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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주된 증상으로 피부발진
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대부분 유아기에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질
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3).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취
약성, 면역계의 불균형, 소양증,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의학적 접근이 시도되
어 왔으며, 이중 약물치료법으로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항생
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 시 
부작용과 내성이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천연물 유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5,6).
    영유아에게서 다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태열(胎熱), 혹은 태독
(胎毒)의 범주에 해당되며, 주로 산모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과식
하여 그 열독(熱毒)이 태아에게 전해져서 생기거나, 산모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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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aedock is a Korean medical treatment that administers herbal extracts orally to newborn infants. This method 
is used for alleviating harmful heat and excreting fetal wastes by meconi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ti-inflammatory effect of Hataedock method with Douchi on 2,4-dinitrofluorobenzene (DNFB)-induced atopic 
dermatitis (AD). The 3-week-old NC/Nga mice were divided into 3 groups: the control group (Ctrl), the AD-induced 
group (AE), and the Hataedock-treated group (GT). Only the GT group was treated with Hataedock at the 3rd week. 
After 28 days from Hataedock treatment, we induced AD-like dermatitis to the AE and GT group by DNFB. The effects 
of Hataedock were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In the epithelium, PKC-positive reaction of the GT 
group was decreased by 57%. In the dermal papillae, IL-4-positive reaction was decreased by 34%. In the dermis, the 
distribution of degranulated mast cells was decreased and substance P-positive reaction was decreased by 49%. In the 
skin tissue, edema was decreased and MMP-9-positive reaction was decreased by 71%. Tissue damage such as 
epithelial cell hyperplasia, infiltration of granulocyte and lymphocyte, and capillary distribution were also decreased. 
The Hataedock method with Douchi maintained skin barrier and inhibited skin-damaging factors via regulating Th2 
differentiation. In conclusion, Hataedock has a potential for preventative treatment of AD.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immune-regulating mechanism and verify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Hataedoc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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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근심이 많고, 혹은 자주 화가 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
하여 오지(五志)가 화(火)로 변하여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 발생한다
고 하였다. 환경적으로는 산모가 지나치게 몸을 덥게 하거나 더운 
곳에 기거하여 화기(火氣)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면 발생한다고 
하였다7).
    한의학에서는 태독을 영유아에서 발병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원
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출생 직후 하태독법(下胎毒
法)을 시행하였다8). 
    하태독법은 두시법(豆豉法), 감초법(甘草法), 황련법(黃連法), 
주밀법(朱蜜法) 등이 있으며, 부드러운 비단을 한약재를 달인 약물
에 담갔다가 입속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면서 소량 먹이는 방법이
다9). 이 중 두시는 신량해표약(辛凉解表藥)으로 체표(體表)의 열을 
발산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콩과 식물들이 피부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염증 증상들을 완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있
다10,11).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두시를 이용한 하태독법이 아토피 피부
염 발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하태독법의 면역조
절 작용에 의한 효능을 검증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두시를 이용한 하태독법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 조절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4-dinitrofluorobenzene(DNFB)
으로 아토피 유사 피부염을 유발한 NC/Nga mice를 이용하여 면
역조직학적 지표를 측정 검사하였다. 또한 비만세포의 침윤과 분
포, 염증세포의 이주조절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피부조직을 분리하
여 피부에 대한 하태독법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아토피 유사 피부염 동물모델 
    동물 모델로는 중앙실험동물(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분양받은 태령 3주된 13~15 g의 NC/Nga 수컷 생쥐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Ctrl군), 아토피 유사 피부염 유발군(AE군), 하
태독 처리 후 아토피 유사 피부염 유발군(GT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에 각 10마리씩 배정하였다. 하태독법 실시 4주 후에 아토피 
유사 피부염을 유발하였다. 우선 생쥐의 등 쪽 부위 피부를 면도한 
다음 5% sodium dodecyl sulfate(SDS: Sigma-Aldrich, USA) 1 
㎖를 면봉으로 20회 문질러서 각질층의 lipid lamella를 제거하고 
acetone/olive(4:1)에 희석된 1% DNFB 100 ㎕로 감작시켰다. 감
작 후 7일과 14일째 2% DNFB 100 ㎕를 도포하여 아토피 유사 
피부염을 유발하였다. 피부염 유발 72시간 후 sodium 
pentobarbital 용액으로 마취 후 처치하였다. 얻어진 등 쪽 피부를 
10% neutral buffered formalin(NBF)으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paraffin에 포매하고 5 ㎛ 두께로 연
속절편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연속절편은 phloxine-tartrazine 염
색하여 표본을 제작하였다(Fig. 1). 
    본 연구과정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
행되었으며(IACUC number: PNU-2014-0732), 실험실 동물의 관
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NIH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되었다.

