethasone 

(Dx) feeding treated mouse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CGFT; Coptidis Rhizoma and Glycyrrhiza uralensis (CG) feeding treated mouse after 

lipid barrier elimination; TEWL, Transepidermal water loss; H&E, Hematoxylin and Eosin stain; Square, lipid barrier elimination induced Skin 

lesion; Bar size, 50 ㎛; 
*
, p < 0.05 compared with LBET group; *, p < 0.05 compared with Dx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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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DxFT보다 양성반응이 40% 감소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Fig. 3.).

염증유도체인 PAR-2 면역조직화학 결과, PAR2 양

성반응은 피부 상피 모든 층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

였으며, LBET에서 Ctrl (2631 ± 160/20,000,000 pixel)

에 비해 598% 증가한 18376 ± 534/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DxFT는 LBET에 비해 PAR-2 양성반응이 

7% 증가한 19587 ± 514/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

다. 한편 CGFT은 LBET에 비해 PAR-2 양성반응이 

51% 감소한 8967 ± 190/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

다. 또한 DxFT보다 양성반응이 54% 감소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Fig. 3.).

Fig. 2. The generative effect of Lipid barrier by CG. 

A. Expression of filaggri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β-Actin prote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In Western blotting result, the 

filaggrin expression were markedly increased in CGFT. B. The expression of filaggrin (arrow indicates light brown particl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GFT as compared with LBET (Filaggrin immubohistochemistry; Bar size, 50 ㎛). The data of filaggrin image analysis showed the same results. 

Abbreviations same as Fig. 1.

Fig. 3. The regulation of Th 2 differentiation by CG.

The expression of KLK7, PAR-2, TSLP, and IL-4 (indicates light brown particl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GFT as compared with LBET & DxFT 

(Immubohistochemistry; Bar size, 50 ㎛). The data of image analysis for positive reaction showed the same results). Abbreviations same as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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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 분화 매개체인 TSLP 면역조직화학 결과, TSLP 

양성반응은 피부 상피 각질층과 과립층에서 강한 양성반

응을 보였으며, LBET에서 Ctrl (5514 ± 267/20,000,000 

pixel)에 비해 600% 증가한 38605 ± 533/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DxFT는 LBET에 비해 TSLP 양성반

응이 11% 증가한 42984 ± 648/20,000,000 pixel로 측정되

었다. 한편 CGFT은 LBET에 비해 TSLP 양성반응이 

21% 감소한 30371 ± 602/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

다. 또한 DxFT보다 양성반응이 29% 감소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Fig. 3.).

Th2 분화 유도 cytockine인 IL-4 면역조직화학 결과, 

IL-4 양성반응은 피부 상피 모든층에서 강한 양성반응

을 보였으며, LBET에서 Ctrl (6100 ± 181/20,000,000 

pixel)에 비해 655% 증가한 46047 ± 1672/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다. DxFT는 LBET에 비해 IL-4 양성반

응이 12% 증가한 40650 ± 708/20,000,000 pixel로 측

정되었다. 한편 CGFT은 LBET에 비해 IL-4 양성반응이 

31% 감소한 31808 ± 757/20,000,000 pixel로 측정되었

다. 또한 DxFT보다 양성반응이 22% 감소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Fig. 3.).

Ⅳ. Discussions

피부는 인체와 외부 환경을 구분짓는 경계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분유지와 세균 및 유해물질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이다12). 이 기능들은 표피층이 주로 담당하

며 그 중 각질층의 지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수분

유지 기능을 하는 인자 중 아미노산 및 pyrrolidine car-

boxylic acid (PCA)는 filaggrin의 분해로 만들어진다14). 

또한 filaggrin의 분해 물질 중 trans-urocanic acid 

(trans-UCA)는 표피의 pH를 4.5-5.5로 유지시키며15), 

피부는 산성도를 유지하여 피부장벽 항상성을 유지하

며 정상적인 회복을 보이며, 감염에 대한 방어기능을 

수행한다14).

피부 손상은 염증이라는 조직 반응으로 나타나 손

상을 국소화시키고 손상부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1). 피부손상에 의한 염증은 erythema, hemorrhage, 

scarring, erosion같은 육안적인 증상이 나타나며1), 조직

학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상피세포의 과형성, 세포사이

공간의 확장, 림프구 침윤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15). 염

증상태와 피부의 장벽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TEWL, pH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16). 

한의학적으로 황련, 감초는 피부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본초이다. 기존 연구로 황련추출물을 피부와 연

관하여 시행한 연구로는 화상의 각종 염증성 매개물질

을 억제하여 피부 손상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7), 아

토피피부염에서 피부 장벽의 보존을 통해 염증성 매개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확인한 연구8), 황련의 항주름, 항산화 효과를 확

인한 연구9) 등이 있었다. 감초 추출물을 피부와 연관하

여 시행한 연구로는 헥산/에탄올 감초 추출물이 부종, 

iNOS, COX-2발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연구10) 등이 있었다. 황련감초 추출물 관련 연구로는 

황련감초 추출물을 경구투여하여 probiotics군, 대조군

과 비교하여 지방장벽형성 증진효과를 확인한 연구11) 

등이 있었다. 기존 연구7-11)들을 통해 황련, 감초 추출

물 각각의 피부회복, 항염증 작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황련감초 추출물의 피부회복 효과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장벽 제거한 실험동물들을 약물 

