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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래물질에 한면역감시체계는크게두가지로분류하

고있다. 즉, 선천 면역계(innate immunosurveillance)와획득

면역계(adaptive immunosurveillance)이다
1)
. 선천 면역계는

감염에 한 1차방어선으로상피장벽, 식세포(macrophage) 

자연 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등을 포함하는

백 구, 보체 등의 순환 단백질 cytokines 등으로 구성되

며, 외래물질에 한 응면역이발생하기 에신속하게반

응하여외래물질을무력화시키는특징을가진다
2). 선천면역

계에서생체방어기구의최 선을담당하는 식세포(macro-

phage)의 방어 기 과 련된 수용체는 미생물을 인식하고

살해하는탐식페턴인식수용체(endocytic pattern-recognition 

receptors) 면역계의활성화를조 하는신호페턴인식수

용체(signaling pattern-recognition receptors)로나뉠수있다3,4). 

즉, 탐식 페턴 인식 수용체에 인식된 외래 물질은 포식세포

(phagocytes)에의하여살해되며, 신호페턴인식수용체에인

식된물질들은 TNF-α, IL-1β, IL-6 IL-12와같은여러가

지 cytokine들을생산함으로 선천면역 응면역계에항원

제시를하는작동세포의활성화에 여한다3,4). 획득면역은

항원 제시세포가 포식하여제시한항원을 T-세포가 인식하

면서 이루어진다
3,5). 이러한 획득 면역 반응은 주로 외인성

항원에 제거하는 수단으로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 반응과 내인성 항원에 의하여 감염된 정상 세

포를 살해하는능력을지닌세포독성 T-세포가 여하는세

포성 면역 반응으로 나 어진다
6). 이러한 면역 반응은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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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포획한항원제시세포가생산하는 cytokine 항원제시

세포로부터항원을 제시 받은조력 T-세포가 생산하는항원

특이 cytokines에의하여조 되어진다
3～6). 즉, 생체는외부

항원과같은외래물질의침입혹은감염에 하여선천면역

계 응면역계가 하게 항하여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최근의 생가설(hygiene hypothesis) 이론

에 의하면 경제 으로 발 된 나라에서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 르기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7). 이러한 면역 과민 반응이

주로선진국에서나타나는이유를환경 요소, 즉, 소아기감

염질환에 한노출의변화, 환경오염 식습 변화등에

의하여외래물질에 한노출에 항하는면역방어기구의

균형이 변하여 면역 과민 반응이 증진하는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9). 이러한 면역 균형이 변하는 상은 항원에 하여

조력 T-세포가생산하는 Th1 형 Th2형의 cytokines의생산

균형이 주로 Th2 형으로 이동될경우에나타나는것으로알

려져있다7,10). 에서아토피, 알러지등의과민반응이증

가하는이유 에서식습 의변화에의한장내균총의변화

는가장 요한원인 의하나로인식되고있기에
11), 재면

역과민반응의극복을 한방편의하나로과거형태의식습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들 (Taraxacum officinale)는 포공 이란생약명을 가지

는다년생식물로서한방에서는강장, 해열, 이뇨, 건 , 거담, 

해독 등에 사용하 고, 서양에서는 항산화, 항균, 담즙 분비

진, 항류마티스 이뇨등에사용할수있는약제로사용한

바, 동서양에서오래 부터여러가지질병에 하여민간에

서 유용하게 사용하여 온 약용 식물 의 하나이다
12～16). 그

럼에도불구하고여 히여러가지생리활성에 한기 이

나지표물질에 한연구가부족한실정이어서이에 한자

세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15,16). 따라서 본 연구는민들

뿌리추출물의선천면역계에작용하는면역자극효과를

식세포로부터 cytokine의생산능력으로검토하 으며, 단백질

항원인 OVA에 한획득면역반응에미치는효과를항원에

한 항체의 subisotype을 검토함으로써 민들 뿌리의 기능

성 소재로의 개발 가치 용 가능성에 한 기 연구를

실시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동물

생후 6～8주령의 자성 BALB/c를 (주) 앙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아 유한 학 실험동물장에서 사육하 다. 마우스는

사육조에 5～10마리씩넣어정수된물과실험동물용펠렛사

료(Samyang Co, Ltd, Incheon, Korea)를 자유 공 하 고, 온

도 22℃, 습도 50%, 12시간 간격으로 자동 조명되는 상태에

서 스트 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육하 다.

