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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β-glucan on Epithelial Inflammation Induced by Atopic Dermatitis 
through Endocannabinoid System Activity

Seo Il Bok1⋅Ahn Sang Hyun1⋅Kim Ki Bong2,3,*
1Dep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2Dept. of Korean Pediatrics, Korean Medicine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3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inhibitory effect of β-glucan on epithelial inflammation induced by 

atopic dermatitis through Endocannabinoid system (ECS) activity.

Methods
Six-week-old NC/Nga mice were divided into a control group (Ctrl), atopic dermatitis elicitation group (ADE), 

and a β-glucan-treated group (β-glucan treatment after atopy dermatitis elicitation, β-GT). After 3 weeks, CB1, 

CB2, and GPR55 were observed to confirm the regulation of ECS activity, and filaggrin in the stratum corneum 

and Kallikrein-related peptidase (KLK) 7 in the stratum corneum and protease activated receptor (PAR)-2 were 

observed to confirm the inhibition of the inflammation, Phosphorylated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p-ERK), 

Phosphorylated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p-mTOR), and E-Cadherin were observed to confirm 

microenvironmental regulation.

Results
β-G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B1, CB2, and GPR55 positive reactions compared to that of the ADE. In 

positive reaction of the filaggrin in the stratum corneum, β-G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the ADE. 

For KLK7 positive and PAR2 positive, β-GT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e ADE. The p-ERK-positive 

and p-mTOR-positive reaction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β-GT than in ADE. E-cadherin positive rea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β-GT than in ADE (All p < 0.01).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β-glucan has the effect of inhibiting the epithelium induced by atopic dermatitis through 

the EC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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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아토피피부염 (Atopic Dermatitis, AD)은 태열이라고

도 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나타나

는 만성 피부 염증질환으로, 특징적인 심한 가려움과 

피부 건조, 습진 등을 동반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

져 있다1-3). 오늘날 AD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D에 대한 발병원인과 기전은 명확하게 밝

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전, 생활환경, 면역, 피부장벽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5). 현재 AD의 치료제로 항히

스타민제, 국소 스테로이드 외용제, 경구 스테로이드

제 등이 개발되어져 사용되고 있으나6), 이러한 치료제

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만 근본적으로 AD를 치료하지는 못하기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한 실정이다7,8).

β-glucan은 효모의 세포벽이나 곡류, 버섯류 등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로 다당류의 일종이며9,10), 면

역증강, 피부재생, 항산화, 항암, 항콜레스테롤 같은 다

양한 생리활성 촉진 효과가 있어 오늘날 건강 식품 소

재나 화장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1-13). β

-glucan은 Dectin-1, Toll-like receptor (TLR)-2, TLR-6 

등의 세포 수용체를 통해 단핵구, 대식세포, 수지상세

포, 자연살생세포, 호중구 내로 들어가서 cytokine 분비

를 유발하고 T cell 및 B cell을 자극시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14). 이러한 β-glucan의 항산화, 항염증, 피부재

생 효과로 인하여 AD에 대한 치료나 피부 개선 연구에 

후보물질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15-17), 대부분 세포실

험이거나 피부도포를 통한 유효성 실험이며 경구투여

를 통하여 AD에서의 피부 염증 완화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ndocannabinoid system (ECS)는 식욕, 통증, 감각, 기

분 및 기억 등을 조절하는 cannabinoids (CBs)로 구성된 

생물학적 시스템이다18). 최근 ECS의 증가 또는 감소가 

다양한 병리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19). 일

시적으로 변화된 ECS 활성화는 신체의 보상 반응 증상

을 감소시키거나 질병 진행을 늦추며, 병원성으로 작

용하거나 신체적 결함을 반영 하기도 한다20). 특히 ECS

는 피부 항상성에 관여하는 세포 성장, 증식, 면역 및 

염증 반응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1).

