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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肌散과 三黃洗劑加味方 병용이 NC/Nga mice의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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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pic dermatitis(AD) is a chronic inflammatory skin disease. AD has increased gradually, many people are tortured 

with AD. Chunggi-san(CG) and Samhwangseze-gamibang(SG) has been used for many kinds of skin disease in the 

Oriental medicine. But reports about the effect of CG and SG are insufficient. So, author investigated the effect of CG and 

SG on NC/Nga atopic mic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linical skin severity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in 13 and 16 week were decreased by 42% and 50%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rum IgE, IL-4, IL-5, IL-6, 

IgM, IgGl levels of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rum IFN-γ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RNA expression levels of IL-4, IL-5, and 

CCR3 in the skin tissues of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expression level of IL-6 in the skin 

tissues of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FN-γ mRNA expression levels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biopsy reports of the ear and skin tissues showed that the 

tissue damag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ly reduc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Judging from that IL-1β, TNF-α, 

IL-6 express of gene, the effects of inflammatory cytokines revelation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epending on the density of CG, inflammatory RAW 264.7 in the serum of CG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compared 

to the control serum that leaded a COX-2 acti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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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eczema), 아토피습진(atopic eczema), 

IgE 피부염(IgE dermatitis)이라고도 불리며, 심한 소양감, 홍반, 

부종, 삼출과 부스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질환 이다. 

    개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가려움증이 가장 요한 

증상으로 게 되면 가려움증이 발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려움

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1)

    이 질환은 최근  세계 으로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으로 10~20%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 

소아알 르기 호흡기학회에서 1995년과 2000년에 시행한 국역

학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유병률도 15.3%에서 17%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2)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데에는 유  배경부터 음식에 

한 알 르기, 면역학  이상, 피부장벽의 이상, 환경  사회  

인자  심리  연 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3) 그 염증반응은 

여러 염증 반응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4)

    아토피성 피부염은 한의학에서 風熱, 濕熱, 熱毒, 血熱, 脾虛

濕盛, 陰虛 등을 원인으로 보아 淸利濕熱, 淸熱解毒, 健脾除濕, 

滋陰養血 등의 치법을 사용하고 있다.5,6) 

    본 실험에 사용한 淸肌散은 元代 危7)가 술한 《世醫得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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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許
8)
는 癮疹, 或赤或白, 瘙痒에 사

용한다고 하 는데 이는 皮膚의 風熱毒을 제거하는 荊防敗毒散

에 天麻와 蟬蛻를 配伍하여 瘙痒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강화한 

것으로9)
 祛風淸熱 發表透疹 祛濕消腫의 效能이 있어 주로 風熱

로 인한 癮疹에 사용되어졌으며
10)

 이후 피부질환에 많이 응용되

고 있다. 따라서 NC/Nga mice의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있으

리라 사료되어 경구투여 약물로 사용하 다.

    洗劑은 大黃, 黃柏, 黃芩, 苦蔘으로 구성되어 있고 《外傷科

學》에서 각종 無滲出性 皮膚炎과 滲出性 皮膚瘙痒症에 사용되

고 있으며11)
 黃水瘡, 赤白遊風, 乳發 등의 병증에 外治藥으로 다

용되는 처방이다.12) 
 

    본 실험에서는 三黃洗劑에 淸熱解毒의 효능이 있는 金銀花, 

連翹, 馬齒莧을 가미하여 외용제로 사용하 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에 한 실험  연구로는 백13)의 DNCB

로 자극한 NC/Nga mice에서 丹參의 아토피 억제 효과, 박14)의 

柴胡淸肝散 투여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각질층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 김15)의 아토피 피부염환자에서 T cell 

subset에 한 연구 등이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淸肌散에 한 연구는 김
16)의 淸肌散과 加減淸肌散이 마우

스의 亢알 르기  免疫反應에 미치는 향이 있고, 三黃洗劑에 

한 연구는 원17)의 三黃洗劑加味方의 항균, 항염  항알 르기

효과에 한 실험  연구가 있다. 

    여러 종류의 내복약  외용약을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에 

한 다양한 한의학  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임상에서 다용하

는 淸肌散과 三黃洗劑加味方을 병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응용한 연구는 아직 하지 못하 다.

    이에 자는 淸肌散과 三黃洗劑加味方을 병용하여 NC/Nga 

atopic mice 병태 모델에 미치는 향  다양한 면역학  기

을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동물

    웅성(雄性) 6주령 30 g 내외의 Balb/c계 NC/Nga atopic 

dermatitis model mice(NC/Nga atopic mice)를 앙실험동물에

서 공 받아 실험당일까지 고형사료와 물을 공 하고 실온 22±

2℃, 상 습도 50~65%, 조도 200 lux(8시 등, 20시 소등)를 계

속 유지하면서 2주일간 실험실 환경에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 다.

    24마리의 NC/Nga atopic mice를 정상군, 조군, 실험군 각

각 8마리씩 나 어 실험을 시행하 다.

 2) 약물

    본 실험에 사용한 淸肌散(CG)과 三黃洗劑加味方(SG)의 약

제는 원 학교 주한방병원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고, 淸肌散 1첩  三黃洗劑加味方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1, 2).

Table 1. Prescription of CG. 

