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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evening primrose oil
(E oil) and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ER oil) as alternative substances
for treating atopic dermatitis (AD). Methods: NC/Nga mice were divided into the
control, AD-induced, E oil-treated, and ER oil-treated groups. Each group was treated
for 6 days. Thereafter, the effects of anti-oxidation and lipid peroxidation activity
(LPA) were analyzed. In addition, tissue biopsy samples were observed under a
microscope, immunoglobulin E (IgE) levels were measured, and the effects of mast
cell degranulation were assessed. Result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showed increased electron donating activity (EDA)
and LPA. The epidermal thicknesses were less in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than in the AD-induced group and recovered to a degree similar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Quantitative measurements showed decreased IgE levels in the E oiland ER oil-treated groups compared with those in the AD-induced group. Mast cell
degranulation was reduced in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compared with
that in the AD-induced group.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herb oils
such as E oil and ER oil can potentially be used for treating dermatitis and that oils
with two or more herb oils improved the results.
Keywords: Evening primrose oil, Rosemary oil, Atopic dermatitis, Anti-oxidant effects,
Aromatherapy

(TNFα)와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

Introduction

로 알려져 있다(Hanifin, 1982; Kalliomäki et al ., 2001). 특히

아토피피부염(AD)은 피부알러지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최근

Th 세포는 AD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h1 세포는 interferon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Horiuchi et al ., 2004), 흔히 태열이

gamma (IFNγ)나 TNFα를 분비하여 피부 진피층의 비후나 염

라고도 불리는 만성피부질환으로서 소양감을 비롯한 피부건조,

증에 관여하며, Th2 세포는 IL4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염증과 같은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Horrobin, 2000). 2000년대

IgE의 아형변화(isotype switching) 및 병변부위로 호산구의 이

로 접어들면서 AD의 발병률은 15–3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

송을 촉진시켜 염증발생을 유도한다(Fridovich, 1975).

양한 연령대에서 발병되는데 특히 어린이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염증반응 시 대식세포나 단핵구의 표면에 IgE 수용체

는 추세로 1세 미만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85%가 5세 이전에 나

(receptor) 표현이 증가되는데, 항원이 IgE의 수용체를 자극하

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Heo et al ., 2008; Yoon et al ., 1999).

게 될 경우 단핵구나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granulocyte-

AD의 발병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복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를 분비하

합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성산소(reactive oxygen

여 염증반응을 더욱 가속화한다(Bratton et al ., 1995). 더욱이

species, ROS)를 비롯한 IgE 및 cluster of differentiation

자극을 받은 식세포들은 세포형질막에 존재하는 nicotinamide

(CD4 ) 보조 T림프구(CD4 T cells, T helper cells; Th cells)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 oxidase를 통해

에 의한 interleukin 4 (IL4)나 tumor necrosis factor alpha

ROS의 증가를 유발하는 호흡분출(respiratory burst)을 유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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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Jung et al ., 2003), IgE 수용체는 탈과립된 비만세포와 결

게변화 및 관능평가와 항산화 효과를 분석하고, 생쥐의 조직으로

합하여 소양감을 유발하고 병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한다(Sudo

부터 면역지표인 IgE의 측정과 비만세포의 탈과립 및 피부장벽

et al ., 2001; Yamashita et al ., 2005).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은

의 변화를 연구하여 AD의 치료적 대체물질로의 활용가능성을 탐

IgE를 비롯한 비만세포 및 ROS와 같은 인자들의 상호복합적인

색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작용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Metzger, 2004; Oh et

al ., 2005).
AD의 발병률 증가추세에 비하여 아직까지 AD에 대한 자세한
작용기전이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ROS가 병변요인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항산화 측면에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Huh et al ., 2004; Seo, 2014).

Methods
1. 실험 동물

최근 허브를 비롯한 한약재 및 약용식물들의 성분에는 항산화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태령 6주령인 NC/Nga 생쥐를 (주)

를 비롯한 항암, 항염, 항균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

중앙실험동물(Korea)에서 구입한 후 케이지에 넣고 1주일 동안

내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다(Oh et al ., 2011;

적응기간을 거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각각의 실

Seo & Jeong, 2015). 허브에서 생성되는 오일과 같은 추출물

험군은 AD 유발군, E oil 처치군 및 ER oil 처치군으로 나누어 6

들은 항산화, 항염, 항균 등에 좋은 terpineol이나 santalol,

일 동안 처리하였다. 각 군당 개체수는 Festing et al . (1998)의

menthol, pinene과 같은 유효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오

오차자유도의 공식에 따라 6마리씩 24마리를 무작위로 배정하였

래 전부터 의약품의 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Hou & Li, 2011;

다.

