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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ve stress has been implicated in cutaneous damage in various inflammatory skin diseases, including atopic

dermatitis (AD). Atoberry is the herb medicine extract which is composed with Spirodelae Herba, Xanthii Fructus,

Houttuyniae Herba, Taraxaci Herba, Retinervus Luffae Fructus, Platycodi Radix, and Scutellariae Radix.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Atoberry in AD-like skin lesion NC/Nga mice. Murine

AD-like skin lesions were made by painting Dermatophagoides farinse (Df) extract. Atoberry significantly increased

electron donating ability (DPPH), nitrite scavenging (NO)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ies in dose

dependant. Topically applied Atoberry significantly reduced clinical severity score, ear thickness and histological grade

in AD-like skin lesion NC/Nga mice. In addition, the serum levels of IgE, NO and prostaglandin E2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Atoberry. Futhermore, skin tissue levels of SOD, catal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GPx)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Atoberr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opical application of Atoberry may be improve the

AD-like skin lesion by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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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

부질환으로 영ㆍ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유발되

며, IgE 매개 감작(IgE-mediated sensitization)에 의한 외인성 형

태(extrinsic form, 유병율 : 70-80%)와 비 IgE 매개 감작

(non-IgE-mediated sensitization)에 의한 내인성 형태(intrinsic

form, 유병율 : 20-30%) 등 2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1,2). 외인성 AD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호밍 수용체

(skin homing receptor)를 발현하는 memory T 세포와

cutaneous lymphocyte-associated antigen (CLA)은 Th2 사이토

카인을 과잉생산하는데, IL-5 뿐만 아니라 IgE 생산에 isotype

switching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interleukin-4 (IL-4)와 IL-13

의 생산을 촉진하여 호산구의 발달 및 생존에 영양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CLA＋ T 세포는 Th2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interferon-γ(IFN-γ)와 같은 Th1 cytokine을 매우 적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

.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

성분자로써,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

성된다. NO는 신경전달, 혈관의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에 관여하는데, 생체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이 염증상태에 빠지게

되면 inducible NOS (iNOS)가 발현되어 많은 양의 NO를 생산

한다
4)

. 더불어 cyclooxygenase (COX)는 arachidonic ac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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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anoid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알려졌는데, COX-1과 COX-2에

의해 합성된 적은양의 prostanoid는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

하지만, 과량의 prostanoid는 NO와 비슷하게 활성화된 대식세포

에서 COX-2의 발현이 촉진되어 많은 양의 prostaglandin E2

(PGE2)를 생산하게 된다5). 이렇게 생성된 NO와 PGE2와 같은 염

증촉진 매개물은 아토피 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

졌져있다6,7).

또한 생체에서 AD와 같이 염증반응이 진행되면, NO와

PGE2 뿐만 아니라 superoxide anion (O2
-
), 과산화수소(H2O2) 등

일련의 반응산소 중간물질(reactive oxigen species, ROS)이 대량

생산되어 산화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염증반응을 더욱 촉진시

킨다
8)

.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superoxide dismutase, SOD), cal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 생체 효소가 계속적으로 활성

되는데, 결과적으로 생체내의 항산화효소가 고갈되면서 염증반

응이 심화되어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9).

아토베리는 부평초(Spirodelae Herba), 창이자(Xanthii

Fructus), 어성초(Houttuyniae Herba), 포공영(Taraxaci Herba),

수세미(Retinervus Luffae Fructus), 길경(Platycodi Radix) 및 황

금(Scutellariae Radix) 등 7가지 천연 추출물로 참살이모악골영

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아토피 케어제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포공영, 수세미, 길

경 및 황금 등 7가지 복합 생약 추출물로 조성된 아토베리를 대

상으로 항산화 능력을 측정한 후 집먼지 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Df) 항원을 이용하여 NC/Nga 마우스를 대상으로 인간과

유사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고 상기 복합 추출물을 경구 투여

하여 피부병 스코어(skin dermatitis scores), 피부조직(skin

histology), 혈청내 IgE, NO 및 PGE2을 측정하였고, 귀조직의

SOD, catalase 및 GPx 등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매

우 흥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집먼지 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Df) 항원은 연세대

