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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Boswellia on the Hair Cycle and the

lmprovement of Inflammation in DNCB-induced

Dermatitis Mice

sun a. cho

Advisor : Eun-Mi Ryu, Ph.D

Dept. of Beauty and Cosmet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the skin(? or scalp) is expo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it is

likely to cause inflammatory problem by various chemicals or physical

stimuli. The results of the study on how Boswellia affects the hair cycle of

the inflammatory skin(? scalp) caused by DNCB in mice are as follows,

Experimental method : 5 week-old male Balb/c mice were used for animal

testing, and uses DNCB (2,4-dinitrochlorobenzene) was used to cause

contact dermatitis in the skin (such as the back) of the mice at the first

test. The second test is to visually observe changes in the skin if mice by

administering Boswellia, and to analyze histological analysis and

transcription through hematoxylin & eosin dyeing method to identify

Boswell's mechanism of action related to atopic dermatitis. In skin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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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the symptoms of dermatiti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y

Boswellia administration, and histological analysis also showed the keratin

layer in the DNCB-B group, and the shape of the follicle appeared in a

round shape. The analysis of transcriptionome showed an increase in gene

Gprc5d, Msx2, Ptch2, Wnt10b, Dsg4, Kratap4-16, Hc16, Apcdox and S21 mR

in the DNCB-B group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DNCB group.

In conclusion, Boswellia administration is thought to help improve

symptoms of DNCB dermatitis, and the changes in hair-related gene

expression might help and improve the hair cycle or growth impediments

caused by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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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피부는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자극

에 의해 염증반응이 일어나기 쉽다(1). 접촉성 피부염(Contact Dermatitis, CD)

은 신체 외부의 여러 환경인자 등이 피부에 접촉되어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습

진성 피부질환의 범주에 속한다(2).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성 피부

염(irritant contact dermatitis)과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으로 구분한다(3).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대부분

화학물질로 니켈, 크롬 및 코발트와 같은 단순한 원소도 있으나 유기화합물이

대부분이다(4). 서양의학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ACD)의 치료제로 부신피질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생제와 스테로

이제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5). 알러지(Allergy)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아토피와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알러지보다 아토피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

진다(6). 아토피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음식물 혹은 흡인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7). 아토피 피부염과 유전학적

연관성을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한 사람의 80%∼90%가 가족력이 있으며

특히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자녀의 80%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이 발생한다(8). 아토피는 면역계가 이물질로 인식하는 항원인 알레르겐에 대해

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9). 만성 아토피성 피부염에서는 급

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보다 IL—4, IL-13, mRNA를 발현하는 세포는 적지만

IL-5, CM-CSF, IL-12, ILN-γ를 발현하는 세포가 증가되어 있다(Fig. 1)(10).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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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ACD)의 치료제로는 국소

steroid를 기본으로 국소 calcineurin ingibitor, 항히스타민제, γ-linolenic acid

등이 사용되고 있다(11). 이 중 치료제는 일시적인 진정효과 및 염증 완화작용은

뛰어난 반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DNCB로 유발한 ACD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2). 이 중 스테로이제의 경우 심부전증,

피부위축 고혈압, 피부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13), 항히스타민

제와 같은 인공 합성물질과 다르게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아토피 치

료제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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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unologic pathways involved in the progression of 

atopic dermatiti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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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향

현대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 성장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화

학물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15).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재발

성 경과를 보이며, 소양증, 건조증, 습진성 병변 그리고 각질 등의 증상을 특징

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16). 아토피 피부염의 여러 임상 아형 중

안면부와 두피, 목을 주로 침범하는 피부염(head and neck dermatitis, HND)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후반부나 성인기에 발현된다(17). 두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접촉성피부염으로 약물, 식물 및 자극물질

등에 의해 피부의 알레르기성반응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환이다(18). 두피의 불

청결, 화학약품의 노출, 외부로 부터의 당김(Traction alopecia), 호르몬 이상,

스트레스, 건강 약화, 약물, 유전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피부에서 비정상적으