본 연구는 이러한 ECS 활성을 통하여 β-glucan의 

AD 유발 상피 염증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CS 활성 조절을 확인하고자 CB1, CB2, GPR55를 관

찰하였으며, 염증 억제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각질층 

내 filaggrin과 각질층내 Kallikrein-related peptidase 

(KLK) 7, Protease activated receptor (PAR)-2를 관찰하

였다. 또한 미세환경 조절을 확인하고자 Phosphorylated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p-ERK), Phosphorylated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p-mTOR), E-Cadherin

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β-glucan이 ECS 활성을 통한 

AD 유발 상피 염증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1. 실험동물

태령 6주 Nc /Nga계 수컷 생쥐 (오리엔트, 대한민국)

를 무균사육장치내에서 2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체중 

20 ± 2g 된 생쥐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 (Ctrl), 

아토피유발군 (atopy dermatitis elicitation, ADE), 그리

고 AD 유발 후 β-glucan 투여군 (β-glucan treatment af-

ter atopy dermatitis elicitation, β-GT)으로 나누었다. 각 

군에 각 7마리씩 배정하였다. AD 유발을 위해 생쥐 등

쪽 부위 피부를 면도한 후 sodium dodeecyl sulfate sul-

fate (SDS, Sigma, USA) 1 ㎖을 면봉으로 20회 문질러서 

각질층의 lipid barrier를 손상시켰다. 이후 D. pter-

onissinus crude extract striper (100 ㎎, Biostir, Japan)을 

3주 동안 주 6회씩 도포하여 유발하였다. 동물실험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smecae-19- 

10-02) 후 실시되었고, 실험실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NIH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되었다.

2. β-glucan 투여

S. cerevisiae에서 추출한 β-glucan (Sigma-Merck, 미국) 

80 ㎎/㎏을 식염수 0.2 ㎖에 희석한 후 AD 유발 후 3주 

동안 매일 경구투여하였다.

3. 조직제작

피부는 vascular rinse와 10% 중성 포르말린용액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으로 심장관류고정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등쪽 피부를 10% NBF에 실온에

서 24시간 동안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paraffin

에 포매하고 5 ㎛ 두께로 연속절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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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역조직화학

ECS 조절을 통한 AD 유발 상피내 면역조학학적 변

화를 조사하기위해 항 cannabinoid receptor (CB) 1, 

CB2, G-protein receptor(GPR) 55, filaggrin, Kallikrein 

(KLK) 7, protease-activated receptor (PAR)-2, p-Phospho- 

p44/42 MAPK (Erk1/2) (ERK), E-Cadherin 그리고 

p-mammalian target of rapamycin(mTOR) 등의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우선 피부

절편을 proteinase K (20 ㎍ /㎖)에 5분 동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후 20% normal goat serum에서 2시간동안 

blocking 반응시켰다. 1차 항체인 mouse anti-CB1 

(1:100, Abcam, USA), mouse anti-CB2 (1:100, Abcam), 

mouse anti-GPR55 (1:100, Abcam), mouse anti-filaggrin 

(1:200, Santa Cruz Biotec, USA), mouse anti-KL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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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z Biotec), mouse anti-p-ERK (1:50, Santa Cruz 

Biotec), mouse anti-E-cadherin (1:100, Abcam), mouse 

anti-p-mTOR (1:100, Abcam)에 4℃ humidified chamber

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anti-mouse IgG (1:100, Abcam)에 실온에서 12시간 

link 하였고, avidin biotin complex kit (Vector Lab, 미국)

에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0.05% 3,3' 

-dia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0.05 M 

tris-HCl 완충용액 (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

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5. 영상분석

면역조직화학의 결과는 image Pro Plus (Media cy-

bernetics, USA)를 이용한 영상분석을 통해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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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선정된 피부 조직을 x400 배율에서 촬영한 다음 

positive pixels/20,000,000 pixels로 영상분석하였다.

6. 통계

통계는 SPSS software (SPS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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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S 조절

CB1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

되었다. ADE (17,880 ± 875/20,000,000 pixel)이 Ctrl 

(80,578 ± 1,711/20,000,000 pixel)에 비해 78% 감소하

였다. 이에 반해 β-GT (116,420 ± 2,578/20,000,000 

pixel)는 ADE보다 551%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1).

