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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성 피부염은 홍반성 구진, 강한 소양감 등의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1). 주로 아동기에 높은 발
병률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이 발달
한 선진국 일수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다2).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족
력, 식생활의 변화, 면역 조절 장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발병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는 피부 표면장벽의 이상이 병
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각질층의 구성인자
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3).
    아토피성 피부염은 혈청 immunoglobulin E(IgE)가 비정상적으
로 항진하는 외인성과 IgE의 수준은 정상이나 병리학적으로 아토피
성 피부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내인성으로 나누어진다4). 항원
제시세포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의 정보를 T cell에 전달하고 항원
정보를 받은 T cell은 세포매개 반응을 일으켜 병변 유발 및 지속적

으로 면역반응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5). T cell은 생성
하는 cytokine에 의해 Th1, Th2 유형으로 분화되며, Th1 유형에
서 생성되는 cytokine은 interleukin-2(IL-2), interferon-gamma 
(INF-γ),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등을 분비하여 대
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지연형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Th2 유형의 
cytokine인 interleukin-4(IL-4), interleukin-5(IL-5) 및 
interleukin-13(IL-13) 등은 IgE의 합성과 비만세포의 분화를 유도
함으로써 염증반응과 면역 병리학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6,7). 따라
서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혈청 IgE 생성과 관련된 IL-4와 IgE 농도 
변화에 대한 기전은 치료에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8).
    현재 피부염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스테로이드제는 
1950년에 도입되어 수 년 동안 사용되어왔지만 사용횟수와 농도, 
기간 등에 따른 피부의 안전성과 내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기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9-11).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유· 소아에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 치료제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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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리놀렌산 등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동물실험과 임상실
험을 통해 염증성 질환의 증상완화와 표피의 장벽 보호에 효과적이
라 인정되었으며, 임신기간 동안 불포화지방산을 임신부가 섭취할 
경우 태반에서 Th2 cytokine의 감소로 인하여 출생 후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14). 또한 비만세포주 
RBL-2H3 cell과 마우스의 골수에서 분화된 BMMCs cell에서 비만
세포의 특이적 전사인자를 조절함으로 IL-4, IL-13의 생성을 억제
시켰으며, 마우스의 대식세포주 RAW 264.7 cell에서 염증작용을 억
제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15,16).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과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렌
산이 풍부한 Black currant seed oil의 경우, 경구 섭취로 인한 염
증억제 및 면역증가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17), 경피 흡수를 통한 효
과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BALB/c 마우스와 
2,4-dinitrochlorobenzene(DNCB)를 이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과 
면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실험 모형으로 Black currant seed oil를 
경피에 처치하였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의 일반적인 지표변화와 혈
청 내 IgE 레벨 등 면역학적 지표의 변화를 관찰하여 아토피성 피
부염의 억제 원료로 개발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Black currant seed oil은 Douglas Laboratories 
(USA, Lot. #99857)에서 제조되었다. 실험물질은 물로 세척하고 건
조 후 압착하여 추출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
한 Black currant seed oil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Black currant seed oil
Ingredients % 
Linoleic acid 44.8

ɤ-Linoleic acid 16.1
α-Linoleic acid 13.6

Oleic acid 10.1
Stearic acid 1.5
Palmitic acid 7.8

Others 6.1
Source : Douglas Laboratories

2. 동물시험 구성
    생후 5주령의 암컷 BALB/c mouse를 (주)샘타코(오산, 한국)로
부터 분양받아 1주간 특정병원체 부재 무균 사육실에서 온도는 
22±3℃, 습도는 50±5%, 명암주기 12시간 밤과 낮 단위로 조절되
는 표준사육 환경에서 적응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사료(Purina, 한국)와 물의 양은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
호 KM-2012-62)을 얻은 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 구성은 Table 2와 같다. 각 군당 6마리씩 난
괴법에 따라 분류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N), DNCB
를 도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 대조군(C), 아토피성 피부
염을 유발한 뒤 0.1% tacrolimus를 처치한 양성대조군(PC), 아토피

성 피부염을 유발한 뒤 Black currant seed oil을 처치한 실험군
(E)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group characteristics

