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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Gleditsiae Fructus n-hexane Extract 

on Atopic Dermatitis of NC/Nga Tnd Mouse

Koo Eun Jin⋅Kim Yun Hee*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Gleditsiae Fructus n-hexane (GSF_Hx) on two different groups 

(on the LPS-induced activation of Raw264.7 cells in vitro, and on the DNCB-induced activation of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in vivo) to find index components and active components of Gleditsiae Fructus. 

Methods
GSF_Hx was analyzed by HPLC profiling and confirmed echinocystic acid (EA), oleanolic acid (OA) as index 

components of Gleditsiae Fructus. Using GSF_Hx, EA, OA, we investigated IL-6, TNF-α, NO production by 

ELISA analysis and evaluated manifestations of MAPKs transcription factors and NF-κB p65 translocation by 

western blotting. During In vivo study, atopic dermatitis was induced on NC/Nga Tnd mice by DNCB and 

administered GSF_Hx, EA, OA orally, and checked skin lesions and measured skin clinical score. Serum IgE level, 

Th1 and Th2 cytokines secretion and modulating molecular mediators and immune cells in the spleenocyte culture 

supernatant, PBMCs, ALN and dorsal skin were also measured by real-time PCR. Then, skin rash was evaluated 

and mast cell distribution was verified by H&E and toluidine blue staining on dorsal skin.

Results
It is possible that GSF_Hx, EA and OA reduce inflammation and allergic response of atopic dermatitis by 

suppressing Th1 and Th2 cytokines secretion and modulating molecular mediators and immune cells. They also had 

moisturizing effect by raising vitality of ceramide in dorsal skin of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However, 

EA particularly had better overall activity data than OA, that EA could be a more effective active component of 

Gleditsiae Fructus than OA.

Conclusions
Based on the inflammatory reduction property with moisturizing effect, GSF_Hx may play a role in effective 

treatment for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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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조협 (皂莢, Gleditsiae Fructus)은 콩과 (Leguminosae)에 

속한 조각자나무 (Gleditsia sinensis Lam.)의 과실 또는 성

숙하지 않은 과실을 건조한 것1)으로, 祛痰開竅, 利九
竅, 消炎, 散結消腫의 효능2)을 가진다. 최근에는 조협

의 항염, 항앨러지, 항암 효능과 더불어 항산화, 자외선 

차단 및 미백효과 등이 연구3-11)되고 있어 약용화장품

에서의 활용가치도 언급되고 있다. 조협은 다량의 tri-

terpenoid계 saponi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12), saponin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배당체 중에 하나로 항염, 진

통 작용, 항산화 및 과산화수소 제거 효능이 있으며 각

질형성세포 등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13-16). 그 중 echinocystic acid와 oleanolic acid가 조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표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12,15,16). Echinocystic acid는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포함

한 여러 약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골관절염 연골

세포에서 IL-1β으로 유도된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고17), 

NF-κB, ERK 활성 저해를 통해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

하며18), 죽상동맥경화증에서 NO 및 protein kinase B 활

성 경로를 통해 혈관내피 전구세포를 보호19)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oleanolic acid는 아토피 피부염 생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20)에서 피부의 병변 및 표피층 

각화의 감소, 면역세포 및 Th1, Th2, Th17 사이토카인

의 활성, 혈청 IgE와 히스타민 수치 감소, HaCaT cells

에서 MAPKs와 NF-κB의 전사 조절 억제를 통한 항염 

및 항앨러지 효능이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저자는 in vitro 실험 연구21)를 통해, 조협 에탄

올 추출물이 염증이 유발된 HaCaT cells (인간 각질형

성세포주)에서 TNF-α와 IFN-γ로부터 유도되는 염증 

반응 물질인 IP-10, RANTES, MDC의 발현을 저해함으

로서 유의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부의 각질형성세포만을 이용하여 항염 효능

을 밝힌 한계점이 있으며 조협의 구성 성분 중 이러한 

효능을 가지는 활성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조협 추출물의 천

식, 비염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여러 앨러지성 질환

에서의 항앨러지 및 항염 효과가 밝혀져 있으나3-5) 아

토피 피부염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지 못해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찰상, 소양감 등 피부 과민반

응을 보이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 질환으로22,23), 소아에

서는 20%, 성인에서는 1–3%의 유병률을 보인다24).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감소되

는 경향을 보이나 대부분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하여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시작으로 천식이나 앨

러지성 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이환되는 소위 ‘앨러

지 행진’을 겪게 되며, 최근 앨러지 질환의 유병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어린 연령에서부터 위험 요인 파

악과 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26).

이에 저자는 기존 연구16)에 근거해 조협 추출물을 

분리하고, 조협의 지표성분 echinocystic acid (EA)와 

oleanolic acid (OA)를 확인한 후 조협 n-hexane 추출물 

(GSF_Hx)과 두 지표성분의 항아토피 피부염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대식세포주인 Raw264.7 cells와 

DNCB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NC/Nga Tnd 

mice를 이용하여 항염, 항앨러지 및 피부 보습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항아토피 효능이 높은 조협의 활성성분

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조협의 n-hexane 추출물 및 

조협의 지표 성분 echinocystic acid, oleanolic acid의 아

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어 보

고하는 바이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1. 재료

1) 시약 및 기기

(1)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다음과 같다. 에탄올 (삼전

순약공업주식회사, Pyeongtek, Korea), acetonitrile (Merck 

Millipore, Billerica, MA, USA), Tetrazolium Bromide 

(MTT), chloroform, lipopolysaccharides (LPS), Tris-HCl, 

KCl, MgCl2, 적혈구 용혈액 (ACK lysis solution), tri-

chloroacetic acid, isopropanol, 2-isopropanol, sodium do-

decyl sulfate (SDS), FK506 (tacrolimus), dimethyl sulf-

oxide (DMSO), 2,4-dinitrochlorobenzene (DNCB), paraf-

orm-aldehyde, collagenase, echinocystic acid, oleanolic 

acid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Cyclosporine 

A (CsA) (중외제약, Seoul, Korea),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enicillin-streptomycin B (Antibotics), 

phosphate bufferd saline (PBS), fetal bovine serum (F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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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psin-EDTA solution (0.25%) (Thermo Scientific, 

Massachusetts, USA). FACS 분석용 항체는 Fluorescein 

(FITC) anti-mouse CD4 (RM4-5, rat IgG2a), PE anti-mouse 

CD8 (53-6.7, rat IgG2a), PE anti-mouse CD69 (H1.2F3, 

rat IgG2a), FITC anti-mouse CD11b+F4/80+ (aM, rat 

IgG2b), Anti-Mouse Ly-6G and Ly-6C (RB6-8C5, Rat 

IgG2b, κ), PE-cy5.5anti-mouse B220 (RA3-6B2, rat 

IgG2b), 그리고 CD3 mAb는 Biosciences (Franklin Lakes, 

USA)에서 구매하였고, Total Nitric Oxide (NO) and 

Nitrate/Nitrite Parameter Assay Kit와 IL-6, TNF-α, 

IL-4, IFN-γ, IL-5, IL-13 ELISA assay kit는 R&D system

사 (Minneapolis, MN, USA), ELISA microplate reader는 

(Molecular Devices, CA, USA), Trizol (RNAzolB)은 

Thermo Scientific사 (Waltham, MA, USA), Moloey mur-

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M-MLV RT)와 

RNase inhibitor는 Promega사 (USA), Deoxynucleoside 

triphosphate (dNTP)는 TaKaRa사 (Japan), primary anti-

body (ERK, pERK, pJNK, JNK, p38, pp38, NF-κB p65, 

β-actin, YY-1)는 Santa-Cruz사 (California, CA, USA.) 제

품을 사용하였다. ECL-hybond film은 Amersham사 

(Buckinghamshire, HP, UK) 제품을, SYBR master mix

와 Taqman master mix는 Applied Biosystems사 (Franklin 

Lakes, USA)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기기

본 실험에서는 한일분쇄기 (FM-700SS, 한국), 환류

추출기 (heating Mantle, MS-DM609/20L), 감압 증류장

치 (rotary vaccum evaporator, BUCHI B-480, Flawil, 

Switzerland), 열탕추출기 (DWT-1800T, 대웅, Korea), 

동결 건조기 (freeze dryer, EYELA FDU-540, Tokyo, 

Japan), CO2 배양기 (Thermo Scientific, Massachusetts, 

USA), 원심분리기 (한일과학, Korea), plate shaker 

(Lab-Line, USA), ULTRA-TURRAX homogenizer  (IKA, 

Wilmington, NC, USA), spectrophotometer (Shimazu, 

Kyoto, Japan), Bio-freezer  (Sanyo, Osaka, Japan),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CA, USA), Quantitative Real- 

Time PCR (Applied Biosystems, CA, USA),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aters Co., Massachusetts, 

USA), flow cytometry (BD, San Jose, CA, USA), 광학현

미경 (x200, Nikon, Tokyo, Japan), Tewameter TM 210 

(Courage+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 spectro-

fluorimeter 측정기 (excitation = 360 nm, emission = 450 

nm) (Hitachi 300, Tokyo, Japan) 등을 사용하였다. 

2) 세포주 및 실험 동물

(1) 세포주

생쥐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cells는 한국세포주

은행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

양에는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이용

한 D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 ℃,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2) 실험 동물

7주령 (21∼22 g)의 ALC (Ambient Laboratory Condition) 

NC/Nga Tnd mouse (Charles River Laboratories, Nihon 

SLC, Shizuoka, Japan) 35마리를 공급받아 염증 및 건조

화의 자연적인 유발을 위해 공기 여과 시설이 없는 일

반 사육실에서 항생제 무첨가 고형사료 (삼양사료, 

Sangju-si,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고 온도 22 ± 

2 ℃, 습도 55 ± 15%, 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

에서 1 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

험에 앞서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의 승인 (승인

번호: DJU-ARB-2017-E020)을 받았다.

2. 연구방법

1) In vitro

(1) 조협 n-hexane 추출물 (GSF_Hx) 분리 및 지표성분 설정

① GSF_Hx 제조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조협 (皂莢, Gleditsiae Fructus, GSF)

은 국내 한약공급업체인 옴니허브 (www.omniherb.com, 

Korea)에서 구입 및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조협 500 g

을 한일분쇄기로 분쇄하여 환류추출기에 넣고 45 ℃ 

환경에서 70% 에탄올을 2 ℓ 가하여 60 분 동안 추출

하였다. 그리고 다시 70% 에탄올 2 ℓ를 가한 후 60 

분 동안 재탕하였다. 이후 감압증류기로 유기용매를 

제거하는 농축과정을 거친 후 동결건조기로 건조된 조

협 추출물 (GSF, 14.5 g)을 얻었으며, 이 중 14.5 g을 

증류수 500 ㎖에 현탁시키고 계통학적 분획방법으로 

같은 양의 n-hexane (n-Hx)을 3회씩 반복 추출하여 분

획한 후 감압 농축하여 n-Hx 층 0.57 g의 조협 n-hexane 

추출물 (GSF_Hx)을 획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② HPLC 지표성분 및 함량 확인

HPLC분석을 위한 acetonitrile 및 water는 HPLC용 

특급용매, trifluoroacetic acid (TFA)는 분석용 등급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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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erck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였다. 