로 모발의 연모화가 가속되며 성장기가 짧아지는 탈모가 일어난다(19). 탈모요인

은 두피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유전적인 소인, 남성호르몬,

노화, 스트레스, 영향불균형, 식습관, 염색 및 탈색, 질병 등 다양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20). 흔히 비듬이라 일컬어지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인 건성 비강진

은 질병 분류에 논란은 있으나 가장 흔한 지루성 피부염의 형태로 알려져 있으

며, 지성 인설이나 두꺼운 가피를 수반하는 심한 경우도 있다(21). 그 원인은 확

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피부에 상주하는 Pityrospprum 균의 감염이나 피지

의 과다분비, 유전적 소인, 면역기능저하 등의 원인 또는 유발인자로 추측되고

있다(22). 모발은 두피기저부에 있는 기질세포의 계속적인 증식으로 피부가 함입

된 구조인 모낭에서 생성되고, Fig. 2와 같이 다양한 성장단계를 포함한다(23).

모낭은 생장기(anagen), 퇴행기(catagen) 휴지기(telogen) 등 3 단계의 모낭주기

(hair cycle)를 가지며 모발의 성장 및 색소침착은 표피세포, 간질세포,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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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엽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확히 조절된다(24). 이러한 모발의 성장주기의 기전연

구들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초기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규명을 위

해 닭의 털과 쥐의 피부와 같은 동물연구를 하였다(25). 생쥐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선행 문헌은 다음과 같다. 사삼이 DNCB로 유발된 생쥐의 아

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26), 사상자 추출물이 DNCB로 유도된 BALB/C 마

우스의 접촉성 피부염에 미치는 효과(27), DNCB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발효 옷

추출물의 항아토피 효과(28), 황금추출물이 DNCB로 유도된 생쥐의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29),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배 박 에탄올 추출물의 억

제 효과(30),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궁귀탕가미방의 효과(31), 그 외 개의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목련 수피 추출물의 항염 효과(32), 왕벚나무 열매 추출물의 항염

증 효과(33) 등 아토피나 알러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다양한 각도로 연구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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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tages of the hair cycl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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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보스웰리아가 모발주기와 염증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동물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모식도는 Fig. 2와 같다.

첫 번째, 보스웰리아에 관한 선행 문헌을 조사한다.

두 번째, 동물실험은 1차 실험과 2차 실험으로 나누고, 1차 실험은

DNCB(2,4-dinitrochlorobenzene)를 이용해 생쥐의 피부(등) 부위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 시킨다. 2차 실험은 보스웰리아를 투여하여 생쥐의 피부 변

화를 관찰한다.

세 번째, 2차 실험에서 육안적 관찰이 끝난 후 생쥐를 경추 도살 시킨 다음, 적

출된 피부 조직은 hematoxylin & eosin 염색법을 통해 광학현미경으로 조

직학적 분석을 한다.

네 번째, 생쥐의 피부 전사체(transcriptome)를 분석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증에

관련된 보스웰리아의 작용기전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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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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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이론

1. 모 발

1.1 모발

모발은 포유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단단하고 밀착되어 있는 원추섬유이며, 털

이 난 부위에 따라 두발, 수염, 체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과거 헤어스타

일이 신분이나 권력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자신의 결점을 보안하고 장점

을 돋보이게 하여 자신감을 주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35). 모발의 대부분

은 케라틴 단백질이 80∼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Melanin 색소 3% 이하, 수

분 10∼15%, 지질 1∼8%, 그 외 철, 아연 구리 등 주요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

다(36). 모발의 구조는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모간부와 피부 속에 있는 모근부

로 Fig. 4와 같이 나눌 수 있다(37,38). 모발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모표피층은 단

백질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고, 모피질은 모발 섬유의 주요 구성 요소로 모발

의 80∼90%를 차지하며(39), 제일 안쪽에 Fig 5와 같이 모수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40). 모발의 섬유는 50∼100 µm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바깥 쪽 층

은 얇게 겹쳐진 비늘로 구성된 표피로 덮여 있다(41). 일반적으로 모발은 하루에

0.3∼0.4mm, 1년에는 10∼15cm 정도 자라고 여성은 40세, 남성은 35세부터 노

화가 시작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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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e of the bul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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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imensionalimagesofhairfollicle : a. Papilla, b. 