Fig. 1. Protocol of Hataedock for DNFB-induced dermatitis. Mice were 
sensitized on day 28 by exposing to 1% DNFB 100 ㎕. After 7 and 14 
days from initial sensitization, the mice were challenged with 2% DNFB 
100 ㎕. Hataedock treatment was orally administered on day 1, 2 and 3. 
Abbreviations: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DNFB, 
2,4-dinitrofluorobenzene.

2. 하태독법 약물의 제조와 처리
    두시(豆豉)는 남영제약영농조합(Muju, Republic of Kore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두시는 청호(靑蒿)와 소엽(蘇葉)의 전탕액
에 흑대두를 담가 흡수시킨 후, 남은 전탕액으로 흑대두를 삶고, 
흑대두를 37~38 ℃에서 3~5일간 발효시켜 제조되었다. 두시 100 
g을 증류수 1000 ㎖에 넣고 3시간동안 전탕한 후 여과하였다. 그 
여액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50 ㎖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추출물 20.2 g(수득률 20.2%)을 얻어 연구에 사용
하였다. 3주령 NC/Nga 생쥐 GT군에 3일 동안 두시 추출물 20 ㎎
/㎏을 경구 투여하는 하태독법을 실시하였다.

3. Fingerprinting analysis
    시료의 분석은 HPLC를 이용하였으며, 두시의 성분 분석에 사
용한 표준성분은 isoflavone 유도체인 daidzin 및 daidzein을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daidzin은 약 21.4분에 검출되었고 daidzein
은 약 25.1분에 검출되었다(Fig. 2).

Fig. 2. Comparative chromatogram of isoflavones in standard 
solution and Douchi extract. Peak number 1: daidzin; 2: genistin; 3: 
daidzein; and 4: genistein in standard solution. Separation was performed 
by HPLC-DAD.

4. 조직화학
    신경 펩티드를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분포와 형태 변화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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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Luna's method를 실시하였다. 우선 진피 내 비만세포 
과립을 aldehyde fuchsin에 30분간 염색한 후, Weigert's iron 
hematoxylin과 methyl orange 용액에 각각 1분, 5분 동안 대조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부종 완화는 Masson trichrome 염색을 통해 조사하였다. 우
선 50~60 ℃ Bouin 용액에서 1시간동안 매염 처리한 다음 70% 
에탄올에서 picric acid를 제거하였다. Weigert iron hematoxylin
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켜 핵을 염색하고, Biebrich scarlet-acid 
fuchsin과 phosphomolybdic-phosphotungstic acid에서 각각 
15분간, aniline blue에서 5분간 처리한 후 관찰하였다.

5. 면역조직화학
    피부 절편을 proteinase K(20 ㎍/㎖)에 5분 동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후, blocking serum인 10% normal goat serum에 
4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그리고 1차 항체인 goat 
anti-PKC 1:100, Santa Cruz Biotec, USA), goat anti-IL-4 
1:100, Santa Cruz Biotec, USA), goat anti-substance P 
1:100, Santa Cruz Biotec, USA) 그리고 goat anti-MMP-9 
1:200, Santa Cruz Biotec, USA)에 4 ℃ humidified chamber에
서 7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런 다음 2차 항체인 biotinylated 
rabbit anti-goat IgG(1:100, Santa Cruz Biotec, USA)에 실온에
서 24시간 반응시켰고, avidin-biotin complex kit(Vector Lab, 
USA)에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0.05% 
3,3'-dia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0.05 M tris-HCl 
완충용액(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
였다.