Owlia et al ., 2007). 허브오일 중 로즈마리오일[rosemary
(Rosmarinus officinalis ) oil; R oil]과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2. 실험 재료 및 시약

primrose (Oenothera biennis ) oil; E oil]는 AD와 같은 염증

본 실험에 사용한 에센셜오일은 G.R. Davis Pty. (Australia)

병변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attaglia, 2004). R

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2,2-diphenyl-1-picrylhydrazyl

oil은 cineol을 비롯한 camphor, pinene, bornyl acetate 및

(DPPH), 1-chloro-2,4-dinitrobenzene (DNCB), ammonium

limonene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산화를 비롯

thiocyanate, linoleic acid, ferrous chloride, neutral

한 항염, 항암 등에 유효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

buffered formalin (NBF), hydrogen chloride (HCl)-alcohol,

다(Peng et al ., 2007). E oil는 항산화에 좋은 linoleic acid를

Harris hematoxylin 용액, eosin-alcohol dehydrate 용액, 올

비롯한 palmitic acid, stearic acid, gamma linolenic acid 및

리브유(olive oil), 아세톤(acetone), 에탄올(ethanol)은 Sigma-

oleic acid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및 항균, 항알러

Aldrich (USA)의 제품을, 파라핀(paraffin), toluidine blue

지 등에 유효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Han et al ., 2002).

solution은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Japan)의 제품

본 연구는 E oil와 E oil에 R oil을 첨가한 달맞이꽃종자유-로
즈마리 혼합오일(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ER

을, Ig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는 KOMA BIOTECH (Kore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oil)을 재료로, AD 모델인 NC/Nga 생쥐에 대한 체중과 장기 무
Table 1. Components of E oil and R oil
Division
E oil

Component
Saturated fatty acids
Oxides
Monoterpene hydrocarbons

R oil
Ketones

Compound

Content (%)

Palmitic acid

6.5

Stearic acid

1.3

Arachidic acid

0.3

1,8-Cineole

40.1–49.1

α-Pinene

10.3–26.9

β-Pinene

4.3–7.7

Limonene

2.0–4.9

Camphor

9.9–20.7

Esters

Bornyl acetate

1.0–13.2

Sesquiterpene hydrocarbons

Caryophyllene

0.01–0.21

E oil, Evening primrose oil; R oil, Rosemar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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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로즈마리 혼합오일이 아토피피부염 동물모델에 미치는 효과

3. 오일 성분 및 오일 제조방법

변화 없음, 1점은 작은 변화나 약간의 증상, 2점은 중등도의 변

1) 오일의 성분

화(유발부위의 1/3정도), 3점은 심한 변화(유발부위의 2/3정도)

E oil과 R oil의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시료액 제조방법

로 구분하였다.

7. 전자공여능 분석

ER oil의 제조는 Battaglia (2004)의 사용지침서의 권장에 따

전자공여능(EDA)의 측정은 Blois (1958)의 방법에 따라 에탄

라 R oil 100 mL에 E oil 2 mL 넣어 2%로 혼합하여 차광병에

올에 녹인 시료용액 2 mL에 1 mL의 0.2 mM의 DPPH를 넣은

보관 및 사용하였다.

후 이를 vortex mixer (Scientific Industries, USA)를 이용하

오일의 각 시료액 제조는 각 오일 100 mL에 에탄올 1 mL를

여 혼합 후 실온에서 30 min 동안 정치한 다음 ELISA reader

넣어 전체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에탄올로 녹인 후 각각 10, 50,

(Scientific Industries)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

100, 150 및 200 μL의 저장액을 만들어 냉암소에 보관하였다.

군과 비교 조사하였다. EDA는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실험에 필요한 오일농도는 저장액을 최종 농도로 희석 후 사용하

광도 감소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거나 또는 직접 필요한 농도를 배양액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8. 지질과산화능 분석
4. AD 유발 및 시료액 도포

지질과산화능(LPA)의 측정은 Kikuzaki & Nakatani (1993)

AD의 유발을 위하여 아세톤과 올리브유를 3:1의 비율로 섞어

의 방법에 따라 에탄올에 녹인 시료용액을 에탄올에 녹인 2.52%

총량을 100 mL 만든 후 여기에 DNCB 1 g을 첨가하여 잘 섞어

linoleic acid와 0.05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1%의 저장액을 만든 후 냉암소에 보관 실험에 사용하였다.