Groups Atopic dermatitis 
induction Test compound No. of mice

Normal
(N) - - 6

Control
(C) + - 6

Positive Control
(PC) + 0.1% Tacrolimus 6

Experimental
(E) + Black currant seed 

oil 6

3.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및 시료 도포
    아토피성 피부염의 유발 및 시료 도포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DNCB를 이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였다. 마우스의 제
모 된 등 부위 피부에 DNCB를 용매물질(acetone:olive oil = 1:3)
에 녹인 1% DNCB 용액을 3일 간격으로 100 ㎕씩 2회 처치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감작(sensitization)시킨 후, 7일째 되는 다음 일
주일은 0.2% DNCB 용액을 3일 간격으로 2회 도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challenge)하였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현 후 0.1% 
tacrolimus 150 ㎕, Black currant seed oil 150 ㎕씩 주 5회, 4
주간 환부에 처치하였다. 지속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의 유지를 위해 
0.2% DNCB(sigma, USA) 용액을 시료 처치 기간 중 주 1회 마우
스의 등 부위에 처치하였다.

Fig. 1. Scheme of experimental design.

4. Itching behavior 관찰
    시료에 따른 가려움증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마우스가 뒷다
리를 이용하여 안면, 목, 등 부위의 피부를 긁는 횟수를 
micro-camera를 이용하여 30분간 녹화하여 군별로 비교하였다. 

5. 피부병변 육안적 관찰
    제모 된 등 부위의 피부병변 정도를 보기 위해 주 1회 사진 촬
영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각 군의 아토피성 피부염 상태는 
홍반, 부종, 가피, 찰과상, 태선화, 건조 등의 증상에 따라 scorad 
index 평가방법으로 없음(0), 경증(1), 중간(2), 중증(3) 으로 판정하
였으며, 각 군별로 평균치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6. 경피수분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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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처치 전과 실험 종료 후의 마우스의 경피수분손실량을 측
정하기 위해 tewameter를 이용하여 동일한 등 부위에 10회 반복하
여 비침습 방법으로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한 다음 군간 비교, 분석하
였다.

7. 홍반도 측정
    시료 처치 전과 실험 종료 후의 홍반도를 측정하기 위해 
mexameter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동일한 등 부위에 5회 반복 비침
습 방법으로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한 다음 군간 비교, 분석하였다.  

8. 혈액 채취
    시료 처치 전 안와 정맥총(periorbital plexus)에서 capillary 
tube를 이용하여 약 100 ㎕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실험 종료 후 희
생 부검 시 심장채혈을 실시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 안와채혈 혹은 
심장채혈을 통해 얻은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 분
석 시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9. 혈액 IgE 측정
    혈청 내 IgE 수준은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효소면역측정법)방법에 의해 정량되었다. 원심분리 후 냉동
보관 중인 혈청을 측정 전에 해동하여, IgE ELISA Kit(Sibayagi, 
Japan)를 이용하여 IgE 농도 측정을 하였다. 항체가 코팅된 well에 
50 ㎕씩 sample과 IgE standard solution을 각각 넣어 20～25℃ 
조건에서 2시간 배양 시킨 후 biotin-conjugated anti-IgE 항체를 
50 ㎕씩 넣어 20～25℃ 조건에서 2시간 배양 시켰다. 이후, 
HRP(horse radish peroxidase)-conjugated avidin을 50 ㎕씩 넣
어 20～25℃ 조건에서 1시간 배양 시킨 후, 마지막으로 
chromogenic substrate reagent를 50 ㎕씩 넣어 20～25℃ 조건
에서 20분간 배양 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해 450nm 파장으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0. 통계처리
    SPSS 21.0 for windows(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인 유의성 검증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Itching behavior 관찰 결과
    시료 처치 전과 실험 종료 후에 3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마우
스가 뒷다리를 이용해 안면, 목, 등 부위의 피부를 긁는 횟수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도하지 않은 정
상군에서는 긁는 횟수가 증가되지 않았고,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시료처치 4주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2. 피부병변 육안적 관찰 결과

   제모한 등 부위 피부병변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는 Table 4, 
Fig. 2와 같다. 정상군에서는 실험기간 동안 피부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 시킨 대조군, 양성대조군, 실험군에
서는 홍반, 부종, 가피형성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아토피성 피부염
의 유발이 잘 되었음을 보여준다.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시료 처
치 2주차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시료 처치 4주차에는 
거의 정상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육안적 변화를 보였다.