처치 또는 무처치 후 각 군의 피부상태를 비교해보았

을 때 LBET, DxFT에 비해 CGFT에서 병리적 피부 손

상이 완화되었으며, 상피세포과형성, 세포사이공간의 

확장 그리고 림프구 침윤증가가 적은 것이 관찰되어 

황련감초 추출물의 각질층 내 지방장벽 구조의 회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EWL과 pH 또한 지방장벽

을 제거하지 않은 Ctrl과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

었음을 확인하였고, LBET, DxFT에 비해 유의한 회복 

(p < 0.05)이 관찰되었다. TEWL 감소와 pH의 증가는 

피부 손상의 회복을 의미하며, 피부장벽의 기능 및 항

상성 회복을 의미한다17,18). 이를 통해 황련감초 추출물

이 대조약물인 dexamethasone에 비해 피부장벽 회복 및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지방장벽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filaggrin 정량 측정, 

면역조직화학을 통해 양성반응을 관찰하였다. filaggrin

은 각질세포 외막과 케라틴 중간 미세섬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아토피피부염의 유전적 소인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19). 이런 filaggrin의 유전적 변

이나 후천적 요인으로 감소되었을 때 각질세포막 형성

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 사이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며, 

TEWL이 증가됨으로써, 전반적인 피부장벽기능의 감

소를 유발한다. 이는 외부 알레르겐의 체내 침투 증가

로 감작 및 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세포 골격 위축으로 trans-UCA 감소에 의해 각질층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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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며, 아미노산과 PCA의 감소로 피부의 건조를 

일으킨다20). Ctrl에 비해 LBET, DxFT는 filaggrin이 감

소한 반면, CGFT는 filaggrin이 Ctrl에 비해 증가하였으

며 LBET, DxFT에 비해 유의한 증가 (p < 0.05)를 보였

다. 이는 probiotics, 대조군과 비교하여 filaggrin의 증가

를 밝힌 안 등의 연구11)와 유사하다. 이는 황련감초 추

출물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피부장벽의 

기능을 개선 및 강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각질층의 pH 증가는 각

질세포의 탈락을 유도하는 KLK7 같은 Serine protease 

활성을 증가시킨다21). KLK는 피부장벽의 생리학적, 병

리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rotease로 비정

상적인 발현은 Netheron syndrome, 아토피피부염, 주사

비, 건선을 포함한 피부질환을 일으킨다22). KLK 중 

KLK7은 caspase14의 생리적 활성인자로 filaggrin 분해

과정의 첫 단계로 작용한다23). 이는 PAR-2를 통해 염

증 반응을 매개하여 소양감을 유발한다. PAR-2는 G 

단백 연관 수용체의 아형으로 각질세포, 비만세포, 혈

관 내피세포에 존재하여 다양한 염증 반응, 색소 생성

과 피부장벽기능에 관여한다. PAR-2의 활성은 NF-κB

를 매개하여 TSLP를 과발현시키고, intercellular adhe-

sion molecule 1, TNF-α와 cytokines (IL-4, 5, 8,10, 13, 

17, 31 등)을 유도한다24). 또한 각질형성세포 내 칼슘 

농도의 변화를 일으켜, 층판소체의 분비를 억제함으로

서 표피내 밀착연접의 이상이 일어나 피부장벽기능 이

상을 일으킨다25). 이렇게 유도된 IL-4는 피부 장벽 손상 

후 회복을 저해하며, ceramide 합성과 항균 펩타이드 

생성 및 filaggrin, desmoglein 3, loricrine, involucrin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연구26-8) 결과가 있다. IL-4 이외 IL 

5, 13 또한 loricrine, involucrin, filaggrin 등의 발현을 

억제하고 항균 펩타이드 생성을 감소시켜 아토피피부

염와 상관성이 보고되었다29).

Th2 조절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LK7, 

PAR-2, TSLP, IL-4를 면역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CGFT가 LBET, DxFT과 비교하여 적은 증가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p < 0.05)하였다. 이 결과는 황

련감초 추출물이 지방장벽 손상 이후 KLK7, PAR-2, 

TSLP, IL-4로 이어지는 Th2 분화과정을 감소시켜 IL-4

로 인한 allergy 반응, ceramide 합성과 항균 펩타이드 

생성 및 filaggrin, desmoglein 3, loricrine, involucrin의 

발현 억제를 줄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장

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과정을 줄여 피부장

벽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황련감초 추출물은 filaggrin과 같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피부장벽 형성을 증

진시키며, 각질층의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손상된 지방장벽을 회복하여 Th2 

분화과정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지방장벽의 형성 억제

를 방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에서 지방장벽 복구에 따른 미세 환

경 조절 및 유효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Conclusions

황련감초 추출물의 피부지방장벽의 형성 및 기능 

회복을 통한 Th2 분화과정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태령 3주의 지방장벽을 제거한 4개 군의 

NC/Nga 생쥐의 피부조직 차이, 피부 면역조직학적 차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병리적 피부 손상지표와 손상으로 인한 조직 변

화는 CGFT가 LBET와 DxFT에 비해 적었으며, 

TEWL과 pH는 LEBT, DxFT에 비해 CGFT에서 

유의한 저하 (p < 0.05)를 보였다.

2. 각질층내 filaggrin intensity와 filaggrin 양성반응

이 LBET. DxFT에 비해 CGFT에서 유의한 증가 

(p < 0.05)를 보였다.

3. Th2 skewed condition 유도 변화과정에서 나타나

는 KLK7, PAR-2, TSLP, IL-4가 LBET군, DxFT에 

비해 CGFT에서 유의한 저하 (p < 0.0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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