7.0)의 혼합용액에 넣어 40℃의 암소에서 24 h 동안 배양하였

AD 유발 및 오일 도포는 Matsuda et al . (1997)의 방법을 따

다. 배양 완료 후 0.1 mL의 반응액을 취하여 30% ammonium

라 진행하였다. NC/Nga 생쥐의 등 부위를 깨끗이 제모 한 후 4

thiocyanate와 0.02 M ferrous chloride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h 동안 진정시킨 다음 1% DNCB 용액 200 μL를 도포한 다음 4

1 h 동안 방치하였다. 방치 후 ELISA reader로 500 nm에서 흡

일 후부터 0.2% DNCB 용액 150 μL을 2회/일, 3주간 도포하였

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흡광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지질과산

다.

화는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AD 유발에 대한 병변 상태는 Yamashita et al . (2009)의 판
정에 따라 확인하였다. 병변에 따른 총 점수[modified scoring
atopic dermatitis (SCORAD) index]를 15점으로 할 경우 10점
이상을 AD 유발로 판정하였다.

9. 표피두께 측정
표피두께(epidermal thickness)의 측정은 생검한 조직을 10%
NBF로 고정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 후 초박 절편기를 이용하여

시료액 도포는 E oil과 하루 전에 조제한 ER oil 150 μL를 각

5 μm의 두께로 절편하였다. 탈 파라핀 과정과 알코올 함수과정

각 AD 유발 후 매일 2회씩 6일 동안 도포한 후 회복효과를 조사

을 거쳐 Harris hematoxylin 용액과 1% HCl-alcohol의 처리를

하였다.

거친 후 ammonia water와 lithium carbonate에 재처리 후 증
류수로 세척 후 절편을 1% eosin-alcohol dehydrate 용액에 3

5. 체중 및 장기 무게측정

min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완료 후 탈수와 투명과정을 거쳐 봉

체중(body)과 장기(organ)의 무게측정은 AD 유발 직전과

입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50; Olympus, Japan)으로 관찰

AD 유발 종료 직후 및 오일 처치 종료 직후에 대하여 각각 측정

하였다. 모든 영상은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한 후 영상카메라로 포

하였다. 체중과 장기 무게측정은 전자체중계(Mettler-Toledo,

착하여 TIF (tagged image file)로 저장하였으며, 포착한 영상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장기 무게측정 시 경추탈골을 시행

은 현미경의 빛 강도와 영상분석프로그램을 통하여 450 MHz 펜

한 직후 개복한 다음 측정하였다.

티엄 프로세스와 영상보드(Media Cybernetics, USA)가 장착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관능평가
관능평가(sensory assessment)에 의한 병변의 진행 정도

10. IgE 분석

를 측정하기 위하여 Yamashita et al . (2009)의 판정방법에

혈액 채취는 생쥐의 눈외자를 헤파린(heparin)이 도포된

따라 홍반(erythema), 부종(edema), 소양(pruritus), 찰과상

capillary tube로 찔러 1.5 mL를 채혈한 후 4℃, 3,000 rpm

(excoriation), 각피/건조(scaling/dryness)로 나누고, 각각

에서 20 min 동안 원침한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70℃에 보관

modified SCORAD index를 3점씩 총 15점으로 하였다. 0점은

사용하였다. IgE 분석은 IgE ELISA kit를 이용하여 일차항체

http://www.e-aj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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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nsory assessment in NC/Nga mice.
(A) Control, (B) AD-induced, (C) E oil-treated, and (D) ER oiltreated mice. To induce AD, 150 μL of 0.2% DNCB was applied
on the hair-removed dorsal skin of NC/Nga mice twice a day
for 3 weeks beginning on the fourth day of the application of
200 μL of 1% DNCB, which was prepared by adding 1 g of
DNCB to 100 mL of acetone/olive oil (3:1). After AD induction,
150 μL of 1% ethanol, prepared by mixing 100 mL of E oil
and 1 mL of ethanol, was applied twice a day for 6 days for
recovery in the E oil-treated group. In the ER oil-treated group,
150 μL of ER oil, prepared by adding 2 mL of E oil to 100 mL
of R oil and then adding 1 mL of ethanol to 2% ER oil, was
applied twice a day for 6 days for recovery. E oil and ER oil
both improved recovery for AD, with ER oil having a higher
therapeutic efficacy.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R oil, rosemary oil; ER oil, evening primrose–
rosemary mixed oil; DNCB, 1-chloro-2,4-dinitrobenzene.