Echinocystic acid (SMB00505)와 oleanolic acid (42515)

등 표준품들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PLC 분석은 waters 2695/ 996 

photodiode array detector를 통해 수행하였다. GSF_Hx 

20 ㎎/㎖를 70% 메탄올에 용해시킨 후, PVDF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Optima pak C18 

column (5 ㎛, 4.6 ㎜ x 250 ㎜)을 40 ℃로 맞추어 사용

하였으며, PDA detector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이동

상은 0.1% TFA 함유 water (A) 및 acetonitrile (B)을 이

용한 gradient system (0 min, 10% A; 10 min, 10% A; 

50 min, 50% A; 52 min, 100% A; 62 min, 100% A; 

65 min, 10% A; 75 min, 10% A)으로, 1.0 ㎖/min의 

유속을 기준으로 20 ㎕를 주입하였다.

(2) 세포 생존율 측정 (MTT assay)

세포에 대한 독성 측정은 MTT 방법을 이용하였다. 

Raw 264.7 세포를 2×105 cells/㎖로 96 well plate에 100 

㎕씩 분주하고 GSF_Hx을 농도별 (6.25, 12.5, 25, 50, 

100 μg/㎖)로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MTT 시약을 

이용하여 well당 100 ㎕을 첨가하여 37 ℃, 5% CO2에

서 4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DMSO를 넣고 microplate 

reader 450 nm를 이용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한 후 

대조군에 대한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3) NO의 농도 측정

Raw264.7 cell을 DMEM 배지에서 1×105 cells/㎖로 

조절한 후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온도 37 ℃, 5%의 

CO2 incubator 환경에서 24 시간 배양 후 LPS 1 ㎍/㎖씩 

처리한 것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well에 

GSF_Hx (25, 50, 100 ㎍/㎖)와 EA (2.5, 5, 10 ㎍/㎖), 

OA (2.5, 5, 10 ㎍/㎖)를 처리한 것을 실험군으로, cyclo-

sporin A (CsA)을 10 ㎍/㎖씩 처리한 것을 양성대조군

으로 하여 1 시간 후 LPS를 1 ㎍/㎖ 자극한 뒤 6 시간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DMEM 배지로 교체하였

다. 그리고 24 시간 후에 각 군의 상층액을 취하여 total 

nitric Oxide (NO) and Nitrate/Nitrite Parameter Assay 

Kit를 사용하여 ELISA microplate reader로 NO의 생성

량을 측정하였다.

(4)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와 TNF-α의 측정

Raw264.7 cell을 24-well plate에 2×105 cells/well로 

500 ㎕씩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LPS 1 ㎍/

㎖를 처리한 것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well에 GSF_Hx (25, 50, 100 ㎍/㎖)와 EA (2.5, 5, 10 

㎍/㎖), OA (2.5, 5, 10 ㎍/㎖)를 처리한 것을 실험군, 

CsA 10 ㎍/㎖를 처리한 것을 양성대조군으로 설정하였

으며 모든 군을 1 시간 후에 LPS 1 ㎍/㎖로 자극한 뒤 

6 시간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24 시간 후에 각 군의 상층액을 취

하여 Mouse IL-6와 TNF-α ELISA kit를 이용하여 흡광

도 450 ㎚로 각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5) Western blot

Raw264.7 세포를 6-well plate에 5×105 cells/well 씩 

분주하여 37 ℃, 5% CO2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

양한 다음 GSF_Hx (12.5, 25, 50, 100 ㎍/㎖), EA 10 

㎍/㎖, OA 10 ㎍/㎖를 1 시간 동안 전처리 후 LPS를 

1 ㎍/ml의 농도로 자극하였다. 30 분 후 차가운 PBS로 

3회 씻어준 후, nuclear extract kit에 hypotonic buffer를 

가하고 얼음에서 15 분 간 배양하여 원심분리한 후 상

층액을 모았다. 그리고 tube에 남은 핵에 complete lysis 

buffer를 가한 후 얼음에서 30 초간 배양한 뒤 원심분리

하여 얻은 nuclear fraction을 BCA단백질 정량법을 통해 

정량하였다. 10% SDS page gel을 제조하여 running 

buffer를 채운 후 20 분 동안 pre-running하였고 loading 

buffer로 단백질을 희석한 후 5 분 동안 끓여 꼬인 단백

질을 풀어주었다. Gel의 두 번째 칸에는 단백질 마커

를, 그 다음 칸부터는 샘플을 넣고 120 V로 내렸다. 다 

내린 gel을 크기에 알맞게 잘라 transfer buffer에 20 분 

간 담가 놓고, 동시에 band를 transfer할 blotting mem-

brane을 gel의 크기에 맞게 잘라 transfer buffer에 미리 

담가 두었다. Tank transfer를 transfer buffer로 채운 후 

얼음을 넣어 1 시간 30 분 동안 150 V에서 membrane으

로 이동시킨 후 membrane을 5%의 skin milk (TBS/T 

buffer)를 이용해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이어서 

1 일간 4 ℃에서 primary antibody (β-actin, pERK, 

ERK, pp38, p38, pJNK, JNK, NF-κB p65, YY-1)로 반

응시킨 후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secondary antibody와 

반응시켰다. 그 후 암실 조건에서 ECL detection 용액으

로 필름에 옮긴 후 현상하였으며 고정액을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결과에 대한 band densities는 최종적으로 

β-actin에 기준하여 Image-Rab densitometer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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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vivo

(1) 피부염 유발 및 시료처리

NC/Nga Tnd mice (7 주령)를 1 주일 동안 실험실에

서 적응시킨 후 등 (귀 밑부터 꼬리 상부까지)을 전체 

제모하고 24 시간 후 1%의 DNCB (1-chloro-2, 4-dinitro 

benzene)가 포함된 아세톤 : 올리브오일 (3 : 1)을 200 

㎕씩 제모 부위에 도포한 후 3 일 후 2 차로 도포하였

다. 10 주령부터는, 1 주 3 회씩 3 주 동안 0.4%의 

DNCB 용액 150 ㎕를 도포 (10 주령∼13 주령)하여 아

토피 피부염을 유발시켰으며, 피부 발진의 육안적 평

가는 Yamamoto27)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1 주일 간

격으로 평가하였다 (scheme 1). 

Scheme 1. Experimental Design for the Induction of Atopic
Dermatitis Skin Lesions in ALC NC/Nga Tnd 
mouse

(2) 약물처리 및 치료평가

8 주령의 NC/Nga Tnd mice를 15 주령까지 약물 처

리 없이 사육한 것을 정상군 (NC/Nga-Nr), 3 주 동안 

0.4% DNCB를 도포한 것을 대조군 (DNCB-CTL)으로 

하였으며, 3 주간 0.4% DNCB를 도포한 후 GSF_Hx 

(50, 100 mg/kg)와 EA (10 mg/kg), OA (25 mg/kg) 각각

을 매일 오전 11 시에 1 회씩 경구 투여한 것을 실험군 

(DNCB-GSF_Hx-50 mg/kg, DNCB-GSF_Hx-100 mg/kg, 

DNCB-EA-10 mg/kg, DNCB-OA-25 mg/kg), 0.4% DNCB 

도포 후 면역억제제 FK506 (tacrolimus 0.1%)을 100 ㎍

씩 주 4 회 격일로 발진된 등 부위에 도포한 것을 양

성대조군 (DNCB-FK506)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별로 

5 마리씩, 총 35 마리의 개체가 실험에 이용되었다.

(3) 피부염 유발 평가

NC/Nga Tnd mice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 임상평가

는 3 가지 항목, 1) erythema/hemorrhage (소양행동을 동

반한 홍반 및 출혈), 2) scarring/dryness (인설 및 가피), 

3) excoriation/erosion (찰상 및 미란)을 10 주령, 12 주

령, 14 주령에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

점으로 개체마다 평가하여 각 군별 평균 점수를 기록

하였다.

(4) 채혈 및 IgE 수준 측정

NC/Nga Tnd mice의 Retro-orbital venus plexus (후안

와 정맥총)에서 10 주와 14 주에 capillery tube로 100 

㎕가량을 채혈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6,500 rpm으

로 20 분 동안 원심분리한 뒤 혈청 30 ㎕를 분리하였

다. 분리한 혈청은 냉동 보관 (-70 ℃)하였고 NC/Nga 

Tnd mice의 혈청 내 IgE 농도 측정은 ELISA를 이용하

였다. 각 well에 10 주와 14 주에 NC/Nga Tnd mice에

서 채혈한 혈청 5 ㎕ (1/10 dilution)와 dilution buffer 

45 ㎕를 혼합하여 각 well에 분주한뒤 25 ℃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방치 후 washing 완충용액으로 2 회 세척

한 다음, biotin-conjugated anti IgE를 혼합하여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2 번 더 수세하여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뒤 Avidin-HRP conjugeted antibody를 100 ㎕씩 

처리하고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한 후 세척하였다. 

또한 TMB 기질을 100 ㎕씩 분주하고 어두운 곳에서 

30 분간 방치한 후 stop 용액 100 ㎕ 처리한 후 ELISA 

reader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비장 세포분리 및 사이토카인 측정  

실험 종료 후, NC/Nga Tnd mice에서 적출한 비장을 

100 mesh로 세포분리 하였다. 분리 전 T cell-specific 

mitogen인 CD3 mAb를 1 ㎍/㎖씩 96well plate에 coat-

ing한 후 4 ℃에서 overnight 후 2 회간 D-PBS로 세척하

였다. 분리한 비장세포는 ACK 용액을 이용해 적혈구

를 제거하였으며, DNCB extract로 coating한 각 well을 

5% FBS-DMEM 배양액에서 48 시간 동안 5×105 세포

씩 배양하였다. 이후 원심분리기 2,000 rpm 수준에서 

3 분간 원심분리하여 200 ㎕의 배양상청액을 얻었다. 