2. 민들 추출물 제조

민들 의추출물을총 2가지방법으로 비하 다. 즉, 민

들 의 뿌리부분 10 g에 증류수 100 ㎖를 첨가한 후 믹서기

(Hanil Co, Ltd, Seoul, Korea)를이용하여물질을분쇄후에각

각 4℃에서 10시간 100℃에서 4시간동안침지, 추출하

다. 각각의추출물은원심분리(1,800×g, 30 min)를실시하므

로상등액과 침 물로구분하고수용성성분을얻기 하여

상등을 회수 후 0.2 ㎛의 pore size를 가지는 membrane filter 

(Whatman, Philadelphia, PA, USA)를이용하여 filter 후에 4℃

에 보 하 다. 

3. 시료의 총 단백질 성당 함량 측정

민들 로부터추출한각시료들의총단백질함량은단백

질분석 kit(Bio-Rad, NY, USA)를이용하여제조사의지침에

따라측정하 다. 단백질함량측정은표 물질로 BAS를이

용하 으며, 총 성당 함량은 glucose를 표 물질로 사용하

여 phenol-sulfuric acid 방법17)으로 측정하 다.    

4. 세포배양 세포 독성 조사

3% thioglycollate를복강주사하여얻은 식세포의배양은

7.5% fetal bovine serum(FBS), vitamin solution, sodium pyruvate, 

non-essential amino acid, L-glutamine이함유된 EMEM 배지를

Gibco(Carlsbad, CA, USA)사에서구입하여사용하 으며, 5% 

CO2, 95% 습도 37℃의배양기(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USA)에서배양하 다. 시료의세포독성조사를

하여 1×105/well의 도로 식세포를 96-well plate의각 well

에 plating 하 고, 100℃ 추출물의경우 150 ㎎/㎖부터, 4℃ 추

출물의경우 75 ㎎/㎖부터 3배희석법으로희석된민들 뿌

리추출물을 100 ㎕씩첨가하고 2일간배양하 다. 각물질의

세포독성효과는WST-1을이용하는 cell counting kit(EZ-Cytox, 

DAEILLAB SERVICE, Seoul, Korea)를이용하여제조사의지

침에 따라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5. Macrophage로부터 Cytokine의 유도 분비 조사

BALB/c 마우스에 3% thioglycollate를 1 ㎖ 복강주사하고

3일 후에 경추탈골법으로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복강에

RPMI-1640 배지 10 ㎖를 주입하여 복강 내 세포(peritoneal 

exudative cells; PEC)를 수집하 다. 수획한 PEC를 24 well 

culture plate에 1.5×106/㎖의농도로조정하여분주하 다. 2시

간동안배양하여 macrophage를 plate에부착후, 배양액으로

세척하여부착되지않은세포를제거하 다. 그후 정농도

로조정된민들 뿌리추출물을첨가하고 24시간동안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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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배양완료후, macrophage의배양상등액을 회수하

고, 배양상등액에유도분비된 TNF-α, IL-6 IL-12의측정

은 각 cytokine에 한 ELISA kit(Pharmingen, San Jose, CA, 

USA)을 구입하여 조사하 다.