Cortexand Cuticl, c.Inner rootsheath, d. 

Externalrootsheath, e. Connective-tissuesheath, f. 

Vesse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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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피

2.1 두피의 정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의 피부 조직을 ‘두피(Scalp)’라고 하며, 뇌를

외부의 충격이나 압박에서 보호한다(43). 두피․탈모관리는 모발과 두피를 연구

하는 학문인 1902년 영국에서 시작된 트리콜로지스트(Trichologist)의 한 부분

이다(44). 두피는 일반적인 피부와 달리 연모(vellus hair)가 아닌 성모(terminal

hair)로 덮여있으며 피지선이 성모와 연결되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수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45). 두피는 모발로 덮여 있어서 습도가 높고 피지나 땀의

분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46)하여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

다. 두피 손상 원인의 요인들은 두피의 호흡을 방해하고 모공을 막아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여 신생모의 성장을 방해한다(47). 이러한 두피의 주요 기능을 보

면 보호 작용, 체온 조절, 감각 작용, 분비 배설 작용, 비타민 D 형성 작용, 재

생 작용, 면역 작용 등이 있다(48).

2.2 두피의 유형

두피는 정상 두피를 기준으로 두피 상태에 따라서 정상 두피(a), 건성 두피(b),

지성 두피(c), 민간성 두피(d) 등으로 Fig .6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49). 정상 두

피(Plain scalp)는 두피의 표면이 맑고 청백색의 우유 빛을 보이며 한 개의 모

공에 2∼3의 굵기가 일정한 모발이 자리 잡고 있다(50). 건성 두피(Dry scalp)는

모공주변이 노화각질과 이물질로 덮여 있으며 유∙수분 밸런스가 유지되지 못

해 건조한 상태로서 윤기가 없고 건조하며 푸석거린다(51). 지성 두피(Oily

scalp)는 피지 분비가 과다해 기름기가 흐르고 비듬과 각질이 피지와 엉겨 붙

어 지루성 염증이 날 수 있다(52). 민감성 두피(Sensitive scalp)는 두피 표면이

예민하고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홍반, 염증을 동반한다(53).

예민성 두피는 두피의 조직이 얇고 섬세하며, 두피가 붉으며 심한 경우는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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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 한다(54). 비듬성 두피(Dandruff scalp)는 각질과 피지 분해물에 의한 비

듬 형성은 신진대사의 이상증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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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assified by type of scal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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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 모

3.1 탈모의 정의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

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56). 탈모의 원인 중 최근에는 유

전적인 요인보다도 비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생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

되고 있다(57). 탈모는 더 이상 일부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

문한 다양한 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8). 모발은 나이,

계절, 인종, 생리적인 요인, 스트레스, 질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하

루에 보통 50∼80개 정도의 정상적인 휴지기성 탈모가 일어난다(59). 흔히 관찰

되는 탈모증으로 원형 탈모증(alopecia areata)과 안드로겐성 탈모증(androgenic

alopecia)이 있다(60). 원형 탈모증(alopecia areata)은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로

경계가 명확한 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61). 안드로겐성

탈모증(androgenic alopecia) 혹은 남성형 탈모증은 남녀 모두에서 사춘기 이후

에 발생하는 탈모증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남성호르몬과 유전적 요인, 연령

등이 있다(62). 안드로겐이 모발성장을 조절하는 기전으로는 모유두 세포에 작용

하여 수용성 분열촉진 인자(soluble mitogenic factor) 등을 생산 조절함으로 모

낭에 작용에 관여를 한다(63). 모낭의 바닥에 위치한 모유두 세포는 특수 간충물

질로 모낭 발달 및 주기적 재생을 조절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64).

