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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uk-San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treating a urinary diseases and stomatitis. However, its effects on the

bone marrow-derived mast cell(BMMC) mediated allergy and inflammation mechanism remain unknown. In this study,

the biological effects of Dojuk-San ethanol extract(DJS) were evaluated while focusing on its effects on the allergic

mediator in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 plus calcium ionophore A23187(A23187)-stimulated BMMCs. An

investigation was also conducted to determine its effects on the production of several allergic mediators including

interleukin-6(IL-6), prostaglandin D2(PGD2), leukotrieneC4(LTC4) and β-Hexosaminidase(β-Hex). The results revealed

that DJS inhibited the PMA plus A23187 induced production of IL-6, PGD2, LTC4 and β-Hex.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DJS has the potential using in the treatment of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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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導赤散은 宋代의 名醫 錢乙(AD1032-1113)의 저서 ≪小兒藥

證直訣≫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小兒의 心熱을 治療하는데 사

용되었으며 淸心利水養陰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心經火熱

證을 主治로 하였다
1)

. 心熱로 인한 病의 症狀으로는 口內炎, 自

律神經 失調症, 膀胱炎, 腎盂炎, 血尿, 小便不利 등이 있는데 이

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淸熱, 鎭痛, 利尿, 强心, 消炎 등의 效能이

있는 導赤散을 活用해 왔다
2-5)

.

최근에는 心火上炎으로 인한 요로계의 가벼운 炎症이나 농

축뇨로 인한 고삼투압에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증상, 구강궤양,

下焦濕熱로 인한 급성 비뇨기계 감염증 등 炎症 질환에 자주 쓰

이고 있다6-8).

炎症 질환의 일부인 알레르기는 외부자극에 대한 비정상적

인 생체의 과민반응으로 초기 알레르기반응은 대부분이 비만세

포(mast cell)를 매개로 일어난다9).

비만세포는 골수의 다분화능 혈액간세포에서 유래되며 조직

에서 성숙 분화된 후 항체 및 다양한 cytokine에 의해 활성화되어

다양한 염증반응에 관여한다.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기존에 가지

고 있던 histamine과 같은 화학매개체들의 유리 및 prostaglandin

D2(PGD2), leukotrinen C4(LTC4)와 같은 지질성 매개체들을 생합

성하고, 각종 chemokine들을 생성함으로써 다른 면역관련 세포

의 반응이나 유입 등을 조절해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0,11)

. 비만세포를 매개로 한 염증반응 특히, 알레르기환자의

bronchoalveolar lavage, peripheral blood, urine 등에서 이러한

매개체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2-18).

지금까지 導赤散에 관한 연구는 導赤散이 白鼠 腎臟機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小便과의 연관성을 규

명하고자 腎臟機能 및 腎臟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보고
19)
와, 적출흰쥐 心臟의 血力學的 機能에 미치는 영향

20)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導赤散을 이용해 알레르기 반응의 억제를 연

구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導赤散이 임상에서 염증작용에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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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점에 착안하여, 導赤散의 에탄올 추출물이 다양한 자극원

에 의해 유도된 세포내의 알레르기성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in vitro에서, bone marrow-derived mast cell

(BMMC)를 PMA와 A23187로 유도하여 생성된 IL-6, PGD2,

LTC4 및 β-Hex 등을 관찰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RPMI 1640, Penicillin, Streptomycin 그리고 FBS는

Hyclone(Hyclone Labs Logan, UT)에서 구입하였다. Bovine

serum albumin(BSA), PMA 그리고 A23187은 Sigma(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COX-2와 β-actin 단일monoclonal

antibodies와 streptavidin-horseradish peroxidase 복합의 2차 항

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Santa Cruz, CA)에서 구입

하였다.

