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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water and fermentation extracts of KMS 

(Kami-Mihudeongsikjang-tang) on AD (atopic dermatitis). Additionally, by applying the fermentation extracts of KMS 

at the first sensitization and latency period, I investgated whether it could prevent AD.

Methods: In this study, to test the effect and preventive efficacy of KMSs on AD. DNCB-induced BALB/c mice of 

AD model was used. Through histological observation, epidermis and dermis thickness, the infiltration of eoshiphils 

and mast cells in epidermis and dermis were examined.  We measured the serum level of IgE and IL-6, TNF-alpha, 

and the expressions of NF-κB and MAPK protein.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KMSs on keratinocyte, HaCaT 

cells were treated TNF-alpha and IFN-gamma to induce an inflammatory response. The KMSs were applied at various 

concentr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 investigated TARC expression.

Results: The treatment groups were reduced epidermis and dermis thickness, inhibited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s 

and mast cells, reduced the serum level of IL-6. Moreover, sfKMS group reduced serum level of TNF-alpha, inhibited 

the protein expressions of NF-κB and the phosphoryllation of ERK, JNK and p38. Especially sfKMS-pre group were 

reduced the serum level of IgE, show significant inhibition on the protein expression of NF-κB and the phosphoryllation 

of ERK, JNK and p38. In the experiment on HaCaT cells, sfKMS group were reduced expression of TARC.

Conclusions: These result suggest that wKMS and sfKMS was effective in the treament on AD, and sfKMS would prevent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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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atopy)의 개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atopia’에서 유래하였으며, 1923년 Coca

와 Cooke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현상으로 소

개되었다1). 알레르기 질환에서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습진과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한다. 

2015년 보고에 의하면 AD는 세계적으로 아동의 

15~20%, 성인의 1~3%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발생

률은 과거 수 십 년간 산업화된 국가에서 2~3배 증가하

였다2).

미후등식장탕(獼㺅藤植腸湯)은 태양인 내촉소장병

(太陽人 內觸小腸病)에서 열격(噎膈), 반위(反胃)를 치료

하는 처방이다. 열격과 반위는 식도 질환에 의한 연하

곤란의 증상을 그 병증으로 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
｢장부론｣에서는 위완(胃脘)과 설(舌), 이(耳), 두뇌(頭

腦)와 피모(皮毛)를 모두 폐지당(肺之黨)으로 분류하였

다. ｢사상인 변증론｣에서 태양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

에 대비 0.1%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인 약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약물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미

후등식장탕은 식도와 관련된 질환에 활용해 볼 수 있

으며, 동시에 폐지당의 관점에서 피부 질환에도 응용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식도 질

환에 사용하는 미후등식장탕이 AD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태양인 처방의 응용에 대하여 보

다 폭 넓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미미후등식장탕(Kami-Mihudeongsikjang- 

tang; KMS)은 미후등식장탕에 유근피, 황정, 단삼을 가

미한 처방이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개의 dust 

mite allergen extract로 자극받은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에 미후도를 처리하여 관찰

한 실험에서, 미후도는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alpha), interferon-gamma(IFN-gamma), 

interleukin 4(IL-4), IL-5 그리고 IL-13의 발현에 대

하여 유의성 있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3). KMS를 구성

하는 약물 중 미후도를 제외하고 알레르기 질환 및 AD에 

관련된 효능 및 기전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발효 음식과 음료는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생산되

고 소비되는 주된 식단에 해당한다. 발효는 원재료의 

효소 작용과 미생물의 대사 작용에 의하여 음식 기질의 

영양과 생체활성 특징을 건강에 유익한 결과를 주는 방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에 

따라 발효한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한의

학연구소에서는 고체발효를 통한 주요 약재의 성분변화

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관찰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당귀의 지표성분인 nodakenin은 꿀 발효 추출물과 누

룩 발효 추출물에서 발효를 하지 않은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decursin은 발효를 하지 않

은 추출물보다 누룩 발효 추출물에서 유의성있는 증가

를 보였다5).

본 연구에서는 AD를 유발한 동물모델에 대하여 

KMS 물추출물과 발효추출물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피부조직 관찰하였다. 또한 기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 IgE와 cytokine의 농도변화, 

핵내 염증 단백질의 발현 그리고 HaCaT 세포에서 

chemokine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AD의 발현은 위

험요인이 되는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

어난다. 2~4세에 무해한 알레르겐에 감작된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감작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다른 알레르겐에 대한 추가 감작이 일어난다6).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전략은 IgE 감작의 발생을 

겨냥한 예방이 그 기본이 된다7). 따라서 예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효추출물은 1차감작 전과 잠복기에 

투여시킨 군과 2차감작으로 AD를 유발한 후에 투여한 

군에 대하여 예방효과와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위에

서 제시한 실험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제조 및 추출

실험에 사용된 본초는 현대약업사(서울, 동대문구)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가미미후등식장탕의 처방구

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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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물추출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물추출물(wKMS; water 

extract of KMS)은 준비된 약재 360g에 증류수 

3.6L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끓여 추출하였다. 추출액

은 여과지(Whatman No. 3, Maidston, UK)로 여

과한 다음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N-1200, 

EYELA, Japan)에서 60℃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

조 하였다. 수득율은 12.08%이다.