배양상청액 내의 IL-4, IFN-γ 및 혈청 내 IL-5와 IL-13

의 수준은 ELISA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well에 배양상

청액을 50 ㎕씩 분주하고, 25 ℃의 실온에 2 시간 동안 

둔 후 washing 완충용액을 이용해 2 회 세척 후 biotin 

conjugated anti-IgE를 혼합하여 2 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이후 2 회 더 수세한 후 완충용액으로 세척하여 

Avidin-HRP conjugeted antibody 100 ㎕ 처리 후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둔 후 다시 세척하였다. TMB 기질을 

100 ㎕씩 분주한 후 암실에서 30 분간 배양한 뒤 stop 

용액 100 ㎕을 처리하여 ELISA reader 450 ㎚ 수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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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초혈액단핵세포 (PBMCs), 액와림프절 (axillary 

lymph node, ALN) 및 등 피부조직 (dorsal skin)

에서 형광 유세포 분석

실험 종료 후, PBMCs는 NC/Nga Tnd mice의 심장을 

적출하여 heparin이 포함된 3 ㎖의 주사기로 채혈하였

다. 이후 10 ㎖의 ACK용액 (1 g KHCO3, 8.3 g NH4Cl, 

1 ℓ demineralized water + 0.1 mM EDTA)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5 분간 처리하였으며 적혈구 제거 후 1% FBS

가 포함된 PBS (FACS buffer)로 2 번씩 세척한 뒤 cell 

strainer를 이용해 세포 외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었다. 

ALN은 NC/Nga Tnd mice에서 적출하여 100 mesh로 

세포분리 후 D-PBS를 통해 5 분간 원심분리 (1700 

rpm)한 후 2 회 세척하였으며 cell strainer를 이용해 분

해되지 않은 조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등 피부

조직은 잘게 chopping하여 collagenase 1 ㎎/㎖  (in 3% 

FBS + RPMI 1640)를 첨가하여 37 ℃ shaker  (180 rpm, 

20 min)에서 배양한 후 상청액회수를 4 번 거듭하였다. 

이어서 ALN 및 등 피부조직 침윤세포의 총 세포수를 

측정한 후 모든 조직의 세포를 5×105 Cells/㎖로 하여 

4 ℃ 환경에서 면역 형광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

을 시행하였으며, 각각 anti-CD4-FITC, anti-CD8-FITC, 

anti-CD11b-FITC, anti-CD69-FITC, anti-Gr-1-PE, an-

ti-B220-PE를 넣고 얼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3회 이상 PBS로 수세 후 flow cytometry의 

FlowJo_V10 프로그램 (FlowJo, LLC, Ashland, OR, USA)

을 이용하여 CD4+, CD8+, Gr-1+/CD11b+, B220+CD69+ 

세포수를 백분율 (%)로 분석한 뒤 총 세포수를 이용해 

각 조직의 절대 세포수 (absolute number)를 측정하

였다.

(7) 등 피부조직에서 quantitative real-time PCR 

분석

① NC/Nga Tnd mouse의 등 피부조직에서 RNA 분리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Tnd mice에서 적

출한 등 피부조직을 적출하여 RNAzolB 500 ㎕를 넣고 

조직이 용해될 때까지 homogenizer를 통해 분쇄하였으

며 클로로포름 (CHCl3) 50 ㎕를 조직분쇄 혼합 부유액

에 넣은 후 15 초간 반응시켰다. 이것을 얼음에 15 분

간 담근 후 원심분리기 13,000 rpm에서 200 ㎕가량의 

상청액을 회수하였으며 2-propanol 200 ㎕와 같은 양을 

혼합한 후 천천히 흔들고 다시 얼음에 15 분간 두었다. 

이후 다시 13,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여 80%의 

EtOH로 수세하였으며 vaccum pump를 통해 3 분간 건

조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DEPC가 

처리된 20 ㎕의 증류수에 용해시켰으며 heating block 

75 ℃ 조건에서 불활성화 시킨 후 first strand cDNA 

합성에 이용하였다.

②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Total RNA 2 ㎍와 DNase I (10 U/㎕) 2 U/tube를 

37 ℃의 heating block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75 

℃에서 10 분 간 변성시켰다. 여기에 1 ㎕ random se-

quence hexanucleotides (25 pmole/25 ㎕), 2.5 ㎕ 10mM 

dNTPs mix, 1 ㎕ RNase inhibitor (20 U/㎕), 1 ㎕ 100 

mM DTT, 4.5 ㎕ 5×RT buffer (250 mM Tris-HCl, pH 

8.3, 375 mM KCl, 15 mM MgCl2)를 가한 후, 1 ㎕의 

M-MLV RT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200 U/㎕를 더하였다. 이

것을 DEPC가 처리된 증류수로 최종 부피가 20 ㎕이 

되도록 만들어 잘 섞은 뒤 5 초 동안 2,000 rpm으로 

원심 침강하였다. 그리고 60 분 간 37 ℃의 heating 

block에 반응시켜 first-strand cDNA 합성 후 5 분간 95 

℃에서 방치하여 M-MLV RT를 불활성화 시켰다. 이렇

게 합성이 완료된 cDNA를 PCR에 사용하였다. 

③ Quantitative real-time PCR

실험에는 7500 Fast Real-Time PCR system을 사용하

였으며 Mouse Olionucleotid의 염기배열은 Table 1과 같다.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은 SYBRⓇ Green PCR Master 

mix, internal standard는 GAPDH로 Taqman probe를 사

용하였으며, primer의 최종농도는 200 nM이 되도록 반

응시켰다. IL-5, IL-13, TGF-b1, COX-2, TNF-a mRNA 

발현은 등 피부조직을 이용해 관찰하였고 cDNA 합성

을 통해 분석하였다. Quantitative real-time PCR은 

pre-denaturation은 2 분/50 ℃, 10 분/94 ℃, 그리고 40 

cycles는 0.15 분/95 ℃, 1 분/60 ℃ 조건에서 수행하였

다. 대조군 (DNCB_CTL)은 internal standard로 GAPDH

를 통해, target group의 Quantitative PCR은 y=x (1+e)n 

(x:starting quantity, y : yield, n : number of cycles, e : 

efficiency)로 계산하여 relative quantitative (RQ)를 산출

하였다.

(8) 조직 분석

등 쪽 목 부분의 피부를 떼어내어 10% paraf-

orm-aldehyde에서 24 시간 동안 포르말린에 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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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조직을 파라핀으로 포맷하였고, 5 ㎛ 두께로 

block을 만들었다. 이후 그 조직을 염증이 유발되는 ep-

idermis, dermis, keratinocytes, neutrophils/eosinophil 및 

기타 세포와 부종을 식별하기 위해 H&E 염색을 하였

으며, toluidine blue로 비만세포를 염색하여 이를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Gene
Primer and 

probe
  Sequence

IL-4
Forward

Reverse

5'-ACAGGAGAAGGGACGCCAT -3'

5'-GAAGCCCTACAGACGAGCTCA -3'

IL-13
Forward

Reverse

5'-ATGCCCAACAAAGCAGAGAC -3'

5'-TGAGAGAACCAGGGAGCTGT-3'

TGF-β1
Forward

Reverse

5′-AAGTTGGCATGGTAGCCCTT-3′ 

5′-GCCCTGGATACCAACTATTGC-3′ 

COX-2
Forward

Reverse

5'-GGGTGTCCCTTCACTTCTTTCA-3'

5'-TGGGAGGCACTTGCATTGA-3'

TNF-α
Forward

Reverse

5'-GGCTTTCCGAATTCACTGGAGCCT-3'

5'-CCCCGGCCTTCCAAATAAATACATTCATA-3'

GAPDH VIC 5'-TGCATCCTGCACCACCAACTGCTTAG-3'

Table 1. Primer Sequence

(9) 경피수분손실량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측정

경피수분손실량 측정을 위해 Tewameter TM 210를 

이용하여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하였다. 제모된 생쥐

의 등 피부조직에 탑침을 밀착시켜 TEWL 수치가 안정

화되는 구간 (20 초~50 초)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g/m2/h). 측정부위는 제모된 등쪽에 가로×세로, 1.5×1.5 

cm의 크기로 표시하였다. 생쥐를 ethyl ether로 마취 후 

등 쪽 시험부위에 수직으로 probe를 접촉하여 60 초 

동안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하

였다.

(10) 세라마이드 대사 관련 효소  (β-glucosidase)의 

활성 측정

Glycosymceramide 및 acylglycosylceramide로부터 Ceramie 

6의 재생성에 관여하는 β-glucosidase 효소의 활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분리된 표피에 0.1 m PMSF가 첨가된 

PBS와 함께 분쇄하고, 10000× g으로 4 ℃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상층액 50 ㎕에 0.5 mM 

4-methyllumbellifery-β-D-glucopyranoside (4-MUG)가 

함유된 citrate-phosphate buffer (pH 5.6, 5 mM sodium 

taurocholate) 50 ㎕를 첨가한 후 37 ℃에서 60 분간 반

응시켰다. 1250 ㎕의 200 mM carbonate-bicarbonate 

buffer (pH 10.5)를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4-MUG

에서 전환된 4-methyllumbelliferone (4-MU)의 형광 발

색정도를 spectrofluorimeter 측정기  (excitation = 360 

nm, emission =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0∼300 nM 

농도 범위의 4-MU를 형광 측정을 위한 standard로 사

용하였다.

3. 통계 처리

실험 집단 간 수치 데이터는 각 실험군 결과값 mean 

± standard error (SEM)로 나타내었으며, 동물실험에서

는 SPSS 11.0 software  (IBM-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

iance; ANOVA) 후에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s (DMR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세포실험에서

는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이용

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p 값이 0.05, 0.01 

또는 0.001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통계적으

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Results

1. GSF_Hx의 지표성분 설정

GSF_Hx 20 ㎎/㎖, OA 0.5 ㎎/㎖, GSF_Hx 20 ㎎/㎖ 

+ OA 0.5 ㎎/㎖, EA 0.5 ㎎/㎖, GSF_Hx 20 ㎎/㎖ + EA 

0.5 ㎎/㎖을 모두 10 ㎕씩 주입하여 HPLC profiling 한 

결과, GSF_Hx에서 OA의 함량은 1.84% (18.4 ㎎/㎖), 

EA의 함량은 0.048% (0.48 ㎎/㎖)이었으며, GSF_Hx 

20 ㎎/㎖와 OA 0.5 ㎎/㎖의 그래프가 가장 일치하였다 

(Fig 1). 

2. In vitro

1) GSF_Hx의 세포독성 측정

실험에 앞서 GSF_Hx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해 

Raw264.7 cells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GSF_Hx 6.25, 12.5, 25, 50, 100 ㎍/㎖의 모든 농

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세포독성을 보이

지 않았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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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SF_Hx on cell viability in Raw264.7 cell line.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GSF_Hx (6.25, 12.5, 25, 50, 100

㎍/ml) for 24h. MTT assa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ytotoxic 

effect of Raw264.7 cells. The raph represents mean ± (SE) of at least 

3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compared with normal).

2) ELISA analysis

(1) IL-6 생성

IL-6 생산량은 정상군에서 341.25 pg/㎖로 측정되었

으며, LPS만 처리한 대조군은 8162.8 ± 11.794 pg/㎖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면역억제제 CsA를 처리

한 양성대조군은 3182.75 ± 12.485 pg/㎖로 대조군 대

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1). GSF_Hx를 처

리한 실험군에서는 25 ㎍/㎖는 7838.5 ± 0.876 pg/㎖, 

50 ㎍/㎖는 6696.9 ± 6.658 pg/㎖, 100 ㎍/㎖는 5668.35 

± 2.68 pg/㎖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

었으며 그 중 100 ㎍/㎖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p<0.05). 

