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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화, 연교 및 황련해독탕 약침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 NC/Nga 생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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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Atopic dermatitis is a chronic inflammatory skin disease characterized by pruritic
and erythematous skin le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ressive
effects of Lonicerae Flos, Forsythiae Fluctus and 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on the development of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NC/Nga Mice.
Methods : The Atopic Dermatitis was induced by biostir AD on the mice's back skin.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three including LFP(Lonicerae Flos Pharmacopuncture, EtOH extract),
FFP(Forsythiae Fluctus Pharmacopuncture, EtOH extract) and HHP(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Hydrodistillation extract). Every second day, the mice of three groups
were treated with 0.1 ㎖ of pharmacopuncture using a syringe at right and left acupoints (BL13),
alternatively. On the control group, normal saline was used instead of pharmacopuncture.
Subsequently optical observation with a handscope, a clinical skin score, Tissue(general/immune) mast cell, Serum IgE level, Serum histamine level, and Serum lymphokine(IL-2, IL-4,
IFN－γγ) were measured.
Results : FFP and HHP decreased the clinical skin score, the total cell number of mast cells, and
the Serum total IgE level and Serum histamine level. In Serum lymphokine levels, all groups
were decreased to the IL-4 level, LFP and FFP were increased to the IL-2 level, and LFP was
increased to the IFN－γlevel.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Forsythiae Fluctus Pharmacopuncture (EtOH extract) and
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Hydrodistillation extract) exerted anti-allergic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suggesting a promising agent for improving atopic dermatitis related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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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HHP) 3개 군
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였다.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1933년 Wise와
Sulzberger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질환으로 홍반, 부종, 인
설, 가피, 태선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습진성 피부양상을
보이는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으로1) 유전적, 환경적, 약
리학적 요인 등과 같은 복잡한 발병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2. 방법
1) 아토피 피부염 유발 시약

면역학적인 이상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은 사람의 아토피와 가장 유사하여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奶癬, 嬰兒濕疹, 浸淫瘡,
胎斂瘡, 血風瘡 등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3). 기존의 아

임상적용에 가장 효과적인 집먼지진드기인 dermatopha-

토피 치료의 약침에 대한 연구로는 웅담약침 , 봉독약침 ,

유발 시약인 Biostir AD cream(Biostir－AD, Biostir,

소염약침과 생지황약침 이 이용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효

Kobe, Japan)을 사용하였다.

2)

3)

4)

5)

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는 김5)의 연구에서 소염

goides farinae의 allergens를 이용하여 제조한 아토피

약침과 생지황 약침의 肺兪(BL13)穴 주입이 아토피 피부

2) 아토피 피부염 유발 방법

염 치료에 육안적, 조직학적, 면역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정상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군의 생쥐 피부에 3주간 bio-

얻은 점에 착안하여, 소염약침(금은화, 연교, 생지황, 포

stir AD cream을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였다.

공영, 황련, 황금, 황백, 치자)의 일부인 금은화, 연교와 황

유발 1회째에는 NC/Nga 생쥐의 등쪽부터 귓바퀴 윗부분

련해독탕을 이용하여 조제한 약침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

까지 최대한 제모기로 제모한 후 Hair removal gel cream

였다.

(Veet Rasera TM, Reckitt Benckiser, France)을 이용

실험은 biostir AD를 피부에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하여 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남은 제모크림을 흐르는 물

유발시킨 NC/Nga 마우스에 에탄올 추출법으로 조제한 금

로 씻어내었다. 그 후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군의 생쥐에

은화 약침, 연교 약침액과 증류 추출법으로 조제한 황련해

biostir AD cream을 편평한 스틱을 이용하여 100 mg을

독탕 약침액을 肺兪(BL13)穴 에 각각 0.1 ㎖씩 3주간 매일,

등쪽과 귓바퀴의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유발 2회째

총 21회 주입하였으며, 피부의 관찰과 더불어 mast cells,

부터는 피부의 지방성분 제거 및 cuticle barrier를 파괴

IgE, histamine 및 lymphokine(IL－2, IL－4, IFN－γ
)

하기 위하여 도포할 부위에 4 % Sodium Dodecyl Sulfate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

(SDS) 수용액 150 ㎕을 사용한 후 2~3시간 동안 완전히

하는 바이다.