韓藥名(Herbal Name) 生藥名(Scientific Name) 用量(Dose)(g)

荊芥
防風
柴胡
前胡
羌活
獨活
枳殼
桔梗
川芎
人蔘
赤茯苓
甘草
天麻
薄荷
蟬蛻

Herba Schizonepetae
Radix Saposhnikoviae
Radix Bupleuri
Radix Peucedani
Rhizoma Notopterygii
Radix Aralia Cordatae

Fructus Ponciri seu Aurantii
Radix Platycodi

Rhizoma Chuanxiong
Radix Ginseng

Poria
Radix Glycyrrhizae
Rhizoma Gastrodiae
Herba Menthae

Periostracum Cicadae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總量 Total Amount 60

Table 2. Prescription of SG. 

韓藥名(Herbal Name) 生藥名(Scientific Name) 用量(Dose)(g)

大黃
黃芩
黃柏
苦蔘
金銀花
連翹
馬齒莧

Rhei Rhizoma
Scutellariae Radix
Phellodendri Cortex
Sophorae Radix

Lonicerqa japonica Thunb
Forsythiae Fructus
Portulaca oleracea

120
120
120
120
120
120
120

總量 Total Amount 840

2. 방법

 1) 시료 제조

    淸肌散(CG) 1첩(60 g)에 증류수 1 L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

서 3시간 탕 후 추출하여 얻은 액을 흡입 여과하여 이를 감압 

증류 장치로 농축하여 600 ml을 얻었다. 이 농축액을 개체당 1  

 ml(10 mg)을 주 3회 경구투여 하 다.

    외용제인 三黃洗劑加味方(SG)은 840 g에 증류수 3 L를 가하

여 약한 불로 3시간 탕한 후, 증류하여 1.5 L로 만들어 분무기

에 넣어 사용하 다.

 2) 약물 투여  염증 유발

    실험군은 淸肌散(CG)을 8주간 주 3회(월, 수, ) 경구투여

(250 mg/kg) 하 으며, 외용제인 三黃洗劑加味方(SG)는 매일 2

회 등부 를 충분히 실 정도로 분무하 다. 조군은 생리식염

수를 淸肌散(CG)과 같은 용량, 용법으로 경구투여 하 으며, 외

용제 한 생리식염수를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도포하 다.

    아토피 피부염은 1-chloro 2,4-dinitrobenzene(DNCB)을 이용

하여 유발하 다. 먼  NC/Nga mice의 등부 를 깨끗이 제모

한 후 피부의 미세 상처가 치유되도록 24시간 방치하 다. 실험 

4일  1% DNCB용액(acetone:olive oil=3:1) 200 ㎕를 등부 에 

도포하고 실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8주간 일주일에 2번 0.2% 

DNCB용액 150 ㎕를 등부 에 도포하 다.

 3) 피부 손상 정도 측정

    NC/Nga mice의 피부염은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일반 으

로 사용되는 임상  육안 평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육안평

가 결과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각각 평가한 수의 총 합으로 

나타낸다. 평가항목은 홍반, 찰상, 부종과 종, 짓무름, 그리고 

태선화로 나 어진다. 이 각각의 항목은 없음(0), 약함(1), 증도

(2), 심함(3)으로 나 어서 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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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내 IgE, IL-4, 5, 6, IFN-γ, IgM, IgG1 정량화

    청내 IgE와 IL-6의 량은 8주, 10주, 13주, 16주에 mice의 

에서 capillary tube를 이용하여 약 100 ㎕의 액을 채 한 후 

원심분리기로 청을 분리하여 IgE량을 ELISA Kit로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16주령의 NC/Nga mice를 ethyl ether로 마취

한 후 심장 천자법으로 액을 채 하여 청을 분리한 후 청 

 IL-4, 5, INF-γ, IgM, IgG1 량을 ELISA kit로 정량하 다.

 5) 피부 조직에 한 RT-PC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역 사- 합효소 연쇄반응) 분석

  (1) 피부 조직에서 RNA 분리

    NC/Nga mice의 등 부 를 제모한 뒤 피부 조직을 떼어내

어 피부 조직(0.1 g)과 RNAzolB 500 ㎕를 넣고 용해될 때까지 분

쇄하 다. 이 혼합 부유액에 chloroform (CHCl3) 50 ㎕를 첨가한 

후 13,000 rpm에서 원심 분리한 후 약 200 ㎕의 상층액을 회수하

여 2-propanol 200 ㎕와 동량 혼합 후 천천히 흔들고 얼음에서 

15분간 방치하 다. 이를 다시 13,000 rpm에서 원심 분리한 후 

70% 에탄올로 수세하고 5분간 vaccum pump에서 건조하여 

RNA를 추출하 다. 추출한 RNA는 DEPC로 처리한 20 ㎕의 증

류수에 녹여 heating block 65℃에서 불활성화 시킨 후 first 

strand cDNA 합성에 사용하 다.