학교 알레르기연구소(서울)로부터 구입하였다. IgE ELISA kit는

Shibayagi사(일본)로부터 구입하였으며, Prostaglandin E2

(PGE2) assay kit는 R&D System사(MN, USA) 로부터 구입하였

다. Nitric oxide (NO) colorimetric assay kit는 Biovision사(CA,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의 assay kit는

Calbiochem사(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Paraformaldehyde,

hematoxylin, eosin과 기타 reagent급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사(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2) 추출물의 제조

잘 건조된 부평초(Spirodelae Herba), 창이자(Xanthii

Fructus), 어성초(Houttuyniae Herba), 포공영(Taraxaci Herba),

수세미(Retinervus Luffae Fructus), 길경(Platycodi Radix) 및 황

금(Scutellariae Radix)은 참살이모악골영농조합법인(전북 완주

군)으로부터 구입하여, 같은 양으로 배합된 7가지 복합약제 300

g을 1,000 ml의 메탄올이 들어있는 비이커에 넣고 밀봉하여 1주

일간 방치하였다. 그 후 0.45 ㎛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농축

기(Eyela, 일본)로 농축한 후 -70℃에서 동결기(본디로, 일신랩)에

서 건조하여 38 g을 얻은 후 -2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복합추출물은 dimethylsulfoxide (DMSO, Sigma, USA)

에 녹여 사용하였으며, 마우스 귀에 도포할 때는 아세톤과 올리

브오일 1:1 혼합액에 추출물을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7주령의 수컷 NC/Nga 마우스는 중앙실험동물(주)(서울)로

부터 구입하여 1주간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고정하여 사료

(중앙실험동물(주))와 멸균 물을 공급하면서 사육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은 전주대학교동물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

거하여 수행하였다.

2. 방법

1) 추출물의 전자공여능(DPPH 라디칼 소거능)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USA) 라디칼

소거능은 Blois의 방법
10)
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MeOH로 녹여

최종 농도가 50 ㎍/㎖, 100 ㎍/㎖, 200 ㎍/㎖, 400 ㎍/㎖, 800 ㎍

/㎖가 되도록 1.5 ㎖ tube에 넣고 0.3 mM DPPH 500 ㎕를 넣어

총 양이 1 ㎖가 되도록 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Tek, USA)로 5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00-{(시료첨가군의 흡광도/무첨가

군 흡광도)×100}

2) 추출물의 SOD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 측정은 Marklund 등의

방법11)으로 측정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0.2 ㎖,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mM

EDTA, pH 8.5] 3 ㎖, 7.2 mM pyrogallol 0.2 ㎖을 첨가하여 25℃

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1 ㎖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

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42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Bekman, Germany)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SOD 유사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 사

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 (%) = 100-{(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

구 흡광도)×100}

3) 추출물의 아질산염 (nitrite) 소거능

Gray와 Dugan의 방법12)에 따라 일정 농도의 시료 1 ㎖에 1

mM NaNO2 용액 1 ㎖를 가한 뒤 0.1 N HCl과 0.2 M citrate

buffer를 이용하여 각각 pH 1.2, 3.0 및 6.0으로 보정한 다음 총

부피를 10 ㎖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

음 각 반응액 1 ㎖를 취하여 2% acetic acid 3 ㎖와 30% acetic

acid 용액으로 용해한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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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thylamine = 1 : 1) 0.4 ㎖를 가하고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Bio-Tek, USA)로 5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와 무

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 = 100-{(시료첨가군의 흡광도/무첨가

군 흡광도)×100}

4) AD 유사 피부병변 유도

Df 항원 면역에 의한 AD 유도는 Matsuoka 등13)의 방법을 약

간 변형하여 실험했다. 요약하면, 8주령의 NC/Nga 마우스의 왼

쪽과 오른쪽 귀를 테이프로 강하게 붙였다 떼어내는 방법으로 잔

털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마우스 당 Df 항원 20 μl(10 mg/ml)를

1주에 2회씩 4주간 도포하였다. 대조군과 각 실험군에 사용된 마

우스는 각각 5마리를 배정하여 실험하였다. 대조군은 생리식염수

만 도포하였으며, 실험군은 복합추출물의 농도를 20-100 mg/kg

(마우스 체중)으로 하여 귀에 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Df 항원으

로 면역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한 다음 24시간 후에 간문맥으로부

터 혈액을 얻어 4℃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혈액을 응고 시켰

다. 응고된 혈액은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었다. 혈청은 -70℃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5) 피부병변의 평가