5a-reductase는 테스토스테론을 dehydrotestoseterone (DHT)으로 전환하는 효

소로서 탈모를 제어하는 표적인자이다(65).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의 모낭은

5a-reductas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가 testosterone이 androstenedione

을 대사적으로 활성이 높은 DHT로 전환 시킨다(66). 대부분 남성탈모의 원인인

androgenetic alopecia(AGA)는 주로 DHT와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와의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67). 여성 탈모의 원인은 유전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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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에 대한 모낭세포의 반응이 원인이 되고, 임신이나 피임약 등에 의해서

도 일어난다(68). 탈모의 유형으로는 원형탈모(alopecia areta)와 생장기 탈모

(anagen effluvium), 휴지기 탈모(telogen effluvium), 기타 탈모(other alopecla)

등으로 나눌 수 있다(69). 남성형 탈모증의 단계와 여성형 탈모증의 단계는 Fig.

7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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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milton-Norwood Classification system(A), 

Ludwig patten(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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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염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은 인체 외부의 여러 환경인자나 화학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피부염을 말한다(71). 습진(eczema)이란 아토피 피부

염, 지루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가렵고 심하면 물

집이 생기며,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색소침착이 생긴다(72). 아토피의 개념은 원

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atopia’에서 유래하였으며, 1923년 Coca와

Cook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현상을 말한다(73). 아토피 피부염은 소양

감, 태선화 등을 동반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그 원인은 아직 명

확히 밝혀지지 않았다(74). 접촉성 피부염 또한, 염증반응(inflammatory

response)은 다양한 감염이나 조직손상에 대해 반응하고, 염증반응은 급성염증

반응(acute inflammatory response)과 만성염증반응(chronic inflammatory

response)이 있다(75). 이러한 질환은 아동시기부터 발생하여 청소년시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76). 치료 방법으로는 보습제나 스테로이드계

연고제를 바르는 외용방법과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들 수 있다(77).

선행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 청소년의 성별 경제상태, 학력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수면양상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78).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

이며 재발하기 쉬운 염증성 피부 질환이며, 학교, 가정,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등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는 질환이다(79). 최근 염모제로 야기

되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가장 주된 원인 물질로 알려진

para-phenylenediamine(PPD)은 마스카라와 문신에 이용되는 헤나(henna) 등의

성분으로 이용되고 있다(80). 따라서 급증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 부작용이 작고 효과가 지속적인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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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스웰리아

식물은 인류에게 식품, 의류 및 주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향

료의 주요 자원이었다.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수지는 접착제, 화장품, 향료, 코팅

재료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었다(82,83). Boswellia serrata (과: Burseraceae;

속 : Boswellia)는 인도,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건조한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보스웰리아 속에 속하는 약 25 종이 알려져 있으며, 아라비아, 아프리

카 북동부 연안 및 인도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로서 이 나무의 수지가 유향으로

알려져 있다(83,84). 보스웰리아 세라타의 수지성분에는, 모노 테르펜, 디 테르펜

및 트리 테르펜 이 함유되어있는데, 트리테르펜에는 펜타 사이클릭 트리테르펜

산(보스웰산)이 항암작용, 항산화작용 및 항염증 작용등 여러가지 중요한 생리

활성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8-9)(85,86,87). 보스웰산은 아라키돈산

으로부터 5-hydroxyeicosatetraenoic acid (5-HETE) 와 leukotrienes를 합성하

여 염증을 유발하는 5-리폭시게나제 (5-Lipooxigenase)의 합성을 억제하여 염

증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8). 보스웰산의 항염증작용 및 항산화작용

은 관절염, 위장질환 및 피부질환등 여러 가지 질환을 완화 시키기 위한 제제

로 사용되고 있다(89).



- 20 -

Fig. 8. Terp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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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β-Boswel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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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보스웰리아, 2,4-dinitrochlorobenzene(DNCB), acetone, olive

oil, paraformaldehyde, xylene 및 ethanol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TRIzol® RNA Isolation Reagents는 Life

Technologies사(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igital

Camera, Aanimal Clipper, 제모크림 및 부재료는 재료상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90).