6. 영상분석
    면역조직화학의 결과는 Image Pro Plus(Media Cybernetics, 
USA)를 이용한 영상분석을 통해 수치화(mean ± standard 
error)했다. 영상분석은 각 군의 표본에서 임의로 선정된 상피와 
진피유두를 400배 확대하여 촬영한 다음 positive pixels/전체 
pixel(10,000,000 pixels)로 나타내었다.

7. 통계
    통계는 SPSS software(SPSS 23, SPSS Inc., USA)로 이루어
졌으며, one-way ANOVA 시행을 통해 유의성(P<0.001)을 검증하
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결    과

1. PKC 활성 억제에 따른 Th2 분화 조절
    상피에서 관찰되는 PKC 양성반응은 세포질에서 강하게 나타났
으며. AE군에 비해 GT군에서 PKC 양성반응 세포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영상분석 결과, GT군이 AE군에 비해 57% 감
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진피유두에서 관찰되는 IL-4 양성반응은 세포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AE군에 비해 GT군에서 IL-4 양성반응 세포가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영상분석 결과, GT군이 AE군에 비해 
34%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Fig. 3. The decrease in Th2 differentiation by Douchi-HTD. The 
PKC-positive cells (arrow) in GT were remarkably decreased (PKC 
immunohistochemistry; bar size, 50 ㎛). The IL-4-positive cells (arrow) in 
GT were remarkably decreased (IL-4 immunohistochemistry; bar size, 50 
㎛) Abbreviations: Douchi-HTD, Glycine Semen Preparatum Hataedock; 
EPI, epithelium; DER, dermis.

2. 비만세포 활성 조절
    AE군의 진피유두에서 피하 인접부까지 많은 수의 비만세포가 
분포하였으며, 주로 탈과립형(degranulated type)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GT군에서는 AE군에 비해 적은 수가 관찰되었으며, 주로 
과립형이었다(Fig. 4).
    또한, 진피유두에서 관찰되는 substance P 양성반응은 세포질
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AE군에 비해 GT군에서 substance P 양
성반응세포가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4). 영상분석 결과 
GT군이 AE군에 비해 49 %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Fig. 4. The decrease in itching by Douchi-HTD. The degranulated mast 
cells (dotted line arrow) in dermal papillae were increased in AE but 
decreased in GT (Luna's method; full line arrow, granulated mast cell; bar 
size, 50 ㎛). The substance P-positive cells (arrow) in GT were remarkably 
decreased (substance P immunohistochemistry; bar size, 50 ㎛).  
Abbreviations: Douchi-HTD, Glycine Semen Preparatum Hataedock; EPI, 
epithelium; DER, dermis.

3. 부종 조절 
    AE군에서는 진피유두에서 피하 인접부까지 아교섬유의 분포가 
감소하였지만, GT군에서는 AE군에 비해 많은 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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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즉, GT군에서는 AE군에 비해 부종 양상이 완화되었다.
    한편 진피유두에서 관찰되는 MMP-9 양성반응은 세포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AE군에 비해 GT군에서 MMP-9 양성반응 세포
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5). 영상분석 결과, GT군이 AE
군에 비해 71%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Fig. 5. The decrease in edema by Douchi-HTD at the dermatitis-induced 
skin. The distribution of collagen fiber were decreased in AE but 
increased in GT (Masson trichrome method; bar size, 50 ㎛). The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9-positive cell (arrow) in GT were remarkably 
decreased (MMP-9 immunohistochemistry; bar size, 50 ㎛). Abbreviations: 
↔, edema-evoked region; Douchi-HTD, Glycine Semen Preparatum 
Hataedock; EPI, epithelium; DER, dermis.