EA를 처리한 실험군은, 2.5 ㎍/㎖는 7266.6 ± 9.285 pg/

㎖, 5 ㎍/㎖는 5679.45 ± 13.641 pg/㎖, 10 ㎍/㎖는 4540 

± 10.318 pg/㎖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

A. GSF_Hx 20㎎/㎖ 

B. Oleanolic acid 0.5㎎/㎖

C. GSF_Hx 20㎎/㎖ + Oleanolic acid 0.5㎎/㎖ 

D. Echinocystic acid 0.5㎎/㎖

E. GSF_Hx 20㎎/㎖ + Echinocystic acid 0.5㎎/㎖ 

Fig. 1. HPLC Profiling of GSF_Hx and analysis with two index component.
GSF_Hx was resolved by HPLC at 220 nm using 0.1% trifluoroacetic acid in water. The HPLC method was applied to quantify two chemical

markers; oleanolic acid and echinocystic acid. All samples were injected 10㎕ each. A) Representative HPLC chromatograms of GSF_Hx, B) oleanolic

acid, C) GSF_Hx mixed oleanolic acid, D) echinocystic acid, E) GSF_Hx mixed echinocys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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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으며 10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p<0.05). 

반면 OA를 처리한 실험군은, 2.5 ㎍/㎖는 8209.35 ± 

9.115 pg/㎖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5 ㎍/㎖는 

7573.35 ± 16.751 pg/㎖, 10 ㎍/㎖는 7368.6 ± 14.795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생성량이 억제되었으나 모두 

유의성은 없었다 (Fig. 3). 

Fig. 3. Inhibitory effects of GSF_Hx on IL-6 production.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CsA (cyclosporin A 10 ㎍/㎖); 

positive control, GSF_Hx (25, 50, 100 ㎍/㎖), echinocystic acid (2.5, 

5, 10 ㎍/㎖) and oleanolic acid (2.5, 5, 10 ㎍/㎖)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lipopolysaccharides, 1 ㎍/㎖) for 24 hrs. IL-6 levels

were analysed with a sandwich ELISA.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

± SE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compared 

with LPS (control), ### p<0.001 compared with normal).

(2) TNF-α 생성

TNF-α의 생산량은 정상군은 58.05 ± 0.462 pg/㎖ 

였으며, LPS만 처리한 대조군은 12896.5 ± 24.073 pg/

㎖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CsA를 처리한 양성

대조군은 5839.683 ± 24.005 pg/㎖로 대조군 대비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1). GSF_Hx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25 ㎍/㎖는 12302.13 ± 13.732 pg/㎖, 50 

㎍/㎖는 9633.867 ± 24.547 pg/㎖, 100 ㎍/㎖는 

8966.933 ± 31.52 pg/㎖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

하여 억제되었으며 50 ㎍/㎖와 100 ㎍/㎖에서 각각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5, p<0.001). EA를 처

리한 실험군은 2.5 ㎍/㎖에서 10106.42 ± 23.59 pg/㎖, 

5 ㎍/㎖는 8391.417 ± 12.54 pg/㎖, 10 ㎍/㎖는 7986.5 

± 21.8395 pg/㎖로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p<0.05). OA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도 2.5 

㎍/㎖는 11569.1 ± 18.483 pg/㎖, 5 ㎍/㎖는 10437.83 

± 30.169 pg/㎖, 10 ㎍/㎖는 10888.47 ± 29.44 pg/㎖로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p<0.05) 

(Fig. 4). 

Fig. 4. Inhibitory effects of GSF_Hx on TNF- production.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CsA (cyclosporin A 10 ㎍/㎖); 

positive control, GSF_Hx (25, 50, 100 ㎍/㎖), echinocystic acid (2.5, 

5, 10 ㎍/㎖) and oleanolic acid (2.5, 5, 10 ㎍/㎖)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lipopolysaccharides, 1 ㎍/㎖) for 24 hrs. TNF-α 

levels were analysed with a sandwich ELISA.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 ± SE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 p<0.001 compared with LPS (control), ### p<0.001 compared with

normal).

(3) NO 생성

NO의 생산량은 정상군은 12.60 pg/㎖였으며, LPS만 

처리한 대조군은 76.20 pg/㎖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

하였다. CsA를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19.43 ± 0.0046 pg/

㎖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1). 

GSF_Hx를 처리한 실험군은, 25 ㎍/㎖는 65.00 ± 0.0540 

pg/㎖, 50 ㎍/㎖는 52.20 ± 0.0135 pg/㎖, 100 ㎍/㎖는 

44.50 ± 0.0311 pg/㎖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

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5). EA를 처리한 실험군은 

2.5 ㎍/㎖에서 49.10 ± 0.0089 pg/㎖ (p<0.05), 5 ㎍/㎖

는 36.80 ± 0.0088 pg/㎖ (p<0.01), 그리고 10 ㎍/㎖는 

28.90 ± 0.0104 pg/㎖ (p<0.01)로 모두 대조군 대비 유

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OA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2.5 

㎍/㎖는 63.00 ± 0.0769 pg/㎖, 5 ㎍/㎖는 60.00 ± 

0.0148 pg/㎖, 10 ㎍/㎖는 55.00 ± 0.0468 pg/㎖로 5 ㎍/

㎖와 10 ㎍/㎖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였다 (p<0.05) (Fig. 5). 

3) Western blot analysis

(1) MAPKs 인산화 신호전달 기전

GSF_Hx가 MAPKs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pERK, pp38, pJNK 단백질 발현을 ERK, 

p38, JNK 전사 인자와 각각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LPS만 처리한 대조군 (LPS-CTL)은 정상군에 비하여 단

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다. pERK 단백질 발현은 GSF_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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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5 ㎍/㎖, 50 ㎍/㎖, 100 ㎍/㎖), EA, OA 

각각으로 처리한 실험군 (LPS-GSF_Hx, LPS-EA, LPS-OA)

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pp38 단백질 발

현은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수치를 

보였으며 GSF_Hx 50 ㎍/㎖, 100 ㎍/㎖ 및 EA, OA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특히 현저하였다. pJNK 단백질 발

현은 GSF_Hx를 12.5 ㎍/㎖, 25 ㎍/㎖, 50 ㎍/㎖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오히려 대조군 대비 증가하였으며, 

GSF_Hx 100 ㎍/㎖, EA, OA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소하

였다 (Fig. 6).

(2) NF-κB p65 translocation 신호전달 기전

NF-κB p65의 단백질 발현은 β-actin, YY-1을 기준

으로 LPS만 처리한 대조군 (LPS-CTL)이 정상군에 비하

여 증가되었다. Cytosolic (세포액)분획에서는 GSF_Hx 

12.5 ㎍/㎖와 OA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단백질 발

현이 증가하였고 기타 실험군에서는 감소 수치를 나타

내었으나 차이가 미미하였다. Neclear (핵 내)분획에서

는 GSF_Hx (12.5 ㎍/㎖, 25 ㎍/㎖, 50 ㎍/㎖, 100 ㎍/㎖), 

EA, OA를 처리한 모든 실험군 (LPS-GSF_Hx, LPS-EA, 

LPS-OA)에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특히 

GSF_Hx 50 ㎍/㎖, 100 ㎍/㎖ 및 EA, OA 처리군에서 

효과가 현저하였다 (Fig 7).

Fig. 6. Effect of GSF_Hx on signal molecules in MAPKs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GSF_Hx (12.5, 25, 50, 100 ㎍/㎖),

EA (10 ㎍/㎖) and OA (10 ㎍/㎖)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lipopolysaccharides, 1 ㎍/㎖) for 30 mins. The nuclear fractions were

gained with nuclear extract kit and subjected to SDS-PAGE. Total nuclear

fractions were electrophoresed and analyzed with Western blot using 

pERK, ERK, pJNK, JNK, pp38, p38 and β-actin specific antibodies. 

The data presented are representativ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Fig. 7. Effects of GSF_Hx on signal molecules in NF-κB 
p65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GSF_Hx (12.5, 25, 50, 100 ㎍/㎖), 

EA (10 ㎍/㎖) and OA (10 ㎍/㎖)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lipopolysaccharides, 1 ㎍/㎖) for 30 mins. The cystolic and nuclear

fractions were gained with nuclear extract kit and subjected to SDS-PAGE.

Total fractions were electrophoresed and analyzed with Western blot using

NF-κB p65, β-actin and YY-1 specific antibodies. The data presented 

are representativ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Fig. 5. Inhibitory effects of GSF_Hx on NO production.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CsA (cyclosporin A 10 ㎍/㎖); 

positive control, GSF_Hx (25, 50, 100 ㎍/㎖), echinocystic acid (2.5, 

5, 10 ㎍/㎖) and oleanolic acid (2.5, 5, 10 ㎍/㎖)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lipopolysaccharides, 1 ㎍/㎖) for 24 hrs. NO levels

were analysed by a sandwich ELISA.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 

± SE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compared 

with LPS (control), ### p<0.001 compared with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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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vivo

1) 피부 병변의 임상적 호전 변화 관찰 

DNCB를 도포한 대조군에서는 소양감으로 긁는 행

동을 포함하여 홍반, 구진, 인설, 가피, 부종, 태선화 등

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면역억제제 FK506를 도포한 양

성대조군은 대조군에 비해 피부 발진이 줄어들었으며, 

실험군인 GSF_Hx 100 ㎎/㎏, GSF_Hx 50 ㎎/㎏, EA 10 

㎎/㎏, OA 25 ㎎/㎏ 투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등 부

위 피부 병변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Fig. 8).

2) 피부 임상 평가 (Skin clinical score)

아토피성 피부 발진이 유발된 NC/Nga Tnd mice의 

피부 임상평가는 erythema/hemorrhage (소양행동을 동

반한 홍반), scarring/dryness (인설 및 가피), excoriation/ 

erosion (태선화)을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점으로 점수화하여 군별 평균값을 기록하였으

며 10 주, 12 주, 14 주에 각각 2 주 간격으로 평가하

였다.

정상군은 0.20 점에서 4 주 후 0.80 점으로 증가하

였으며, DNCB만 처리한 대조군은 2.63 점에서 4.06 

점으로 증가하였다. 양성 대조군과 실험군은 모두 대

조군에 비해 점수가 감소하였다. FK506를 처리한 양

성대조군은 2.56 점에서 1.44 점으로 감소하였으며, 

GSF_Hx 100 ㎎/㎏ 투여군은 2.30 점에서 1.80 점, 

GSF_Hx 50 ㎎/㎏은 2.50 점에서 2.25 점, EA 10 ㎎/㎏

은 2.70 점에서 1.55 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OA 25 

㎎/㎏ 투여군은 2.55 점에서 2.60 점으로 약간 증가하

였다 (Fig. 9).

