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麥門冬 에탄올 추출물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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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Liriope platyphylla on Allergic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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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egated the effect of Liriope platyphylla (LP) on allergic reactions and its mechanism of 
act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LP on Evans Blue (EB) extravasation induced by anti-dinitrophenyl 
(DNP)-IgE in rats. We tested whether the ethanol extract of LP reduced ear skin thickness and historical 
changes induced by topical application of 2,4-dinitrofluorobenzene (DNFB) to ears of mice. We evaluated 
compound 48/80-induced release of histamine in rats peritoneal mast cell (RPMCs). We also investigated the 
regulatory effect of LP on the level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PMACI-induced human mast cell (HMC-1); 
cytokine IL-6, IL-8, TNF-α in HMC-1, MAPKs (ERK, JNK and p38) in HMC-1. The ethanol extract of LP (81.3 
mg/100 g body weight)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CA reac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P < 0.05). However, 
LP did not prevent topical applications of DNFB-induced ear skin thickening and histological changes. In 
RPMCs, histamine release induced by compound 48/80 was significantly attenuated by LP at 100 μg/ml (P < 
0.05). LP extract (100 μg/ml) significantly reduced the PMACI-induced IL-6, IL-8, and TNF-α secretion via 
inhibition of ERK phosphorylation in HMC-1. In conclusion, the ethanol extract of LP inhibited mast 
cell-derived, immediate-type allergic reactions, and the result suggest the potential of LP for preventing allergic 
inflammator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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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라는 개념은 1906년 Clemens Freiherr von 
Pirquet (C.V. Pirquet)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Pirquet의 시대
까지에도 이미 면역현상의 개념이 확고했지만 그의 시대가 되어 
과민증의 지식이 구체화되었다. 알레르기란 그리스어의 변한다는 
의미의 allos (change)와 작용의 ergo (action)가 합쳐진 말로, 
즉 생체의 변화된 반응이라는 뜻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다1).
    알레르기는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의 면역 기전이 보통 보다도 과민한 반응
이 유발되는 것으로, Ⅰ형 anaphylaxis형, Ⅱ형 세포용해형, Ⅲ
형 면역복합체형, Ⅳ형 세포중개형, Ⅴ형 자극성 과민반응형의 5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제Ⅰ형 알러지 반응에 속한
다2,3).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 (allergen)에 대해 감작 (sensitization)

이 되어 IgE에 의해 매개되는 즉시성 과민반응 (immediate 
hypersensitivity) 또는 아나필라틱 (anaphylatic) 과민반응이다
4). 즉시성 과민반응 (type I hypersensitivity)은 주로 비만세포
의 Fc수용체에 결합된 IgE에 특이적인 항원이 결합하여 발생한
다. 이 상호작용은 비만세포의 탈과립 (degranulation)과 이에 
따른 염증매개물질의 방출을 초래한다5).
    비만세포 (mast cell)가 활성화되면 과립 속에 있던 
histamine, serotonin, 호산구 유주인자와 cytokine이 방출되
어 과민반응이 나타나게 되며, 특히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interleukin (IL)-6, IL-8,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와 같은 cytokine들은 알레르기 반응에서 주요한 역할
을 한다6,7).
    비만세포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데 
비만세포의 염증작용에 의하여 많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8). 그
러므로 비만세포의 생성과 분비의 억제는 염증성 질환들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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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9).
    麥門冬 (Liriopis Tuber)은 백합과에 속한 多年生 本草인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또는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의 塊根이다. 性은 微寒하고, 味는 辛
味苦하다. 肺 心 胃 三經에 들어가 肺胃의 陰不足을 淸養하여 
生津潤燥하고, 아울러 淸心除煩하므로 虛勞咳血, 乾咳稠痰, 心
煩口渴 및 腸燥便秘등의 證을 치료하는데 상용된다10). 麥門冬은 
胃家의 陰精을 끌어서 心肺를 윤택하게 하여 脈道를 통하게 하
고 逆氣를 내려가게 하며 煩熱을 없앤다11). 그 외에 麥門冬의 
효능으로는 산소결핍, 부정맥과 심허열 개선, 출혈성 shock에 
대한 작용, 혈당조절 작용, 항균작용 등을 하여 관상동맥질환, 
피부건조증 등에 사용된다12). 張元素는 “麥門冬은 肺中伏火를 
치료하고, 心氣不足을 補한다.”13)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長山雷
는 “燥熱이 血을 傷한 것으로 麥門冬이 血의 妄行을 主한다”14)