  (2) RT-PCR

    RT 반응은 비된 total RNA 3 ㎍을 65℃에서 5분 동안 변

성시키고, 여기에 2.5 ㎕ 10 mM dNTPs, 1 ㎕ random sequence 

hexanucleotides (25 pmole/25 ㎕), RNA inhibitor로서 1 ㎕ 

RNase inhibitor (20 U/㎕), 1 ㎕ 100 mM DTT, 4.5 ㎕ 5X RT 

buffer (250 mM Tris-HCl, pH 8.3, 375 mM KCl, 15 mM MgCl2) 

가하고 DEPC 처리된 증류수로서 최종 부피가 20 ㎕가 되도록 

하 다. 이 20 ㎕의 반응 혼합액을 잘 섞은 뒤 2,000rpm에서 5

간 원심 침강하여 37℃ 항온 수조에서 60분 동안 반응시켜 

first-strand cDNA를 합성한 다음, 95℃에서 5분 동안 방치하여 

M-MLV RT를 불활성화 시킨 후 합성이 완료된 cDNA를 PCR에 

사용하 다.

  (3) cDNA PCR

    PCR은 GeneAmp PCR system 240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반응은 이미 합성된 3 ㎕의 cDNA를 주형으로 사용하고, 주

형에 한 primer는 β-actin, IL-4, IL-5, IL-6, CCR3, IFN-γ 유

자를 증폭하기 하여 sense primer (20 pmol/㎕)와 antisense 

primer (20 pmol/㎕)를 혼합하여 1 ㎕를 가하고, 다시 3 ㎕ 2.5 

mM dNTPs, 4 ㎕ 10xPCR buffer (100 mM Tris-HCl, pH 8.3, 

500 mM KCl, 15 mM MgCl2), 0.18 ㎕ Taq polymerase (5 U/㎕)

를 첨가한 다음 최종 부피가 40 ㎕가 되도록 멸균증류수를 가하

고 pre-denaturation; 95℃, 5분, denaturation; 95℃, 5분, 

annealing; 55℃, 1분, elongation; 72℃, 1분을 25cycle한 뒤 

post-elongation을 72℃에서 3분 동안의 조건으로 PCR을 수행하

다. 각 PCR product는 20 ㎕씩 1.2% agarose gel에 loading하

여 120 V 조건에서 20분간 기 동을 통하여 분석하 다.

 6) 피부 세포내 IL-6 정량

    NC/Nga mice의 등 부 를 제모한 뒤 피부 조직을 1 g 떼어

내어 DMEM 배양액으로 수세하여 미세조각으로 잘게 썬 후 

10% FBS-DMEM으로 Petri-dish에서 7일간 배양하 다. 이 후 배

양 상층액을 제거하고 다시 10% FBS-DMEM으로 교체하 다.  

    이를 7일간 배양하여 배양 상층액을 분리한 후 배양액내의 

IL-6 분비량을 ELISA kit로 측정하 다.

 7) 항염증 실험  세포독성 실험

  (1) 항염증실험에 한 RAW 264.7 세포 배양

    식세포주인 RAW 264.7(monocyte)는 Korean Cell Line 

Bank(KCLB)로 구입하 다. 세포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unit/ml의 penicillin/ streptomycin을 1% 첨

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EME) 배지를 사용

하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2) Western Blot of COX-2

    RAW 264.7(1×106 cell)를 60 mm plate에서 배양한 후 LPS(1

㎍/ml)를 처리한 후 淸肌散(CG) 10, 50, 100 mg/L을 24시간 처

리하 다. 24시간 처리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세포를 lysis 

buffer(RIPA buffer에 protease inhibitors(10 ㎍/㎖ Leupeptin, 

1mM AEBSF, 10 ㎍/㎖, Aprotinin, 10 ㎍/㎖ Pepstatin A)와 

phosphatase inhibitor(Na3VO4) 처리하고, cell scraper로 세포를 

모은 후, 얼음에서 30분간 반응 후, 4℃, 12000 rpm에서 원심분

리하여, 상층액을 따서 BCA 방법으로 단백질 정량을 하 다.  

    10% SDS-PAGE gel에 각 샘  30 ㎍의 단백질을 기 동

하 다. 기 동 후 NC membrane에 transfer한다. transfer된 

NC membrane에 primary antibody COX-2 (No-160116, 

Cayman Chem.)로 12시간 incubation하 다. secondary Ab 

(1:2000)로 2 시간 동안 incubation 하 다. ECL 방법으로 COX-2 

band를 detection하 다.

  (3) 역 사 합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 RT-PCR)

    염증반응의 요한 cytokine들인 IL-1β, TNF-α, IL-6의 발

도를 분석하기 해서 마우스 식세포주 RAW 264.7에 淸肌散

(CG) 10, 50, 100 mg/L을 LPS(0.1 ㎍/ml)로 자극하기 30분 에 

처리하고 20시간 배양하 다(Fig. 14). 배양후 RNA를 분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여 LPS에 의해 생성된 cytokine의 

측정하기 해서 RT-PCR을 수행하 다.