건조시킨 후에 유발 1회째와 같이 biostir AD cream을 정

6)

량 도포하였다. 3주간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총 6회 실
시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3) 군 배정
정상군을 제외한 20마리의 생쥐에게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이후에 대조군과 실험군의 clinical skin score

1. 연구대상

평균점수가 8이 되도록 군별로 배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SLC사(Tokyo, Japan)에

4) 약침액 제조방법

서 수입한 7주령 NC/Nga 생쥐 (아토피성 피부염 동물 모

LFP군의 금은화 EtOH 추출액은 금은화(Lonicerae

델) 수컷 25마리를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정상군(Nor-

Flos) 600 g을 각각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2 ℓ를

mal), 대조군(Control) 및 약침치료군(Pharmacopunc-

넣은 후 약 4시간 전탕하여 여과한 여액을 rotary vacuum

7)

ture)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에 5마리씩 배정하였다. 약침

evaporator(NE2001형, EYELA, Japan)로 감압 농축하

치료군은 각각 금은화 에탄올 추출액(Lonicerae Flos

여 추출물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추출물은 95 % EtOH,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LFP), 연교 에탄올

85 % EtOH, 75 % EtOH로 다시 추출하여 rotary vacuum

추출액(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26.8 g을 회

uncture, FFP), 황련해독탕 증류 추출액(Hwangryun-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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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군의 연교 EtOH 추출액은 연교(Forsythiae Fructus) 600 g을 LFP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여 39.5 g
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동결건조물인 금은화 추출물과 연

함(3)으로 채점하였으며, 최소 0에서 최고 12점 사이의 점
수를 측정하였다.

교 추출물은 각각 1.34 g과 1.975 g을 50 ㎖의 증류수에

2)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의 변화 관찰

희석하였다.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의 수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약침치

HHP군의 약침액인 황련해독탕 증류 추출액은 황련

료 후 3주째에 희생하였다. 그 후 관류 고정한 후 등쪽 피

(Coptidis Rhizoma), 황금(Scutellariae Radix), 황백

부를 척추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절개하여 Bouin 용액

(Phellodendri Cortex), 치자(Gardeniae Fructus) 각

으로 12시간 후 고정하였다. 고정 후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

100 g을 3차 증류수(Ultra Pure 900, USA)에 세척한 후

여 탈수 과정을 거쳐 paraffin으로 포매한 후 7 ㎛의 절편

반응 조 하부에 3차 증류수 2500 ㎖과 함께 60분 동안 실

을 제작하여 toluidin blue 염색을 시행하여 200배율(Ax-

온 상태에 두어 약재를 침출하였다. 약재침출 후 105 ℃에

ioskop, Zeiss, Germany)로 관찰하였으며, 접안렌즈의

서 120분간 전탕하였고, 107 ℃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증

사진촬영용 직사각형의 개수/0.7 mm2 내에 보이는 진피

류 냉각관을 통해 냉각 추출하였다. 1 ℓPyrex 용기에 약

와 피하층의 조직을 한 시야로 하여 각각 10시야씩 관찰

침액을 받아 하루 동안 냉장보관하여 무기염류를 침강시킨

하였다.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pH 7.25∼7.35로 조절하였고,
NaCl을 첨가하여 0.9 % 등장액을 만들어 0.45 ㎛, 0.2 ㎛,

3) 혈청 내 immunoglobulin E(IgE)의 측정

0.1 ㎛ 순으로 여과하였다.

혈액은 심장을 통해 채혈하였으며, 혈청은 20분 동안
4 ℃에서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였고, 혈청은 사용하

5) 약침액 주사방법

기 전까지 －70 ℃에서 보관하였다. NC/Nga 생쥐의 혈청

약침액의 주입은 모든 실험군(LFP, FFP, HHP)의 肺兪

내 IgE의 측정은 sandwich ELISA 방법11)을 이용한

(BL13)穴에 시행하였다. 혈위는 등쪽의 견갑골 내측 흉추

ELISA kit(GeneWay Biotech, Inc. CA, USA)를 사용

좌, 우방 제 3늑간격(intercostal space)에서 인체에 상응

하여 측정하였다. 미리 anti－mouse IgE antibody가 코

하는 부위를 취혈 하였고, 매일 한 번씩 3주간 총 21회 좌,

팅되어 있는 96 well microplate에 희석된 buffer를 사용

8,9)