Fig. 6. Image analysis of immunohistochemistry. Abbreviation: #, 
p<0.001 compared with AE.

4. 피부 손상 완화 
    외부 형태 변화를 관찰한 결과, AE군의 피부 대부분의 지역에
서 각질층이 손상된 습진(eczema)이 나타났으며, 일부 가장자리 
지역에서는 탈락과정에 있는 혈병(blood clot)과 표피 잔재도 관찰
되었다. GT군은 피부 손상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7). 
    AE군의 피부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표피에서 각질형성세
포(keratinocyte)의 과형성(hyperplasia)으로 인한 피부 상피 층수
의 급격한 증가, 기저층의 원주상피세포와 기저판의 결합이 파괴된 
공간으로 침윤(infiltration)하는 림프구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가시층과 기저층 사이에서 핵의 수축으로 인한 핵막과 세포질 사이 
공간의 확장된 상피세포의 증가와 세포 사이 공간(intercellular 
space)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표피 쪽 진피에서는 염증 관여 세포

의 이주(migration) 증가와 혈관 증가가 관찰되었다. GT군에서의 
형태 변화도 AE군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피부
염이 약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피부 조직 손상의 완
화 증거로는 AE군에 비해 표피세포의 과형성 감소, 침윤하는 림프
구 수의 감소, 표피 원주상피세포 손상 감소, 그리고 세포 사이 공
간의 회복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진피에서 염증 관여 세포의 침
윤 감소와 혈관 수의 감소가 확인되었다(Fig. 7). 

Fig. 7. The mitigative effect of Douchi-HTD for dermatitis-induced 
skin lesion. In external morphology, the skin damages as eczema were 
mitigated in GT. In histological morphology, the decrease in skin damages 
such as hyperplasia, edema, infiltration of lymphocytes, and increase of 
capillary were alleviated in GT compared with AE (hematoxylin and eosin; 
bar size, 100 ㎛). Abbreviations: Douchi-HTD, Glycine Semen Preparatum 
Hataedock; EPI, epithelium; DER, dermis.