2) 실험동물

수컷 Balb/cJ 마우스(20~30 g)는 DAMUL(한국)에서 구입하

여, 12시간은 낮 12시간은 밤으로 순환되는 온도조절 장치가 있

는 방에서 실험이 시작되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게 하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3) 세포배양

BMMC는 수컷 Balb/cJ 마우스에서 분리하였으며 50%

enriched 배지(RPMI 1640 containing 2 mM L-glutamine,

0.1mM nonessential amino acids, antibiotics, and 10% fetal

bovine serum)와 IL-3의 공급원이 되는 50% WEHI-3 세포 배양

배지에서 10주 이상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법

1) 시료의 조제방법

導赤散 ethanol 추출물은 70% ethanol로 100 g/L, 2시간 환

류 추출하였다. 그 추출물은 0.45 μm 필터로 걸러, 감압 하에 농

축하여 건조하였으며, 4℃에서 보관되어졌다. 추출된 추출물은

실험하기 위하여 인산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용해시켰다. 導赤散 ethanol 추출물은 ≪小兒藥證直訣≫

의 처방인 생지황 6 g, 목통 6 g, 감초 6 g, 죽엽 6 g의 조성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한약국(익산, 한국)에서 구입하였다(Table 1)

Table 1. The composite of Dojuk-San

Herbal name Latin name Dosage(g)

生地黃 Rehmanniae Radix 6

木通 Akebiae Caulis 6

甘草 Glycyrrhizae Radix 6

竹葉 Phyllostachys Folium 6

2) MTT 분석

세포생존율은 3-(4, 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

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MTT) 분석에 의해

서 측정하였다21).

BMMC는 96 well plates(Nunc, Denmark)에 5x10
5
개/ml의

밀도로 배양하였으며, 각각의 세포의 묶음은 대조군으로서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룹을 포함하였다. 導赤散(100 or 500 μ

g/ml)을 각각의 well에 처리하였고, plates는 37℃,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MTT용액(5 mg/ml)을 각각

의 well에 첨가한 후 37℃에서 4시간 보존하였다. 세포배양 상청

액을 제거하고 100 μl의 DMSO를 첨가하여 MTT를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기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3)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ELISA는 Kang방법에 의해 측정했다22). 즉, 세포는 24 well

조직배양 plates에 1x106개/ml의 밀도로 배양되었으며 다양한 농

도의 導赤散(100 or 500 μg/ml)으로 전처리 하고 30분 후에

PMA(50 nM)와 A23187(1 μM)로 자극하였다. ELISA

plates(Falcon, Becton Dickinson Labware)는 항마우스 IL-6 항체

를 희석한 coating buffer(0.1 M carbonate, pH 9.5)로 4℃에서 밤

새 coating되었으며 0.05% tween 20을 포함한 PBS로 세 번 세척

하였다. 불특정 단백질 결합부위는 assay희석액(PBS containing

10% FBS, pH 7.0)으로 1시간 이상 plates를 배양하여 차단시켰

다. 배양한 직후 각각의 샘플과 IL-6 표준물질을 well에 첨가 하

였고 plates는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워킹 디텍터

(biotinylated anti-mouse IL-6 단일클론 항체와

streptavidin-HRP 용액)는 각각의 well에 첨가되었고 plates는 1

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되었다. 기질 용액(tetramethyl- benzidine,

TMB)을 well에 더하고 plates를 암소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다

음으로 정지 용액 (2N H3PO4)을 사용하여 반응을 멈추었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모든 standard와 샘플은 동일한

것을 두 개씩 분석 하였다.

4) Western blot analysis

배양이 끝난 세포를 수집하여 2-3회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 한 후 1 ml의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30

분간 lysis시킨 후 12,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막

성분 등을 제거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SA(bovine serum

albumin)를 표준화하여 protein assay Kit(BIO-RAD, Richmond,

CA,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23). 20-30 μg의 lysate를 8-12%

mini gel SDS- PAGE로 변성 분리하여, 이를

PVDF(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BIO-RAD,

Richmond, CA, USA)에 200 mA로 2시간 동안 transfer하였다.

그리고 membrane의 blocking은 5% skim milk가 함유된

TBS-T(TBS+0.1% Tween 20)용액에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실시

하였다. IL-6의 발현량을 검토하기 위해 항체로는 anti-mouse

IL-6, β-actin(1 : 1000)을 TBS-T 용액에서 희석하여 4℃에서 하루

동안 배양시킨 후 다음날 TBS-T로 3회 세정하였다. 2차 항체로는

HRP(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 mouse IgG를 1 :

2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TBS-T로 3회 세

정하여 ECL(enhanced chemiluminescense) 기질(Amer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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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ciences, Piscataway, NJ, USA)과 1-3분간 반응 후 X-ray 필

름에 감광하였다.