우 경혈에 교대로 0.1 ㎖씩 피하 주입하였고, 대조군에는

하여 50배 희석한 혈청시료와 표준용액(recombinant

0.1 ㎖의 생리식염수를 같은 방법으로 주입하였다.

mouse IgE)을 각 well당 100 ㎕를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4회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HRP)－conjugated antibody

3. 평가

100 ㎕를 처리한 다음 실온에서 빛을 차단하여 30분간 배

1) Handscope를 이용한 피부의 clinical
skin score 측정

ethylbenzidine(TMB) 용액을 각 well당 100 ㎕씩 가하

피부표면의 육안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
여 실험개시 전 handscope(AT교역, ×50, Korea)를 이
용하여 관찰한 후 clinical skin score를 측정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을 분류하고 촬영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험

양하였다.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한 후 tetram고 10분간 발색시킨 다음 0.3M H2SO4용액을 100 ㎕ 가
하여 반응을 정지시켜 10분 후에 450 nm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4) 혈청 내 histamine의 측정

개시 전부터 1주 간격으로 3주간 handscope를 이용하여

NC/Nga 생쥐의 혈청 내 histamine 농도를 측정하기

관찰하고 clinical skin score를 측정한 후 촬영하였다.

위해 histamine enzyme immunoassay(EIA) kit(SPI－

실험 종료 후 3주째에 임상적인 육안평가를 실시하였으

BIO, Bretonneux, France)를 사용하여 histamine 농

며, 평가는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를 측정하였다12). Polypropylene tube에 standard 또

Yamamoto의 방법10)을 인용하여 평가하였다. 육안적인

는 혈청을 200 ㎕씩 넣고 50 ㎕의 derivatization buffer,

평가 항목은 4가지 항목(erythema/hemorrhage, dry-

20 ㎕의 derivatization reagent를 섞어 반응시켰다.

ness/scaling, edema, excoriation/ erosion)으로 하고,

Monoclonal anti－mouse histamine antibody가 코팅

육안적인 평가 결과는 각각 평가한 점수의 총합으로 나타

된 well plate를 washing buffer를 사용하여 5회 세척한

냈다. 각각의 평가 항목은 없음(0), 약함(1), 중등도(2), 심

후 이렇게 반응시킨 혈청을 well당 100 ㎕씩 넣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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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istamine AchE(acetylcholinest erase) tracer를
넣어 24시간 동안 4 ℃에서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well

Ⅲ. 결과

당 300 ㎕의 washing buffer를 사용하여 5회 세척한 다
음 Ellman's reagent을 200 ㎕ 넣고 실온에서 차광시킨
후 교반기 위에서 발색시키고 ELISA reader(VERSAmax, Molecular device, USA)에서 410 nm파장으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 Handscope를 이용한 피부의 육안적인
변화 및 clinical skin score 변화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연고인 biostir AD를 사용하여
3주간 6회 피부에 도포한 바 대조군과 실험군의 모든

5) 혈청 내 lymphokine(IL－2, IL－4, IFN－γ
)
의 측정

표피박리 등의 증상이 육안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Interleukin－2(IL－2), Interleukin－4(IL－4) 및

정상군에서는 특이한 임상적인 병변은 관찰할 수 없었다

NC/Nga 생쥐의 등쪽 피부에서는 홍반, 부종, 인설, 가피,

Interferon－γ(IFN－γ
)의 측정은 sandwich ELISA 방

(Fig. 1). 대조군과 모든 실험군의 배정을 위하여 Hand-

법으로 혈청 내 농도를 측정하였다. IL－2의 측정은 mouse

scope를 이용하여 clinical skin score를 측정한 결과

IL－2 ELISA Ready－Set－Go(eBioscience, San

biostir AD를 사용하여 3주간 6회 피부에 도포한 대조군

Diego, CA, USA) kit를 사용하여 혈청 내 IL－2의 농도

과 모든 실험군의 clinical skin score는 개체 간에 따라

를 측정하였다. ELISAmicroplate(96 well)에 antimouse

약간의 차이가 있어 평균적으로 score가 8이 유지되도록

IL－2 antibody를 (100 ㎕/well) 4 ℃에서 하루 동안 코

실험동물을 군별로 분류하였다.