고 했는데 이는 火熱이 오르는 것을 麥門冬의 微寒 苦味의 힘으
로 치료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麥門冬에 대한 연구로는 non-obese 
diabetic 당뇨 생쥐에서 췌장의 β-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염증면역세포의 침윤을 억제하여 인슐린염으로 진행을 차단하는 
항염증 효과15), 麥門冬이 세포손상으로 인한 Bax 단백질양의 증
가를 억제시키고 Bcl-2 단백질양의 감소를 회복시키는 작용16), 
lipopolysaccharide 처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병리변화를 유발시킨 폐손상 모델에서 麥門冬이 세포의 생존력
을 개선시키고 염증성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폐손상을 보호하는 
효과17), 천식모델에서 기도염증과 기관지의 과민반응의 억제 효
과18), 麥門冬 추출물에서의 면역조절 효과19), 구속 스트레스로 
유발된 기억 손상에 대한 麥門冬의 신경보호 효과20) 등의 연구
가 있었다. 
    麥門冬이 肺中伏火와 血의 燥熱을 치료하는 효능이 염증효
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麥門冬의 효과가 당뇨와 폐손상 모델에서 염증에 대한 
조절로 발현되었다. 따라서 皮毛를 主하는 肺에 귀경하여, 潤肺
陰과 淸肺熱하는 麥門冬이 알레르기 염증반응의 치료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살펴볼 
때 알레르기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기에 이에 저자는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麥門冬의 효능과 기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
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麥門冬의 효능을 밝
히기 위해 麥門冬이 흰쥐의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CA)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염증세포 유입에 의한 생쥐의 귀조
직의 부종에 대한 효과, 복강 비만세포 (rat peritoneal mast 
cells, RPMCs)에서 compound 48/80에 의해 유도된 
histamine의 유리, 그리고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된 IL-6, IL-8, TNF-α 등과 같은 
cytokine들의 분비 억제효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human mast 
cell line (HMC-1)에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의 대표적인 염증신호경로인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Jun N-terminal kinase 

(JNK), p38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Compound 48/80, anti-DNP IgE, DNP human serum 
albumin (HSA), PMA, A23187과 Evans blue (EB)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Recombinant IL-6와 IL-8, biotinylated IL-6와 IL-8, 그리고 
anti-human IL-6와 IL-8 등은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Recombinant TNF-α, 
biotinylated TNF-α와 anti-human TNF-α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thylthiazole-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 
(IMDM), 그리고 fetal bovine serum (FBS)는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Histamine kit 는 
Oxford Biomedical Research (Oxford, MI, USA)에서 구입하
였다. ERK, p-38, JNK의 antibodies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시료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麥門冬은 (주)옴니허브(대구)에서 구입하
였다. 麥門冬 100 g을 1 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80% 에탄올 
1,000 mL를 가하여 2주간 밀폐된 곳에서 냉침 추출하였다. 추
출액은 Whatman filter paper (No 3, Maidstone, England)를 
사용하여 여과시킨 후 60℃에서 농축시키고, 동결 건조시켜 麥
門冬 에탄올 추출물 (Liriope platyphylla ethanol extract, 이
하 LP)을 얻었다.