Table 1. Composition of KMS.

Medical
herbs

Scientific name
Dosage 

/1day/70kg

미후도
獼猴桃

Actinidiae Fructus 32 g

미후등
獼猴藤

Actinidiae Ramulus 16 g

모과
木瓜

Chaenomelis Fructus 16 g

포도근
葡萄根

Vitaceae Radix 24 g

노근
蘆根

Phragmitis Rhizoma 16 g

앵도육
櫻桃肉

Pruni Semen 8 g

오가피
五加皮

Acanthopanacis Cortex 8 g

송화분
松花粉

Pini Pollen 8 g

저두강
杵頭糠

Oryzae Testa 8 g

유근피
楡根皮

Ulmi Pumilae Cortex 24 g

황정
黃精

Rhizoma Polyconati 24 g

단삼
丹參

Salviae Miltiorrhizae Radix 8 g

합계 192 g

2)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발효추출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발효추출물(sfKMS; fermentation 

extract of KMS)은 준비된 약재 720g에 온천수

(WatarRok, Jellanam-do, Korea) 5L를 첨가하여 한

약용 약탕기(인월요업, 전라남도, 남원시)에서 2시간 30분 

탕전하였다. 추가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물의 온도가 

50℃ 될 때까지 냉각시킨 후 납두균과 효모가 포함된 복합미

생물을 이용한 발효추출물(Multistrain included 

Bacillus natto and Saccharomyces cerevisiae; 

Biotech, Chungcheongnam-do, Korea) 50mL를 

투입하고 50±5℃를 유지하면서 48시간 숙성시켰다. 부직

포로 1차 여과 후 100℃ 15분 멸균하고, 여과지

(Whatman No. 3, Maidston, UK)로 2차 여과한 다음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N-1200, EYELA, 

Japan)에서 60℃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였다. 수득

율은 11.17%이다.

2. KMS의 DNCB 유도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에 미치는 효과

1) 시약

2,4-dinitrochlorobenzene(DNCB)은 Sigma- 

Aldrich(Louis, MO, USA)에서, Mouse IgE, IL-6 

ELISA kit는 BD bioscience(San Jose,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Western blot에 사용한 1차 항체 

total-extracelluar signal-ragulated kinase(T- 

ERK, Cat No.4695), phospho-ERK(P-ERK, Cat 

No.4730), total-Jun N-terminal kinase(T-JNK, 

Cat No.9258), phospho-JNK(P-JNK, Cat No.

4688), total-p38(T-p38, Cat No.9212), phospho 

-p38(P-p38, Cat No.4511),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NF-κB, Cat No.8242)는 Cell Signaling 

Technology(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으

며,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 

reagent kit는 Pierce (Rockford, IL, USA)에서 구

입하였으며, 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d anti-IgG는 Jackson Immuno 

Research(West Grove, P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동물

생후 7주령 된 암컷 BALB/c mice는 Nara 

biotech(Seoul, Korea)에서 40마리 구입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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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당일까지 고형사료(labanimal, Seoul, Korea)와 

물을 공급하였으며, 온도 23±2°C, 습도 50±10%로 

조절된 동물 사육실에서 7일 동안 적응시켰다. 모든 

동물실험은 경희대학교의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지침

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KHUASP(SE)-16-075).

3) 실험군의 배정

총 40마리의 BALB/c mice는 정상군, 대조군, 

wKMS군, sfKMS군 그리고 sfKMS-pre군으로 나누

어 각각 8마리씩 배정하였다. AD를 유발하지 않은 정

상군(Normal), AD를 유발시킨 후 증류수만 0.2mL

투여한 대조군(Control) 그리고 AD를 유도하고 KMS

를 투여한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군은 다시 3개

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wKMS군은 2차감작 기간 동안

(16일)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물추출물인 wKMS 

6.5mg/mice를 0.2mL의 증류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

였으며, sfKMS군은 2차감작 기간 동안 가미미후등식

장탕의 발효추출물인 sfKMS 6.0mg/mice를 0.2mL

의 증류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였다. sfKMS-pre군은 

2차감작 전에 1차감작 3일전부터 1차감작기간 그리고 

잠복기 동안(16일) sfKMS 6.0mg/mice를 0.2mL의 

증류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였으며 AD을 유도하는 2차

감작 기간에는 증류수 0.2mL만 경구 투여하였다. 실

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농도는 성인 70kg 기준 1일 

복용량 192g을 체중 대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4) DNCB 유도 아토피 피부염 유발