Fig. 8. Topical application of GSF_Hx, EA and OA improved the clinical features of dermatitis in NC/Nga Tnd mouse.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Symptoms

were evaluated by skin dryness, eruption and wound on the back.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  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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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청 IgE에 미치는 영향

혈청 내 IgE의 수준은 10 주와 14 주, 총 2 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정상군은 37.94 pg/㎖에서 4주 후 556.69 

pg/㎖로 증가하였으며, DNCB만 처리한 대조군은 

6078.66 pg/㎖에서 32178.99 pg/㎖로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FK506를 도포한 양성 대조군은 

4386.38 pg/㎖에서 8229.36 pg/㎖로 증가하였으며, 

GSF_Hx 50 ㎎/㎏ 투여군은 2613.95 pg/㎖에서 8670.46 

pg/㎖, OA 25 ㎎/㎏ 투여군은 4824.63 pg/㎖에서 

11840.52 pg/㎖로 증가하였다. 반면, GSF_Hx 100 ㎎/

㎏과 EA 10 ㎎/㎏ 투여군은 각각 3962.42 pg/㎖에서 

3583.59 pg/㎖, 5622.33 pg/㎖에서 2240.01 pg/㎖로 모

든 실험군에서 10주 대비 14주에 IgE 수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01) (Fig. 10).

Fig. 9. Skin clinical score of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Skin 

clinical score were evaluated by erythema/hemorrhage, scarring/dryness and excoriation/erosion every 2 weeks.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Fig. 10. Serum IgE elevation release and development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After

NC/Nga Tnd mice were anesthetized with ether, immediately blood was gathered from the retro-orbital plexus with syringes contained heparin.

Total IgE levels were analyzed with a sandwich ELISA.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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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장세포 내의 IL-4, IL-5, IL-13, IFN-γ 생성

비장세포 배양상층액내 IL-4 생성량은 정상군은 

85.94 pg/㎖였으며, 대조군에서는 179.79 pg/㎖로 정상

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은 99.12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01). 

GSF_Hx 50 ㎎/㎏ 투여군은 113.81 pg/㎖ (p<0.001), 

GSF_Hx 100 ㎎/㎏은 84.23 pg/㎖ (p<0.001), EA 10 ㎎/

㎏은 88.83 pg/㎖ (p<0.001), OA 25 ㎎/㎏은 123.08 pg/

㎖ (p<0.01)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다 (Fig. 11A).

IL-5 생산량은 정상군에서는 66.46 pg/㎖, 대조군에

서는 1052.57 pg/㎖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

성대조군은 25.11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게 억제되었다 (p<0.001). 실험군에서 GSF_Hx 50 ㎎/

㎏ 투여군은 399.20 pg/㎖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p<0.01), GSF_Hx 100 ㎎/㎏은 

571.49 pg/㎖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EA 10 ㎎/㎏ 투여군에서는 343.09 pg/㎖ 로 대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게 감소하였고, OA 25 

㎎/㎏에서도 831.88 pg/㎖ 로 대조군에 비해 억제되었

 

 

Fig. 11. Culture supernatant IL-4, IL-5, IL-13 and IFN-γ level in splenocytes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Splenocytes

from mice at 15 weeks age were re-stimulated with anti-CD3 (0.5 ㎍/㎖) for 48 hrs. IL-4, IL-5, IL-13 and IFN-γ release levels were analyzed with

a sandwich ELISA.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p<0.01,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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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1B).

IL-13 생성량은 정상군에서는 203.31 pg/㎖, 대조군

은 340.59 pg/㎖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

대조군은 151.93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게 억제하였다 (p<0.001). GSF_Hx 50 ㎎/㎏은 252.62 

pg/㎖ (p<0.05), GSF_Hx 100 ㎎/㎏은 160.80 pg/㎖ 

(p<0.001), EA 10 ㎎/㎏은 178.46 pg/㎖ (p<0.001), OA 

25 ㎎/㎏은 241.79 pg/㎖ (p<0.05)로 모두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Fig. 11C).

IFN-γ 생산량은 정상군에서는 345023.53 pg/㎖, 대

조군은 1612823.17 pg/㎖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

고, 양성대조군은 629068.19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p<0.01). GSF_Hx 50 ㎎/㎏은 

1425654.75 pg/㎖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

은 없었고, GSF_Hx 100 ㎎/㎏ 투여군에서는 204395.03 

pg/㎖ (p<0.001), EA 10 ㎎/㎏은 481808.01 pg/㎖ 

(p<0.001), OA 25 ㎎/㎏은 718350.85 pg/㎖ (p<0.01)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Fig. 

11D).

5) PBMCs, ALN, 등 피부조직에서 형광 유세포 분석 

(1) ALN과 등 피부 조직에서의 총 세포수 측정

ALN에서의 총 세포수는 정상군에서 400 ×104, 대조

군에서는 1925 ×104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는 550 ×104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1). GSF_Hx 50 ㎎/㎏ 투여군

에서는 1091 ×104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으며, GSF_Hx 100 ㎎/㎏ 투여군에서는 620.5 

×104 (p<0.01), EA 10 ㎎/㎏ 투여군에서는 510.5 ×104 

(p<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OA 25 ㎎/㎏ 투여군은 1222 ×104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2A).

등 피부 조직에서의 총세포수는 정상군에서 89.5 ×104, 

대조군에서는 1205.5 ×104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

였고, 양성대조군에서는 138 ×104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p<0.001) 있게 감소하였다.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815 ×104 (p<0.01), GSF_Hx 100 ㎎/㎏ 

투여군에서는 519.5 ×104 (p<0.001), EA 10 ㎎/㎏ 투여

군에서는 465 ×104 (p<0.001), OA 25 ㎎/㎏ 투여군에

서는 844 ×104 (p<0.01)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Fig. 12B).

  

Fig. 12. Total cell number of ALN and dorsal skin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Total 

cell count was (A) in NC/Nga Tnd mice ALN and (B) in NC/Nga Tnd mice dorsal ski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1,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1, ###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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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역형광염색에 의한 cell contents 변화

① PBMCs에서 세포 백분율 변화

CD4+ Th 총 세포 백분율은 정상군에서 28.1 ± 

1.70%이며, 대조군에서 32.6 ± 0.45%로 정상군에 비

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은 45.4 ± 0.10%로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0.001). 

GSF_Hx 50 ㎎/㎏ 투여군은 24.5 ± 0.55% (p<0.001), 

GSF_Hx 100 ㎎/㎏은 20.2 ± 0.60% (p<0.001), EA 10 

㎎/㎏은 14.1 ± 0.90% (p<0.001), OA 25 ㎎/㎏은 19.4 

± 0.75% (p<0.01)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는 감소를 보였다 (Fig. 13A).

CD8+ Tc 총 세포 백분율은 정상군에서 7.5 ± 1.50%

이며, 대조군에서 10.5 ± 1.55%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

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12.5 ± 1.00%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0.001). GSF_Hx 50 

㎎/㎏ 투여군은 7.4 ± 0.35%, GSF_Hx 100 ㎎/㎏은 8.2 

± 0.55%, EA 10 ㎎/㎏은 7.2 ± 0.10%, OA 25 ㎎/㎏은 

7.0 ± 1.80%로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 (Fig. 13A).

Gr-1+/CD11b+ 총 세포 백분율은 정상군에서 2.5 ± 

0.17%이며, 대조군에서 7.3 ± 0.86%로 정상군에 비하

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3.0 ± 0.27%로 대조군

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1).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6.7 ± 0.40%, GSF_Hx 100 ㎎/

㎏은 5.2 ± 0.06%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EA 10 ㎎/㎏은 1.7 ± 0.47%

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게 감소하였고, 

OA 25 ㎎/㎏은 6.5 ± 0.22%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3B).

  

Fig. 13. Effects of GSF_Hx, EA and OA on FACS analysis in PBMCs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The

immunofluorescence staining was carried out on PBMCs in gathered blood. Then PBMCs were washed thrice and measured by flow cytometer.

Total cell content percent of CD4+, CD8+ was (A) and Total cell content percent of Gr-1+/CD11b+ was (B) in NC/Nga Tnd mice PBMCs.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1,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1, ###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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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LN에서 총 절대 세포수 변화

CD4+ Th의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은 1.81 ± 

0.45×105였으며, 대조군은 4.49 ± 1.32 ×105로 정상군

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은 1.51 ± 0.30 ×105

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5).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2.50 ± 0.73 ×105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GSF_Hx 100 ㎎/㎏은 1.60 ± 0.40 ×105 (p<0.05), EA 

10 ㎎/㎏은 1.31 ± 0.25 ×105 (p<0.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OA 25 ㎎/㎏ 투여군은 3.40 

± 0.06 ×105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 (Fig. 14A). 

CD8+ Tc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에서 0.96 ± 0.02 

×105였으며, 대조군에서 5.83 ± 2.38 ×105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1.57 ± 0.46 ×105

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실

험군은 GSF_Hx 50 ㎎/㎏ 투여군에서 2.54 ± 0.76 ×105, 

GSF_Hx 100 ㎎/㎏에서 2.10 ± 0.27 ×105, EA 10 ㎎/㎏

에서 1.73 ± 0.12 ×105,  OA 25 ㎎/㎏에서 4.11 ± 0.77 

×105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모두 유의성은 

없었다 (Fig. 14A).

B220+/CD69+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에서 1.02 ± 

0.26 ×105였으며, 대조군에서 8.13 ± 1.77 ×105로 정상

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1.24 ± 0.17 

×105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1).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3.62 ± 0.94 

×105 (p<0.05), GSF_Hx 100 ㎎/㎏에서는 1.56 ± 0.19 

×105 (p<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였다. EA 10 ㎎/㎏에서는 1.28 ± 4.10 ×105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이 없었고, OA 25 ㎎/㎏은 

3.84 ± 0.93 ×105 (p<0.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Fig. 14B).

  

Fig. 14. Effects of GSF_Hx, EA and OA on FACS analysis in ALN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ALN 

(5×105 cells/㎖) were isolated, and then the ALN cells were washed thrice and measured by flow cytometer. Total absolute number of CD4+,

CD8+ was (A) and B220+/CD69+ was (B) in NC/Nga Tnd mice ALN.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5, ###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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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 피부조직에서 총 절대 세포수 변화 

CD4+ Th의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은 2.26 ± 0.45 

×105였으며, 대조군에서 4.78 ± 1.41 ×105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1.48 ± 00.19 ×105

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5).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4.61 ± 1.13 ×105로 대

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GSF_Hx 

100 ㎎/㎏에서는 1.92 ± 0.27 ×105 (p<0.05), EA 10 ㎎/

㎏에서는 1.39 ± 0.16 ×105 (p<0.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OA 25 ㎎/㎏ 투여군은 3.36 

± 1.62 ×105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 (Fig. 15A).