    역 사 합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은 역 사 kit(promega, Madison USA)

와 합연쇄반응 kit(Pre-mix, 한국생공, 덕)를 이용하여 실시

하 다. 즉 rapid guanidium isothiocyanate 방법으로 마우스 

식세포주로부터 추출한 0.5 ㎍의 total RNA를 역 사반응액 (0.1

㎍; oligo (dT)15, reverse transcription buffer, 5 mM MgCl2, 1 

mM dNTP mixture, 10unit; rRNase ribonuclease inhibitor, 

10units; AMV reverse transcriptase)과 혼합하여 42℃에서 30분

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다. 합성한 cDNA 1 ㎕(0.01 ㎍), 

cytokine 혹은 β-actin primers 각각 1 ㎕(25 pg), 그리고 합연

쇄반응액 (Premix, 한국생공, 덕; 1unit; thermostable DNA 

polymerase, 0.25 mM dNTP, 50 mM Tris-HCl (pH 9.0), 40 mM 

KCl, 1.5 mM MgCl2) 17 ㎕을 혼합한 후 Perkin e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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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Amp PCR system 2400)를 이용하여 95℃에서 30 , 62℃

에서 30 , 72℃에서 30  동안 30회 반복 실시하여 증폭된 

cDNA는 1.2% agarose gel에서 기 동하 다. Cytokines의 

mRNA/β-actin mRNA 양은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band 

density를 Fluor-STM Imager (Bio-Rad, Muncher, Germany)로 

측정하여 정량하 다.

    (4) 독성실험에 한 L929 세포 배양

    생쥐 섬유모세포의 일종인 L929 세포주를 사용하 다. 세포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EME) 배지를 사용하 고, 37℃, 5% CO2로 조

정된 배양기내에서 배양하 으며, 배양액은 3일마다 교환하 다.  

    배양된 세포는 1× trypsin-EDTA로 부유시킨 후 0.4% 

trypan blue로 염색하여 구계측기(Hemocytometer)로 세포수

를 계산하 다. 세포독성 시험은 배양된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3 cell/well이 되도록 세포 부유액을 120 ㎕씩 분주하여 배양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5) 淸肌散(CG)의 처리농도별 처리

    추출한 한약물을 처리 당일 FBS가 첨가되지 않은 DMEM에 

희석하여 처리농도별로 사용하 다. 처리농도는 10, 50, 100, 200, 

300, 500, 1000 mg/L로 처리하고, 처리시간은 24시간으로 실시

하 다.

 8) 조직 병리 검사

    실험 종료 후에, 왼쪽 귀 끝부분과 등쪽 피부를 떼어 내어 

10% paraformaldehyde에서 24시간 동안 포르말린에 고정하

다. 24시간 후 30%, 50%, 70%, 90%, 95%, 100% ethanol에 차례

로 조직을 담아서 탈수를 하 다. xylene 처리 후 라핀에 조직

을 담아서 24시간 동안 52℃ incubater에 보 하여 잔여 xylene

이 모두 증발하도록 하 다. 조직을 임베딩 틀에 고정하여 라

핀이 충분히 굳은 후에 조직을 5 ㎛로 편하여 슬라이드 라스

에 붙여서 37℃에서 24시간 동안 두어 조직이 슬라이드 라스

에 완 히 착되도록 하 다. 슬라이드 라스를 xylene에 담궈 

라핀을 녹인 후, ethanol로 재수화시켜 hematoxylin- 

eosin(H&E) 염색을 실시하 다.

 9) 통계학  분석

    통계학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사용하 으며, 유의수  p<0.01 의 범 내에서 

그 결과들은 평균에 한 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결    과

1. 피부 손상 정도에 미치는 향

    淸肌散(CG)을 구강으로 투여하고, 三黃洗劑加味方(SG) 분무

를 8주령부터 실시하여 NC/Nga mice의 피부손상정도를 찰한 

결과, NC/Nga mice가 자연 으로 피부염으로 유발된 

conventional 조건에서는 10주 이후 피부 발진이 유발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A).

    Conventional 조건에서는 8주부터 16주까지 2, 3, 3주(10, 13, 

16주) 간격으로 피부 손상정도를 측정한 결과 조군은 10주에 

4.50±1.20, 13주에 6.83±1.40로 격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실험 

종료  16주령은 9.50±1.2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험군은 10

주까지는 조군과 약간 감소한 3.30±0.77로 찰되었고, 13주와 

16주에는 각각 4.00±1.20와 4.83±1.10으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

여 한 피부손상정도지표(Clinical skin severity score) 감소를 

나타냈다(Fig. 1B).

A

8w 10w 13w 16w

조

군

실

험

군

B

Fig. 1. A : Clinical skin features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B : Clinical skin severity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2. 청 IgE와 IL-6 발 에 미치는 향

    IgE 생성량은 조군의 8주와 10주에서 각각 4.40±0.80, 

52.90±3.54 ng/ml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각각 3.78±0.60, 

27.40±3.43 ng/ml 로 나타났다.

    조군의 13주와 16주에서는 각각 304.04±24.85, 

390.00±34.11 ng/ml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각각 89.80±6.57, 

132.20±9.14 ng/ml 로 나타나 모두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게(p<0.01) 감소했다(Fig. 2A).

    청 IL-6은 조군의 8주와 10주에서 각각 79.00±5.04, 

293.20±17.75 pg/ml으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각각 73.00±5.61, 

142.40±25.31 pg/ml으로 나타나 12주에 조군에 비하여 IL-6 수

지가 크게 감소되었다.