6. 마우스의 면역 항 청의 수집

항체생산을 한항원으로 ovalbumin(OVA; Sigma-Aldrich, 

USA)을 사용하 다. 각 항원에 한 항체의 생산을 하여

6주령의 BALB/c 마우스에 10 ㎍의 OVA 단독 혹은 민들

뿌리열수추출물(1 ㎎/mouse)를혼합한군, OVA의 FIA 유화

군 OVA에민들 뿌리추출물을혼합한후 FIA에유화한

군 등으로 면역원을 제조하 다. 각 면역원은 2주 간격으로

총 2회면역하 고, 최종면역 10일후에항원인 OVA(10 ㎍)를

boosting 면역하 다. 항 청의수집은 boosting 면역 5일후에

각 마우스로부터 체 한 액으로부터 청을 분리하여

비하 으며, 항체가의 측정 시까지 －20℃에 보 하 다.

7. 항체가 측정 항체의 Subisotype의 결정

청에존재하는각항원에 한총항체가의측정은 ELISA

법으로 측정하 다. Flat-bottomed microtiter plate(Nunc, NY, 

USA)의각 well에 50 ㎍/㎖의각항원을 well 당 100 ㎕씩분주

하고항원의 coating을 하여 4℃에서 16시간동안부착시켰

다. PBS-Tween 20(0.05%; PBST)으로각 well을 3회세척후에

3% skim milk를이용하여 blocking하고 PBST로서다시세척

하 다. 비한각각의항원에 한 청을 100배부터 2배희

석법으로희석하여각 well에첨가하고 2시간동안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면역 로불린 subisotype의분석은마우스면역

로불린의각 subisotype에 한특이 인 2차항체를이용하

는 ELISA kit(Pierce, Rockford, NY, USA)를이용하 다. 생산

된항체의 subisotype를결정하기 한항 청은 500배희석된

것을 사용하 다.

8. Lymphocyte에 한 OVA 자극 Cytokine 측정자극

실험

면역마우스혹은정상마우스로부터비장을취하여세포의

농도가 3×106/well이되도록조정후, 24-well culture plate에분

주하 다. 비장세포가분주된각 well에항원최종농도 10 ㎍/

㎖의 OVA를첨가하고 37℃,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배

양시켰다. 배양완료후, 배양상등액에존재하는 OVA 특이

인 cytokine의양을각 cytokine에 한 ELISA kit (Pharmingen,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9. 통계처리

조군에 한실험군간의통계 유의성은Microsoft Excel 

로그램의 Student‘s two-tailed t-test를이용하여분석하 다.

결과 고찰

1. 민들 뿌리 추출물의 총 단백질 성당 함량

비된두가지시료의기본 인구성조성물을측정하기

하여 Bio-Rad 사의 단백질 분석 Kit를 이용하여 100℃ 

4℃의 총 단백질 함량을 조사하 다(Table 1). 표 물질로서

BSA에 한 표 곡선을 작성 후, 두 시료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한결과, 4℃ 추출물 100 ㎎/㎖에는 65 ㎍/㎖의단백질이, 

100℃ 추출물에는 5 ㎍/㎖ 이하의단백질을함유하 고, glucose

를 표 물질로 phenol-sulfuric acid method에의하여총 성당

함량을조사한결과 100 ㎎/㎖의 4℃ 100℃의물로추출한

민들 뿌리에는각각 6,658 ㎍/㎖ 15,590 ㎍/㎖의 성당을

함유하는결과를 보이므로주로다당체성분이민들 뿌리

추출물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결과를 보 다. 