CD8+ Tc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에서 1.35 ± 0.52 

×105였으며, 대조군에서 4.64 ± 1.14 ×105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1.66 ± 0.09 ×105

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1).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4.80 ± 0.53 ×105로 대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GSF_Hx 100 ㎎/㎏에서는 

2.20 ± 0.48 ×105 (p<0.05), EA 10 ㎎/㎏에서는 1.60 ± 

0.31 ×105 (p<0.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다. OA 25 ㎎/㎏에서는 3.04 ± 3.50 ×105로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5A).

Gr-1+/CD11b+ 총 절대 세포수는 정상군에서 4.58 ± 

1.80 ×105였으며, 대조군에서 12.08 ± 2.28 ×105로 정

상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에서 7.17 ± 

2.68 ×105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

었다.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12.43 ± 1.22 

×105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GSF_Hx 100 ㎎/㎏

에서는 4.96 ± 0.25 ×105 (p<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EA 10 ㎎/㎏은 3.16 ± 0.54 

×1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p<0.01), OA 25 ㎎/㎏은 9.23 ± 0.59 ×105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5B).

 

Fig. 15. Effects of GSF_Hx, EA and OA on FACS analysis in dorsal skin tissue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Dorsal

skin cells (5×105 cells/㎖) of NC/Nga Tnd mice were isolated, and then washed thrice and measured by flow cytometer. Total absolute number

of CD4+, CD8+ was (A) and Gr-1+CD11b+ was (B) in NC/Nga Tnd mice dorsal skin cells.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조협 (皂莢, Gleditsiae Fructus) n-hexane 추출물이 NC/Nga Tnd mouse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93

6) 등 피부조직에서 mRNA 유전자 발현 분석

IL-4 mRNA 유전자 발현은 정상군은 0.30 ± 0.107

이었고, 대조군은 1.77 ± 0.367로 정상군 대비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0.58 ± 0.058로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p<0.01).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1.24 ± 0.250로 대조군

에 비해 발현이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GSF_Hx 100 ㎎/㎏은 0.70 ± 0.166 (p<0.01), EA 10 ㎎/

㎏에서는 0.36 ± 0.037 (p<0.01)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OA 25 ㎎/㎏은 1.08 ± 0.191로 대조

군 대비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Fig. 

16A).

IL-13 mRNA 유전자 발현은 정상군은 0.33 ± 0.079

이었고, 대조군은 1.49 ± 0.236로 정상군 대비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0.45 ± 0.118로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p<0.001). 

GSF_Hx 50 ㎎/㎏ 투여군에서는 1.51 ± 0.259,로 대조

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되었다. GSF_Hx 100 ㎎/㎏에서

는 0.73 ± 0.108 (p<0.01), EA 10 ㎎/㎏ 투여군은 0.61 

± 0.072 (p<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억제되

었으며, OA 25 ㎎/㎏은 1.07 ± 0.156로 대조군에 비하

여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6B).

TGF-β1 mRNA 유전자 발현은 정상군은 0.46 ± 

0.165이었고, 대조군은 1.44 ± 0.223로 정상군에 비하

여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0.39 ± 

0.077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p<0.001). GSF_Hx 50 ㎎/㎏ 투여군은 1.70 ± 0.284,로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되었다. GSF_Hx 100 ㎎/㎏

은 1.03 ± 0.162로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EA 10 ㎎/㎏은 0.51 ± 0.073 

(p<0.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으며, 

OA 25 ㎎/㎏ 에서는 1.16 ± 0.251로 대조군에 비하여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6C).

COX-2 mRNA 유전자 발현은 정상군은 0.29 ± 

0.064, 대조군은 1.41 ± 0.218로 정상군에 비하여 유전

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0.63 ± 0.162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p<0.01). 

GSF_Hx 50 ㎎/㎏은 0.96 ± 0.143,로 대조군에 비해 발

현이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GSF_Hx 100 ㎎/

㎏은 0.77 ± 0.165 (p<0.05), EA 10 ㎎/㎏은 0.43 ± 

0.038 (p<0.00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억제되

었으며, OA 25 ㎎/㎏은 0.82 ± 0.259로 대조군에 비하

여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6D).

TNF-α mRNA 유전자 발현은 정상군은 0.97 ± 

0.077, 대조군은 1.44 ± 0.222로 정상군 대비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다. 양성대조군은 0.58 ± 0.065로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p<0.01). 

GSF_Hx 50 ㎎/㎏은 0.88 ± 0.122 (p<0.05), GSF_Hx 

100 ㎎/㎏은 0.80 ± 0.174 (p<0.05), EA 10 ㎎/㎏은 0.58 

± 0.147 (p<0.01), OA 25 ㎎/㎏은 0.80 ± 0.199 (p<0.05)

로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Fig. 

16E).

7) 등 피부의 조직검사 및 분석

H&E 염색분석 결과, 정상군 (Fig. 17A)의 피부조직

에 비해 대조군 (Fig. 17B)의 epidermis 두께가 과형성 

및 확장되었으며 (green arrow), 주변 조직세포의 부전

각화증, 색소침착, 비만세포의 침윤, 과립 생성 등이 증

가하였다. FK506을 처리한 양성대조군 (Fig. 17C)의 

epidermis의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

으며, 일부는 정상군과 비슷한 정도였다. 그 주변의 각

화증상, 비만세포 침윤, 과립 생성 등은 감소하였다. 실

험군에서 GSF_Hx 100 ㎎/㎏ 투여군 (Fig. 17D)의 epi-

dermis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주변 조직의 세포 침착, 부전각화증, 과립 생성, 비만세

포의 침윤 등이 감소하였다. GSF_Hx 50 ㎎/㎏ 투여군 

(Fig. 17E)의 epidermis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줄었으나 

그 정도가 GSF_Hx 100 ㎎/㎏ 투여군보다는 적었다. 그 

주변 세포조직의 부전각화 및 과각화증, 색소침착, 과

립 생성, 비만세포의 침윤 등은 감소하였다. EA 10 ㎎/

㎏ 투여군 (Fig. 17F)과 OA 25 ㎎/㎏ 투여군 (Fig. 17G)

의 epidermis 두께는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으

며, 주변의 과각화, 부전각화증, 색소침착, 과립 생성, 

비만세포의 침윤 등이 감소하였다. 

Toluidine blue 염색에서는, 대조군 (Fig. 17I)의 der-

mis 주변에는 비만세포 (green arrow)의 침윤의 많이 관

찰되었으나, 양성대조군 (Fig. 17J)에서는 대조군에 비

해 비만세포가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 GSF_Hx 100 ㎎/

㎏ (Fig. 17K)와 GSF_Hx 50 ㎎/㎏ 투여군 (Fig. 17L)에

서는 비만세포의 침윤이 대조군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

고, EA 10 ㎎/㎏ 투여군 (Fig. 17M), OA 25 ㎎/㎏ 투여

군 (Fig. 17N)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비만세포

가 감소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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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s of GSF_Hx, EA and OA on IL-4, IL-13, TGF-β1, COX-2 and TNF-α mRNA expression in dorsal skin
tissue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IL-4 (A),

IL-13 (B), TGF-β1 (C), COX-2 (D) and TNF-α (E) mRNA synthesized by real-time PCR was analyzed. The amount of SYBR green was analyzed

at the end of each cycle. The cycle number at which the excrete intensity of the sample towers above the baseline was named the RQ (relative quantitative).

Real-time PCR was carried out in duplicate and analyzed with the Applied Biosystems 7500 real-time PCR system.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5, ## p<0.01, ###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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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Histological features of dorsal skin group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NC/Nga

Tnd mice skin biopsy were dy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and the result showed the change of the epidermis (green arrow) with bright

microscope (×200). NC/Nga skin biopsy were dyed with toluidine blue and exposes the degranulated mast cells (green arrow) in the dermis by

bright microscope (×200).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 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 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chinocysitic Acid 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leanolic Acid 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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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부 보습 평가

(1) 경피수분손실량 측정

등 피부에서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은 1.8 ± 0.56 g/hr/㎡이었으며 대조군은 6.6 ± 1.89 g/hr/

㎡로 정상군에 비해 수분 손실량이 많았다. FK506을 처

리한 양성대조군은 3.1 ± 1.79 g/hr/㎡ 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1). GSF_Hx 50 ㎎/㎏ 투

여군은 5.2 ± 1.31 g/hr/㎡ (p<0.05), GSF_Hx 100 ㎎/㎏은 

3.8 ± 0.69 (p<0.01), EA 10 ㎎/㎏은 3.1 ± 0.72 (p<0.001), 

OA 25 ㎎/㎏은 3.5 ± 0.68 (p<0.01)로 대조군에 비해 수

분 손실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Fig. 18).

(2) 세라마이드 대사 관련 효소의 활성 측정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의 기능을 평가하

기 위해 관련 효소인 β-glucosidase를 측정한 결과, 정상

군은 25.14 unites/L였으며, 대조군은 4.46 unites/L로 정

상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FK506을 처리한 양성대조군

은 17.46 unites/L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p<0.05). GSF_Hx 50 ㎎/㎏ 투여군은 11.89 

unites/L로 대조군에 비해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

은 없었고, GSF_Hx 100 ㎎/㎏ 투여군은 18.43 unites/L

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p<0.05). 

EA 10 ㎎/㎏ 투여군은 24.64 unites/L (p<0.01), OA 25 

㎎/㎏은 16.94 unites/L (p<0.05)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19).

Fig. 18. Topical application of GSF_Hx increases stratum corneum hydration and decreases transepidermal water 
loss(TEWL) in hairless dorsal skin of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TEWL

was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DNCB treatment. Topical application of GSF_Hx, EA and OA decreased TEWL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 p<0.001 compared with DNCB-CTL, ### p<0.001 compared

with NC/Nga-Nr).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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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현재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주로 염증 반

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이용

한 증상 경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외 tacrolimus, 

pimecrolimus 등의 면역억제제, 광선 치료법 등이 이용

되고 있다28,29-31).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 억

제 작용이 있어 무기력증, 집중력 장애, 졸림 등을 유발

시키고 영아에서는 흥분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29,32), 

스테로이드제는 Th2 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면역력과 피부장벽을 약화시키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

을 높인다33). 또한 영유아에서는 장기간 고강도의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 시 기저귀 발진 및 외인성 쿠싱 증

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31). 국내 아토피 피부

염 환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34)에 의하면 대상 

환자 부모의 67.5%가 스테로이드에 거부감을 보였으

며 이는 과거 국소 스테로이드제 사용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31).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효능을 가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한약 처방이나 천연 약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5).