1.2 실험동물

생후 5주된 male Balb/c 종 생쥐를 ㈜샘타코(Samtako, Daejeon, Korea)에서

분양 받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1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실내온도는 20±2˚C, 상대습도 60±5%, 조명 주기는 12시간 밤과

낮을 유지하였으며, 생쥐를 5마리씩 나누어 총 30마리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 승인(승인번호: CLAUC 2019-A0029)을 받아

동물실험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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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실험 설계 및 방법

생후 5주된 male Balb/c 종 생쥐를 (주)샘타코(Samtako)에서 총 30마리를 분

양 받아 1주일간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들어갔다(Fig. 10). 먼저 1차 실험에서

는 생쥐의 등 부위를 클리퍼와 제모제를 이용하여 제모한 후 4주간

DNCB(Olive oil:acetone=3:1)를 도포하여 피부염을 일으켰다. 1차 실험에서 피

부염이 일어난 생쥐를 선별한 후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은 생쥐는 경추 도살하

였다. 2차 실험에서 5마리씩 총 20마리를 실험군인 DNCB-DM+B군, 양성대조

군인 DNCB군, 대조군인 Control군, 음성대조군인 O,A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

였다. 시료 도포는 1차 실험에 0.2% DNCB 용액을 주 3회 0.2mL 붓을 이용하

여 경피 도포하여 피부염을 일으켰다. 2차 실험은 Table 1과 같이 진행 하였으

며, 시료 도포는 0.1% DNCB 용액을 1차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피 도포

하였으며, 사료는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2차 실험 기간 동안 실험군인

DNCB-DM+B군에만 수돗물 200ml에 보스웰리아를0.1(W/V) 농도로 용해시켰

으며, DNCB군, Control군, O,A군 모두 수돗물 200ml을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

로이 공급하였다.

2.2 육안적 관찰(외형효과)

실험 시작일로부터 7주(49일)동안 1차와 2차 나누워 실험을 하였다. 1차 실험

에서는 제모한 등 부위의 피부가 피부염이 진행됨을 확인한 후 2차 실험에 들

어갔다. 2차 실험에서는 Control군, O,A군, DNCB군, DNCB-DM+B군으로 총 4

군을 구분하였고, 주 1회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다.

2.3 조직학적 분석(Hematoxylin & E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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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인 분석은 실험시작 7주째 생쥐를 경추 도살 시킨 다음 경피 부분을

적출해 H & E 염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피부조직을 0.5cm×1cm 크기로

잘라서 10% paraformaldehyde 용액에 12시간 동안 침전하여 고정시킨 후 99%

ethanol로 탈수과정을 거친 다음 파라핀에 포매(ebedding) 하였다. 파라핀에 포

맷된 피부조직을 조직절편 제작용 Microtome(Finesse 325; Thermo Scientific),

현미경 관찰용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붙이고 파라핀을 제거하는 과정(Xylene I,

Ⅱ, Ⅲ→100% EtoH Ⅰ, Ⅱ→95% EtoH Ⅰ, Ⅱ→90% EtoH→80% EtoH→70%

EtoH, 각 10분씩)을 진행하였다. 파라핀이 제거된 피부조직 절편은 1%

Hematoxylin(Merck Co., Darmastadt, Germany)과 1% Eosin(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BX51;

Olympus Ltd., Tokyo, Japan)으로 조직 소견을 관찰하였다.

2.4 피부 조직 전사체(Transcriptome) 분석

절제된 피부 조직에서 지방층을 제거하고 TRIzol® RNA Isolation

Reagents(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

리하였다. Agilent RNA 6000 Pico Kit(Agilent, Santa Clara, CA, USA)와

BioAnalyzer 2100 Automated Electrophoresis Syste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피부조직에서 분리한 total RNA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피

부조직에서 분리한 RNA는 안정성을 확인한 후 TruSeq®stranded mRNA

Sample Preparation kit(Illumina,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mRNA sequencing library를 만들었다. 피부조직 mRNA

library는 Agilent DNA High Sensitivity Kit(Agilent, Santa Clara, CA, USA)

를 이용하여 Bioanalyzer 2100으로 분석하고, CFX96 Real Time

Syste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각각의

피부조직 mRNA library는 Illumina HiSeq 2500을 이용하여 RNA sequenc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부조직 cDNA libraries는 TruSeq flow cell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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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 libraries의 clusters를 만든 다음 TruSeq 200 Cycle SBS Kit(Illumina,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100bp-end read로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 cDNA libraries의 염기서열 정보는 FASTQ format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하여 분석하였고, Gen Mapping 분석은 TopHat2(http://tophat.cbcb.umd.edu)와

bowtie2(http://bowtie-bio.sourceforge.net)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유전