Figure 1. ECS activation effects of β-glucan.

β-glucan generates the ECS in the β-GT. CB1, CB2, and GPR55 expression (arrow indicates dark brow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β-GT 

as compared with the ADE group (p < 0.01) (bar size, 50 μm). Data of CB1, CB2, and GPR55 image analysis showed the same results (p < 

0.01). *, p < 0.01, compared with the Ctrl; #, p < 0.01, compared with the ADE. Abbreviation : Ctr, normal; ADE, AD induced with no treatment; 

β-GT, β-glucan treated mice with AD; EP, epidermis; DE: 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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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2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

되었다. ADE (28,488 ± 1,648/20,000,000 pixel)이 Ctrl 

(119,175 ± 3,360/20,000,000 pixel)에 비해 76% 감소하

였다. 이에 반해 β-GT (160,560 ± 2,512/20,000,000 

pixel)은 ADE보다 464%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1).

GPR55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

찰되었다. ADE (58,000 ± 2,822/20,000,000 pixel)이 Ctrl 

(15,758 ± 1,528/20,000,000 pixel)에 비해 73% 감소하

였다. 이에 반해 β-GT (78,862 ± 1,159/20,000,000 pix-

el)은 ADE보다 400%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1).

2. 상피조직내 염증 억제

filaggrin 양성반응은 각질층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

찰되었다. ADE (19,420 ± 1,045/20,000,000 pixel)이 

Ctrl (69,719 ± 1,543/20,000,000 pixel)에 비해 72% 감

소하였다. 이에 반해 β-GT (99,707 ± 3,307/20,000,000 

pixel)은 ADE보다 413%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2).

KLK7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의 세포사이질공간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 (138,289 ± 2,402/ 

20,000,000 pixel)이 Ctrl (22,378 ± 15,717/20,000,000 

pixel)에 비해 518%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β-GT (82,406 

± 3,187/20,000,000 pixel)은 ADE보다 40%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Fig. 2).

PAR2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의 세포사이질공간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 (92,486 ± 2,599/ 

20,000,000 pixel)이 Ctrl (13,030 ± 910/20,000,000 pix-

el)에 비해 610%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β-GT (34,650 

± 1,565/20,000,000 pixel)은 ADE보다 63%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Fig. 2).

3. 상피 미세환경 조절

p-ERK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의 세포사이질공간에

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 (100,744 ± 2,488/ 

20,000,000 pixel)이 Ctrl (8,512 ± 226/20,000,000 pixel)

에 비해 1084%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β-GT (34,888 

± 1,797/20,000,000 pixel)은 ADE보다 66%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Fig. 3).

p-mTOR 양성반응은 상피조직의 세포사이질공간에

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 (85,448 ± 2,790/ 

20,000,000 pixel)이 Ctrl (9,876 ± 295/20,000,000 pixel)

에 비해 765%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β-GT (29,292 ± 

1,106/20,000,000 pixel)은 ADE보다 66%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3).

E-cadherin 양성반응은 상피조직 세포사이공간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 (15,229 ± 1,513/ 

20,000,000 pixel)이 Ctrl (60,716 ± 2,322/20,000,000 

Figure 2. Regulation of lipid barrier intricate inflammation by β-glucan.

β-glucan generates lipid barrier (filaggrin) and regulates inflammation signal protein (KLK7 and PAR2) in the β-GT. Filaggrin expression (arrow 

indicates dark brown) was significantly increase in the β-GT as compared with the ADE group (p < 0.01). KLK7, and PAR2 expression (arrow 

indicates dark brown) was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β-GT as compared with the ADE group (p < 0.01) (bar size, 50 μm). Data of Filaggrin, 

KLK7, and PAR2 image analysis showed the same results (p < 0.01). *, p < 0.01, compared with the Ctrl; #, p < 0.01, compared with the 

ADE. Abbreviation : Ctrl, normal; ADE, AD induced with no treatment; β-GT, β-glucan treated mice with AD; EP, epidermis; DE, 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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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에 비해 75%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β-GT (74,084 

± 1,339/20,000,000 pixel)은 ADE보다 22%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다 (Fig. 3). 