Figure 2. EDA of E oil and ER oil.
Initially, 2 mL of ethanol sample solutions containing 20, 50, and
80 μL of E oil and ER oil was added to 1 mL of 0.2 mM DPPH and
was left to stand for 30 min. Then, the absorbance at 517 nm
was measured, and the decreasing absorbance rates of the oiltreated groups and control group were expressed as percentages.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with
80 μL treatment in particular leading to a hig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addition, ER oil treatment led to higher
activation than that of E oil single treatment, indicating synergistic
therapeutic effects of mixed oil. The data are shown as the M±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iven as *p <0.05, **p <0.01, and ***p <0.001.
EDA, electron donating activity;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M±SD, mean±standard deviation.

와 이차항체[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 goat

조직을 toluidine blue solution (pH 0.5)로 1 h 동안 염색한 다

anti-mouse IgE, 1:10,000]를 1 h 동안 처리하고 발색 처리한

음 증류수로 세척 후 탈수와 투명과정을 거쳐 봉입하여 광학현

후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gE 정

미경(Olympus)으로 관찰하였다. 모든 영상은 영상카메라를 이

량은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의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용 TIF로 저장하였고 이는 현미경의 빛 강도와 영상분석프로
그램을 통하여 450 MHz 펜티엄 프로세스와 영상보드(Media

11. 비만세포 측정

Cybernetics)가 장착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만세포(mast cell)의 탈과립 변화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2. 통계 처리

10% NBF으로 고정된 조직을 파라핀으로 포매한 다음 초박 절
편기를 이용하여 5 μm의 두께로 절편하였다. 절편 조직은 탈 파

본 실험의 모든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라핀 과정과 알코올 함수과정을 거쳐 증류수로 세척한 후 절편

Sciences (SPSS) 12.0 program (IBM, USA)에 의하여 처리하

Table 2. Weight changes of body and organs in NC/Nga mice
Division
Whole body

Weight (g)
Control

AD

E oil
(After 6 days)

ER oil
(After 6 days)

25.5±1.43

26.8±3.26

26.6±1.59

26.7±1.92

Heart

0.183±0.04

0.185±0.05

0.181±0.03

0.180±0.02

Intestine

2.474±0.15

2.458±0.26

2.511±0.19

2.443±0.14

Spleen

0.156±0.03

0.158±0.06

0.153±0.04

0.151±0.05

Liver

1.685±0.18

1.729±0.15

1.693±0.17

1.632±0.15

Lung

0.179±0.07

0.164±0.05

0.161±0.09

0.172±0.08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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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1. 체중 및 장기 무게측정
AD 모델인 NC/Nga 생쥐에 대한 체중 및 장기 무게 변화에
대한 측정 결과, 체중의 경우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 >0.05), 심장, 장, 비장, 간, 폐 등
장기 무게에 있어서도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 >0.05; Table 2). 이는 Han & Seo (2014)의 아토
피피부염을 유발한 NC/Nga 생쥐에서 허브의 혼합오일이 체중
과 장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Figure 3. LPA of E oil and ER oil.
Ethanol sample solutions containing 20, 50, and 80 μL of
E oil and ER oil was added to a mixture of 2.52% linoleic
acid resolved in ethanol and 0.05 M PBS, and the samples
were then incubated in a dark place at 40℃ for 24 h. After
the incubation, 0.1 mL was added to 30% ammonium
thiocyanate and 0.02 M ferrous chloride and then left at
room temperature for 1 h.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500 nm and expressed as a percentage.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oil-treated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ER oil treatment led to higher activation than that of E
oil single treatment, which indicated synergistic therapeutic
effects of mixed oil. The data indicates the M±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p <0.05; **p <0.01; ***p <0.001). LPA, lipid
peroxidation activity;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M±SD, mean±standard deviation.