2. 민들 추출물의 세포 독성 효과

민들 추출물의 식세포에 한 세포 독성 효과를 in 

vitro에서조사하 다(Fig. 1). 민들 뿌리 4℃ 추출물은 8 ㎎/

㎖ 이하에서, 100℃ 추출물은 18 ㎎/㎖ 이하의농도에서 식

세포에 향을주지않았다. 식세포의증식을 50% 억제하

는농도인 IC50 값을측정한결과, 뿌리 4℃ 추출물의경우 45 

㎎/㎖, 100℃ 추출물의 경우 130 ㎎/㎖인 결과를 보이므로서

민들 뿌리추출물의경우정상세포에 한세포독성효과

는 매우 약한 결과를 보 다. 민들 각 뿌리 추출물의 IC50 

값을총 성당농도로환산하면 4℃ 추출물의경우약 3 ㎎/

㎖, 100℃ 추출물의경우약 20 ㎎/㎖인결과를보이므로민들

뿌리추출물에함유된다당류는 식세포에세포독성효

과를 나타내지 않는 성분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상세포

에 한민들 뿌리추출물의 IC50 값을단백질농도로환산

하면 4℃ 추출물의경우약 29.3 ㎍/㎖를보 다. 4℃ 추출물에

Table 1. Approximate contents of total proteins and 

carbohydrate of water extracts from roots of Taraxacum 

officinale

Group
Taraxacum officinale(100 ㎎/㎖)

Total protein(㎍/㎖) Neutral sugar(㎍/㎖)

4℃ extracts 65  6,658

100℃ extracts - 15,590

Protein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using the Bio-Rad assay kit 

with bovine serum albumin(BSA) as a standard. The total neutral 

sugar content was measured colorimetrically by the phenolsulfuric 

acid method using glucose as 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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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water extracts from roots of Taraxacum

officinale on the growth of macrophages. Macrophage 

(1×105/well) were co-incubated with the indicated dose of 

4℃ and 100℃ Taraxacum officinale root extract for 48 hr. 

The proliferation of these cells was measured by a WST-1- 

based colorimetric assay.

서 식세포에 한 IC50 값이 29.3 ㎍/㎖인결과는뿌리성분

에최소한세포독성을가지는단백질성분이존재한다는것

을암시하는결과로생각된다. 재까지민들 성분 활성

에 한연구는주로폴리페놀화합물 유기용매층의항산

화, 항염증에 한연구가주를이루어왔고
18,19), 다당류 단

백질성분분석에 한발표는거의없었다. 최근민들 추출

물에의한항암활성에 한보고가있었으나, 그유효성분에

한언 은없었다
20). 앞으로의민들 다당류 단백질성

분에 한 심을가지는추세에있는것으로생각된다. 따라

서 재연구되는물 추출물에서의면역조 , 항암 항염

증, 항알러지활성과 련하여비교 고분자성분인단백질

Fig. 2. Effects of Taraxacum officinale root extract o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by peritoneal exudate macro-

phages(PEMs). Peritoneal macrophages were harvested from 3% thioglycollate-treated mice. The PEMs suspended in culture 

medium were plated into 24-well culture plates. The PEMs were co-incubated with the indicated dose of 4℃ and 100℃

root extract for 24 hr. The concentration of each cytokine in the cultured supernatant was determined by ELISA method. 

The concentration IL-12, TNF-α and IL-10 by stimulation of LPS(0.5 ㎍/㎖) is 2451±108, 86.6±9.6 and 2885±136 pg/㎖, 

respectively.

성분의 의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민들 뿌리 추출물의 식세포 활성 유도 작용

활성화된 식세포는스스로여러가지 cytokine을생산함

으로써이후의면역반응을유도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

이다
21). 본실험은민들 뿌리 4℃ 100℃ 추출물을 식세

포를 직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하여실시하 으며, 그지표로서시료로자극된 식세

포의배양상등액에생산된 IL-12, TNF-α IL-6의양을 조

사하 다. 그 결과,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민들 뿌리

4℃ 100℃ 추출물모두 식세포로부터면역반응을조

하는 여러가지 cytokine을 생산하는 활성이 있었다. 두 추출

물의자극에의한 IL-12의생산은 0.1 ㎎/㎖부터활성을보이

기 시작하여 1～5 ㎎/㎖의 농도에서 최고의 활성을 보 다. 