피부상태는 0주째부터 1주 간격으로 4주 동안 사진을 찍어

조사하였다. 피부의 건조상태(dryness)와 스켈링(scaling) 그리고

미란(erosion), 상처(excoriation), 출혈 등을 체크하여 병변이 없

는 상태를 0점(none), 가벼운 상태를 1점(mild), 중간 상태를 2점

(moderate), 심한상태를 3점(severe)을 주었고, 총점으로 평가하

였다. 귀의 두께는 digital caliper (Mituto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피부조직

실험 과정에 따라 대조군과 실험군을 대상으로 희생시키고,

피부조직 약 5x5 mm 를 적출하여 클립을 이용하여 편평하게 유

지하고 4% paraformaldehyde(pH 7.4)로 고정하였다. 일련의 과

정을 통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후 5 ㎛ 간격으로 피부조직을

종단면으로 절편 하였다. 조직학적 검사와 백혈구 침윤을 검사하

기 위해 hematoxylin & eosin 또는 Congo red로 염색하여 저배

율(40배)에서 관찰하고 확대하면서 200배 현미경 시야에서 사진

을 찍어 제시하였고, 백혈구의 침윤을 확인하기 위해 400배 현미

경 시야에서 검경하였다(Olympus, 일본).

7) 혈청 내 IgE, NO 및 PGE2의 측정

혈청 내 Df 항원에 대한 IgE의 정량은 ELISA법으로 측정하

였다. 먼저 혈청 내 IgE 총량은 혈청을 25배 희석하여 각 well에

주입하고 Shibayagi사가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주입하여 제조회

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혈청 내 염증 매개

물인 NO와 PGE2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NO는 Biovision사가 제

공하는 assay kit와 측정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PGE2는 R&D

System사가 제공하는 ELISA assay kit와 방법에 따라 각각 측정

하였다. 요약하면, 혈청을 10배 또는 25배 희석하여 각 well에 주

입하고 R&D System사가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주입하여 제조회

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8) SOD, catalase 및 GPx 측정

SOD, catalase 및 GPx 활성의 측정은 Calbiochem사(CA,

USA)가 제공하는 assay kit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앞서 준비된 조직 용출 시료를 대상으로

Biorad사(CA, USA)가 제공하는 단백질 assay kit를 활용하여 단

백질을 정량 하였다. 그 후 Calbiochem사가 제공하는 방법대로

수행하여 Multiple spectrophotomer (Molecular Devise, CA

USA)을 활용하여 SOD (450 nm), catalase (540 nm) 및 GPx (340

nm)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SOD의 활성은 ml당 Unit로, catalase

는 ml/min 당 nM로, GPx는 ml/min 당 nM로 각각 계산하였다.

9) 통계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하였다. 유의성 한계는 P<0.05

로 정하였다.

결 과

1. 아토베리의 항산화 효과

아토베리의 항산화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DPPH

라디칼, NO 및 SOD 를 측정하였다. 먼저 아토베리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합성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butylated hydroxy toluene(BHT)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Fig. 1

과 같이 아토베리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했으며, 200 μg/ml의 농도에서 BHT와 유사한 효과가 있었

고, 400 μg/ml과 800 μg/ml에서는 BHT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

었다. 또한 아토베리를 대상으로 NO의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아토베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NO 소거능력이 증

가하였다. SOD의 경우 Fig. 1과 같이 아토베리의 농도에 의존적

으로 그 활성이 증가하였다.

2. 아토베리 도포에 따른 피부병변과 귀 부종 개선 효과

NC/Nga(8주령) 마우스를 대상으로 3일간은 Df 항원 없이

0-2.0%의 아토베리만 20 μl 씩 양쪽 귀에 도포한 후 약물이 귀 부

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약물 자체가 귀 부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주일에 2회 씩 4주간 Df 항원

을 털이 제거된 양쪽 귀에 1주일에 2회 도포 하였다. 대조군은

아세톤과 올리브오일 1:1 혼합액 20 μl을 각각 양쪽 귀에 도포하

였고, 0.5-2.0%의 아토베리는 아세톤과 올리브오일 1:1 혼합액에

용해하여 각각의 약물을 1일에 1회씩 4주간 도포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아토베리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피부 병변이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 Df만 도포한 양성대조군의 피부 병변은 2주경