본 실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모델을 제작을 위해 

DNCB를 acetone과 olive oil이 3:1로 혼합된 용매

에 0.5%로, aceton과 olive oil이 9:1로 혼합된 용매

에 1%로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7일 간 사육 환경에 적

응시킨 BALB/c mice의 등 부위를 제모하고 피부의 

미세 상처가 자연 치유되도록 24시간 방치하였다. 이 

후 AD를 유발하기 위하여 1차로 0.5% DNCB 용액 

200μL를 하루에 한 번씩 3일(Day 1-3) 동안 등 부위

에 도포하였다. 이후 10일 동안(Day 4-13) 아무 처리

도 하지 않으며, 염증 유발을 확인한 후, 2차 감작은 

16일 동안 3일에 한 번씩(Day 14~29, 총 6번) 1% 

DNCB 용액 200μL를 등 부위에 도포하였다(Fig. 1).

5) 조직학적 평가

KMS가 피부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학적으로 관찰, 분석하였다. 피부조직은 표피

와 진피의 두께 그리고 eosihophil과 mast cell의 침윤

을 관찰하였다. 피부 조직은 10% neutral buffered 

formalin(NBF) 에서 24시간 고정 후 파라핀으로 포매 

Fig. 1. Experimental schedule for induction of atopic dermatitis. All topical applications were applied to the dorsal 
skin. The normal group was treated with a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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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icrotome(ZEISS, Oberkochen, Germany)

을 이용하여 5μm로 절편하였다. 절편한 조직은 xylene

으로 탈파라핀을 시행하였고, 100, 95, 90, 80,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함수시키고 증류수로 세척한 후 

hematoxylin/eosin과 toluidine염색을 시행하였다. 

조직내 eosinophil의 침윤과 부종을 측정하기 위해 식도

조직과 피부조직을 hematoxylin으로 5분간 염색한 후, 

흐르는 물에 10 분간 수세하였으며, esosin으로 30초간 

염색을 하였다. 이후 조직은 70, 80, 90, 95, 100% 에탄

올을 이용하여 탈수한 후, xylene으로 투명화과정을 거

쳐 카나다발삼(Junsei chemical Co., Japan)으로 봉

입하였다. 피부조직의 eosinophil의 침윤은 광학현미

경(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400배율, 

10개 시야에서 측정하였으며, 표피와 진피 조직의 두께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피부조직을 100배율로 촬영한 

후, image J software를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또한, 피부조직내 mast cell의 침윤을 관찰하기 위해 

toluidine염색을 시행하였다. 탈파라핀, 함수 및 수세를 

마친 피부조직을 toluidine blue용액에 2분간 염색한 

후 증류수로 수세하였다. 이후 100% 에탄올로 탈수, 

xylene으로 투명화한 후 카나다발삼으로 봉입하였다. 피

부 조직 내 mast cell의 침윤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100배 시야에서 관찰하였다.

6) 단백질 수준의 측정

DNCB로 유도된 피부조직에서 염증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와 NF-κB의 발현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western blot assay를 실시하였다.

MAPK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 피부 등 조직을 

Lysis buffer(20mM HEPES(pH 7.5), 1.5mM 

MgCl2, 0.2mM EDTA, 0.1M NaCl, 0.2mM DTT, 

0.5mM Na3VO4, protease inhibitors cocktail)

에 넣어 homogenizer를 이용하여 조직을 균질화 한 

후 13,000rpm,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NF-κB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

해, 피부조직은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 reagent kit 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핵단

백질을 분리하였다. NF-κB, T-ERK, P-ERK, T-p38

과 P-p38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 30μg의 단백질을, 

T-JNK와 P-JNK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 50μg의 단

백질을 10% polyacrylamide겔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각 

membrane은 antibody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해 5% skim milk/ Tris buffered saline-Tween 

20(TBST)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한 후 TBST로 수세하였다. 각 항체를 1% BSA/TBST

에 500배(NF-κB, T-ERK, P-ERK) 또는 1,000배

(T-JNK, P-JNK, T-p38, P-p38) 희석한 후 

membrane과 함께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각 membrane들은 TBST로 15분간 3번 세척하고 

HRP가 붙어있는 2차 항체와 함께 실온에서 1 시간 동

안 반응시켰다. 각각의 항체와 결합한 단백질들의 발현

은 ECL kit(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를 이용하여 발색시킨 후 

X-ray 필름으로 현상하였다.