팅시켰다. 다음에 각 well을 PBS－T(0.05 % Tween
20)(300 ㎕/well)로 5회 세척하고, assay diluent buffer
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비특이적인 항원 결합을
제거하였다. 각 well에 혈청 및 assay diluent로 희석한
IL－2 표준용액(recombinant mouse IL－2, 1 ㎍/㎖)을
well당 100 ㎕씩 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
음 5회 세척하였다. 그 후 assay diluent로 희석한 biotin
conjugated anti mouse IL－2 antibody를 well당 100
㎕씩 주입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5회
세척하고, Avidin－HRP를 각 well당 100 ㎕씩 넣어 실온
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7회 세척한 후 tetramethylbenzidine(TMB) 기질용액을 각 well당 100 ㎕씩 가
하여 차광하에 15분간 발색시켰다. 50 ㎕의 2N H2SO4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로 45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혈중 IL－4와 IFN－γ
의 측정은 IL－2의 측정방법에 준하였다.

4. 통계처리

Fig. 1. Handscopic observation of atopic dermatitis
like skin lesions for 3 weeks
1a. Normal mice; 1b∼d, atopic dermatitis NC/Nga mice
model induced by biostir AD for 3 weeks;
scaling/dryness and edema(1b), scaling/dryness, and
erythema/hemorrhage(1c), scaling/dryness, erythema/hemorrhage and excoriation/erosion(1d).

통계분석에는 SPSS 15.0 for Window Version(SPSS

NC/Nga 생쥐를 atopic dermatitis 모델로 만들고 3주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mean

간 금은화 약침액, 연교 약침액 및 황련해독탕 약침액을 肺

±SD로 표시하였다. 치료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

兪(BL13) 부위의 피부에 주입한 후 Handscope로 clinical

해 Mann-Whirney U test를 시행하였으며 p＜0.05일

skin score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실험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1주째의 대조군(control group)에서는 6.5±0.3, 금은화
약침 투여군(LFP)에서는 6.4±0.5, 연교 약침 투여군
(FFP)에서는 4.2±0.2 그리고 황련해독탕 약침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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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clinical skin score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Groups

Clinical Skin Score
1 week

2 week

3 week

Control

6.5±0.3

6.2±0.5

5.4±0.3

LFP

6.4±0.5

5.6±0.4

5.2±0.4

FFP

4.2±0.2*

3.5±0.3*

2.8±0.2*

HHP

6.2±0.4

4.8±0.6

4.0±0.2*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c) Total clinical skin score for atopic dermatitis like lesions of NC/Nga mice was defined as the sum of individual scores graded as
0(none), 1(mild), 2(moderate), 3(severe) for each 4 signs and symptoms(erythema/hemorrhage, scaling/dryness, excoriation/erosion)
on the back skin.

(HHP)에서는 6.2±0.4를 나타내었다. 실험 2주째의 대조

FFP의 피부에서는 홍반/출혈은 약함(1), 인설과 가피는 약

군에서는 6.2±0.5, LFP에서는 5.6±0.4, FFP에서는

함(1), 부종은 없음(0), 표피박리는 없음(0)의 증상을 나타

3.5±0.3, 그리고 HHP에서는 4.8±0.6을 나타내어 실험

내어 clinical skin score는 2.8±0.2로서 유의한(p

2주째까지는 홍반, 부종, 인설, 가피, 표피박리 등 다양한

＜0.05) 감소를 나타내었다. HHP의 피부에서는 홍반/출

증상들이 관찰되었다(Fig. 2).

혈은 중등도(2), 인설과 가피는 중등도(2), 부종은 없음(0),
표피박리는 약함(1)의 증상을 나타내어 clinical skin
score는 4.0±0.2를 나타내어 유의한(p＜0.05) 감소를 나
타내었다(Fig. 3).

Fig. 2.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2
weeks on handscopic observation of atopic dermatitis
2a. control group; 2b. LFP group; 2c. FFP group; 2d.
HHP group.
Handscopic features of FFP(2c) group were observed
lower clinical skin scores graded on the skin lesions(scaling/dryness) compared to LFP(2b) and HHP(2d) groups.