5) Prostaglandin D2(PGD2) 발현량의 측정

COX-2에 의한 PGD2의 억제 활성 측정을 위해서 세포는

enriched 배지에 1x106개/ml의 밀도로 희석되었고, 기존에 있는

어떠한 COX-1도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되도록 Aspirin(10 μ

g/ml)과 같이 2시간 동안 먼저 배양하였다. 세척 후에 BMMC는

PBS에 녹인 導赤散(100, 500 μg/ml)이 있거나 혹은 없는 상태로

PMA(50 nM)와 A23187(1 μM)로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되었

다. 모든 반응은 890 g으로 4℃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청

액과 세포덩어리는 액체질소나 -80℃ 냉동고에 즉시 넣어서 이

후의 분석을 위해 냉동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 COX-2에 관계된

PGD2 발생의 정도는 세포 106개당 2.3 ng에 이른다24).

6) Leukotriene C4(LTC4) 발현량의 측정

BMMC는 enriched 배지에 1x10
6
개/ml로 희석하고 導赤散

(100, 500 μg/ml)으로 전처리하여 37℃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PMA(50 nM)와 A23187(1 μM)로 자극하였다. 자극하고 15분 후

에 상청액을 분리하여 효소면역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LTC4는

EIA(enzyme immunoassay) kit(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를 사용하여 제조 지침서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LTC4의 발현은 세포 10
6
개당 1.6 ng에 이른다

25,26)
.

7) β-Hexosaminidase(β-Hex)방출의 분석

비만세포 탈과립의 지표인 β-Hex는

p-nitrophenyl-2-acetamido-2-deoxy-β-D- glucopyranoside

hydrolysis(Sigma, St. Louis, MO, USA)의 흡광도 측정법 분석에

의해 정량된다27,28). 상청액을 모은 후 세포는 같은 부피의 배지에

용해되고 세 번의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거친다. 10 ml의

BMMC 용액 혹은 상청액 샘플은 96plates의 well에서 50 μl의 β

-Hex 기질용액(1.3 mg/ml p-nitrophenyl- 2-acetamido-2-deoxy-

β-D-glucopyranoside in 100 mM sodium citrate, pH 4.5) 과 섞

여지고 37℃에서 90분간 배양된다. 0.2 M glycine-NaOH(pH

10.7)를 140 μl씩 더하면서 반응이 중지되고 흡광도는 마이크로

플레이트리더를 사용해 410 nm에서 측정하였다. β-Hex방출의

비율은 상청액 안에서 다음의 공식 : [S/(S+P)]x100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S와 P는 각각 상청액과 세포 덩어리의 β-Hex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8) 통계 분석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mean±S.E로 표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 검정은 ANOVA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p<0.05인 경우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BMMC 생존율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

BMMC에서 導赤散의 세포독성 효과는 MTT 분석에 의해

서 측정되었다. Fig. 1은 導赤散을 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

였을 때 BMMC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Fig. 1. Effect of DJS on cell viability in BMMCs. The cell viability of
BMMC assessed using an MTT assay following incubation with different doses(100,

500 μg/ml) of DJS for 24 hours.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2. PMA와 A23187 로 유도된 IL-6 단백질 발현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

PMA(50 nM)와 A23187(1 μM)로 6시간 동안 자극하여 IL-6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PMA와 A23187로 자극한 BMMC

에서 IL-6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하였고, 導赤散(100, 500 μg/ml)

으로 세포를 전처리 하였을 때 IL-6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A). 또한, Fig. 2B를 보면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IL-6 생성량이 현저히 증가되었고, 導赤散

(100, 500 μg/ml)을 세포에 전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증가가 농도

의존적이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억제되었다.