2. 방법
 1) 동물
    Sprague-Dawley (SD) rats (8 주, 수컷)과 BALB/c mice
는 Samtako (오산, 경기도, 대한민국)로부터 구입하였다. 사육
실의 온도는 22 ± 2℃로 하고,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낮과 밤의 주기는 각각 12시간으로 (lights on from 07:00 to 
19:00) 하였고,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SD rat에
서 PCA 반응을 위한 실험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정상군 
(Normal 군, n=6)은 PCA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 하였으며, 대조군 (Control 군, n=6)은 PCA 반응을 
유도하고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 하였으며, 실험군 (LP 군, 
n=6)은 EB를 주사하기 1시간 전에 LP를 희석하여 경구 투여 
(81.3 mg/100 g body weight) 하였다. BALB/c mice에서 접
촉성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위한 실험군은 다음과 같다. 정상군 
(Normal 군, n=6)은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생리식염수
를 경구 투여 하였으며, 대조군 (Control 군, n=6)은 민감한 반
응을 유도하고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 하였으며, 실험군 (LP 
군, n=6)은 민감화를 유도후 LP를 경구투여 하였다. 동물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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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과정은 경희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KHUASP (SE)-09-001)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2) PCA reaction
    흰쥐의 등 쪽 피부 세 부위를 면도하고 각 0.5 μg (50 μl) 
anti-DNP IgE 를 피내주사 하였다. 48시간 후에 각각의 쥐의 
음경등정맥 (dorsal vein of penis)에 4% EB가 포함된 100 μg 
(100 μl)의 DNP-HSA를 주사하였는데, 주사하기 1시간 전에 LP
를 희석하여 경구 투여하였다. EB extraversation 측정을 위하
여 EB를 주입하고 30분이 지나서 쥐의 등 쪽 피부를 절개하여 
색소의 영역을 관찰하고 image analyzer (Scion Image, 
version 4.0.3; Scion Corporation, MD, USA)를 이용하여 면
적을 측정하였다. 절개피부를 formamide 용액으로 EB용액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EB용액의 농도를 spectrophotometer 
(Beckman, IL, USA)로 620 nm에서 측정하였고, 색소의 양은 
EB의 calibration curve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Sensitization and elicitation procedure
    2,4-dinitro-fluoro-benzene (DNFB)을 국부에 반복적으
로 도포하여 접촉성 과민반응을 만들었다. Acetone과 olive 
oil을 3:1의 비율로 섞은 시료에 DNFB (0.15%, 25 µl)를 
BALB/c 생쥐의 오른쪽 귀 안쪽과 바깥쪽에 7일 간격으로 6회, 
국소적으로 도포하였다. 민감화 반응 과정 중 섞은 DNFB를 도
포하고 난 후 5일째 되는 날 LP를 경구투여 (81.3 mg/100 g 
body weight)하였다. 귀의 피부 두께는 24, 48, 72 시간 후에 
thickness dial gauge로 측정하였다.
 4) 조직학적 검사
    귀의 가운데 조각을 3.5%의 paraformaldehyde에 고정시
키고 파라핀 안에서 포매시켰다. 각 섹션은 광범위한 측정을 위
해서는 hematoxylin and eosin (H&E)으로 염색하였고, 비만세
포는 toluidine blue로 염색하였다. 비만세포는 12 high-power 
fields (0.07 ㎟)에서의 평균 숫자로 측정하였다. 각 섹션은 세 
명의 관찰자에 의해 다른 섹션의 측정 결과를 모른 채 독립적으
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5) Histamine assay
    RPMCs은 앞서 보고된 방법을 사용하여 얻었다21). 세포들은 
1 × 106 cells/ml의 세포수로 HEPES-Tyrode buffer에 분리한 
다음 200 μl를 25 μl LP (final concentration: 1, 10, 100 μ
g/ml)와 함께 37℃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Histamine 분비는 
compound 48/80 (5 μg/ml) 25 μl를 첨가하고 37℃에서 20분
간 배양하였고, 그 반응은 tube를 냉각시켜 정지시켰다. 이후 
4℃에서 15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였다. 세포로부
터 분리된 부유물인 histamine은 o-phthalaldehyde 
spectrofluorometric procedu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luorescence intensity는 spectro- fluorometer를 이용하여 
440 nm (excitation wavelength, 360 nm)에서 측정하였다.
 6) HMC-1 세포배양과 표본 처리
    HMC-1은 습도 95%, CO2 5%, 온도 37℃에서 10%의 FBS
가 첨가된 IMDM에서 배양하였다. HMC-1 세포 (3 × 105 cell)
에 다양한 농도의 LP (1, 10, 100 μg/ml)를 1시간 동안 전처리