약침치료 후 3주째의 대조군과 LFP의 피부에서는 홍반
/출혈은 중등도(2), 인설과 가피는 중등도(2), 부종은 약함
(1), 표피박리는 중등도(2)의 증상을 나타내어 clinical

Fig. 3.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3
weeks on handscopic observation of atopic dermatitis
3a. control group; 3b. LFP group; 3c. FFP group; 3d.
HHP group.
Handscopic features of FFP(3c) group and HHP(3d) group
were observed lower clinical skin scores graded on the
skin lesions(scaling/dryness) compared to control
group(3a).

skin score는 각각 5.4±0.3과 5.2±0.4를 나타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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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의 수적 변화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의 수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금은화 약침액, 연교 약침액 및 황련해독탕 약침액을 3주
간 肺兪(BL13) 부위의 피부에 주입한 후 희생하여 toluidin
blue로 염색하여 ×200 시야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2). 대조군은 32.9±5.4개이었고, LFP군은
23.4±4.5개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FFP군
과 HHP군에서는 각각 13.8±2.3개와 16.2±2.6개가 관
찰되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
다(Fig. 4, 5). 특히 대조군에서는 탈과립된 비만세포가 다
수 관찰되었다.
Table 2.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numerical
changes of mast cells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Mast cells(No.)
Control

32.9±5.4

LFP

23.4±4.5

FFP

13.8±2.3*

HHP

16.2±2.6*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number or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Fig. 5. Numerical changes of mast cells of atopic dermatitis after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3 weeks
The number of mast cells in skin was more decreased
in FFP and HHP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3. 혈청 내 Immunoglobulin E의 변화
Atopic dermatitis 모델에 약침을 주입한 후 혈청 내
Immunoglobulin E(IgE)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3). 대조군에서는 423.9±7.5 ng/㎖이
었고, LFP군에서는 636.3±9.2 ng/㎖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FFP군과 HHP군에서는 각각 354.0±5.2
ng/㎖와 388.7±6.3 ng/㎖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다(Fig. 6).

Table 3.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the serum
IgE lev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IgE(ng/㎖)

Fig. 4. Histological section of atopic dermatitis after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3 weeks (toluidin
blue, × 200)
4a. control group; 4b. LFP group; 4c. FFP group; 4d.
HHP group.
Distribution of mast cells in the skin of FFP(4c) and HHP
(4d) groups were more decreased compare to that of
control(4a) group. Degranulated mast cells were more increase in control group(4a) compare to the other
groups(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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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423.9±7.5

LFP

636.3±9.2

FFP

354.0±5.2*

HHP

388.7±6.3*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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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LFP,
FFP, HHP for 3 weeks on the serum IgE level of
atopic dermatiti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Fig. 7.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LFP,
FFP, HHP for 3 weeks on the serum histamine level of
atopic dermatiti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1.

4. 혈청 내 Histamine의 변화

5. 혈청 내 Interleukin－2의 변화

Atopic dermatitis 모델에 약침을 주입한 후 혈청 내

Atopic dermatitis 모델에 약침을 주입한 후 혈청 내

histamine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Interleukin－2(IL－2)의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

4). 대조군에서는 62.3±2.6 ng/㎖이었고, LFP군에서는

음과 같다(Table 5). 대조군에서는 75.1±3.0 pg/㎖이었

55.5±4.3 ng/㎖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고, LFP군에서는 93.4±0.8 pg/㎖, FFP군에서는

FFP군과 HHP군에서는 각각 33.6±3.2 ng/㎖와

82.3±3.6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

12.9±2.3 ng/㎖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

＜0.05) 증가하였고, HHP군에서는 51.6±0.5 pg/㎖로

＜0.01) 감소하였다(Fig. 7).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8).