Fig. 2. Effects of DJS on the expression and secretion of IL-6 in

PMA plus A23187-stimulated BMMCs. (A) The cells(2x106cells/ml) were
pretreated with DJS(100, 500 μg/ml) 30 min prior to stimulation with PMA(50 nM)

plus A23187(1μM) 6hours after PMA plus A23187 stimulation, the IL-6 protein

expressio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B) The cells(1x106cells/ml)

were pretreated with DJS(100, 500 μg/ml) 30 min prior to stimulation with

PMA(50nM) plus A23187(1 μM). 6hours after PMA plus A23187 stimulation, the IL-6

level of the supernatants was measured by ELIS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when compared to the PMA plus A23187 treated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using the ANOVA.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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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A와 A23187로 유도된 PGD2 생성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

PMA와 A23187로 자극한 후 세포를 배양한 배지를 얻어서

PGD2 생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PGD2 생성은 PMA(50 nM)와

A23187(1 μM)로 자극한 후 2시간이 지나서 뚜렷하게 증가되었

다. 다음으로 BMMC에서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PGD2

생성에 대한 導赤散의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導赤散은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PGD2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억제하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導赤散이 BMMC에서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PGD2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3. Effects of DJS on the production of PGD2 in PMA plus

A23187- stimulated BMMCs. The cells(1x106cells/ml) were pretreated with
DJS(100, 500 μg/ml) 30min prior to stimulation with PMA(50 nM) plus A23187(1 μ

M). 2hours after PMA plus A23187 stimulation, the PGD2 levels of th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EI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05, *P<0.05, as compared to

the PMA plus A23187 treated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using the ANOVA.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Fig. 4. Effects of DJS on the production of LTC4 in PMA plus

A23187- stimulated BMMCs. The cells(1x106cells/ml) were pretreated with
DJS(100, 500 μg/ml) 30min prior to stimulation with PMA(50 nM) plus A23187(1 μ

M). At 15min after PMA plus A23187 stimulation, the LTC4 levels of th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EI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05, *P<0.05, as

compared to the PMA plus A23187 treated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using the ANOVA.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4. PMA와 A23187로 유도된 LTC4 생산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

PMA와 A23187로 자극한 후, 세포를 배양한 배지를 얻어서

LTC4 생산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LTC4 생산은 PMA와 A23187

로 자극한 후 15분이 지나서 뚜렷하게 발현되었다. LTC4 생산은

또한 PMA(50 nM)와 A23187(1 μM)로 처리한 샘플에서 고조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BMMC에서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LTC4의 생산에 대한 導赤散의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導赤散은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LTC4 생산을 용량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억제하였다(Fig. 4). 이러한 결과는 導赤散이 BMMC에

서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LTC4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PMA와 A23187로 유도한 탈과립에 대한 導赤散의 억제 효과

비만세포가 다양한 자극원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histamine

의 방출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탈과립의 지표가 되

는 β-Hexosaminidase가 방출된다29). 따라서 PMA와 A23187로

유도된 β-Hexosaminidase의 방출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를 조사

하였다. BMMC를 100 혹은 500 μg/ml의 導赤散으로 전처리를

하였을 때 β-Hexosaminidase의 생산이 억제되었다(Fig. 5).

Fig. 5. Effect of DJS on the release of β-Hexosaminidase in PMA

plus A23187-stimulated BMMCs. BMMCs(1x106cells/ml) were pretreated with
DJS(100, 500 μg/ml) 30min prior to stimulation with PMA(50 nM) plus A23187(1 μ

M). At 90min after PMA plus A23187 stimulation, the β-Hex released into the

supernatant cell lysate was measured by ELISA. The procedure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All data are the arithmetic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and **P<0.005, as

compared to the PMA plus A23187 treated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using the ANOVA.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고 찰

알레르기 질환은 과학기술발달과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 및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라 날이 갈수록 심

해져 가고 있는 현대의 여러 문명병 중 하나이다30). 알레르기란

IgE로 알려진 항체에 의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과도하게 활

성화 되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 결과로 극도의 염증 반응

이 일어난다31).

韓醫學에서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국소적인 한 부분으로

일컬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염증으로 인한 발열 및 혈관확

장은 주로 熱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熱證의 병증은 心火

證, 肺火證, 肝火證, 胃火熱證, 大腸火熱證, 小腸火熱證 膀胱火熱

證 등으로 표현한다
32)

.

본 연구에서 사용된 導赤散은 《小兒藥證直訣》에 처음 수

록되었으며, 消炎, 凉血, 養陰하는 効能이 있는33) 生地黃, 木通,

甘草, 竹葉의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되었다. 導赤散은 小兒의 心熱

을 治療하는데 사용되었고 淸心利水養陰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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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心經火熱로 인한 心胸煩熱 口渴面赤, 口渴生瘡 등의 증상에

사용되었고 清熱利水, 養陰养는 효능이 전해지고 있으며, 요로계

의 가벼운 염증이나 농축뇨로 인한 고삼투압에 자극을 받아 발

생하는 증상, 구강궤양, 급성비뇨기계감염증 등에 자주 쓰이고

있다6-8). 그러나 아직까지 導赤散의 생리활성 기전은 완전히 밝혀

지지 않았다.