하고 난 뒤 25 nM PMA plus 1 μM A23187 (PMACI)을 처리
하여 자극시켰다. 
 7) 세포 생존능력 측정을 위한 MTT assay 
    세포 생존율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ELISA로 흡광도 
570 nm에서 측정하였다. HMC-1세포 (3 × 105 cell)을 다양한 
농도의 LP (1, 10, 100 μg/ml)들과 같이 24-well plate에서 배
양시킨다. MTT 용액 (5 mg/ml)을 각각의 well에 첨가하고 24
시간 배양한 뒤, 반응하지 않은 MTT 용액을 버리고 생존세포에 
의한 MTT 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formazan 을 dimethyl 
sulfoxide (DMSO)로 용해하여 세포 생존율을 간접적으로 계산
하였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세포에서는 100% 생
존율로 산정하여 각 군별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8) Cytokine assay
    HMC-1 세포는 습도 95%, CO2 5%, 온도 37℃에서 10%의 
FBS가 첨가된 IMDM에서 배양하였고, 다양한 농도의 LP (1, 
10, 100 μg/ml)에서 1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난 뒤 PMACI를 처
리하여, 7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각각의 상층액은 
Enzyme-linked Immunosorvent Assay (ELISA)로 정량하였
다. PBS (pH 7.4, 1.0 μg/ml)에 mouse anti-human TNF-α, 
IL-6와 IL-8 monoclonal antibodies를 100 μl을 넣어 96 well 
ELISA plates (Nunc, Roskilde, Denmark)에 배양시켰다. 그
리고 1% BSA, 5% sucrose와 0.05% NaN3를 함유하는 PBS로 
blocking 하였으며, 각각의 상층액이나 recombinant TNF-α, 
IL-6와 IL-8을 세포 배양기에서 반응시켰다. 세척한 후에는 0.2 
μg/ml의 biotinylated anti-human TNF-α, IL-6와 IL-8을 첨
가하여 37℃ 에서 2시간 동안 세포 배양기에서 반응시켰다. 세
척을 한 번 더 하고 avidin-peroxidase를 처리하여 30분 동안 
37℃ 세포 배양기에서 반응시켰다. Well을 다시 세척하고 ABTS 
substr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처리하였
다. 발색은 405 nm에서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곡
선은 recombinant human TNF-α, IL-6와 IL-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Western blotting analysis
    HMC-1 세포는 다양한 농도의 LP (1, 10, 100 μg/ml)에 1
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난 뒤 PMACI를 처리하여 30분 (MAPKs) 
반응시켰다. 세포들을 분리한 후 ice-cold PBS로 2번 세척하였
다. MAPKs expression의 경우, 세척된 세포는 용해제로 용해
한 뒤 13,000×g, 4℃,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단백질을 얻었다. 
단백질 농도는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따라 단백질 정
량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각 샘플들은 10% sodium 
dodecyl sulfate (SDS)- polyacrylamide gel에 의해 전기영동 
한 후 nitrostruulose membrane으로 transfer 하였다. 
Membrane을 5% skimmed milk이 첨가된 PBST로 실온에서 
2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PBST로 membrane을 세척한 
후, anti-MAPK antibodies (p-ERK, t-ERK, p-JNK, t-JNK, 
p-p38, t-p38 ; 1% BSA 가 첨가된 PBSTe m으로 1:1000 희
석)는 4℃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PBST로 3번 세척하였다. 
MAPKs는 2차 항체인 Anti-mouse IgG (1:2000)를 상온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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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단백질 발현은 enhance 
chemiluminescence (ECL) 시약 (Amersham Pharmacia, NJ, 
USA)을 이용하여 형광 감광하였다.
 10) 통계분석
    측정값은 평균 ± 표준오차 (mean ± S.E.M.)로 표기하였
다. 통계분석은 Graph Pad PRISM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post hoc test 로 하였으며, 유의수준 P value < 0.05 
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LP의 PCA에 대한 효과
    정상군은 쥐의 등 쪽 피부에서 선명하게 EB용액이 지나간 
혈관은 보이지만 EB용액의 분출(extravasation)이나 피부의 염
색자국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반면에 anti-DNP를 주입한 
대조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명백한 EB용액의 분출이나 피부
의 염색 부위가 관찰되었다(Fig. 1B). LP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EB용액의 분출을 유의하게(P < 0.05) 억제하여 약 54%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Fig. 1C, D), 피부의 염색 면적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1C, E). 