2. 관능평가
관능평가 결과 총 15점 중에서 AD 유발군은 13±1.62, E oil
처리군에서는 4±0.71로 나타나 AD 유발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 <0.01), ER oil 처리군은 1±0.07로 AD 유발군
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1; Table 3). 동물 실
험의 사진 결과에서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이는 AD에 대하여 E oil와 ER oil의 처리가 치료적 효능이 있
으며, ER oil이 더 높은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Han &
Seo (2014)의 연구에서 브랜딩한 허브오일의 효과가 더 높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EDA 측정
E oil과 ER oil이 20, 50, 80 μL 포함된 에탄올 시료의 EDA
를 확인하였다. E oil의 EDA는 각각 15.8% (p <0.05), 36.7%
(p <0.01), 52.4% (p <0.001)로 대조군 대비 유의한 증가를 나

였으며 모든 실험 자료 값은 mean±standard deviation (M±
SD)로 나타냈다. Student’s t -test에 의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타냈으며, ER oil의 EDA도 각각 32.5% (p <0.01), 58.9%

비교하였고 p <0.05을 유의한 수준으로 하였다.

(p <0.001), 82.6% (p <0.001)로 대조군 대비 유의한 증가를 나타
냈다(Figure 2).
EDA는 E oil의 경우 대조군 대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
히 80 μL의 처리에서 매우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 <0.001).
ER oil의 경우에도 역시 대조군 대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p <0.001), ER oil은 E oil의 단독처리보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

Table 3. Sensory assessment in NC/Nga mice
Division
Erythema

Sensory assessment
Total score

AD

E oil
(After 6 days)

ER oil
(After 6 days)

3

3

1

1

Edema

3

2

1

0

Pruritus

3

3

1

0

Excoriation

3

3

1

0

Scaling/dryness

3

2

0

0

Total

15

13±1.62

4±0.71**
**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p <0.01;
http://www.e-aj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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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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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pidermal thickness of E oil and ER oil.
(A) The epidermal thickness of AD-induced mice was measured after treating with E oil and ER oil for 6 days. To measure the
epidermal thickness, biopsy tissues were fixed in 10% NBF, embedded in paraffin, and then sliced into 5-μm-thick slices. The slices
were treated with Harris hematoxylin solution and 1% HCl-alcohol, re-treated with ammonia water and lithium carbonate, and
followed by a 3-min treatment with 1% eosin–alcohol dehydrate solution. The results of optical microscopy measureme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effects for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relative to those of the AD-induced group.
Moreover, the ER oil treatment led to higher reduction effects than that for the E oil single treatment. The data is presented as the
M±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from the AD group is given as **p <0.01 or ***p <0.001. (B)
The epidermal thickness was photographed under an optical microscope (×200). The results of the optical microscopy observation
of the epidermal thickness showed apparent hyperplasia in the AD-induced group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for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In particular, the ER oil-treated group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and the recovery was similar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Con, control;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NBF, neutral buffered formalin; HCl, hydrogen chloride; M±SD, mean±standard deviation.
냄으로써 치료적 상승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Cha et

al . (2010)의 연구에서 4종류 이상 허브오일을 브랜딩한 혼합오
일이 각각의 단독오일보다 효능이 더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4. LPA 측정
E oil와 ER oil이 20, 50, 80 μL 포함된 에탄올 시료의 LPA
를 측정한 결과 E oil은 각각 21.4% (p <0.05), 42.5% (p <0.01),
63.2% (p <0.001)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ER oil에서도 각각 41.2% (p <0.01), 69.4% (p <0.001), 87.0%
Figure 5. Changes in IgE level in serum.
Initially, 1.5 mL of blood was collected from the retro-orbital
sinus of NC/Nga mice, followed by centrifugation at 3,000
rpm for 20 min at 4℃. The supernatant liquid was treated
with HRP and conjugate goat anti-mouse IgE (at a dilution
of 1:10,000) by using a IgE ELISA kit for 1 h, and then the
absorbance at 450 nm was measured. The measurement
results showed a considerable increase in absorbance for
the AD-induced group relative to that in the control group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absorbance in the
E oil- and ER oil-treated groups relative to that in the ADinduced group. The data is given as the M±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from the AD
group are given as *p <0.05; **p <0.01). IgE, immunoglobulin
E;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HRP, horseradish
peroxidase;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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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로 대조군 대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Figure
3).
본 연구에서 E oil와 ER oil은 높은 LPA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ER oil의 처리가 E oil만의 처리보다 더 높은 LPA을 나
타냄으로써 ER oil의 상승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Choi &
Kim (2009)이 허브의 브랜딩한 혼합오일의 치료가 단독오일의
치료보다 체구성물인 지방변화와 체형에 대한 효능이 더 높았다
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병변과 산화적
손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Huh et al . (200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관능평가에서도 E oil와 ER oil이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고 있어 AD의 치료적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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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umerical changes in degranulated mast cells.
(A) To examine mast cell degranulation changes, biopsy tissues were fixed in 10% NBF, embedded in paraffin, and sliced into 5-μm-thick
slices, followed by deparaffinization and alcohol hydration. The slices were washed in distilled water and stained with toluidine blue
solution (pH 0.5) for 1 h, followed by observation under an optical microscope. The AD-induced group had a considerably higher number
of degranulated mast cell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E oil and ER oil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relative to that of the AD-induced mice were treated with E oil and ER oil for 6 days. The data is given as the M±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from the AD group are given as **p <0.01 or ***p <0.001). (B) The degranulated
mast cells were photographed under an optical microscope (×200). The results of the microscopic observation of mast cells showed a
minority of mast cells in the control group and larger numbers of mast cells and degranulated cells in the AD-induced group. There was
a large reduction in the numbers of mast cells and degranulation cells in the E oil-treated group as well as an apparent reduction in the
numbers in the ER oil-treated group relative to those in the AD-induced group. Con, control; AD, atopic dermatitis; E oil, evening primrose
oil; ER oil, evening primrose–rosemary mixed oil; NBF, neutral buffered formalin; M±SD, mean±standard deviation.