Ⅳ. Discussion

AD는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증식, 건조, 홍반성 습

진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22),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는 아토피 행진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다23). AD의 발병 기전은 아직 밝혀

지지 않으며, 유전적,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과 피부 장

벽 기능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4). filaggrin, involucrin, loricrin을 포함한 

다양한 각질 세포 분화 표지인자들이 AD에서 낮게 나

타나며25), 피부 각질층의 ceramide 수치 역시 감소한다
26). AD 피부의 특징은 표피 증식 증가와 분화 감소로 

인한 표피 증식과 조직 재형성으로 인한 해면증 

(spongiosis)이다27,28). 이러한 피부 장벽의 구조적 변화

는 피부 항상성을 방해하여 피부가 정상적인 장벽 기

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AD는 이러한 피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리적 균형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CS는 세포 성장, 

분화,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피부 항상성 조절

에 개입한다29). 최근 연구에 의하면, ECS의 부적절한 

작동은 AD의 피부 장벽 기능 장애와 같은 피부 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CS는 다양한 피부 

질환의 새로운 치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30). ECS는 

cannabinoid receptors (CBRs), 내인성 ligands, CB의 합

성 및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로 구성되어 있으며31), 주

요 CBR은 CB1과 CB2이며 최근에 또 다른 G pro-

tein-coupled cannabinoid receptor인 GPR55가 3형 CBR

로 등장했다32,33). 여러 연구에 의하면, CB1 작용제는 

비만 세포 활성화를 하향 조절하고34), 각질 형성 세포

에서 파생된 전 염증 매개체를 감소시킴으로써 염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CB2 작용

제는 염증 세포의 이동을 억제하여 피부 염증을 억제

하고36), 비만 세포에서 발견되는 GPR55는 비만 세포

가 매개하는 신경 성장 인자 방출을 억제하고 혈관 신

생을 감소시켜 항염증 효과가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β-glucan을 투여한 군에서 CB1, CB2, 

GPR55가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CB1 양성반

응은 ADE가 Ctrl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β-GT는 ADE

Figure 3. Regulation of inflammation induce micro-enviromental factors by β-glucan. 

p-ERK and p-mTOR expression (arrow indicates dark brown) was remarkably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β-GT as compared with the ADE group 

(p < 0.01). E-cadherin expression (arrow indicates dark brown) was significantly increase in the β-GT as compared with the ADE group (p < 

0.01). Data of p-ERK, p-mTOR, and E-cadherin image analysis showed the same results (p < 0.01) (bar size, 50 μm). *, p < 0.01, compared 

with the Ctrl; #, p < 0.01, compared with the ADE. Abbreviation : Ctrl, normal; ADE, AD induced with no treatment; β-GT, β-glucan treated 

mice with AD; EP, epidermis; DE, 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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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증가하였다. CB2 양성반응과  GPR55 양성반응 

역시 ADE가 Ctrl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β-GT는 ADE

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β-glucan 투여가 

피부 상피조직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부의 지방장벽 개선을 확인

하기 위해 filaggrin 양성반응을 관찰하였다. filaggrin은 

상피의 과립층을 형성하는 단백질로서, AD의 유전적 

소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38). 이러한 filaggrin이 유전

적 변이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감소되면 각질에서 

세포막 형성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간의 접합을 감소

시켜 피부장벽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하여 외부

로부터 알레르겐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감작 및 알

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39).