7) 혈청 내 IgE 및 cytokine 측정

혈청 IgE와 cytokine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를 

실시하였다.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즉시 주사기를 이용하

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2,000rpm, 4℃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 냉동고에 보

관하였다. 혈청에서의 IgE, IL-6 농도는 ELISA kit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개의 96well plate에 kit내에 있

는 capture IgE와 capture IL-6를 coating한 후, 

sample과 dilution buffer를 혼합하여 각각의 well에 

100μL씩을 분주하고 암실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washing buffer solution으로 3번 세척하였다. 다시 

detection IgE와 detection IL-6를 well에 넣고 1시

간 암실에 방치한 후에 다시 5번 세척하였다. 

HRP-conjugated streptavidin을 넣고 암실에서 1시

간 방치한 후 다시 7번 세척하였다. Chromogenic 

substrate인 3,3′, 5,5′-Tetramethylbenzidine 

(TMB) substrate를 100μL씩 넣고 30 분간 방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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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μL의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 reader 

(570-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TNF-alpha는 Millipore Mouse Th17 Magnetic 

Bead Pane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KMS의 HaCaT세포에 미치는 효과

1) 세포

HaCaT 세포는 피부면역 반응 유도에 주로 사용되

는 인간 유래의 피부 각질 형성세포로, 한국 세포주 은

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HaCaT 세포에 

TNF-alpha와 IFN-gamma를 처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한 후 KMS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 시약

세포 배지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은 Welgene(Daejeon, Korea)에

서 구매하였다. Fetal bovine serum(FBS)은 

Gibco(Gaithersburg, NY, USA)에서 구매하였고, 

Penicillin/Streptomycin은 Invitrogen(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였다.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DPBS)는 Gibco(Gaithersburg, 

NY, USA)에서 구매하였다. TNF-alpha, 

IFN-gamma와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TARC) ELISA kit는 R&D system 

(Minneapolis, MN, USA)에서 구매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kit는 Invitrogen(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였다. Taq polymerase는 Kapa 

Biosystems(Woburn, MA, USA)에서 구매하였다. 

PCR primers는 Genotech(Daejeon, Korea)에서 

구매하였다.

3) 세포 배양

HaCaT 세포는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조건의 배양기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는 2~3일 간격으로 세포 밀집도가 90%에 도달했

을 때 계대배양하였다.

4) TARC의 발현량 분석

HaCaT세포에서 KMS의 항염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6-well plate에 HaCaT 세포를 1×106 

cell/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후 대조군

과 실험군에 TNF-alpha와 IFN-gamma를 각각 

10ng/mL씩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염증반응을 유도

하였으며, 실험군은 wKMS 또는 sfKMS를 농도별로 

처리였다. 24시간 후 배양액을 4,000rpm, 4℃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시켜 상층액을 TARC 분석에 사용

하였다. TARC는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모든 실험방법은 Kit 내 제공되는 표준 시료를 사용하

였으며,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45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TARC 의 유전자 발현 RT-PCR 분석

반응을 종료한 세포는 DPBS로 3회 수세한 후 수확

하여 Trizol(TAKARA BIO, Otsu, Japan)을 사용하

여 RNA를 추출하고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kit(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PCR 증폭 조

건은 95℃에서 10분간 pre-denaturation, 95℃에서 

30초 동안 denaturation, 57.5℃에서 30초 

annealing, 72℃에서 30초 동안 extension하였다. 

cycle은 42cycle로 진행하였으며, primer sequence

는 sense 5'-ACT GCT CCA GGG ATG CCA TCG 

TTT TT-3', anti-sense 5'-ACA AGG GGA TGG 

GAT CTC CCT CAC TG-3'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PCR증폭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합성물을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 시킨 후, NαBI gel doc을 사

용하여 TARC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4. 통계처리

각 data는 Mean ± SEM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analysis of variance(ANOVA)로 분석하고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 하여 유의성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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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GraphPad Prism 

software(Ver. 5.01, GraphPad Software Inc, CA, 

USA)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1. KMS의 피부조직 두께 변화에 미치는 효과

H&E 염색을 한 대조군의 피부 조직은 epidermis

및 dermis가 부종으로 두께가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

하게 증가 되었다(p<0.01). 반면 모든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epidermis와 dermis의 두께가 감소

하였다.

wKMS군의 epidermis와 dermis의 두께는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epidermis: p<0.05, dermis: 

p<0.05)감소하였다.

sfKMS군의 epidermis의 두께는 대조군에 대해 유의

하게(p<0.05)감소하였고, dermis의 두께는 감소하였으

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지 않았다(p=0.06).

sfKMS-pre군의 epidermis와 dermis의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epidermis: p<0.05, dermis: 

p<0.05) 감소하였다(Fig. 2).