본 실험에 쓰인 조협 (Gleditsiae Fructus)의 氣味는 辛
鹹, 性은 溫하며 有小毒하고 肺, 大腸에 歸經한다1). 조

협의 효능에는 通關節, 利九竅, 消炎, 破癥痂, 殺蟲, 散
結消腫 등이 있으며 勞瘵, 腫毒, 風癬, 疥癩 등의 치료

에 이용되었고1,2,36), ≪東醫寶鑑≫2)에서는 작은 부스

럼, 종기, 땀띠 및 여드름 등 피부 질환에 군약으로 

다용되었다. 최근에는 조협의 항염, 항암, 항산화, T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 및 자외선 차단, 피부 미백 

효능 연구6-12)와 더불어 천식, 비염 등 앨러지성 질환

에서 조협의 항앨러지 및 항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3-5).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접

하지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앞서 진행한 조협의 항염 

효능 연구21)를 발전시켜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학적 

기전에 따른 조협의 항염, 항아토피 및 피부 보습 효

Fig. 19. Glucocerebrosidase(β-glucosidase) activity of GSF_Hx in skin tissue in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ouse 
induced by DNCB.

Atopic dermatitis NC/Nga Tnd mice were induced by DNCB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for 3 weeks (5 mice that were in each group). β-glucosidse

activity levels were analyzed using a spectrofluorimeter (excitation = 360nm, emission = 450nm) after centrifugation of epidermis. Each point signified

the mean ± S.E of three mice (* p<0.05, ** p<0.01 compared with DNCB-CTL).

NC/Nga-Nr (normal group) : Non treated group

DNCB-CTL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DNCB-FK506 (positive control group) : DNCB treatment with 100 ㎍ FK506 (tacrominus 0.1%) 

DNCB-GSF_Hx-5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50 ㎎/㎏ GSF_Hx

DNCB-GSF_Hx-10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0 ㎎/㎏ GSF_Hx

DNCB-EA-10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10 ㎎/㎏ EA

DNCB-OA-25 mg/kg : DNCB treatment with orally administration of 25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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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고 조협의 지표성분 및 활성성분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앞서 70% 에탄올로 추출한 조협에 n-hexane 

(n-Hx)을 3회씩 반복 추출하여 분획한 후 감압 농축하

여 n-Hx 층 0.57 g (GSF_Hx)을 얻었으며, GSF_Hx를 

HPLC로 분석한 결과, oleanolic acid (OA)와 echinocystic 

acid (EA)가 조협의 지표성분으로 확인되었다. HPL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화학적 지

문을 분리,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혼합

물 시료와 기준이 되는 화학적 참조 물질을 동일한 크

로마토그램 내에서 분리하여 각 그래프 상에 상대 체

류시간으로 계산된 peak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비

교해 혼합물의 지표 성분을 추정해 낼 수 있다16). 기존 

연구12,15,16)에서 OA와 EA는 조협의 지표 성분으로 정

량화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성분을 표준 시료로 설정하였다.

GSF_Hx의 Raw264.7 cells에 대한 세포독성을 측정

한 결과, GSF_Hx는 6.25, 12.5, 25, 50, 100 ㎍/㎖의 모

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 2). 이후 

LPS (lipopolysaccharide)를 처리한 Raw264.7 cells에 

GSF_Hx 25, 50, 100 ㎍/㎖, OA 2.5, 5, 10 ㎍/㎖, EA 

2.5, 5, 10 ㎍/㎖을 적용한 후 각각의 항염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IL-6, TNF-α, NO의 생성량을 ELI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Raw264.7 cells

는 대식세포 (Macrophage)의 일종으로 염증 반응이 일

어나면 다양한 cytokines 및 NO를 생산하여 감염초기 

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람음성균의 세포외

막에 존재하는 LPS는 monocytes 혹은 Raw 264.7 cells와 

같은 대식세포에서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IL-1β (Interleukin-1β), IL-6 (Interleukin-6) 등의 염증 

유도 cytokines를 증가시킨다37). 실험 결과, IL-6의 생성

량은 GSF_Hx, OA, EA의 모든 실험군에서 LPS만을 처

리한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으나 GSF_Hx 100 

㎍/㎖, EA 10 ㎍/㎖에서만 유의성 (p<0.05)이 나타났다 

(Fig. 3). TNF-α는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 대비 생성

이 억제되었으며 GSF_Hx 25 ㎍/㎖를 제외한 나머지에

서 모두 유의성 (p<0.05 또는 p<0.001)이 있었다 (Fig. 

4). NO의 생성량 또한 모든 군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OA 2.5 ㎍/㎖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성 (p<0.05 또는 

p<0.01)이 있었다 (Fig. 5). 이를 통해 조협의 n-hexane 

추출물은 대식세포의 염증 사이토카인 및 NO 생성 억

제를 통한 항염증 효능을 가지며, 지표 성분 EA가 OA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활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GSF_Hx의 MAPKs의 인산화 신호전달 및 NF-κB 

p65 translocation 신호전달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west-

ern blot을 통해 MAPKs (ERK, p38, JNK) 및 NF-κB 

p65 전사 인자의 단백질 발현을 관찰하였다. MAPK는 

세포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핵 내로 전달하여 세포 성

장, 분화 및 사멸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염증신호전달

계로 반응하는 기질 종류에 따라 ERK, JNK, p38로 분

류되며,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이들이 인산화 (pJNK, 

pERK, p38) 되면서 전사인자인 NF-κB의 핵 내로의 이

동을 촉진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유전자를 작

동시키게 된다. ERK와 p38은 각각 IL-13, IL-4 생산에 

중요한 신호가 되며, JNK는 T 세포 활성에 관여하는 

전사에 중요한 인자이다38). 실험 결과, pERK와 pp38의 

단백질 발현은 GSF_Hx, EA, OA를 투여한 모든 실험

군에서 대조군 대비 억제되었고, pJNK의 발현은 

GSF_Hx 100 ㎍/㎖, EA, OA를 처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었다. 특히 pp38은 GSF_Hx 50, 100 ㎍/㎖, 

EA, OA 투여군에서, pJNK는 GSF_Hx 100 ㎍/㎖, EA, 

OA를 처리한 군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Fig. 6). 

이를 통해, GSF_Hx 100 ㎍/㎖, EA, OA는 MAPKs 인자

의 단백질 발현 억제하여 MAPK 신호전달계 기전을 

방해하며 특히 pp38과 pJNK 억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NF-κB 전사인자의 발현은 Cystosolic 분획과 

Neclear 분획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으며, Neclear 분획

에서 GSF_Hx, EA, OA를 처리한 모든 실험군이 대조

군과 비교했을 때 NF-κB p65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을 

관찰하였다 (Fig 7). NF-κB는 염증신호전달 전사인자

로서 여러 자극에 의해 핵 안으로 들어가 NF-κB bind-

ing site에 결합하여 염증관련 유전자 등의 발현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한다39). 이를 통해 GSF_Hx, EA, OA가 

NF-κB의 핵 내로의 이동을 차단하여 염증성 사이토카

인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In vitro 실험 결과, GSF_Hx 및 EA, OA는 대

식세포에서 분비되는 IL-6, TNF-α와 NO의 생성을 유

의하게 억제하고, MAPK 전사전달계 및 NF-κB 전사인

자의 활성을 방해함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GSF_Hx, EA, OA가 

실제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증상에도 효과적인지 알아

보기 위해 NC/Nga Tnd mouse를 이용하여 In vivo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NC/Nga Tnd mouse는 아토피 피부염

의 면역학적 반응이 사람의 것과 유사하여 아토피 피

부염의 병리 기전 연구 및 치료 약물의 효과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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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모델이다40,41). 본 연구에서는 NC/Nga Tnd 

mouse에 DNCB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여 대조군으

로 설정하였으며, 소양감으로 긁는 행동과 함께 홍반, 

구진, 인설, 가피, 부종, 태선화 등의 증상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GSF_Hx 100 ㎎/㎏, GSF_Hx 50 ㎎/㎏, EA 

10 ㎎/㎏, OA 25 ㎎/㎏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모두 대

조군에 비해 피부 병변이 감소되었다 (Fig. 8). NC/Nga 

Tnd mouse의 이러한 피부 증상을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로 점수화하여 약물 투여 후 2, 

4, 6 주 총 3 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GSF_Hx 100 ㎎/㎏ 

투여군은 평균 2.30 점에서 1.80 점, GSF_Hx 50 ㎎/㎏ 

투여군은 2.50 점에서 2.25 점, EA 10 ㎎/㎏ 투여군은 

2.70 점에서 1.55 점으로 감소하였으며, OA 25 ㎎/㎏ 

투여군은 2.55 점에서 2.60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Fig. 9). 이를 통해 조협 추출물의 항아토피 효능을 확

인하였으며 EA가 OA에 비해 피부 임상 증상을 완화시

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협 추출물이 혈청 내 Ig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약물 투여 후 2 주와 6 주, 총 2 회에 걸쳐 

혈청 내 IgE 수준을 측정하였다. 4주의 측정 기간 동안 

IgE 수치의 감소를 보인 실험군은 GSF_Hx 100 ㎎/㎏

와 EA 10 ㎎/㎏ 투여군 이었으며 나머지에서는 IgE의 

수치가 증가하였다. 그 중 DNCB만을 처리한 대조군에

서 IgE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실험군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IgE의 수준이 유의하게 

(p<0.001) 낮았다 (Fig. 10). 이를 통해 GSF_Hx와 두 지

표 성분 모두 IgE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GSF_Hx 100 ㎎/㎏과 EA가 가장 높은 효과를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NC/Nga Tnd mice의 비장을 적출

하여 비장세포의 배양상층액 내 IL-4, IL-5, IL-13, IFN-

γ 단백질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IL-4, IL-13의 

생성량은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p<0.01 또는 p<0.001) 있게 감소하였으며 

(Fig. 11A, C), IL-5의 생성은 GSF_Hx 100 ㎎/㎏와 OA 

25 ㎎/㎏ 투여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또는 p<0.01) 있게 억제되었다 

(Fig. 11B). IFN-γ는 GSF_Hx 50 ㎎/㎏ 투여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또는 

p<0.01) 있게 감소되었다 (Fig. 11D). Th1 세포에서 유

발되는 IFN-γ과 Th2 세포의 사이토카인인 IL-4, IL-5, 

IL-13이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모두 상승한 것은 

실험이 종료된 15주령 NC/Nga Tnd mouse의 아토피 

피부염이 초기 단계에서 2차 감염이 동반된 만성기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실험 결과, 

GSF_Hx는 IL-4, IL-5, IL-13, IFN-γ의 생성을 방해하며, 

특히 IL-4와 IL-13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Th 세포 활

성 감소로 인한 항아토피 효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PBMCs, ALN 및 등 피부조직의 면역 형광

염색분석을 통해 면역세포 수를 측정하여 조협 추출물

과 지표 성분의 항염 및 항아토피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LN의 총 세포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으나 GSF_Hx 100 ㎎/㎏과 EA 10 ㎎/㎏ 

투여군에서만 유의성 (p<0.01) 있게 나타났다 (Fig. 