Fig. 1. Inhibitory effects of LP on PCA reaction in rat. Internal surfaces 
of the rat skins in A (Normal), B (Control), C (LP), D, EB extravasation ; E, 
EB-stained area. The stained blue areas indicate EB extravasation. Normal 
group was not treated with anti-DNP IgE and LP. Distilled water was 
administered in the control-treated group.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of 6 animals each. ##P < 0.01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2. 귀부종의 조직학적인 측정
    귀 두께의 조직학적인 특징을 알아내기 위하여, 35일간 
DNFB 도포 후 0, 24, 48, 72시간에 귀의 생검 표본을 검사하였
다. 조직학적인 분석 결과, 대조군에서 귀의 피부에 부종이 관찰

되었다. 또한 LP를 투여한 군에서도 DNFB에 의해 유발된 염증 
반응이 억제되지 않아 대조군에서의 부종이 그대로 관찰되었다. 
비만세포의 숫자도 실험 시작 35일 후에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비만세포의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다. 마찬가지
로, LP를 투여한 군에서도 비만세포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였
다(Fig. 2). 

Fig. 2. Histological pictures of mouse ear after repeated application of 
DNFB. Mice ears were excised 72 h after the last application of DNFB and 
fixed in 10% neutral burfferd formalin, embeded in paraffin by standard 
methods, cut into 5 ㎛ section and stained with hematoxyline & eosin (A, 
B, and C, magnification 100x) and toluidine blue (magnification 200x) then 
assessed under light microscopy. Nor: D.W was orally administrated daily 
for 5 weeks of first experiment application. Con: D.W was orally 
administrated daily for 5 weeks from the day of first DNFB application. LP: 
LP was orally administrated daily for 5 weeks from the day of first DNFB 
application.

Fig. 3. Effect of LP on compound 48/80-induced histamine release 
from rat peritoneal mast cells (RPMCs). The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1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3. LP의 RPMCs에서의 histamine 분비에 대한 억제 효과
복강 비만세포에 compound 48/80을 처리한 후 비만세포로부
터 유리된 histamine 양을 측정하였다. 정상군은 histami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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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가 약간 증가된 반면,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histamine 
분비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 10, 100 μg/ml 농도로 LP를 
전처리하고 compound 48/80을 처리한 후 비만세포로부터 유
리된 histamine 양을 측정한 결과, LP로 전처리한 군은 100 μ
g/ml 농도에서 histamine의 분비를 유의하게 (P < 0.05) 억제
하여 약 38%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4. HMC-1에서의 LP의 세포독성
    HMC-1에 미치는 LP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4시
간 동안 다양한 농도의 LP (1, 10, 100 μg/ml)로 실험한 결과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다(Fig. 4A). 