과 후 부터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 0.5% 도포군에

서는 3주까지 피부 병변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4주에는 유의하게

(p<0.05) 개선이 되었고 1.0%와 2.0% 도포군에서는 2주경과 후

부터 유의하게 피부 병변이 개선되었다(p<0.5, p<0.01). 또한 귀

의 부종에 미치는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귀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피부병변의 개선과 유사하게

귀의 부종이 농도에 의존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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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Atoberry on SOD activity, DPPH and NO

scavenging activity.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3 replicates.

Fig. 2. Changes of the total clinical severity score by topical

Atoberry treatment. Df antigen application on the ears of NC/Nga mice for 4
weeks induced the AD-like skin lesions. (A) Topical application of Atoberry

significantly lowered the total clinical severity scores provoked by Df. (B) Ear
thickness was measured using a dial caliper every week. Topical Atoberry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the ear thickness.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the changes in the thickness of both ears of five mice of each

group.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Df alone group.

3. 아토베리 도포에 따른 피부조직 개선효과

한편 아토베리가 Df 항원으로 유도된 NC/Nga 마우스의 피

부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4주간 추출물과 Df 항

원을 처리한 후 24시간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귀 조직을 적출

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대조군에 비해서 Df 항

원만 처리된 실험군에서는 백혈구가 매우 많이 침윤되어 염증반

응이 매우 심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Df 항원과 아

토베리로 도포된 실험군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백혈구 침윤

상태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귀 조직이 대조군과 유사하

게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Effects of Atoberry treatment on histological changes. Df
antigen application on the ears of NC/Nga mice for 4 weeks induced the AD-like

skin lesions. Skin tissues were obtained from Df antigen-induced and control
mice on 28 days. Skin tissues (5 ㎛)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 eosin.

Original magnification x200 for all photos. (A) Control, (B) Df alone, (C) 0.5%
Atoberry, (D) 1.0% Atoberry, and (E) 2.0% Atoberry.

4. 아토베리 도포에 따른 혈청 IgE 생산 억제 효과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토베리가 Df 항원으로 유도된

NC/Nga 마우스의 혈청 Ig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주간 추출물과 Df 항원을 처리하였고, 최종 도포 24시간 후에

마우스를 에테르로 마취하고 복강을 절개하여 간문맥으로부터

혈액을 얻어 응고시킨 후 혈청을 분리하였고, 혈청 내 IgE 생산

량을 ELISA assay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대조군의 혈청 내 IgE의 양은 베이스 수준이었지만, Df 항

원만 도포된 실험군은 IgE의 양이 증가된 반면, 1.0% 아토베리

(p<0.05)와 2.0% 아토베리(p<0.01)가 도포된 실험군에서는 IgE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5. 아토베리 도포에 따른 NO와 PGE2 생산 억제 효과

아토베리가 Df 항원으로 유도된 NC/Nga 마우스 혈청의

NO와 PGE2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NO는

Biovision사가 제공하는 assay kit와 측정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고, PGE2는 R&D System사가 제공하는 ELISA assay kit와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5와 같이 대조군 혈청의 NO와

PGE2는 베이스 수준이었지만, Df 항원만 도포한 실험군에서는

NO와 PGE2가 현저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아토베리가 도포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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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1.0% 아토베리

(p<0.05)와 2.0% 아토베리(p<0.01)가 도포된 실험군에서는 유의하

게 NO와 PGE2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Fig. 4. Effects of Atoberry on serum IgE production in NC/Nga mice.
Df antigen application on the ears of NC/Nga mice for 4 weeks induced the
AD-like skin lesions. Sera were obtained from Df antigen-induced and control
mice on 8 week. Serum leves of IgE were measured using IgE ELISA assay kit.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the changes in the serum IgE.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Df alone group.

Fig. 5. Effects of Atoberry on NO and PGE2 production in NC/Nga

mice. Df antigen application on the ears of NC/Nga mice for 4 weeks induced
the AD-like skin lesions. Sera were obtained from Df antigen-induced and control
mice on 8 week. Serum leves of NO and PGE2 were measured using NO assay

kit and PGE2 ELISA assay kit, respectively.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the changes in the serum IgE.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Df
alone group.