Table 4.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the serum
histamine lev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Table 5.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the serum
IL-2 lev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histamine(nM)

IL-2(pg/㎖)

Control

62.3±2.6

Control

75.1±3.0

LFP

55.5±4.3

LFP

93.4±0.8*

FFP

33.6±3.2*

FFP

82.3±3.6*

HHP

12.9±2.3*

HHP

51.6±0.5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1.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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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LFP,
FFP, HHP for 3 weeks on the serum IL-2 level of
atopic dermatiti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6. 혈청 내 Interleukin－4의 변화

Fig. 9.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LFP,
FFP, HHP for 3 weeks on the serum IL-4 level of
atopic dermatiti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7. 혈청 내 Interferon－γ
의 변화

Atopic dermatitis 모델에 약침을 주입한 후 혈청 내

Atopic dermatitis 모델에 약침을 주입한 후 혈청 내

Interleukin－4(IL－4)의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

IFN－γ
의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음과 같다(Table 6). 대조군에서는 117.2±0.0 pg/㎖이었

7). 대조군에서는 257.6±3.1 pg/㎖이었고, LFP군에서는

으나 LFP군에서는 81.9±0.2 pg/㎖, FFP군에서는

428.6±1.2 pg/㎖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

103.2±1.7 pg/㎖, HHP군에서는 99.3±1.0 pg/㎖로서

＜0.01) 증가하였다. FFP군에서는 260.0±12.7 pg/㎖,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HHP군에서는 193.3±13.7 pg/㎖로 대조군과 유사하거

감소하였다(Fig. 9).

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 10).

Table 6.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the serum
IL-4 lev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Table 7. Effects of pharmacopunctures on the serum
IFN-γlevel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biostir
AD in NC/Nga mouse

IL-4(pg/㎖)

IFN-γ(pg/㎖)

Control

117.2±0.0

Control

257.6±3.1

LFP

81.9±0.2*

LFP

428.6±1.2*

FFP

103.2±1.7*

FFP

260.0±12.7

HHP

99.3±1.0*

HHP

193.3±13.7

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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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group, AD＋Saline pharmacopuncture;
LFP group, AD＋Lonicerae Flo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FFP group, AD＋Forsythiae Fructus EtOH extract pharmacopuncture;
HHP group, AD＋Hwangryunhaedok Decoction pharmacopuncture.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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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으며15), 예방 외에 대표적 치료제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오남용의 우려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국소 및 전신적인 부작용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따라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대체할 만한 좀 더 안전하고

17)

근본적인 약물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금은화는 忍冬科(인동과 : Caprifoliaceae)에 속한 다년
생 半常綠木質藤本인 인동 Lonicera japonica THUNB.,
의 花蕾를 건조한 것으로 항균작용18), 항염증효과19), 면역
증강작용20)에 유효하다는 연구가 있고, 금은화 약침에 대
Fig. 10. Effects of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LFP, FFP, HHP for 3 weeks on the serum IFN-γlevel
of atopic dermatiti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value＜0.01.

한 연구로는 항암효과21)에 대한 연구가 조사되었다.
연교는 木犀科(물푸레나무과 : Oleaceae)에 속한 落葉
灌木인 의성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의 果實을
건조한 것으로 항산화활성22), 항염증효과23) 등의 보고가 있
었고, 연교 약침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황련해독탕 약침액은 황련(Coptidis rhizoma), 황금
(Scutellariae radix), 황백(Phellodendri cortex), 치자
(Gardeniae fructus)로 구성된 처방인 황련해독탕에서
증류 추출하였다24). 황련해독탕에 대한 연구로는 해독작

Ⅳ. 고찰

용25), 항염증작용26), 알레르기 천식27) 등의 효과에 대한 보
고가 있었고, 황련해독탕 약침에 대한 연구로는 자율신경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Hanifin과 Rajka

조절28)에 대한 연구가 조사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 표준 진단 기준13)에 의하면, 주증상으로 가려움증, 특징

황련해독탕 약침을 사용한 연구나 보고는 찾아보기 어려

적 발진 모양과 분포, 만성 또는 재발성 경과, 아토피 가족

웠다.

력 중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부증상으로 피부 건조증,

기존의 연구5)에서 소염약침과 생지황 약침이 아토피 치

어린선, IgE 반응, 손발의 습진, 구순염, 두피 피부염, 피부

료에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저자는 소염약침에서 생

감염증, 모낭 주위 항진 중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아토피

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약재들로 이루어진 약침의 효과는

피부염으로 진단한다.