    조군의 13주와 16주에서 각각 712.40±19.06, 782.20±46.93 

pg/ml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각각 228.80±41.13, 273.20±27.58 

pg/ml 로 나타나 모두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p<0.01) 감

소를 나타냈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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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Serum IgE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B: Serum IL-6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3. 청 IL-4, IL-5 발 에 미치는 향

    IL-4 수 은 최종 16주령에서 정상군은 14.20±1.48 pg/ml로, 

조군은 73.00±4.52 pg/ml로 나타나 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실험군은 32.60±3.78 pg/ml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3A).

    IL-5 수 은 최종 16주령에서 정상군은 45.20±5.44 pg/ml, 

조군은 244.20±18.47 pg/ml로 나타난 반면, 실험군은 

122.40±6.46 pg/ml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3B).

A

B

  

Fig. 3. A: Serum IL-4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B: Serum IL-5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dermatitis in NC/Nga atopic mice.

4. 청 IFN-γ 발 에 미치는 향

    청 IFN-γ 수 은 최종 16주령 정상군에서는 11.20±1.30 

pg/ml, 조군에서 481.60±74.27 pg/ml, 실험군에서 

875.20±33.13 pg/ml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0.01) 증가를 나타냈다(Fig. 4).

Fig. 4. Serum IFN-γ in NC/Nga atopic mice.

5. 청 IgM 발 에 미치는 향

    청 IgM 수 은 최종 16주령에서 정상군은 58.40±8.84 ㎍

/ml, 조군은 568.60±42.82 ㎍/ml로 나타난 반면, 실험군은 

359.00±36.37 ㎍/ml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5).

Fig. 5. Immunoglobulin M in NC/Nga atopic mice.

6. 청 IgG1 발 에 미치는 향

    청 IgG1 수 은 최종 16주령 정상군에서 583.60±38.81 ㎍

/ml으로 나타났고, 조군에서 3533.00±215.62 ㎍/ml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1906.60±94.01 ㎍/ml로 나타나 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6).

Fig. 6. Immunoglobulin G1 in NC/Nga atop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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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rsal skin lesion에서 IL-4, IL-5, IFN-γ  CCR3 발 에 미

치는 향

    IL-4 mRNA 발 량(IF)은 정상군이 1 (Index Fold, IF), 조

군이 2.20 (IF)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실험군은 1.40 (IF)으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다(Fig. 7). IFN-γ mRNA 발

은 정상군이 1 (IF), 조군이 1.30 (IF)로 나타났고, 실험군이 4.90 

(IF)으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히 증가하 다(Fig. 8).   

    IL-5 mRNA 발 은 정상군이 1 (IF), 조군이 1.82 (IF)로 나

타났고, 실험군이 1.09 (IF)으로 나타나 이 역시 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다(Fig. 9). Chemokine인 CCR3 mRNA 발 은 정상군이 

1 (IF), NC/Nga 조군이 1.72 (IF)로 나타났고, 실험군이 0.79 

(IF)으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히 감소하 다(Fig. 10).

Fig. 7. IL-4 RT-PCR on dorsal biopsy of atopy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Fig. 8. IFN-γ RT-PCR on dorsal biopsy of atopy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Fig. 9. IL-5 RT-PCR on dorsal biopsy of atopy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Fig. 10. CCR3 RT-PCR on dorsal biopsy of atopy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8. NC/Nga dermatitis skin lesion에서의 IL-6 발 에 미치는 향

    IL-6 수치는 정상군이 6.66±0.81 pg/ml, 조군이 60.42±3.8 

pg/ml 로 나타났고, 실험군이 32.6±6.2 pg/ml로 나타나 조군

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11).

Fig. 11. Culture supernatant IL-6 production in dorsal skin biopsy of 

atopy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9.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성 Cytokines 발 도에 한 淸肌散 

의 효과

    RT-PCR 결과 IL-1β은 House keeping gene인 β-actin의 양

과 비교 측정시 Table 3 에서 같이 淸肌散(CG)을 10, 50, 100 

mg/L의 처리하 을때 IL-1β의 발 량이 LPS에 비해 89.6%, 

78.2%, 59.3%으로 나타나 淸肌散(CG)의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됨

을 확인하 다. TNF-α은 House keeping gene인 β-actin의 양과 

비교 측정시 Table 4 에서 같이 淸肌散(CG)을 10, 50, 100 mg/L

의 처리하 을때 TNF-α의 발 량이 LPS에 비해 87.3%, 69.4%, 

65.4%으로 나타나 淸肌散(CG)의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됨을 확

인하 다. IL-6은 House keeping gene인 β-actin의 양과 비교 측

정시 Table 5 에서 같이 淸肌散(CG)을 10, 50, 100 mg/L의 처리

하 을때 IL-6의 발 량이 LPS에 비해 69.5%, 51.5%, 45.8%으로 

나타나 淸肌散(CG)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됨을 확인하 다.

10. RAW 264.7 세포에서 COX-2의 발 에 한 淸肌散의 효과

    LPS(1 ㎍/ml)를 사용하여 식세포주인 RAW 

264.7(1×106cell)의 COX-2 활성을 유도한 모델에서 淸肌散(CG)을 

50, 100, 200 mg/L 농도로 24시간 처리하여 COX-2 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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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 수행하여 분석하 다.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淸

肌散(CG)의 농도에 의존 으로 억제됨을 확인하 다. Fig. 13에

서 같이 10, 50 mg/L을 처리한 군에서 40, 45% 정도 발  억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 고, 100 mg/L에서는 50%정도의 

COX-2 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었다(Fig. 13).