자 발현량 차이(differentially expressed gens(DEG)는 reads per kilobase per

million mapped reads(RPKM) 값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DEG

analysis by CuffDiff(http://cufflinks.cbcb.umd.edu)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Fold-change False Discovery Rate(FDR)가 p<0.05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하

였다. Functional gene set의 분석은 DAVID Bioinformatics Resources 6.7,

NIH(http://david.abcc.ncifcrf.go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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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Experimental

groups

Treatment

0.2% DNCB Drinking water

Control) No Tap water

O,A2) No Tap water

DNCB-DM3)
3weeks for

4weeks
Tap water

DNCB-DM+B4)
3weeks for 4

weeks

0.1 boswellia for

3weeks

Control1): tap water feeding, OA2): Olive oil-acetone control,

DNCB3): DNCB application; 0.2% DNCB in olive

oil-acetone solution, DNCB+B4): 0.1% Boswellia feeding

from 1 week after 0.2% DNC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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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protocol for induction of DNCB-dermatitis boswellia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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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고찰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염증피부의 모발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염증피부의 육안적 관찰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염증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실험 시작일로 7주(49일)동안 진행되었으며, 1차 실험은 4주(28일) 동

안 접촉성 피부염의 진행을 확인하였다. 1차 실험이 끝난 생쥐는 접촉성 피부

염이 일어나는 생쥐를 2차 실험에 사용하였고,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은

생쥐는 경추 도살하여 실험에 사용하지 않았다. 2차 실험은 총 3주(21일)로 진

행되었으며, 3주동안 육안적으로 관찰을 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실험군인

DNCB-DM+B군, 양성대조군인 DNCB군, 대조군인 Control군, 음성대조군인

O,A군으로 총 4군의 피부변화를 주 1회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Fig. 11). 대조군인 Control군과 음성대조군인 O,A군의 피부

증상은 2차 실험 시작일과 실험 시작 3주에 피부를 관찰한 결과 피부의 발진이

나 구진 및 가피형성 등의 피부염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인

DNCB군의 피부 증상은 2차 실험 시작일과 실험 시작 3주에 피부는 발진과 구

진 그리고 가피 형성 등의 피부 염증이 확연히 나타났다. 실험군인

DNCB-DM+B군의 피부 증상은 2차 실험 시작일과 실험 시작 3주에 피부는 발

진과 구진 그리고 가피 형성 등의 피부 염증이 나타났으나 양성대조군의

DNCB군보다는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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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boswellia on DNCB-induced dermatitis(DNCB)

in Balb/c mice. Control group: Normal mice. Olive oil-acetone

group: mice treated with Olive oil-aceton solution. DNCB

(1chloro-2,4-dinitrobenzene) group: mice sensitized with DNCB.

DNCB+B group: mice sensitized with DNCB and treated with

boswe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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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피부염 증상의 조직학적 분

석

보스웰리아가 DNCB 피부염 생쥐의 조직학적 분석에 의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2차 실험 3주(21일)후에 생쥐를 경추 도살한 다음 등 부위 피부를 적출한

다음 피부 조직을 hematoxyline & eosin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조직을 관

찰하였다. 대조군인 Control군과 음성대조군인 O,A군의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

의 경계가 뚜렷이 보였고, 표피층의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었

다. 모낭은 경계가 분명하고 모낭세포도 손상되지 않고 뚜렷하게 보였다. 양성

대조군인 DNCB군의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표피층의

각질층 손상이 너무 커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모낭의 형태 역시 일정하지 않

았다. 실험군인 DNCB-DM+B군의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의 경계와 모낭의 형

태가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 비해 뚜렷함에 따라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

비해 손상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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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stological features of the skin in the

dinitrochlorobenzene(DNCB)-treated Balb/c mice at 8weeks after

the start of DNCB administration. Hematoxylin & Eosin(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200. A: Control; B: Olive oil-acetone; C:

DNCB-DM; D: DNCB-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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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피부염의 모발주기관련 유

전자의 발현 변화

보스웰리아가 DNCB 피부염 생쥐의 모발주기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의 결과

는 Table 2와 3과 같다. Gprc5d 유전자 발현은 모낭에서 모발주기 mid- and

late anagen 와 catagen 시기에 발현되고, telogen 과 early anagen phases 에

는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2),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telogen 기의 모낭이 증가

되었고,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Anagen 기의 모낭이 증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sx2 단백질은 모낭의 재생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3),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모낭의 재생이 감소되었으며, 실

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낭의 재생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Ptch2 단백질은 미분화 모낭세포에서 발현 되는데(94), 본 실험에서 대조

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

군인 DNCB 군에서 미분화 모낭이 감소되었으며,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

현이 증가되어 미분화 모낭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Wnt10b 단백질은 모

낭의 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5),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

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군

에서 모낭의 재생이 감소되었으며,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낭의 재생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Dsg4 는 모낭에서 발현되어 모발의

피질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6),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

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

군에서 모낭에서 모발의 피질분화가 억제되고,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

이 증가되어 모발 피질의 분화가 정상화로 되어감을 확인하였다. Hoxc13 은

모발주기 초기에 모낭세포에서 케라틴의 합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97),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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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군의 모낭세포에서 케라틴 합성이 억제되

고,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케라틴 합성이 회복됨을 확인하

였다. Apcdd1은 모발주기 초기에 모낭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98),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모낭세포 분화가 억제되고, 실험

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낭세포 분화가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Sox21은 모낭세포에서 모발의 피질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9),

본 실험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발현이 감

소되어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모발의 피질분화가 억제되고, 실험군인

DNCB+B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피질의 분화가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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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lterations of hair cycle related genes in skin of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DNCB: DNCB induced dermatitis. Gprc5d : G protein-coupled receptor,

Msx2 : msh homeobox 2, Ptch2 : patched 2, Wnt10b : wingless-type

MMTV integration site family, Dsg4 : desmoglein 4, Krtap4-16 : keratin

associated protein 4-16, Hoxc13 : homeobox C13, Apcdd1: adenomatosis

polyposis coli down-regulated 1, Sox21 :SRY (sex determining region

Y)-bo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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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 skin transcripts related to hair cycle in boswellia treated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DNCB: DNCB induced dermatitis. Gprc5d : G protein-coupled receptor, Msx2 : msh

homeobox 2, Ptch2 : patched 2, Wnt10b : wingless-type MMTV integration site

family, Dsg4 : desmoglein 4, Krtap4-16 : keratin associated protein 4-16, Hoxc13 :

homeobox C13, Apcdd1: adenomatosis polyposis coli down-regulated 1, Sox21 :SRY

(sex determining region Y)-bo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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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Hair cycle of DNCB-dermatitic between control

and DNCB and DNCB+B by RNA-seq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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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결론 및 제언

보스웰리아가 생쥐에서 DNCB에 의한 염증피부의 모발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피부 육안소견에서 양성대조군인 DNCB군 피부에서 발진, 구진, 탈모 등의

피부염 증상이 나타났고, Boswellia 투여로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

다.

2. 피부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소견에서 양성대조군인 DNCB군은 피부 각질층

이 소실되었고, 모낭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기저부에 위축이 나타

났고, 실험군인 DNCB-B군에서 각질층이 나타났고, 모낭의 형태가 둥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3.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서 대조군인 Control군에 비하여 모발주기 관련 유

전자 Gprc5d, Msx2, Ptch2, Wnt10b, Dsg4, Krtap4-16, Hoxc13, Apcdd1

및 Sox21 mRNA 량이 감소되었다.

4. 실험군인 DNCB-B군에서 양성대조군인 DNCB군에 비하여 관련 유전자

Gprc5d, Msx2, Ptch2, Wnt10b, Dsg4, Krtap4-16, Hoxc13, Apcdd1 및

Sox21 mRNA 량이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Boswellia 투여는 DNCB 피부염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모

발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는 피부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발의 주기나 성장의

장해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

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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