Table 3. Scratching frequencie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Weeks
Groups

N C PC E
0 7.17±3.87 11.89±5.86 9.67±3.44 7.83±2.79
4 7.67±4.18a 13.29±4.61b 5.17±3.43a 3.83±1.72a*

Unit: number. Values are mean±SD of 6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BALB/c mice for 4weeks.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from the 
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in scorad index during experimental period in 
mice

Weeks
Groups

N C PC E
0 1.2±0.8a 5.5±0.5ab 5.7±1.6d 5.3±0.8c

1 1±0.6a 6.2±0.8b 4±1.5c 4.5±0.5b

2 0.8±0.8a 5.7±0.5ab 3.2±1bc 3.3±0.8a

3 1.2±0.4a 5.3±0.5ab 2.5±0.5ab 3±0.6a

4 0.8±0.4a 5±0.9a 1.5±0.8a 2.8±0.4a

Unit: number. Values are mean±SD of 6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BALB/c mice for 4weeks.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from the 
control group.

N C PC E

0W

2W

4W

Fig. 2. Clinical skin features and severity of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in balb/c mice.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3. 경피수분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측정 결과
    시료 처치 전과 종료 후의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상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 군에서 높
은 수치를 보였고, 시료 처치 종료 후 모든 군에서 감소하였으며 대조
군에 비해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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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transepidermal water loss of BALB/c mouse skin 
in 4 weeks experiment of Black currant seed oil 

Weeks
Groups

N C PC E
0 18.82±3.67a* 65.94±7.98b 76.43±11.53b 70.36±11.19b

4 9.96±3.68a* 28.09±5.62c 14.97±4.4a* 20.8±4.98b

Unit: g/h㎡, Values are mean±SD of 6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BALB/c mice for 4weeks.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from the 
control group.

4. 홍반도 측정
    시료 처치 전과 종료 후의 홍반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시료 처치 전 정상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 군에
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대조군, 양성대조군,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며, 시료 처치 종료 후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실험
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Table 6. Changes in erythema index of BALB/c mouse skin in 4weeks 
experiment of Black currant seed oil 

Weeks
Groups

N C PC E
0 232.67±55.06a* 333.02±35.07b 335.80±15.81b 314.73±14.73b

4 210.47±17.09a* 346.66±10.65d 249.93±24.71b* 283.13±32.24c*
Unit: AU(arbitrary unit), Values are mean±SD of 6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BALB/c mice for 4weeks.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from 
the control group.

5. 혈액 IgE 측정 결과
    혈청 내 IgE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Table 7과 같다. 아토
피성 피부염을 유발 후 정상군에 비해 IgE 수준이 약 10배 정도 급
격하게 상승하였고, 군 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시험 4주 후 대조
군과 실험군의 IgE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IgE 수준이 경미하게 증가하였다. 양성대조군의 IgE 수준은 감소하
였으며, 정상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Table 7. Changes in IgE level change of mouse serum

Weeks
Groups

N C PC E
0 925.2±840.42a* 9389.7±2698.85b 8529.0±3697.15b 9093.3±2996.23b

4 891.0±584.28a* 20943.6±3313.21d 7662.6±3039.89b* 14069.4±2113.47c*
Unit: ng/ml, Values are mean±SD of 6 mice. Test compounds were topically 
applied to the backs of BALB/c mice for 4weeks. N : Non treat, C : DNCB, PC : 
DNCB + tacrolimus, E : DNCB + Black currant seed oi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from the 
control group.