5. 아토베리 도포에 따른 귀조직의 항산화 효소 활성 복원 효과

아토베리 도포가 AD-유사 NC/Nga 모델 마우스에서 항산

화 효소로 잘 알려진 SOD, catalase 및 GPx 등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이 종료된 마우스의 귀 조직을 적출

한 후 안과용 가위로 조직을 세절한 다음 tissue lysis 완충액과

초음파분쇄기를 활용하여 조직 용출액을 제조하고 단백질 정량

후 효소 활성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Df 항원만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생리식염수만 처

리한 대조군에 비해서 SOD (Fig. 6A), catalase (Fig. 6B) 및 GPx

(Fig. 6C)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토베리를 도포한 실

험군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복원되었

다. 즉, SOD의 경우 Df 항원만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에 비해서

아토베리를 0.5% 도포한 실험군에서는 복원효과가 없었지만,

1.0%와 2.0% 실험군에서는 현저히 효소의 활성이 복원되는 효과

가 있었다(p<0.05와 p<0.01). 또한 catalase의 경우도 Df 항원만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에 비해 2.0%의 아토베리를 도포한 실험군에

서 효소의 활성이 음성대조군과 유사하게 복원되는 효과가 있었

다(p<0.01). 더욱이 GPx의 활성의 경우, Df 항원만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에 비해서 아토베리를 0.5% 도포한 실험군에서는 복원효

과가 없었지만, 1.0%와 2.0% 실험군에서는 현저히 효소의 활성

이 복원되는 효과가 있었다(p<0.05와 p<0.01).

Fig. 6. Effects of Atoberry on antioxydant enzyme activity in NC/Nga

mice. Df antigen application on the ears of NC/Nga mice for 4 weeks induced
the AD-like skin lesions. (A) Superoxide dismutase (SOD), (B) catalase, and (C)

glutathione peroxydase (GPx) was measured from the ear tissue extracts. Values

are shown as mean±S.D. from 5 mice.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Df alone group.

고 찰

본 연구는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포공영, 수세미, 길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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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등 7가지 복합 생약 추출물로 조성된 아토베리를 대상으로

항산화 능력을 측정한 후 Df 항원을 이용하여 NC/Nga 마우스

를 대상으로 인간과 유사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고 상기 복

합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피부병 스코어(skin dermatitis

scores), 피부조직(skin histology), 혈청내 IgE, NO 및 PGE2를 측

정하였고, 귀조직의 SOD, catalase 및 GPx 등 항산화 효소의 활

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토베리 자체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아토베리

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DPPH와 NO 소거능 능력과 SOD 활성이

증가되었다(Fig. 1). 이러한 아토베리의 효과는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포공영, 수세미, 길경 및 황금 등이 보여준 자유유리기

소거능력에 의한 결과라 사료 된다. 즉, DPPH와 NO의 소거능과

SOD의 활성에 있어서 아토베리 조성물 중 포공영, 길경 및 수세

미의 경우는 낮았지만,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및 황금의 경우

는 효과가 좋았고, 이들 성분이 모두 포함된 아토베리는 각각의

약물보다 항산화 효과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NC/Nga 마우스의 피부질환은 인간의 AD에서 나타나는 외

견상 특징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특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15). 즉, NC/Nga 마우스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또는 화

학적 항원에 접촉되면, 가려움증, 홍반, 부종, 짓무름, 심한 찰과,

박리, 건조 그리고 발육저하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증상

을 보이고, 혈청내 IgE의 급격한 증가와 병변 부위의 호산구, 호

염구, 비만세포, CD4+ Th2 세포, 대식세포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NC/Nga 생쥐를 이용한 모델 동물

은 AD의 병인과 기전 연구뿐만 아니라 약물개발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15,16).