어떤지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

되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淸熱, 解毒의

로 보고되고 있는데, 30년 전과 비교하여 유병률이 2~3배

효능이 있는 금은화(Lonicerae Flos), 연교(Forsythiae

정도로 증가하였다14).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Fructus)를 각각 이용하여 에탄올 추출법으로 조제한 금

원인은 50 % 이상으로 알려진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오염

은화 약침액, 연교 약침액과 解毒, 淸濕熱의 효능이 있는

으로 인해 자동차 매연 분진, 미세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

황련해독탕을 증류 추출한 황련해독탕 약침액을 각각

물 등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의 등장 및 주거환경 변화로 인

NC/Nga 생쥐의 肺兪(BL13)穴에 주입하여 아토피 피부염

한 항원에 대한 노출의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소아기 감

의 발진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염 질환의 감소, 생활 방식의 서구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

약침액의 주입에 있어 肺兪(BL13)는 肺의 背兪穴이며 肺

스 등으로 인해 사람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예전에 알

主皮毛로 肺와 피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穴이다. 또한 足

레르기 항원이 아니었던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太陽膀胱經에 속하는 穴로써 調肺氣, 補勞損, 淸虛熱, 和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

營血의 穴性을 가지며, 肺炎, 肺結核, 咳嗽, 喘息, 氣管支

2)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로 1차적으로 악

炎, 骨蒸潮熱, 盜汗, 肺部壓迫感, 呼吸困難, 胃障碍, 皮膚

화요인 회피, 피부 보습, 광선요법 등이 있으며, 2차적 치
료로는 1차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급성 진행성 병변에 스

搔痒, 泄瀉, 嘔吐, 呃逆, 耳聾, 消渴, 短氣, 上氣 등을 치료
하는 효능6)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

테로이드 제제,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억제제, antihista-

어 각각의 약침액을 肺兪(BL13)穴에 注入하였다.

mine, 2차 감염을 대비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을 사
용한다

. 현재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예방

15,16)

피부 병변은 실험 1주째에 clinical skin score가 LFP
군, HHP군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FP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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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p＜0.05) 감소되었다. 실험 2주째에도 LFP군,

어날 때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많

HHP군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FP군은 유의

이 유리되는 물질이다. 말초혈관에 대한 투과성 항진과 확

한(p＜0.05) 감소를 보였다. 실험 3주째에는 LFP군은 유

장작용, 기관지 평활근에 대한 수축작용, 점막 표면에 대한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FP군과 HHP군은 유의성

선상세포의 분비 항진작용 등을 나타내어 과민반응 및 만

있게(p＜0.05) 감소되었다. 3주째의 clinical skin score

성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반응에 중요한 작용을 한

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대조군과 LFP군은 홍반/출혈은 중

다33). 따라서 FFP군과 HHP군의 histamine이 유의성 있

등도(2), 인설과 가피는 중등도(2), 부종은 약함(1), 표피박

게 감소함은 연교 약침액과 황련해독탕 약침액이 아토피

리는 중등도(2) 증상을 나타낸 반면, FFP군과 HHP군은

피부염의 증상 완화에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홍반/출혈은 약함(1), 인설과 가피는 약함(1), 부종은 없음
(0), 표피박리는 없음(0)의 증상을 나타내었다.

혈청 내 lymphokine으로써 IL－2, IL－4, IFN－γ
의
농도변화를 관찰한 결과, 혈청 내 IL－2는 LFP군과 FFP

치료 기간에 따른 피부의 육안적인 변화에서 FFP군은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p＜

실험 1주차부터 지속적으로 clinical skin score를 감소시

0.05), HHP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켰고, HHP군은 실험 3주차부터 clinical skin score를 감

로 유의하지 않았다. 혈청 내 IL－4는 LFP군, FFP군,

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교 약침액이 아토피 피

HHP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부염 치료에 있어 단기간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p＜0.05). 혈청 내 IFN－γ은 LFP군에서 대조군에 비하

있었고, 황련해독탕 약침액이 3주간의 치료에 유효한 효과

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FFP군과 HHP군에서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피부조직 내 조직학적 변화를 toluidin blue로 염색하여

하지 않았다.

200배율 시야로 관찰한 결과 LFP군은 비만세포가 대조군

세포면역반응은 흉선에서 유래한 T세포(T cell)에 의해

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FP군과 HHP군

매개, 조절이 이루어진다30). T세포에는 T helper 세포(Th),

은 유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다.