고    찰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유전, 음식 알레르기,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 이상, 환경적 요인, 심인성 요인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
으며, IgE 증가, mast cell, T세포, 호산구, CD4+ T세포, CD8+ T
세포, Th2 매개 cytokine 등의 불균형이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13). 주된 증상으로 피부 수분 손실, ceramide, 
filaggrin, antimicrobial peptides 등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14). 이
러한 피부 장벽 손상은 더 많은 항원이 피부를 투과하게 하여 침윤
하는 단핵구(monocyte) 수가 늘어나고, 만성적인 습진과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15). 또한 이러한 습진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피부 표
피층이 과증식하여 태선화(lichenification)를 유발하게 된다14). 최
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IgE와 관련되어 있어 IgE 생성을 억제하려
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16-18). 이런 연구들과 아울러 치료
제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로는 
부작용과 역치값의 상승 등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
에 따라, 대체요법이나 한약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9-22).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하태독법 치료의 객관적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역학적 지표를 측정 검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후 약물 투약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의 호전 정도를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는 하태독법을 시행하
는 목적에 부합하고자 두시를 이용하여 하태독법을 먼저 시행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함으로써 약물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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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적 효과로 인한 증상 경감보다는 하태독법에 의한 면역조절 작
용에 의한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각질층 내 ceramide 감소로 인하여 
sphingosine이 감소하고 protein kinase C(PKC) 활성을 유도하여 
상피 기저층에서 세포분열이 증가하게 된다23). 이는 TNF-α, IL-1β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 분비 증가에 의한 NF-κB/Rel의 
활성을 유도하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인 iNOS가 생성되어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의한 조직 손상이 일어난다24). 특히 
IL-4와 PKC는 Th2 cell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하태독법에 의한 Th2 분화 조절 효
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KC와 IL-4의 발현 억제 여부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AE군에 비해 GT군에서 PKC와 IL-4 양상반응 세포
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하태독법이 Th2 분화
를 제어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유발 조절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
포는 세포 표면에 FcεRI 수용체를 발현하며, 항원들이 이 수용체에 
결합된 IgE와 교차 결합하면 비만세포의 활성화와 탈과립화가 진행
된다. 탈과립화는 항원 결합 후 몇 분 내에 발생하여 histamine, 
substance P, matrix metalloprotinases, serotonin 등 다양한 
화학적 매개물질들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27). 이 중 
substance P는 신경 펩티드(neuropeptide)로 신경 생성에 주로 
관여하며 피부, 근육, 관절의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된다28,29). 또
한 미세혈관을 확장하여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mast cell의 탈과립
과 염증세포 이주 및 증식을 유도하는 등 신경성 염증 및 피부 소
양증과 연관되어 있다30,31). 본 연구에서는 하태독법의 알러지 반응
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하에 위치한 비만세포의 탈
과립 현상과 substance P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GT군에서 AE군에 비해 탈과립형 비만세포의 분포가 적게 나타났
으며, substance P의 발현도 GT군에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하태독법이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하여 화학매개물질과 염증
성 cytokine의 분비로 인한 비만세포 매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substance P의 발현 억제를 통한 소양증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MMP-9은 cytokines, growth factor와 같은 여러 자극에 의
해 합성, 분비되어 세포 구조에 영향을 주며32), laminin과 type IV 
collagen을 선택적으로 분해하고 기저막을 파괴하여 염증관련 세포
의 이주를 용이하게 한다33,34). 본 연구에서는 하태독법의 진피 내 
부종 변화 및 염증세포들의 이주 조절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MMP-9의 발현 정도와 Masson trichrome 염색에 의한 진피 내 
부종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GT군에서는 AE군에 비
해 부종이 완화되었으며 MMP-9의 활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하태독법이 MMP-9를 억제하고 염증 관련 세포의 이주를 조
절하여 진피 내 부종도 경감시켰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태독법에 의한 피부 손상 완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하태독법을 시행하고 일정기간 후 등 쪽 피부에 아토피 피
부염을 유발하였다. AE군에서는 대부분 각질층이 손상된 습진이 
나타났으며, 일부 가장자리 지역에서는 탈락과정에 있는 혈병과 표

피 잔재도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GT군은 피부 손상이 적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 피부조직의 손상 정도에서도 AE군에 비해 GT군이 
상피세포 과형성 및 기저막 주변으로의 과립백혈구와 림프구 침윤
이 적었고, 진피에서 염증 관여 세포의 이주 증가와 모세혈관 분포 
증가 정도가 적었다. 이를 통해 하태독법이 피부염으로 유발된 부
종의 감소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DNFB 유발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유
전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하태독법의 면역 조절에 관련된 기전과 안전성 및 유
효성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하태독법의 아토피 피부염 유발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행
해진 본 연구는 태령 3주에 하태독 처리한 NC/Nga 생쥐에 DNFB
를 이용해 인위적 피부염을 유발한 후 Th2 분화 조절, 피부소양증 
감소 효과, 염증세포 이주 조절 작용, 피부 손상의 면역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태독법 처리 후 상피 내 PKC 양성반응이 57%, 진피유두 내 
IL-4 양성반응이 34% 감소하였다. 
    하태독법 처리 후 피하에 위치한 탈과립형 비만세포의 분포가 
감소하였으며, substance P 발현이 49% 감소하였다. 
    하태독법 처리 후 조직 내 부종이 감소하였고, MMP-9의 활성
이 71% 감소하였다. 
    조직 내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상피세포 과형성, 과립
백혈구와 림프구의 침윤, 모세혈관 분포가 완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하태독은 Th2 분화를 제어하여 피부 상피장벽
의 유지 및 피부 손상을 선제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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