2. KMS의 피부조직 내 mast cell 침윤에 
미치는 효과

Toluidine blue 염색을 한 대조군의 피부 조직에는 

mast cell 침윤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p<0.01) 

증가하였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wKMS군, sfKMS군 그

리고 sfKMS-pre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mast cell 침

윤이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Fig. 3).

Fig. 3. The effects of KMSs on mast cell infiltration in 
dorsal skin tissue of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infiltration of mast cell in epidermis and 
dermis lesions were examined by toluidine blue 
staining of skin section (magnification: 100′, scale 
bar: 200μm). (B) The number of mast cell. The 
infiltration of mast cell in three sites was counted.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KMS, kami-Mihudeong 
sikjang-tang. DNCB, 2,4-dinitrochlorobenzene.

Fig. 2. The effects of KMSs on epidermis and dermis 
thickness change in dorsal skin tissue of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thicknesses of epidermis and dermis were 
identified by H&E staining at magnification 
100× (scale bar 200μm). (B) Measurement of 
epidermis thickness. (C) Data of dermis 
thickness.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E: epidermis: D: 
dermis. KMS, kami-Mihudeongsikjang-tang. 
DNCB, 2,4-dinitrochlo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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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S의 피부조직 내 eosinophil 침윤에 
미치는 효과

Fig. 4. The effects of KMSs on eosinophil infiltration in 
dorsal skin tissue of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 in 
epidermis and dermis lesions were examined 
by H&E staining of skin section (magnification: 
100′ and 400′, scale bar: 200μm and 50μm). 
(B) The number of eosinophil.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 in six sites was counted.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KMS, kami-Mihudeongsikjang- 
tang. DNCB, 2,4-dinitrochlorobenzene.

H&E 염색을 한 대조군의 피부 조직에는 eosinophil

의 침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반면 실험군에

서는 wKMS군, sfKMS군 그리고 sfKMS-pre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esosinophil의 침윤에 대하여 유의성있

는(p<0.01)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

4. KMS의 피부조직 내 NF-κB 및 MAPK 
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에서 NF-κB발현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

하게(p<0.01) 증가 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NF-κB의 발현이 감소하였

으며, sfKMS-pre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p<0.01) 발현을 억제하였다.

NF-κB의 활성화 과정에 관계되는 MAPK인산화를 

추가적으로 확인 하였다(Fig. 5).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P-ERK1/2, P-JNK, P-p38의 활성이 증가 하

였으며, P-ERK와 P-p38의 발현은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실험군에서 P-ERK의 발현은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감소하였다. wKMS군은 대조군과 비교하면 P-ERK의 

발현억제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sfKMS군은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sfKMS-pre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

P-JNK의 발현에 대하여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하여 그 발현이 감소하였다. wKMS군의 P-JNK의 발

현억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sfKMS군과 sfKMS-pre군에서는 유의성을 보였다

(p<0.01).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P-p38의 발현이 증가하

Fig. 5. The effects of KMS on NF-kB and MAPKs 
expressions was investigated by western blot. 
(A) The level of NF-kB (B) P-ERK, (C) P-JNK, 
(D) P-P38 expressions were examined by western 
blot. The expression level were measured by 
image J.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1,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KMS, kami- 
Mihudeongsikjang-tang. NF-κB,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T-ERK, 
total-ERK. P-ERK, phospho-ERK.T-JNK, total-JNK. 
P-JNK, phospho-JNK. T-p38, total-p38. P-p38, 
phospho-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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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소하였다. wKMS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P-p38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sfKMS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고, sfKMS-pre군

의 발현 억제 효과도 유의하였다(p<0.05).

5. KMS의 혈청 IgE와 cytokine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KMS 투여가 혈청 IgE와 cytokine의 농도를 변화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IgE, IL-6, TNF-alpha의 

수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Fig. 6).

Fig. 6. The effects of KMSs on IgE and cytokines level 
in serum of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data of serum IgE (B) IL-6 (C) TNF-alpha.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1,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KMS, kami- 
Mihudeongsikjang-tang. IgE, immunoglobulin E. 
IL-6, interleukin 6, TNF-alpha, tumor necrosis 
factor-alpha.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IgE, IL-6, 

TNF-alpha의 농도는 유의하게(IgE: p<0.01, IL-6: 

p<0.01, : p<0.01, TNF-alpha: p<0.05) 증가하였다.

