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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산 약용 물로부터 얻은 미네랄 혼합물이 실험쥐의 알 르기성 염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청 IgE 농도, 염증성 cytokine 농도, 히스타민 방출정도를 측정하 다. 알부민으로 알 르기

성 염증을 유도한 실험쥐에 물성 미네랄을 처리한 결과 청 IgE의 농도가 히 감소하 다. 한 

실험쥐 기 지 폐포 세척액의 염증성 cytokine의 농도도 크게 감소하 다. 알부민으로 알 르기성 염

증을 유도한 쥐의 폐 조직내 염증세포의 침윤을 확인한 결과 물성 미네랄을 처리한 쥐의 폐 조직에

서는 염증 세포수가 거의 정상군 수 으로 감소하 다. 쥐의 호염기성 백 병 세포에 anti-DNP-IgE를 

감작시킨 후 물성 미네랄을 처리하고 히스타민 방출양을 측정한 결과 히스타민 방출이 크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약용 물의 미네랄이 실험쥐의 알 르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1. 서론

 알 르기(Allergy)란 항체 는 세포에 의해서 매

개되는 과민한 면역반응으로 염증이나 조직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제 I형 알 르기 반응에서는 비만세

포와 호염기성구의 탈과립반응이 일어나서 

anaphylaxis를 일으키거나, 아토피, 천식, 비염, 두드

러기 등의 질환이 유발된다. 다양한 알 르겐에 노

출되게 되면 IgE 수용체의 상호결합이 일어나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세포내의 칼슘농

도가 증가하면서 탈과립반응이 유도되며 알 르기를 

유발하는 매개체를 방출시킨다. 비만세포로부터 유

리되는 알 르기 매개체로는 histamine 뿐만 아니라 

TNF-α와 IL-4 등의 화학주성 사이토카인이 있다.  

Histamine 뿐만 아니라 β-hexosaminidase는 탈과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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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물질로서 항 알러지 약물개발시 타겟으로 활

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용 물로 알려진 

물성 미네랄을 원료로 하여 개발된 물성 미네랄 

혼합물을 사용하여 실험쥐 알 르기성 염증 억제 효

능을 살펴보았다. 

2. 실험재료  방법

실험쥐로는 BALB/c 마우스를 사용하 다. 물성 

미네랄 분말은 엔티앤비티㈜(충남 홍성)에서 제공받

아 사용하 다. 

실험쥐에서 알 르기성 염증반응을 유도하기 하

여 ovalbumin을 복강 주사하 다. 약 3 주후 물성 

미네랄 분말을 경구투여하고 코로도 넣어  후 24시

간 후 실험쥐의 액에서 IgG 농도를 ELISA법으로 

측정하 다. 기 지 폐포 세척액 내의 사이토카인 

농도도 ELISA법으로 측정했다. 히스타민과 β

-hexosaminidase 방출양은 랫트의 basophilic 

leukemia cell line인 RBL-2H3 세포에 anti-DNP 

IgE를 감작시킨 후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물성 미네랄 혼합물에 의한 실험 쥐  

IgE 농도 해

물성 미네랄이 ovalbumin으로 감작된 마우스의 

 IgE 농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Ovalbumin 감작에 의한 염증반응을 유도한 조군

의 IgE 농도는 PBS를 처리한 정상군의 IgE 농도보

다 히 높았다. 그러나 증가된 조군의 IgE 농

도는 물성 미네랄 처리에 의해 정상군 수 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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