5. 표피두께 측정
1) 표피두께

본 연구 결과에서 표피두께는 AD 유발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하여 매우 높은 표피두께 증가가 나타났으며, E oil와 ER oil을

표피두께는 대조군 100.0% (17.86±1.32)에 대비하여 AD 유

각각 처리한 경우에서는 표피두께가 AD 유발군에 비하여 유의하

발군에서는 614.3% (109.71±11.85)로 나타났으며, E oil 처리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학현미경적 관찰에 있어서도 AD

시 314.5% (56.17±8.23; p <0.01), ER oil의 처리시는 200.8%

유발군은 표피의 두께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비후된 반면, E

(35.87±2.94; p <0.001)로 각각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oil와 ER oil 처리에서는 모두 AD 유발군에 비하여 유의한 두께

감소를 보였다(Figure 4A).

의 감소를 보임으로써 정량적인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본 ER oil의 처리가 E oil만의 처리에 비하여 더 높은 표피두께

2) 표피두께의 광학현미경적 관찰

감소능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행한 항산화능의 분석에서와 같이

표피에 대한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대조군에서는 각질층과 표

ER oil 처리가 E oil만의 단독처리 보다 높은 효능을 나타냄으로

피층이 잘 관찰되었고 진피층에서는 지선과 털이 관찰된 반면,

써 ER oil의 상승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며, Han & Seo (2014)의

AD 유발군에서는 현저한 표피두께의 비후가 관찰되었다. 한편

3개의 허브오일을 브랜딩한 혼합오일이 각각의 단독오일보다 현

E oil 처리군에서는 AD 유발군에 비하여 표피두께가 유의하게

저한 표피두께의 감소를 나타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감소 되었으며, ER oil 처리군에서도 표피의 두께가 AD 유발군

한 본 연구에서 ER oil을 비롯한 E oil이 피부두께를 감소시킨

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어 대조군과 비슷한 회복 양상을 보였

것은 일부 TNFα의 발현 억제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AD 유발에

으며 지선 및 털세포도 관찰되었다(Figure 4B).

따른 표피손상으로 인해 유도되는 산화적 손상을 억제시킴으로

표피 두께증가는 AD이나 산화적 손상과 같은 병변, IFNγ 및
TNFα와 같은 사이토카인, 혹은 피부의 진피층의 비후나 염증에

써 피부장벽의 손상을 저해한 결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
다.

의한 현상이나(Fridovich, 1975), 표피의 각질층이 급성 또는 만
성으로 손상될 경우 표피에 존재하는 N -methyl-D-aspartate

6. IgE 측정

(NMDA) 수용체의 과 활성에 의한 ROS의 생성 및 피부손상에

IgE의 양적 측정에서 AD 유발군은 대조군인 100.0% (0.053

따른 항상성 회복을 위한 대사과정이 진행되어 활발한 표피증

±0.007) 대비 152.8% (0.081±0.009)로 많은 증가를 하였으

식이 일어남으로써 피부장벽의 비후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며, E oil 처리에서는 141.5% (0.075±0.004; p <0.05), ER oil

(Kim et al ., 2013).