Table 3. The Effect of CG against the IL-1β Gene Expression.

LPS(0.1 ㎍/ml) + + + +

CG mg/L 0 10 50 100

IL-1β/β-actin(%) 100 89.6 78.2 59.3

Table 4. The Effect of CG against the TNF-α Gene Expression.

LPS(0.1 ㎍/ml) + + + +

CG mg/L 0 10 50 100

TNF-α/β-actin(%) 100 87.3 69.4 65.4

Table 5. The Effect of CG against the IL-6 Gene Expression.

LPS(0.1㎍/ml) + + + +

CG mg/L 0 10 50 100

IL-6/β-actin(%) 100 69.5 51.5 45.8

Fig. 12. LPS-induced expression of IL-1β, TNF-α and IL-6 mRNA is 

inhibited by CG in RAW 264.7 cells.

    COX-2  

    CON     LPS     10 mg/L     50 mg/L     100 mg/L

Fig. 13. Effects on COX-2 expression from LPS-induced RAW 264.7 

cells(Western blot). The same amount of protein(30 ㎍) was loaded in each 
lane.

11. NC/Nga dermatitis ear의 조직 검사

    정상 NC/Nga mice의 귀 조직에서는 표피, 진피, 그리고 연

골이 뚜렷하게 찰되었으나, 조군은 표피층이 두꺼워져 있고, 

진피층은 콜라겐의 부종이 있고, 의 확장이 찰되었다.

    실험군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다소 어

들었고, 표피의 각질화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찰되었다(Fig. 15).

Fig. 15. Histologic features of ear lesion in NC/Nga mice. A : ear 
tissues from Normal group. B : ear tissues from Control group. C : ear tissues 

from Experimental group. * The optical microscope : 400 magnifications

12. NC/Nga dermatitis skin lesion의 조직 검사

    정상 NC/Nga mice의 피부 조직에서는 표피, 진피, 그리고 

기 부선이 찰되나, 조군에서는 표피가 반 으로 확장되

었으며, 진피의 부종이 심한 것으로 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표피의 각화와 진피의 부종이 심하지 않고, 염

증세포의 침윤도 덜 찰되었다(Fig. 16).

  

Fig. 16. Histologic features of skin lesion in NC/Nga mice. A : skin 
tissues from Normal group. B : skin tissues from Control group. C : skin tissues 

from Experimental group.* The optical microscope : 400 magnifications.

고    찰

    아토피 피부염은 건조한 피부와 소양감, 만성재발성 경과를 

임상 인 특징으로 하여 유소아에서 호발되는 습진으로, 10년 

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의 증도가 높아졌으며,18)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염증과 소양증의 조 , 2차 병변의 

발생 방지를 목 으로 하며 치료에 사용되는 보습제와 항히스타

민제  국소 는 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통하여 그 증사의 

완화를 얻을 수 있으나,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치료에 잘 반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이러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지

속 인 사용은 피부 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19)

    그리하여 최근 한의학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한의학에서 胎熱, 赤遊丹, 赤遊風, 乳癬, 嬰兒濕疹, 胎斂

瘡, 濕疹, 浸淫瘡, 異位性皮膚炎, 血風瘡  四彎風 등의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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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할 수 있다.
5,6)

    한의학 문헌인 《太平聖惠方》
20)

에는 “夫 兒癬 , 由風邪血

氣, 相搏於皮膚之間不散, 變生癮疹上如粟粒大, 作匡廓, 或斜或圓, 

侵淫長大, 痒痛搔之有汁, 名之爲癬. 兒面上生癬, 皮如甲錯起, 乾

燥 之乳癬, 兒飮乳, 乳汁淸汚兒面, 變生此, 仍以乳汁洗之便差

也.”이라 하 으며, 陳21)
은 “內癬, 兒在胎中, 母食五辛, 父食炙煿, 

遺熱 兒, 生後頭面遍身發爲內癬. 流脂成片, 睡臥不安, 搔痒不絶, 

以文蛤散治之, 或解毒雄黃散, 甚則翠雲散妙.”라 하 다.

    본 실험에서 내복약으로 사용한 淸肌散은 朱22)
의 《傷寒類

證活人書》에 수록된 表證을 치료하는 人蔘敗毒散에 荊芥, 防風

을 가하여 만든 荊防敗毒散에 危7)
가 天麻, 蟬蛻, 薄荷를 가하여 

癮疹을 치료할 목 으로 立方하 으며 許8)
는 “癮疹 或赤或白 瘙

痒을 치료한다.” 하 고, 蔡
23)는 “癮疹 에서 赤疹에 사용한다.”

고 하 다.