고    찰

    최근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 원인으로 피부 표피의 구성 성분
인 필라그린(filaggrin) 단백질의 구조적 이상, 세라마이드 지질의 
이상 등이 만성 염증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꾸준히 제시되
고 있다18,19).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 표면장벽의 기능적 이상
은 병변부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곳에서도 관찰되며, 경피수분손실 
면적 또한 정상적인 곳에서도 보이고 있다20). 이러한 건조증상은 체

내 불포화지방산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며 합성되는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인체 외부에서 공급 되어야 한다.
    리놀렌산의 대사 과정을 통하여 감마리놀레산이 생성되며, 생성
된 감마리놀레산은 TNF-α, nitric oxide(NO), cyclooxygenase-2 
(COX-2)의 생성과 배출을 억제하고, 손상된 피부 표면장벽을 회복
하여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킨다21-23). 리놀렌산의 최종 대사산물인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s)이 COX 효소에 의해 
prostaglandin E(PGE)가 생산되고 PGE는 T cell의 증식과 세포사
멸 억제, B cell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여 면역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대사과정에서 충분
한 PGE의 생성이 어렵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고 순도의 불포화지
방산을 환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다량의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Black currant seed oil의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 증상인 소양감으로 인해 병변부위를 
긁어 2차 피부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도 아토피성 피
부염을 유발한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긁는 횟수가 증가된 것이 관
찰되었다. 시료 처치 4주후 대조군에서는 시료 처치 전보다 긁는 횟
수가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는 감소하였다. 항원에 감
작될 경우 항원제시세포와 항원이 결합하여 T cell에 항원을 제공하
게 되면 T cell이 활성화 하여 IL-4와 같은 cytokine에 의해 B 
cell이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Ig E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IgE가 비만세포의 표면에 부착하여 히스타민(histamine)의 분비로 
가려움증, 홍반 등의 알르레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본 실험 결과 
시료의 처치로 인하여 Ig E의 분비가 감소되어 비만세포에서 분비
되는 히스타민을 억제 시켜 소양감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
러한 소양감은 피부가 건조할 경우 더욱 심해지며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경우 표피의 수분보유량이 일반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 
마우스에서 경피수분손실이 정상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되었고, 4
주간 시료를 처치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홍반도를 측정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
염 유도 후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시료 
처치 종료 후에는 정상군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조
군에서는 처치 전보다 증가하였다.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에서는 시
료 처치 4주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시
료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 같은 결과는 Black 
currant seed oil이 표피의 수분 보유량을 높여 표면 장벽을 보호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증도를 임상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scorad index를 사용하는데 홍반, 부종, 
가피, 찰과상, 태선화, 건조 등과 같은 증상을 점수화 한 것으로 15
∼18점일 때 가장 심한정도로 보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유도 직후에는 위와 같은 증상들이 관찰 되었고, 시료 처치 
2주부터 모든 군에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며 4주차에 양성대조군
과 실험군에서는 정상과 가까운 육안적 변화를 보였다. 대조군에서
도 회복되긴 했으나 약간의 흉터가 관찰되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IgE 매개성으로 혈청 내 IgE가 증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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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IgE의 수준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염증
반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항원이 인체에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 랑게르한스세포(Langerhans 
cell)가 활성화 되어 항원의 정보가 제시되고 T cell은 Th2로 분화
되어 IL-4, IL-13 등의 cytokine의 생성을 유도한다27). 이러한 
cytokine은 immunoglobulin isotype 전환으로 B cell을 자극하여 
IgE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기전은 본 연구에서도 DNCB의 처치
로 혈중 IgE가 정상군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시료 처치 4주후 정상군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대조
군과 실험군에서는 시료 처치 전 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시료 처치 중에도 자연치유의 오차를 피하기 위해 주 1회 DNCB
를 처치한 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과 양성대조군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
다(p<0.00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lack currant seed oil의 아토피성 피부염 억
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DNCB으로 유도된 BALB/c 마우스에 
Itching behavior 관찰, 피부병변의 육안적 관찰, 경피수분손실량 
측정, 홍반도 측정, 혈액 내 IgE 측정을 하였다. Black currant 
seed oil은 이 기능성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 효과를 시험하였다. Black currant seed oil
은 DNCB으로 유도한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경피수분손실량과 홍반
도를 감소시켰고, 육안적 피부병변의 회복 및 긁는 횟수가 줄어들어 
피부 표면장벽을 강화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완화하였으며 혈청 내 
IgE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이므로 아토피성 피부염 억
제 원료로 활용 가능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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