기존 導赤散에 대한 연구로는 導赤散이 白鼠 腎臟機能에 미

치는 영향19), 적출 흰쥐心臟의 血力學的 機能에 미치는 影響20) 등

이 보고된 바 있으나, 알레르기성 질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BMMC에서 導

赤散 에탄올 추출물이 알레르기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그 기전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독성효과 및 IL-6, PGD2, LTC4, β-Hex

생산에 대한 억제효과를 규명하였다.

BMMC에서 導赤散의 세포독성 효과는 MTT로 분석, 측정하

였다. 그 결과 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BMMC의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導赤散이 세포에는 독성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IL-6는 전염증성이며, 동시에 항염증성의 역할을 하는

cytokine의 일부이다. IL-6는 외상, 국소적인 화상 그리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조직손상 등에 의한 촉진된 면역반응으로

인해 T세포와 대식세포에서 분비된다34). IL-6는 또한 신경계, 내

분비계, 골대사 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학적인 경과를 조절

한다
35)

. IL-6의 생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導赤散(100, 500 μ

g/ml)으로 세포를 전처리하고 PMA(50 nM)와 A23187(1 μM)로

6시간 동안 자극하여 IL-6 단백질 발현량을 western blot 분석법

으로 실험하였으며, IL-6 생성량을 ELISA 분석법으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IL-6 단백질의 발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PGD2는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방출되는 COX-2의 대사산

물로 알려져 있으며, 호산구성 기도염증의 발병원인에 필수적이

다36). PGD2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동통, 발열 등의 염증과

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관지 천식환자의 평활근을 수

축하여 천식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37)

. PGD2 생성

은 PMA(50 nM)와 A23187(1 μM)로 자극한 후 2시간이 지나서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BMMC에서 PGD2 생성에 대한 導赤散의

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PGD2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억제하였다.

또한, BMMC에서 arachidonic acid는 5-LOX의 작용에 의해

leukotrienes (LTs)로 전향될 수 있다
38)

. 5-LOX의 억제는 알레르

기성 질환이나 천식을 치료하는데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39). 그러므로 BMMC에서 LTC4의 발생에 대한 導赤散의 억제 활

성을 평가하였다. PMA와 A23187로 15분 동안 자극된 BMMC에

서 LTC4가 4500 pg/ml 가까이 산출되었고, BMMC를 導赤散으

로 전처리하여 배양한 결과 LTC4의 생합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β-Hexosaminidase는 histamine과 함께 비만세포 내에 존재

하는 효소로서 탈과립에 의해 histamine의 누출량과 비례하여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40)

,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간접

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PMA

와 A23187로 유도된 β-Hex의 방출에 대한 導赤散의 효과를 조

사하였다. BMMC를 100 혹은 500 μg/ml의 導赤散으로 전처리를

하였을 때 β-Hex의 생산이 억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導赤散은 BMMC에 작용하여

IL-6, PGD2, LTC4의 생성을 억제하였고, β-Hexosaminidase 탈

과립을 억제함으로써 비만세포를 매개로한 염증반응에서 항알레

르기 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

병을 치료하는데 인체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으며, 다양한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증강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하였을 때 導赤散은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인체에 부작용이 미치지 않으며, 다양한 항원

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증강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향후 임상적인 응용을 위해서 導赤散의 추가적인 후속연

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효능을 가지는 약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결 론

쥐 골수 유래 비만세포(BMMC)를 PMA와 A23187로 자극

하였을 때 導赤散 에탄올 추출물의 알레르기 억제효과를 조사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導赤散은 PMA와 A23187로 자극한 BMMC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IL-6단백질 발현과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

였다. 導赤散은 PMA와 A23187로 자극한 BMMC에서 PGD2 생

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導赤散은 PMA와 A23187로

자극한 BMMC에서 LTC4 생산을 억제하였다. 導赤散은 PMA와

A23187로 자극한 BMMC에서 β-Hexosaminidase 탈과립을 현저

하게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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