본 연구에서 아토베리가 아토피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8주령의 수컷 NC/Nga 마우스를 대상으로 Df 항

원으로 처리된 AD 유사 모델을 유도하여 아토베리의 임상적 영

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Df 항원만

도포할 경우 2주째부터 AD와 유사한 홍반과 출혈, 부종, 찰과상

과 부식 그리고 박리와 건조 등 피부병변이 나타나 4주째는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단핵구, 비만세포, 호산구와 호중구

의 침윤이 현저했다(Fig. 3). 그러나 아토베리가 처리된 실험군에

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피부병변을 현저히 억제하는 결과를 얻

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베리의 처리가 임상적으로 AD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Df 항원으로 유도된 AD 모델 NC/Nga 마우스에서 중

요한 면역학적 특징은 인간의 외인성 AD와 유사하게 혈청 내 높

은 IgE가 검출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15).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Df 항원으로 유도된 마우스의 혈청 내 IgE가 매우 높은

량으로 검출되었으나, 아토베리를 처리한 결과 그 생산량이 크게

억제되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아토베리가 AD에서 나타나는

IgE의 생산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

나 아토베리의 정확한 AD 개선에 대한 연구는 Th1/Th2 세포의

분화와 각각의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등 면역학적 특징을 더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염증반응은 면역방어체계에 필수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일어

나면 병리적 상태를 수반하여 생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

러한 염증반응에 관여되는 핵심적인 분자는 NO와 PGE2로 염증

매개물이라 하는데, 이들 염증매개물질은 염증반응을 가속화시

킴으로써 생체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킨다16-18). 특히 건선

(psoriasis)과 AD와 같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은 이러한 염증

매개물이 높게 발현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18)

. 따라서 AD와 같은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NO와 PGE2와 같은

염증매개물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에서 아토베리는 NO와 PGE2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이러한 아토베리의 효과는 황금19), 어성초20),

창이자21)등이 함유한 flavonoid계열22)의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산화적 스트레스로 알려진 반응산소 중간물(ROS)은 생

물학적 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필수산물이지만, 세포

및 조직손상으로 이어져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각종 염

증성질환을 야기한다21-24). 생명활동에서 형성된 ROS는 생체에 존

재하는 항산화물질과 효소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생성되는 ROS와

항산화 물질 및 효소 간에 균형을 통한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

지하지만, 체내에 항산화물질 및 효소의 생성이 감소되면서 각종

질환상태로 빠져들게 된다24). 특히 AD와 같은 피부질환은 체내

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ROS로 인해서 더욱더 염증상태로 진행

되어 결국 치명적인 조직 손상을 야기하여 피부장벽을 붕괴시킴

으로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외부환경 요인에 노출되어 심각한

염증반응을 유도한다
25)

. 그러므로 AD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량으로 생산되는 ROS를 제거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AD의 특징을 고려하여 Df 항원으로 유도된 AD

유사 NC/Nga 모델 마우스 귀 조직에 아토베리를 도포하였다.

Df에 의해 저하된 SOD, catalase 및 GPx 등 생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아토베리의 도포에 의해서 복원되었다(Fig.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포공영,

수세미, 길경 및 황금 등 7가지 복합 생약 추출물로 조성된 아토

베리의 처리는 Df 항원으로 유도된 AD 모델 NC/Nga 마우스의

임상적 피부 병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면역학으로 핵심적 특

징인 IgE의 생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아토베리는 NO와 PGE2와 같은 염증매개물을 억제시킬 뿐만 아

니라 Df 유도에 의해 고갈된 생체의 SOD, catalase 및 GPx 등 항

산화 효소의 활성을 복원시키는 우수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아토베리는 AD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효

과적인 조성물이라 사료된다.

결 론

산화적 스트레스는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피부질환에 있어 표피손상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토베리는 부평초, 창이자, 어성초,

포공영, 수세미, 길경 및 황금 등 7가지 복합 생약 추출물로 조성

된 추출물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AD 유사 피부병변을 유도한

NC/Nga 마우스를 대상으로 아토베리의 항산화력과 항염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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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였다. AD 유사 피부병변 모델은 집먼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farinae, Df) 추출액으로 유도하였다. 먼저 아토

베리 자체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농도에 의존적으로 DPPH

와 NO을 소거하는 능력이 증가되었고, SOD의 활성을 증가시켰

다. 아토베리를 귀조직에 도포한 결과 임상적 증후와 귀 두께 등

조직학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혈청 IgE의 생

산량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NO 및 PGE2 등 염증매개물을 억

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귀 조직에서 SOD, catalase 및

GPx 등을 대조군과 유사하게 복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아토베리는 AD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효

과적인 조성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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