처리에서는 113.2% (0.060±0.003; p <0.01)로 나타나 모두 AD

http://www.e-aj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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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Figure 5).
AD 병변의 주된 임상적 특징의 하나인 소양감 원인으로는 혈
청 내 높은 IgE의 수준과 비만세포의 탈과립에 기인한 것으로

냈으며, ER oil과 같은 혼합오일이 E oil만의 단독 오일에 비하
여 더 높은 감소현상을 보임으로써 혼합오일의 상승효과를 증명
하였다.

알려져 있으며(Sudo et al ., 2001; Yamashita et al ., 2005),

이는 Cha et al . (2010)의 3종류의 허브오일을 브랜딩한 혼

TNFα와 ROS는 nuclear factor kappa B (NFκB)를 자극하고

합오일이 각 단독오일보다 비만세포와 탈과립 수를 유의하게 감

이는 IL4의 생성을 유도하며 이같이 유도된 IL4는 IgE의 생성에

소시켰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TNFα

관여한다고 하였다(Lee et al ., 2008; Lim et al ., 1995).

와 ROS에 의해 활성화된 NFκB는 세포고사인자인 caspase 3의

본 연구에서 IgE의 양적변화는 AD 유발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발현이나,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E oil 처리와 ER oil 처리 시 AD 유발군

(Petrache et al ., 2000), 오일들의 항산화 작용이 NFκB의 활

에 비하여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오일 처리군이 AD

성을 방해함으로써 비만세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유발군에서 높게 나타난 IgE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ER oil

AD는 소양감을 동반한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기관지천식

의 처리가 E oil만의 처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써 혼합오

이나 결막염 등과 같은 질환과 동반하는 경향이 많다(Beltrani,

일이 단독오일보다 높은 상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3). AD의 치료로는 현재 스킨케어 및 약물요법이 있는데 약

Liu et al . (2011)의 아토피피부염 이완 시 IgE 수준이 높게 나타

물요법으로는 스테로이드계통의 외용제나 연고, 외용보습제 및

났다는 연구 결과와 Seo (2014)의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모델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처방이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 2008).

에서 3종류 허브의 혼합오일이 단독오일보다 유의한 IgE의 감소

최근 ROS가 AD의 유발요인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AD와 ROS

를 나타냈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

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Seo, 2014),

용한 E oil와 ER oil에 의한 IgE의 감소는 이들이 EDA 및 LPA

특히 허브에서 생산되는 오일이나 추출물이 항산화, 항염, 항균

과 같은 항산화 효과에 의하여 ROS의 생성저해는 물론 일부

등에 유효한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한 피부 병변의

TNFα의 발현 억제에도 영향을 준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Owlia et al ., 2007).
본 연구에서 NC/Nga 생쥐의 AD 유발모델에 대한 E oil와 여기

7. 비만세포 측정

에 R oil을 혼합한 ER oil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AD의 치료

1) 탈과립 수

에 있어 허브오일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적 측면에서 병변에 효

비만세포의 탈과립 수는 대조군에서 1.4% (±0.3)로 나타났으
며, AD 유발군에서는 28.6% (±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능이 높은 치료적 접근을 위한 자료적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판
단되었다.

에 비하여 E oil 처리군에서는 10.9% (±1.4; p<0.01), ER oil
처리군에서는 6.2% (±0.9; p <0.001)로 각각 나타나 AD 유발군
대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igure 6A).

2) 비만세포의 현미경적 관찰

Conclusion

비만세포의 현미경 관찰 결과 대조군에서는 소수의 비만세포

본 연구에서는 AD 유발모델인 NC/Nga 생쥐를 대상으로 허브

가 관찰된 반면, AD 유발군에서는 많은 수의 비만세포가 관찰되

오일인 E oil 및 ER oil에 대하여, 체중, 장기 무게 및 관능평가

었으며 탈과립된 세포도 많이 관찰되었다. 이에 비하여 E oil 처

를 비롯한 EDA와 LPA과 같은 항산화능 및 AD가 유발된 생쥐의

리군에서는 AD 유발군에 비하여 비만세포의 수와 탈과립이 많이

조직으로부터 표피두께, IgE 양적 변화 및 비만세포의 탈과립에

감소되었으며, ER oil 처리군에서도 AD 유발군에 비하여 현저한

대하여 상호 비교 조사하여 허브오일을 이용한 AD 치료에 활용

비만세포의 수와 탈과립의 감소를 나타냈다(Figure 6B).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본 실험에서 비만세포와 탈과립의 변화는 대조군에서는 탈과

다.