IgE의 농도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

거나 감소하였다. wKMS, sfKMS군은 대조군에 비하

여 IgE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sfKMS-pre군은 대조군

에 비하여 IgE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IL-6의 농도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wKMS: p<0.01, sfKMS-pre: p<0.01) 감소효

과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성있는 증가를 나타

낸 TNF-alpha의 농도는 모든 실험군에서 감소경향을 

보였으며 sfKMS군은 유의성(p<0.05)있는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6. KMS의 HaCaT세포에서 TARC 분비에 
미치는 영향

TARC는 염증성 피부 병변 부위로 T helper 2 (Th2) 

세포를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MS가 TARC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Fig. 7). 정상군에 비해 

TNF-alpha/IFN-gamma를 처리한 대조군에서는 

TARC의 발현이 유의적으로(p<0.01) 증가하였다.

wKMS군은 대조군에 비해 TARC의 분비에 대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50, 200 μg/mL 

처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fKMS군은 대조군에 비해 TARC의 발현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 μg/mL 처리군의 감소효과

는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5).

HaCaT 세포에 TNF-alpha/IFN-gamma의 자극

제를 처리한 뒤 KMS가 TARC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Fig. 7).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

Fig. 7. The effects of KMS and sfKMS on TARC 
expressions. (A-B) ELISA, (C, D) RT-PCR.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SEM.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KMS, kami-Mihudeongsikjang 
-tang. TARC,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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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ARC 발현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wKMS군의 TARC 유전자 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50, 100 μ

g/mL 처리군에서 증가했던 TARC 유전자 발현이 

200 μg/mL 처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fKMS군에서의 TARC 발현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

소하였으며, 50, 200 μg/mL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

고 찰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보여준 KMS의 AD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AD가 유발된 동

물모델에서 표피와 진피의 조직의 과각화 및 부종의 

완화, eosinophil과 mast cell의 침윤억제로 치료효

과를 관찰하였다. 혈청 IgE와 염증성 cytokine의 농

도 변화, NF-κB 발현 그리고 MAPK의 인산화 억제 

정도, 염증이 유도된 HaCaT 세포의 TARC발현 정도

를 측정하여 기전을 검증하였다. 또한 약물의 추출방법

과 적용 기간에 차이를 두어 KMS의 AD에 대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살펴보았다.

AD의 임상상은 목이나 관절의 접히는 부위 등의 호

발부위에 피부건조와 동반되는 급성 습진, 소양증이 특

징이다8). 이러한 AD의 임상증상은 피부병소에 나타나

는 조직학적인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급성으로 

구진이 발생한 피부병소는 현저한 표피의 세포내 부종

(spongiosis)이 특징이며, 만성으로 태선화된 피부병

소는 망상 피부 융기의 연장, 뚜렷한 과각화증 그리고 

약간의 부종에 의한 진피의 비후가 특징이다9). 이번 

실험의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표피와 진피의 두께

가 증가하였다. 실험군에서 표피의 두께는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진피의 두께도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KMS가 AD의 병소에 나타나

는 부종 및 피부각화증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부종 및 

과각화 억제율의 경우 wKMS, sfKMS, sfKMS-pre 

모든 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급성 피부병소의 내에는 혈관주위의 단핵구, 대식세포

와 함께 T cell의 침윤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eosinophil을 관찰되지만 basophil과 neutrophil은 

드물게 나타난다. 또한 여러 단계의 탈과립화된 mast 

cell이 존재한다9). Mast cell은 histamine, tryptase 

다른 pro-inflammatory매개물질을 분비함으로써 AD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유발한다
10). Mast cell은 한번 활성화되면 AD의 증상을 일으키는 

몇 가지의 매개물질을 분비한다. 예를 들어,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osinophil- derived 

neurotoxin과 major basic protein은 혈관투과성과 

신경독성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11). 더욱이, IL-4와 

IL-13을 생산하여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와 섬유

아세포(fibroblast)로부터 chemokine 생산 자극을 통

해eosinophil의 모집을 촉진한다. 이번 실험에서 H&E 

염색을 한 대조군에서 eosinophil의 침윤이 관찰되었으

며, toluidine blue의 염색으로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

는 진피에 mast cell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반면 모든 

실험군에서는 eosinophil과 mast cell의 침윤이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이는 KMS가 

eosinophil과 mast cell의 매개로 나타날 수 있는 AD

의 부종이나 태선화와 같은 조직의 변화를 완화할 수 있으

며, 가려움증 등의 임상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3년 World Allegy Organization(WAO)에서

는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 질환을 IgE 감작과 연관된 

질환으로 정의하였으며, AD는 IgE 매개의 병태생리와 

연관된 질환으로 혈청에 특이성 IgE 항체가 나타나거

나 skin-prick test에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

정하였다12). AD의 병리기전은 IgE와 eosinophil 증

가를 나타내는 전신적인 Th2 세포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3).