    淸肌散은 荊芥, 防風, 柴胡, 前胡, 羌活, 獨活, 枳殼, 桔梗, 川

芎, 人蔘, 赤茯苓, 甘草, 天麻, 薄荷, 蟬蛻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淸肌散에 한 연구를 보면 김24)은 ‘淸肌散  淸肌散加味方의 

항알 르기와 면역반응에 한 실험  연구’에서 淸肌散이 히스

타민과 세로토닌에 의한 투과성반응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

켰고 면역증강효과가 있다 하 으며, 김
25)은 ‘淸肌散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硏究’에서 淸肌散은 진통, 진정, 해열, 항염증효과가 

있다고 하 고, 구26)는 ‘淸肌散이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 미

치는 향’에서 淸肌散은 피부장벽기능의 이상을 완화시키고, 

IL-4생성억제를 통해 과도한 TH2세포분화를 조 함으로써 기 

아토피 피부염의 진행을 차단하며 염증 사인자 NF-kB활성 조

을 통한 항염증작용으로 피부손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

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三黃洗劑加味方은 大黃, 黃柏, 黃芩, 苦

蔘으로 구성된 三黃洗劑에 淸熱解毒하는 金銀花, 連翹, 馬齒莧을 

가미하여 만든 처방이다. 원17)
의 三黃洗劑加味方의 항균, 항염 

 항알 르기효과에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三黃洗劑加味

方은 히스타민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S. epiermis, P. acnes, M. 

furfur, S. aureus에 해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피

부질환에 효과 임을 보 다.

    아토피 피부염은 특징  임상증상을 갖고 있는 만성재발성

의 습진성 질환으로 다양한 면역학  이상을 갖고 있으며 면역

학  이상으로 인한 다양한 속발증상을 함께 갖고 있는 질환이

기도 하다. 이러한 면역학  이상은 면역계 발달과정  비정상

 성숙으로 인해 Th1과 Th2세포의 생체내 균형의 이상으로 

Th2반응에 치우친 생물학  반응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27) 아

토피 피부염환자의 말  액은 Th2 표 세포가 증가되어 있고 

Th1 표 세포는 감소되어 있으며, IL-13의 표 이 증가되어 있어 

신 인 Th2환경이다. 염증으로 인해 피부장벽이 손상된 상태 

는 거나 문질러 장벽이 손상된 상황에서 경피부 감작은 피

부에서 Th2환경을 유도하고 피부의 항원제시세포들이 Th2 반응

을 자극하고 이토피 행진을 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28)

    NC/Nga mice는 conventional condition에서는 생후 7~8주

령부터 피부병변이 나타나고  IgE 수치가 상승하며 12~16주

에 최고치에 달한다. NC/Nga mice의 피부 병변은 주로 힌 부

로 앞다리와 귀, 등, 얼굴에서 홍반, 탈모, 출 , 가피형성이 일

어나며 이러한 증상은 아토피 피부염 임상 증상과 유사하여 아

토피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9)
 그러나 NC/Nga mice의 이

런 장 에도 불구하고 자발 인 피부염 유도 비율이 낮고, 유도

된 피부염의 정도차이가 심하여
13)

 본 실험에서는 DNCB를 사용

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실험은 淸肌散과 三黃洗劑加味方을 이용하여 in vivo 실

험으로 아토피 유발 모델인 NC/Nga mice에 해 항알 르기 

효과  아토피유발 억제를 알아보았다.

    淸肌散(CG)을 8주령부터 주 3회 구강으로 투여하고, 三黃洗

劑加味方(SG) 분무를 8주령부터 일 2회 실시하여 8주부터 16주

까지 2, 3, 3주(10, 13, 16주) 간격으로 NC/Nga mice의 피부 손

상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조군은 10주에 4.50±0.90, 13주

에 6.83±1.40으로 격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실험 종료  16 

주령은 9.50±1.2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험군은 10주까지는 

조군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한 3.30±0.90로 찰되었고, 13주와 

16주에는 각각 4.00±1.20와 4.83±1.10으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

여 한 피부손상정도지표(Clinical skin severity score) 감소를 

나타냈다(Fig. 1B).

    淸肌散(CG)과 三黃洗劑加味方(SG)을 처리한 NC/Nga mice

의 액에서 IgE 수치는 13주와 16주에서 조군에 비하여 약 

70.4%와 66.1%의 유의성 있는(p<0.01) 감소를 나타내었고(Fig. 

2A),  IL-6 수치도 조군에 13주와 16주에서 비하여 각각 

67.8%, 65%의 유의성 있는(p<0.01) 감소를 나타냈다(Fig. 2B).

    항원에 노출되어 생성된 IgE가 비만세포 표면에 결합하게 

되고, 같은 항원에 재노출되면 비만세표 표면에 부착된 IgE와 항

원이 결합하여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등 다양한 화학매체들

이 분비되어30) 피부손상을 일으킨다. 본 실험에서 IgE가 실험군

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IgE매개 염증반응으

로 인한 피부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L-6 수치는 16주령에서 조군에 비하여 51.5%(Fig. 2B) 

감소하 다. IL-6는 활성화된 B 세포의 성장인자로서 작용한다.

     IL-4 수치는 최종 16주령에서 조군에 비하여 

55.3%(Fig. 3A) 감소하 다. 