본 연구에서 filaggrin 양성반응은 각질층에서 강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ADE가 Ctrl에 비해 72% 감소하

였으나, β-GT는 ADE보다 413%나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filaggrin 양성반응의 증가는 β-glucan

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피부장벽의 기능

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각질층에서 pH가 증가하면 각질

세포의 탈락을 유도하는 KLK7 같은 Serine protease 활

성을 증가시킨다40). KLK는 피부장벽에서 중요한 pro-

tease로 비정상적인 발현은 Netheron syndrome, AD, 건

선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한다41). KLK7은 caspase14의 

생리적 활성인자로 filaggrin 분해 과정의 첫 단계로 작

용한다42). 이는 PAR-2를 통해 염증 반응을 매개하여 

소양감을 유발한다. PAR-2는 G protein-coupled re-

ceptor 의 아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세포, 각질세

포,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면서 염증 반응과 색소생

성, 피부장벽 기능 등에 관여한다43).

본 연구에서 KLK7 양성반응은 ADE가 Ctrl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β-GT는 ADE보다 40%나 유

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AR2 양성반응 역시 ADE가 

Ctr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β-GT는 ADE보다 63%나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β-glucan이 지

방장벽 손상으로 KLK7, PAR-2로 이어지는 과정을 감

소시킴으로써 filaggrin 같은 물질의 발현 억제를 줄여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장벽 손상으로 인

한 병리적 과정을 억제시켜 피부장벽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양 괴사 인자인 TNF-α, IL-1

β, IL-17A와 같은 염증성 cytikine이 mTOR 활성화를 

유도하여 표피 증식을 촉진하고 표피 분화 mark의 발

현을 감소시킨다44). AD 피부 병변에 mTOR 억제제인 

rapamycin의 경우 염증 세포 침윤 및 혈청 IgE 수준을 

감소시키며, 이는 mTOR 신호 전달의 억제가 AD를 억

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45).

E-cadherin 발현은 AD 병변 피부의 각질 세포 표면

에서 감소하는데46), 이는 표피의 장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는 단단한 접합부가 용해되면서 

E-cadherin 발현의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47). 또한 산화 

스트레스는 표피 각질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세

포 내 변화를 유도하여 부종, 해면증 및 n stratum cor-

neum (SC)의 파괴를 유발한다48). ERK와 JNK 같은 mi-

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는 IL-4 와 TNF-

α와 같은 cytokine 생산에 필수적인 신호이며,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활성을 통해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49). 전 염증

성 cytokine인 IL-17은 MAPK 신호 경로를 통해 AD에

서 filaggrine 발현을 감소시킨다50).

본 연구결과에서 p-ERK 양성반응과 p-mTOR 양성

반응은 ADE가 Ctrl에 비해 증가한 반면에 β-GT는 

ADE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E-cadherin 양성반

응은 ADE가 Ctrl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β-GT는 ADE

보다 22%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AD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β

-glucan이 E-cadherin의 발현을 조절하여 표피 구조를 

유지하고, ERK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MAPK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β-glucan은 AD에서 ECS 조절과 fi-

laggrin과 같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피부

장벽 형성을 증진시키며, 각질층의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장벽 복구에 

따른 미세환경 조절을 통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

험이므로 인체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β-glucan이 체내 

흡수되는 양이 작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β-glucan이 곡물과 

버섯류 등에 풍부하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AD 완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의 다양한 연구

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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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β-glucan의 ECS 활성을 통한 AD 유발 상피 염증 억

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태령 6주의 3개 

군의 NC /Nga 생쥐의 피부 면역조직학적 차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B1, CB2, GPR55 양성반응는 ADE가 Ctrl에 비

해 감소하였으나, β-GT는 ADE보다 유의하게 (p 

< 0.01) 증가하였다.

2. 각질층내 filaggrin 양성반응은 ADE가 Ctrl에 비

해 감소하였으나, β-GT는 ADE보다 유의하게 (p 

< 0.01) 증가하였다.

3. KLK7 양성반응과 PAR2 양성반응은 ADE가 Ctrl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β-GT는 ADE보다 유의하

게 (p < 0.01) 감소하였다.

4 p-ERK 양성반응과 p-mTOR 양성반응은 ADE가 

Ctrl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β-GT는 ADE보다 유

의하게 (p < 0.01) 감소하였다.

5. E-cadherin 양성반응은 ADE가 Ctrl에 비해 감소하

였으나, β-GT는 ADE보다 유의하게 (p < 0.01)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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