T killer 세포(Tk), T suppressor 세포(Ts)가 있다. T

비만세포는 외부 자극에 주로 접하게 되는 피부와 호흡

helper 세포는 다시 Th1세포와 Th2세포로 나뉜다. Th1세

기 등의 기관에서 주로 발견되며 ,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

포는 세포매개성 면역반응 또는 만성, 지연형 과민반응에

29)

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제1형 과민 반응의 소견이다 . 따

관여하고, Th2세포는 IgE를 생성하는데 작용하여, 알레르

라서 FFP군과 HHP군에서 비만세포의 수가 유의성 있게

기 반응과 같은 급성 체액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며34,35), Th1

감소함을 통해 연교 약침액과 황련해독탕 약침액이 아토피

세포와 Th2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은 자신이 속한 집

피부염의 호전에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단의 성장을 증진시키고, 상대 집단의 발달과 활성을 억제

30)

혈청 내 IgE의 농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LFP군은 대

하는 교차 조절작용을 한다36).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IL－2는 Th1 세포의 생존과 분화, 증식을 촉진시키는 작

지는 않았고, FFP군과 HHP군은 유의성 있게(p＜0.05)

용을 한다37). 본 연구에서 LFP군과 FFP군의 IL－2가 대

감소하였다.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함은 금은화 약침액과 연교

IgE(Immunoglobulin E)는 비만세포(mast cell)에 결
합하는 특성을 가진 피부－감작성 항체로 비만세포 표면에

약침액이 아토피 피부염의 세포면역반응에 있어서 Th1 반
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착된 IgE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항원 간의 상호반응이

IL－4는 Th2 세포 반응과 관련된 대표적 cytokine으로

일어나면, 여기에서 histamine, leukotriens, 단백질 분

IgE 생성과 점액분비를 증가시킨다38). 본 연구에서 LFP,

해효소, 화학주성인자 및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된다31,32).

FFP, HHP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함은

혈액 내 IgE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금은화, 연교, 황련해독탕 약침액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 증상 이며, 이에 반해 FFP군과 HHP의 IgE가 유의

세포면역반응에 있어서 Th2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

성 있게 감소함은 연교 약침액과 황련해독탕 약침액이 아

료된다.

14)

토피 피부염의 호전에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IFN－γ는 Th1 세포 반응과 관련된 대표적 cytokine으

혈청 내 histamine의 농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LFP

로 대식세포를 활성화하고, 대식세포의 항미생물 활성을

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FP

증가하도록 자극하며, IgE 생성 및 Th2 림프구의 증식을

군과 HHP군은 유의성 있게(p＜0.01) 감소하였다. hista-

억제하며36), 한편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화에 중요한

mine은 비만세포에서 IgE 농도가 증가한 후 탈과립이 일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LFP군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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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은화 약침액

생쥐의 혈청 내 IgE 농도와 histamine 농도를 유의

이 아토피 피부염의 세포면역반응에 있어서 Th1 반응을 증

성 있게 감소시켰다.

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금은화 약침과 연교 약침은 아토피 피부염 유발 생쥐

금은화 약침액의 경우 항염증작용, cytokine 조절작용

의 혈청 내 IL－2의 농도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을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유의한 결과가 있을 것으

5. 금은화 약침, 연교 약침 및 황련해독탕 약침은 아토피

로 예상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볼 수가 없

피부염 유발 생쥐의 혈청 내 IL－4의 농도를 유의성

었다. 본 연구결과는 금은화 약침액의 주입이 아토피 피부

있게 감소시켰다.

염의 치료제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IL－2, IFN－γ의 증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

6. 금은화 약침은 아토피 피부염 유발 생쥐의 혈청 내
IFN－γ의 농도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등 의 연구에서는 금은화 추출물의 항염증작용이 농도 의

7. 소염 약침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 중 연교와 황련

존적으로 작용하는 경향도 있어, 향후 金銀花 약침액의

해독탕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Th1 활성화 작용과 金銀花 약침액의 농도에 관련하여 추

었다.

19)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연교 약침액과 황련해독탕 약침액의 肺兪
(BL13)穴 주입은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피부의 가시적인
증상완화, 급성 과민반응 억제, 항염증작용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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