본래 AD의 발병 모델은 Th1과 Th2 세포매개의 

불균형의 결과로 보았다14). Mouse에서 Th 세포는 분

비되는 cytokines에 패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

류하였다15). Th1 세포는 세포-매개 면역과 관련되며, 

Th2 세포는 IgE를 합성하여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고 보았다16). Th2 세포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과 관

련된 주요한 T helper cell 하위집합으로 제안되었다
17).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표피에 IL-4를 과발현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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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mouse는 소양증, 피부 염증세포의 증가, 피부 

세균감염의 증가 그리고 IgE의 증가 등 AD의 특징이 

발생되었다18). 활성화된 Th2세포에서 생산된 IL-4는 

B cell 반응과 IgE의 분비를 촉진한다. IgE 면역 복합

체는 basophis과 mast cell에 있는 높은 결합력을 

가진 IgE 수용체(FcεR1)에 결합하게 되면, basophil

과 mast cell이 활성화되고 histamine, heparin과 

serotonin 같은 cytokine과 염증매개물질을 분비하

여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19). 이번 실험에서 대조군

은 정상군에 비하여 IgE가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

는 IgE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sfKMS-pre 군의 

경우 IgE 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군에서 IgE의 발현을 효과적으

로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으나, AD 피부병소에 mast 

cell은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고 그 정도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증

가된 IgE와 알레르겐의 복합체가 결합될 수용체를 감

소시켜 AD의 임상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KMS는 Th2 세포에 의한 B 세

포의 활성화 및 IgE의 생산을 억제하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경로를 통하여 mast cell의 침윤을 억제하여 임

상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L-6는 섬유모세포,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 T림프

구와 B 림프구, 내피세포, 교질세포와 각질세포와 같

은 다수의 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cytokine으로 다양

한 외부자극에 대하여 반응한다. IL-6는 간세포에서 

급성 단계의 반응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며, B 세포를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단핵구를 대식세포로 분화하며, 

조혈 줄기세포의 성장을 유도한다20). IL-6는 CD4+ T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IL-4 유전자 발현을 유

도함으로써 Th2의 분화를 촉진하고, supressor of 

cytokine signaling-1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IFN-gamma와 Th1의 분화를 억제한다21). 실험군에

서 wKMS, sfKMS, sfKMS-pre는 IL-6의 농도가 감

소하였으며, wKMS와 sfKMS-pre군은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는 KMS가 IL-6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IL-6매개의 Th2와 관련된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ogbekeloluwa 등은 Leiden epidermal 

model(LEM)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TNF-alpha 

와 Th2 cytokine이 AD의 병변부위에 나타나는 변화

를 일으키는지 관찰하였다. TNF-alpha 는 단독 또는 

Th2 cytokine과 함께 elongation of very long 

chain fatty acid protein 1(ELOVL1)의 발현을 감

소시켰으며, TNF-alpha는 long periodicity 

phase(LPP)의 반복 거리와 mid-transition 

temperature(MTT)를 감소시켰다. 또 TNF-alpha 

와 Th2 cytokine은 control LEM에 비하여 

thymic stromal lymphopoietin(TSLP)의 분비량

이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22). ELOVL1

은 long chain free fatty acid의 합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이의 감소는 표피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van Smeden 등은 지방사

슬이 짧아져 LPP가 짧아지며, 표피의 수분 손실이 증

가함으로써 MTT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4). AD

에서 붕괴된 장벽은 피부를 통한 알레르겐 또는 자극

의 침투에 취약하게 만들며, 알레르겐과 자극에 대하여 

진피에서 Th2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가설이 있다. 

각질세포는 TSLP를 분비함으로써 피부로 침입한 알레

르겐에 대하여 반응하며, 수지상세포는 TSLP에 의하

여 활성화하여CD4+ T 세포의 확산과 분화를 통한 면

역반응이 더 증가하게 한다25). 이번 실험에서 모든 실

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TNF-alpha의 농도가 감소하

였다. KMS가 TNF-alpha 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장벽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NF-κB는 TNF-alpha, IL-1과 Toll-like 

moicrobial pattern recognition receptor의 신

호에 의하여 반응한다26). Rheumatoid arthritis환자

에서 얻은 fibroblast-like synoviocyte에 대한 실

험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과 chemokine

의 생산이 NF-κB의존적이라는 실험보고가 있었으며
27), 유사한 연구에서 인간 atherosclerotic plaque

에서도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산이 NF-

κB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28). 이번 실험에서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TNF-alpha 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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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였으며 NF-κB의 발현 또한 증가하였다. 이

는 NF-κB의 활성으로 염증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NF-

κB의 발현농도가 감소하였으며, 각군에서 감소의 정도

는 차이가 있었다. 발효추출물은 물추출물에 비하여 특

정 유효성분에 대하여 증가 되었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wKMS군과 sfKMS군의 NF-κB의 감소효