12A). 등 피부조직의 총세포수는 모든 실험군에서 유

의성 (p<0.05 또는 p<0.01) 있게 감소하였다 (Fig. 12B). 

결과적으로 액와림프절과 등 피부조직의 총 세포 수 

감소를 통해 조협 추출물의 염증 및 면역세포 활성 억

제 효능을 알 수 있었으며, GSF_Hx 100 ㎎/㎏ 농도에

서 가장 효과가 크고 EA의 활성이 OA에 비해 더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PBMCs에서 CD4+와 CD8+의 총 세포 백분율은 실험

군 모두 대조군 보다 감소하였으나 CD8+에서는 유의

성이 없었다 (Fig. 13A). Gr-1+/CD11b+의 총 세포 백분

율은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대조군에 대비 감

소하였으나 양성대조군과 EA 10 ㎎/㎏ 투여군에서만 

유의성 (p<0.01) 있게 나타났다 (Fig. 13B). 이어서 ALN

에서 면역세포의 총 절대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CD4+

의 총 절대 세포수는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

여 감소하였으며 GSF_Hx 100 ㎎/㎏와 EA 10 ㎎/㎏ 투

여군에서만 유의성 (p<0.05)이 나타났다 (Fig. 14A). 

CD8+의 총 절대 세포 수 또한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유의성은 없었다 

(Fig. 14A). B220+/CD69+ 총 절대 세포수는 EA 10 ㎎/

㎏ 투여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성 (p<0.05 

또는 p<0.01) 있게 감소하였다 (Fig. 14B). 등 피부조직

을 분석한 결과, CD4+와 CD8+의 총 절대 세포수는 

GSF_Hx 100 ㎎/㎏와 EA 10 ㎎/㎏ 투여군에서 유의성 

(p<0.05) 있는 감소를 보였고 (Fig. 15A), Gr-1+/CD11b+

의 총 절대 세포수는 GSF_Hx 50 ㎎/㎏ 투여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GSF_Hx 

100 ㎎/㎏와 EA 10 ㎎/㎏ 투여군에서 유의성 (p<0.01) 

있게 감소하였다 (Fig. 15B).

인체 내로 외부 항원이 들어오면 다양한 T세포에 의

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T세포는 분자 표현형에 따

라 CD4+와 CD8+로 분류된다. CD4+ Th (helper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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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하며 

자가 면역 질환, 앨러지 질환과 관련된다. CD8+ Tc 

(cytotoxic/suppressor T cell)는 독성물질을 분비하여 항

원에 직접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한다. 

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등 질환에서 면역 반응의 활성 

지표가 된다. B220+은 생쥐의 B 세포 표면에 있는 표식

자이며 CD69+는 대표적인 T 세포 활성 표지자로 휴지

기에는 발현되지 않으나 활성화 된 T세포, B세포, NK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분자이다. Gr-1+CD11b+는 비

만세포, 호산구 등 과립구에서 발현되어 항체형성, 독

성 T 림프구 생성, 림프구의 증식 반응을 억제하여 아

토피에서는 만성 피부질환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2,43). 따라서 CD4+, CD8+, B220+CD69+, Gr-1+CD11b+

의 감소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 

감소와 피부 조직의 과립구 침윤 억제를 의미한다. 본 

실험 결과, GSF_Hx는 PBMCs에서 CD4+의 총 세포 백

분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ALN에서는 CD4+, 

B220+/CD69+, 등 피부조직에서는 CD4+, CD8+, Gr-1+/CD11b+

의 총 절대 세포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특히 GSF_Hx 

100 ㎎/㎏ 농도에서 효과가 높았다. 이를 통해 조협 

n-hexane 추출물이 다양한 면역세포 활성을 억제하여 

항아토피 효과를 가짐을 입증하였으며, 말초혈액단핵

세포 (PBMCs) 및 액와림프절 (ALN) 보다는 피부 조직

에서의 면역 반응 억제에 더욱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종료 후 NC/Nga Tnd mice의 등 피부 조직을 

적출하여 real-time PCR을 이용해 GSF_Hx, EA, OA가 

IL-4, IL-13, TGF-β1, COX-2, TNF-α의 mRNA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GSF_Hx 

50 ㎎/㎏는 TNF-α의 발현을, GSF_Hx 100 ㎎/㎏은 

IL-4, IL-13, COX-2, TNF-α의 발현을, EA 10 ㎎/㎏은 

IL-4, IL-13, TGF-β1, COX-2, TNF-α 모두의 발현을, 

OA 25 ㎎/㎏은 TNF-α의 발현을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성 (p<0.05, p<0.01 또는 p<0.001) 있게 억제하였다 

(Fig. 16). IL-4, IL-13, TNF-α는 Th2 세포에서 유발되는 

염증 사이토카인이며, TGF-β1은 다양한 장기에서 상

피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조절인자로 세포주기

에서 일정 경로를 차단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

거나,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44). TGF-β는 미세 환경

에서 사이토카인 조성에 따라 염증성 또는 항염증성 

기능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염증 

초기에는 염증반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5). COX (Cyclooxygenase)는 arachidonic acid를 prosta-

glandins (PGs)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COX-1과 

COX-2로 분류되며 그 중 COX-2는 염증 반응을 매개

하는 PGE2 (prostaglandin E2)를 형성시킨다. PGE2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염증반응, 

면역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를 통

해 조협 n-hexane 추출물의 염증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

현 억제를 통한 항아토피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GSF_Hx 50 ㎎/㎏에 비해 100 ㎎/㎏ 농도에서 효능이 

높고, OA에 비하여 EA가 강력한 활성 성분이 됨을 유

추할 수 있었다.

등 부위 조직의 H&E 염색분석 결과, 대조군과 비교

하여 GSF_Hx, EA, OA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epidermis

의 두께 및 주변부의 과각화, 부전각화증, 색소침착, 과

립생성, 비만세포의 침윤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

찰하였다 (Fig. 17). 또한 toluidine blue 염색을 통해 비

만세포 침윤을 관찰한 결과, 실험군 모두 대조군에 비

해 toluidine blue에 염색된 비만세포가 감소하였으며, 

EA와 OA 투여군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17). 

GSF_Hx, EA, OA의 피부 보습 효능을 평가하기 위

해 NC/Nga Tnd mice의 등 피부에서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하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의 대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효소인 β-glucosidase의 활

성을 관찰하였다. 피부장벽 기능은 수분의 함유량뿐만 

아니라 보유한 수분을 손실하지 않고 얼마나 잘 지키

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피수분손실량 

(TEWL) 측정은 피부장벽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

법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정도를 잘 반영하는 척도

가 될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손상 후 회복정도를 측정

하는 지표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46). 한편 피

부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라마이드 

(ceramides)와 같은 지질층의 감소는 피부장벽의 손상

을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경피의 수분 손실을 증가

시킨다25). β-glucosidase는 glucosylceramide를 가수분해

하여 세라마이드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β

-glucosidase의 활성은 세라마이드의 생성 및 대사 기능

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47). 실험 결과, 경피수분손실

량은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p<0.01 또는 p<0.001) 있게 감소하였으며 (Fig. 18), β

-glucosidase의 활성은 GSF_Hx 100 ㎎/㎏, EA, OA 투여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또는 p<0.01) 있

게 증가되었다. 그 중 EA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Fig. 19). 이를 통해 GSF_Hx는 피부의 수분 손실 억제 

및 세라마이드 대사의 활성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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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 In vitro 실험에서는 조협의 지표 성분이 EA, 

OA임을 확인하였으며, GSF_Hx, EA, OA가 염증이 유

발된 대식세포의 IL-6, TNF-α, NO의 생성을 억제하고 

MAPK 신호기전 및 NF-κB p65 발현을 저해함으로서 

항염증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In 

vivo 실험을 통해 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Tnd mice의 증가된 IgE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

키고 IL-4, IL-5, IL-13, IFN-γ, TGF-β1, COX-2, TNF-α 

등 염증 유발 물질들의 생성 및 mRNA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Th1, Th2 세포의 활성 및 관련 사이토카인의 

연쇄 반응을 저해함으로서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시킴

을 확인하였다. 또한 GSF_Hx, EA, OA의 피부 수분 함

유량 유지 및 세라마이드 기능 활성화를 통한 피부 보

습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EA와 OA 모두 조협

의 지표성분인 동시에 항아토피 효능을 띠는 조협의 

활성성분임을 확인하였으며 전반적인 평가에서 EA가 

OA에 비해 더 높은 활성을 보여 조협의 항염, 항아토

피, 보습 작용에 보다 효과적인 활성성분임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조협의 n-hexane 추출물은 항염, 

항앨러지 효능과 더불어 피부 보습 효과를 가져 아토

피 피부염 치료에 활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

다. 향후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조협의 n-hexane 추출

물 외 기타 분획층에 대한 연구, 비만세포 등 다른 면역

세포에서의 효과, 아토피 피부염의 소양증과 밀접한 

IL-3148) 등 기타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알아보는 등의 

추가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Ⅴ. Conclusion

조협 n-hexane 추출물 및 지표성분의 항아토피 효능

을 확인하기 위해 Raw264.7 대식세포 및 아토피 피부

염이 유발된 NC/Nga Tnd mice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Ⅰ. In vitro 에서 조협 n-hexane 추출물 및 Olenolic 

acid, Echinocystic acid의 항염 효과

1. Raw264.7 cells 에서 IL-6, TNF-α, NO의 생성을 

억제시켰다.

2. Raw264.7 cells 에서 p-ERK, p-p38, p-JNK 및 NF-

κB p65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Ⅱ. In vivo 에서 조협 n-hexane 추출물 및 Olenolic 

acid, Echinocystic acid의 항아토피 효과

1.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증상을 완화시켰다.

2. 혈청 내 IgE level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3. 비장세포의 IL-4, IL-5, IL-13, IFN-γ 생성을 억제

시켰다.

4. ALN과 등 피부조직에서 총 세포수를 감소시켰다.

5. PBMCs에서 CD4+ Th, CD8+ Tc, Gr-1+/CD11b+의 

총 세포 백분율을 감소시켰다.

6. ALN에서 CD4+ Th, CD8+ Tc, B220+/CD69+의 총 

절대 세포수를 감소시켰다. 

7. 등 피부조직에서 CD4+ Th, CD8+ Tc, Gr-1+/CD11b+

의 총 절대 세포수를 감소시켰다.

8. 등 피부조직에서 IL-4, IL-13, TGF-β1, COX-2, 

TNF-α mRNA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였다.

9. 등 피부조직에서 epidermis의 두께 및 dermis에 침

윤된 염증 면역세포, 비만세포 등을 감소시켰다.

10. 등 피부의 경피수분손실량을 감소시켰으며, β

-glucosidase를 통한 세라마이드 대사 활성을 증

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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