5. IL-6, IL-8과 TNF-α의 분비에 대한 LP의 효과
    IL-6의 분비는 PMACI로 처리된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현저하게 (P < 0.01) 증가한 반면, LP 처리군은 1, 10, 100 μ
g/ml의 모든 농도에서 IL-6의 분비를 유의하게 (모두 P < 
0.01) 억제하여 약 29, 29, 3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4B). 
IL-8의 분비는 PMACI로 처리된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현저
하게 (P < 0.01) 증가한 반면, LP 처리군은 10, 100 μg/ml에서 
IL-8의 분비를 유의하게 (각각 P < 0.05, P < 0.01) 억제하여 
약 19, 36%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4C). TNF-α의 분비는 
PMACI로 처리된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현저하게 (P < 
0.01) 증가한 반면, LP 처리군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TNF-
α의 분비를 유의하게 (P < 0.05) 억제하여 약 20%의 감소를 나
타내었다(Fig. 4D). 

Fig. 4. Effects of LP on cytotoxicity and inhibitory effect of LP on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HMC-1. (A) Effects of LP on cytotoxicity 
in HMC-1, (B) effects of LP on IL-6 secretion, (C) IL-8 secretion, (D) TNF-a 
secretion. HMC-1 viability (3 × 105 cell) was evaluated by MTT colorimetric 
assay for 24 h after pre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 10, and 
100 μg/ml) of LP. Data were compared with the untreated control (% 
control dat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P < 0.01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6. MAPKs의 활성화에 대한 LP의 효과
    ERK는 PMACI로 처리된 대조군에서는 현저하게 발현이 증
가하였고 LP군은 10, 100 μg/ml에서 발현을 유의하게 (각각 P 
< 0.05, P < 0.01) 억제하여 약 47, 60%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5A, B). JNK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38의 경우
는 LP군이 발현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5A, C, D).