    IL-4는 B세포의 증식을 자극하고 Th2세포에 한 성장  분

화 인자로서 작용하며, VCAM-1등의 부착 분자의 발 을 자극하

여 림 구, 단핵구, 호산구의 결합을 증진시키고 비만세포의 성장

인자인 IL-3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31)

     IL-5 수치는 49.8%(Fig. 3B)의 유의성 있는(p<0.01) 감

소를 나타내었다. IL-5는 Th2 세포와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주

로 생성되며 호산구의 성장과 분화를 자극하며 성숙한 호산구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IL-2, IL-4와 함께 B 세포

의 분화와 성장을 자극한다.31)

    본 실험에서 청  IFN-γ 수치는 조군에 비하여 약 1.81

배로 유의성 있는 (p<0.01)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4). IFN-γ의 

주된 생리  기능은 면역반응을 조 하는 것이다. IFN-γ는 T세

포가 항원 달에 필요한 MHC class I MCH class Ⅱ와 같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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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을 합성하도록 유도하여 항원 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

세포를 활성화 하여 강력한 항균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32)
  

    한 CD4+T세포에서 Th1으로의 분화를 진시키며, Th2로

의 증식을 억제한다.
33)

    본 실험에서 IgE의 생산과 련되는 IgM과 B세포 분화 에 

비례 으로 증가되는 IgG1의 면역 로불린의 변화에서 IgM은 

조군에 비하여 36.8%, IgG1은 조군에 비하여 46%정도의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6).

    Dorsal skin lesion 에서의 IL-4도 조군에 비하여 약 

36.3%(Fig. 7), IL-5는 조군에 비하여 약 40.1%(Fig. 9) 감소하여 

 IL-4, IL-5와 함께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NC/Nga dermatitis skin lesion에서의 IL-6 발 도 46%정도

로 유의성 있게 (p<0.01) 감소하 다(Fig. 11). IL-6은 B 세포 분화

의 후기 단계에서 활성화된 B 세포의 성장인자로서 작용한다.31)

    IFN-γ은 Th1세포가 분비하는 가장 요한 cytokine이며, 

IL-4, IL-5은 Th2세포가 분비하는 가장 요한 cytokine이라 할 

수 있는데,31)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Th1세포가 분비하는 

IFN-γ가 상승함으로써 Th2세포의 작용이 억제되어 IL-4, IL-5, 

IgE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NC/Nga 

mice의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호 되는 것을 육안 인 검사

(Fig. 1A, 1B.)와 조직검사상에 확인할 수 있었다(Fig.15, 16).

    淸肌散(CG)의 염증성 cytokine 발 도에 한 효과(Fig. 12)

는 IL-1β는 淸肌散(CG)을 10, 50, 100 mg/L의 처리시 89.6%, 

78.2%, 59.3%으로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었으며(Table 3), TNF-

α에서는 10, 50, 100 mg/L의 처리시 87.3%, 69.4%, 65.4%으로 나

타나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었으며(Table 4), IL-6에서도 10, 50, 

100 mg/L의 처리시 69.5%, 51.5%, 45.8%으로 나타나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됨을 확인하 다(Table 5). 이로써 淸肌散(CG)이 

LPS에 의해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들을 농도 의존 으

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L-1는 모든 cytokine  가장 형 이고 요한 cytokine으

로 그  IL-1β 랑게르한스세포나 식세포에서의 주된 cytokine

이다. IL-1β는 표피로부터 랑게르한스세포가 이주하는데 여하

고 있다.
32)

    TNF-α는 그람음성균에 한 반응의 주된 매개자로서 

내피세포의 표면의 백 구에 한 부착성을 증가시키며 단핵구 

 다른 형태의 세포를 자극하여 chemokine을 분비하게 하고 염

증성 백 구를 활성화 시켜 미생물을 죽이도록 한다. 한 단핵

구나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내 IL-1, IL-6의 분비를 자극

한다고 알려져 있다.31)

    LPS를 사용하여 식세포주인 RAW264.7세포에서 COX-2의 

활성을 유도한 모델에서 淸肌散(CG)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COX 

효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COX-1은 조직에서 지속 으로 만들

어져 체내 생리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prostaglandin을 생성하

지만 COX-2는 체내 염증자극시 유발되어 체내 염증질환이나 종

양에 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淸肌散(CG)을 10, 50, 100 

mg/L처리한 군에서는 조군에 비해 40%, 45%, 50% 정도의 

COX-2 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하여 NC/Nga mice의 아토피 피부염에 한 淸

肌散(CG)과 三黃洗劑加味方(SG) 병용의 효과를 알 수 있었고 향

후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범  확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淸肌散(CG)과 三黃洗劑加味方(SG)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기 을 규명하기 해 NC/Nga mice의 동물 병태 모델을 이용하

여 다양한 면역 반응을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NC/Nga mice의 피부 손상 정도는 13주와 16주에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각각 42%, 50% 감소하 다. NC/Nga mice의 

 I gE, IL-4, IL-5, IL-6, IgM  IgG1 수 은 실험군이 조군

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 IFN-γ 수 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NC/Nga mice의 피부 조직 배양에서 IL-4, IL-5, 

CCR3 유 자 발 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히 감소하

고, IL-6 발 량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며, IFN-γ의 유 자 

발 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 다. NC/Nga mice의 

귀와 등 피부 조직 변화에서는 표피와 진피의 염증 정도와 침윤

된 염증 면역 세포 등이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다. RAW 264.7에서 염증성 cytokine 발 도에 한 

실험에서 IL-1β, TNF-α, IL-6 유 자 발 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RAW 264.7에서 COX-2 활성을 유

도한 모델의 항염증 효과에 의하면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농

도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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