립이 1.4%로 나타난 데 비하여 AD 유발군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

AD 유발모델인 NC/Nga 생쥐에서 AD 유발 직후와 오일 처치

났으며, E oil와 ER oil의 처리에서는 AD 유발군에 비하여 모두

가 끝난 직후에 있어 체중과 장기 무게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비만세포에 대한 광학현미경적 관찰에서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능평가에 있어 E oil 또는 ER

도 AD 유발군에서는 다수의 비만세포와 탈과립이 관찰된 대신

oil 처리군과 AD 유발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실

오일 처리군에서는 AD 유발군에 비하여 유의한 수적 감소를 보

험에 사용된 E oil 및 혼합오일인 ER oil은 EDA 및 LPA에서의

임으로써 정량적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 E oil와

항산화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ER oil이 E oil만의 단독처리

ER oil의 처리가 AD 유발군에 비하여 탈과립 수의 감소를 나타

보다 더욱 유의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AD 유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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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인 NC/Nga 생쥐의 조직으로부터 측정한 표피두께를 비롯한
IgE 및 비만세포의 탈과립 조사에 있어서, E oil와 ER oil은 AD
유발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한 감소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혼합
오일인 ER oil은 단독오일인 E oil에 비하여 더욱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AD 유도 병변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허브오일에 대한 단독 또는 혼합오일의 생리활성을 항산화 및 병
인적 측면에서 조사함은 향후 이를 바탕으로 아로마테라피적 접
근을 위한 과학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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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달맞이꽃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로즈마리 혼합오일이 아토피피부염 동물
모델에 미치는 효과
김선주, 박신희*
조선대학교 보완대체의학과, 광주, 한국
목적: 본 연구는 달맞이꽃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에 로즈마리오일을 첨가한 혼합오일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치료적 대
체물질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NC/Nga 생쥐를 대조군과 아토피피부염 유발군, 달맞이꽃종자
유 처치군 및 달맞이꽃종자유-로즈마리 혼합오일 처치군으로 나누어 항산화능과 지질과산화능을 분석하였다. 생검조직의
현미경 관찰과 IgE 분석, 비만세포(mast cell)의 탈과립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결과: 허브오일인 달맞이꽃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로즈마리 혼합오일 처리시 전자공여능과 지질과산화능이 대조군 대비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표피두께
는 모두 감소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은 아토피피부염 유발군에서는 현저한 표피두께의 비후가 관찰되었으며 허브오일의
처리군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유발군에 비하여 두께가 감소하여 대조군과 비슷한 회복 양상을 보였다. IgE의 양적 측정 결과
아토피피부염 유발군은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허브오일 처리시는 감소를 나타냈다. 비만세포의 탈과립수는 허브오일 처리
시 아토피피부염 유발군 대비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피부염치료에 허브오일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으며, 두 종류 이상의 허브오일을 혼합사용 시 상승 효과가 있었다.
핵심어: 달맞이꽃종자유, 로즈마리오일, 아토피피부염, 항산화효과, 아로마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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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见草油和月见草油-迷迭香混合油对特应性皮炎动物模型的影响
金善珠, 朴信姬*

朝鲜大学补完代替医学科，光州，韩国
目的: 本研究旨在探讨月见草油（evening primrose oil，E油）和月见草油-迷迭香混合油（evening primrose–
rosemary mixed oil，ER油）作为治疗特应性皮炎的替代物质的可能性。方法: NC/Nga小鼠分为对照组、特应性

皮炎诱导组、E油组和ER油处理组。然后分析了抗氧化作用和脂质过氧化活性的影响。此外，在显微镜下，观察组
织活检标本，测定免疫球蛋白E（immunoglobulin E，IgE）水平，评估肥大细胞脱颗粒的影响。结果: 与对照组相

比，E油和ER油处理组均有增加供电子活性和脂质过氧化活性，以及其表皮厚度均减少。在显微镜观察下，特应性
皮炎诱导组的表皮厚度显著增加，而E油处理组和ER油处理组与特应性皮炎诱导组相比厚度减少，并恢复到与对照

组相似的程度。定量测量显示特应性皮炎诱导组的IgE水平增加，而E油组和ER油组的IgE水平下降。E油组和ER油
组与特应性皮炎诱导组相比，肥大细胞脱颗粒减少。结论: 研究结果表明，草药油如E油和ER油可能被用于治疗皮
炎，而使用两种或多种植物油的混合油可能提高疗效。

关键词: 月见草油，迷迭香油，特应性皮炎，抗氧化效能，芳香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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