Fig. 5. Effect of LP on PMACI-induced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p38 in HMC-1. The levels of MAP kinase were assayed via Western 
blot analysis (A). P-ERK/T-ERK (B), P-JNK/T-JNK (C), P-p38/T-p38 (D) 
protein rate. The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1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5, **P < 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고    찰
    麥門冬은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널리 분포하며 根莖과 種子
를 통해 번식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이다22). 효능으로는 甘寒하
고 質潤하여 養陰生津 潤燥하며, 苦寒한 性味는 淸熱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 陰柔한 性을 가지고 있어 滋陰而不滋膩하고 淸熱
而不傷胃한다10). 麥門冬의 이러한 養陰生津 潤燥와 淸熱시키는 
작용이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
를 시행하였다.  
    LP는 PCA 반응을 억제시키고 Compound 48/80으로 유도
된 histamine 분비를 억제하며 비만 세포에서 TNF-α, IL-6와 
IL-8의 분비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LP로 인해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되는 MAPKs 경로 중 ERK의 인산화는 약
화됨을 보였다. 
    PCA반응은 항알러지 약물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모델 중 하나이다23). 특정한 항원에 의해 자극받으면 비
만세포가 활성화되고 histamine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러한 과정이 PCA 반응을 유도한다24). 본 연구에서 PCA에서 LP
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LP를 경구 투여
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알레르기 피부반응을 유의하게 감
소시켰다.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비만세포의 증가와 관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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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포 부착분자에 의해 조절된다25). 비만세포가 조직으로 분
비되는 것은, 척수로부터 말초의 혈액으로 미성숙비만세포 전구
체가 분비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LP는 
DNFB로 유도된 염증 조직부위에서 비만세포의 recruitment를 
유의한 억제효과를 보이지 않아, 향후 麥門冬의 만성 접촉성 알
러지 염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mpound 48/80은 혈액 내로 histamine 분비를 유도한
다26). 비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histamine은 알러지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러지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
상과 관련된다27). 본 연구에서 흰쥐의 복강 비만세포에서 
compound 48/80으로 유도된 histamine 분비에 대한 麥門冬
의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100 μg/ml 농도로 LP를 처리한 경
우 비만세포로부터 유리된 histamine 양의 분비가 억제되었다. 
따라서 본 결과는 麥門冬이 비만세포로부터 histamine의 유리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 탈과립하여 histamine, heparin, 
serotonin, 가수분해 효소 등 많은 매개물질과 cytokine (TNF-
α, IL-1, IL-4, IL-6, IL-8, IL-13 등)을 분비하여 여러 면역반
응과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28). TNF-α는 cachetin이라고도 알
려져 있는 물질로,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폴리펩
티드 cytokine이다. 세포의 생존과 죽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
도 한다29). 또한, 면역 반응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내인성 발열
원으로의 역할까지 하기도 한다30). IL-6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
는 cytokine이다. 면역반응과 급성기 반응, 조혈작용을 조절하
며, 인체의 방어기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31).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생산되어, 급성기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
하거나 억제한다32). 양막내 전염이나 산과적 전염에서 중요한 지
표 cytokine이기도 하다33). 또한, 내피세포의 장애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34). IL-8은 병리적인 혈관의 생
성, 암의 성장 및 전이를 조절한다35). IL-8과 그 수용기들은 내
피세포에서 관찰되는데36), 내피세포의 증식에 관여한다35). 호중
구의 화학 유인물질 중 하나이며, 호중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도 한다37).
    본 실험에서 LP가 PMA와 A23187로 자극된 비만세포에서 
IL-6, IL-8 및 TNF-α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LP의 항알레르기 효과가 비만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NF-α, 
IL-6 및 IL-8의 양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LP의 histamine이나 cytokine 분비억제에 대한 효과들이 
과연 이들 생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MAPKs와 관련이 있는
지 확인하였다. 
    세포 소멸과 염증에 관여되는 물질로 JNK, ERK 및 p38 
kinase로 이루어져 있는 MAP kinase가 알려져 있는데38), 
MAPK 경로는 cytokine 분비, 세포 증식과 괴사 등의 세포기능
의 여러 가지 변화를 중재하는 기본경로이다. ERK, JNK, p38은 
이러한 세포 반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39). MAPK 신호전달계
는 세포가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극들을 인지하여 그 정보
를 세포질 및 세포핵 내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대표적

인 신호전달계이다. 특히 세포의 성장, 발생, 분화, 사멸 등의 
조절기전에 관여하다고 알려져 있다40).
    본 실험에서 LP는 PMACI로 유도되어 증가된 ERK의 활성화
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보였지만, JNK와 p38의 활성화는 억
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LP가 JNK와 p38의 인산화는 
억제시키지 못했지만 ERK의 인산화를 억제시켜 염증 반응을 조
절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ERK의 기능 억제
와 관련한 기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P는 PCA 반응에서 항알레르기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MAPK중 ERK의 인산화 억제에 따른 histamine과 TNF-α, 
IL-6, IL-8의 분비의 억제로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生津潤燥, 淸心除煩의 효능
을 가진 맥문동이 IgE 매개 즉시성 과민반응 관련 매개 인자들
의 조절기전을 통하여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증가되고 있는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에 맥문동의 치료효과와 기전을 밝혀 향후 치료제로서의 개
발 가능성을 제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麥門冬은 津液을 補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肺陰손상으로 인
한 咯血, 咳嗽에 쓰이며, 胃陰不足으로 인한 渴症, 消渴 및 便
秘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효능을 가진 麥門冬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CA 실험동물 모델의 
비만세포 활성화시 분비되는 histamine 유리, HMC-1 cell에서 
cytokine (IL-6, IL-8, TNF-α) 분비, MAPKs  DNFB로 유도된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LP는 PCA 반응을 억제
시키고 Compound 48/80으로 유도된 histamine 분비를 억제
하며 비만 세포에서 TNF-α, IL-6와 IL-8의 분비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LP로 인해 PMA와 A23187에 의해 유도되는 
MAPKs 경로 중 ERK의 인산화는 약화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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