과의 차이는 특정 유효성분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되며 

투여 농도를 다르게 하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APK는 인산화과정을 거쳐 NF-κB 활성화와 관계

한다29). 이번 실험에서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ERK, JNK 그리고 p38의 인산화 비율이 모두 증가하

였다. 실험군에서는 wKMS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ERK의 인산화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JNK의 인산화는 

억제하였으나 유의성이 없었으며, p38의 인산화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sfKMS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ERK

의 인산화는 억제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JNK와 

p38의 인산화 비율에 대해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sfKMS-pre군에서는 ERK, 

JNK 그리고 p38의 인산화 비율이 대조군에 비하여 모

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MAPK의 인산확 억제

율이 KMS의 발효추출물이 물추출물보다 좀 더 뚜렷한 

것에 대하여 유효성분 추출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TARC는 keratinocyte등에서 생산되는 CC 

chemokine의 하나이다30). TARC는 주로 Th2 세포 

등에 발현되는 CC chemokine receptor type 4의 

ligand이다31). AD 환자로부터 피부 생검으로 얻은 

keratinocyte에는 TARC가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정상적인 keratinocytes에 대한 실험에서 

IFN-gamma와 TNF-alpha의 자극에 의하여 TARC

가 발현되는 것을 밝혔다32). Kakinuma 등은 TARC

의 혈청농도는 AD환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있으며, 증상이 심해질수록 그 

농도가 증가하고. 또한 혈청 TARC농도가 

eosinophil의 수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33). 이는 TARC가 Th2세포의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AD의 증상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TARC에 발현에 대하여 

ELISA와 PT-PCR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대조군은 정

상군에 비하여 TARC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RC에 대한 ELISA와 RT-PCR의 분석 결과에 차이

가 발견되었으며, TARC 발현과 관련된 하위 기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LISA

분석으로 살펴본 TARC에 대한 실험에서 wKMS군에

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sfKMS군에서 

200μg/ml처리군에서 발현억제에 대하여 유의성이 있

는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RT-PCR로 분석한 TARC 

발현에 대한 KMS의 효과를 살펴보면, wKMS군에서

는 25, 50, 100μg/ml처리군은 TARC의 발현이 대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200μg/ml처리군은 대

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sfKMS군은 처리 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TARC의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50, 100, 200μg/ml처리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있는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MS의 물추출물은 200μg/ml에서 TARC의 억제 효

능을 보였고, 발효추출물은 더 낮은 농도에서 그 억제

효능이 시작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KMS의 발효추출

물은 물추출물에 비해 TARC 발현을 억제하는 성분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추가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MS의 AD에 유발된 동물모델에 대한 실험결과로 

볼 때 물추출물, 발효추출물 모두 치료효과를 가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KMS의 물추출물과 발효추출물 

사이에 성분이 전환되거나 추출량의 차이가 있어 그 

기전에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KMS의 발효추출물

은 AD의 2차감작과 함께 투여한 경우와 2차감작 이

전에 투여한 경우 모두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KMS 

발효추출물은1차 감작이후 2차감작이 있기 전의 면역

반응에도 과민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KMS가 치료약물로서 그리고 

예방약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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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가미미후등식장탕의 AD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DNCB 유도 AD 동물모델에 대하여, 

피부조직관찰, 혈청 IgE와 cytokine 수준의 측정 및 염

증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하고, IFN-gamma와 

TNF-alpha에 의해 염증반응이 유도된 HaCaT 세포

의 TARC 발현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물추출물과 발효추출물은 AD

의 피부 병소의 표피와 진피의 두께를 유의하게 감

소시켰으며, eosinophil과 mast cell의 침윤에 

대하여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보였다. 또한 가미

미후등식장탕 발효추출물은 2차감작전과 감작후 투

여군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효과를 보였다.

2.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물추출물은 혈청 IgE의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IL-6, TNF-alpha의 농도는 감소시

켰다. NF-κB의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ERK, JNK의 인산화는 억제하였으나 p38의 인산

화는 증가시켰다. TARC의 발현에 대하여 25, 50, 

100μg/mL 처리군에서는 그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200μg/mL 처리군에서는 감소되었다.

3. 가미미후등식장탕의 발효추출물은 IgE 농도는 증가

시키고, IL-6, TNF-alpha의 농도는 감소시켰다. 

NF-κB의 발현은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ERK, JNK 그리고 p38의 농도는 감소시켰다. 

TARC 발현을 감소시켰다.

4. 가미미후등식장의 발효추출물을 2차감작전에 투여

한 결과, IgE, IL-6, 그리고 TNF-alpha의 농도는 

감소시켰다. NF-κB의 발현에 대하여 억제효과가 있

었으며, ERK, JNK, p38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가미미후등식장탕은 AD에 대하여 

치료 또는 예방약물로 응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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