식세포 혹은 수지상세포가 생산하는 IL-12는 자연살해세

포(NK-cell) Th1 세포에작용하여 IFN-γ의생산을유도하

게됨으로서 세포성면역의 유도에서선천 인 NK 세포

T 세포를항원에 항 하는 effector form으로분화하게하

는작용이 있으므로주로 Th1 성향의 세포성면역계를 활성

화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따라서 식

세포로부터 IL-12의생산능은항원에 항하는자연 획득

면역계의활성화에 요한요소로작용되는 cytokine으로간

주되고있다
23). 따라서민들 뿌리추출물은항원제시세포

의성숙과이후항원특이 인면역증강효과에서항원제시

세포의항원에 한항원제시능을높이는작용이있음을제

시하 다고생각되며, 이러한경향은 TNF-α의유도양식에

서도매우약한생산능을보 으나동일한경향를보 다. 즉, 

TNF-α는 미성숙 DC의 표면에 MHC 혹은 보조자극인자

(co-stimulatory molecule)의발 을 진하므로성숙된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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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로 환시키는작용이있다
24). 결국, 민들 뿌리추출물은

복강세포의 TNF-α의 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성숙 DC

를성숙시키게되고, 따라서항원에 한항원제시능을획득

한성숙 DC는 IL-12를생산함으로써항원특이 인 T 세포의

활성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2～24). 결론 으로, 민

들 뿌리추출물은외래항원이침입할경우항원제시세포

의항원제시능을획득하기 한성숙된형태로의 환을자

극하는 cytokine 유도능에의해면역반응의개시단계를자극

하는활성이있는것으로사료되었기에
22～24), 항원 OVA와동

시면역할경우항원에 한면역증강활성을유도할수있는

지 실험을 진행하 다. 한편, 염증성 cytokine의 하나로 선천

면역 획득 면역의 활성화에 기여25)하는 IL-6의 생산능을

조사한결과민들 뿌리추출물은농노의존 으로매우높

은 IL-6의생산능을보 다. 이들염증성 cytokine은면역반응

이개시되는 장소에서염증 반응을유도하는 주요 성분임과

동시에 T-세포에항원의제시단계에서 T-세포를활성시키는

요한요인이다
22～25). 본결과에서민들 뿌리추출물의

식세포를스스로자극함으로써면역반응이일어나는 기에

생체방어에유리한작용을한다는것을확인하 다. 따라서, 

식세포를자극하는 활성을지닌 민들 뿌리성분이항원

과함께면역할경우획득면역에미치는효과를검토하 다.

4. 단백질항원OVA에 한체액성면역반응의증진효과

본실험에사용된항원인 OVA는많은실험동물모델을이

용한실험에서 T-helper type 2(Th2) 성향이우월한면역반응

을 일으키는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27). Th2 성향의 면역 반응

은 IL-4, IL-10 IL-13의생산을높임과동시에 액의 IgG1 

IgE의생산을높이는특성을가지는면역반응이다26,27). 반

면에 IL-2 IFN-γ를 심으로하는 Th1 성향의면역반응은

IgG2 type의항체를생산하게하므로써 Th1과 Th2 면역반응

은서로길항작용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6,27). 따라서본

실험은 OVA를항원으로이용하고민들 뿌리를동시에면

역하 을경우면역반응의변화를항원에 하여생산된항

체의 subisotype을조사하 다. 실험에 용한민들 뿌리추

출물은독성실험결과더낮은세포독성활성을가지는 10

0℃ 추출물을사용하 다. 실험결과, Fig. 3에서제시한바와

같이 OVA의면역에의한반응에서민들 뿌리추출물을혼

합하여 면역한 결과, IgG1, IgG2a/b IgE의 항체 생산에는

유의한 향을미치지못하 다. 따라서항체생산에서민들

뿌리의동시면역이면역반응에미치는효과를좀더자세

히 검토하게 하여 시 되는 adjuvant의 하나인 Frauud's 

incomplete adjuvant(FIA)와동시에면역하는방법을사용하

다. FIA는 parapin oil 성분으로항원과유화(emulsion)하여면

역할경우, 생체에서항원의 장작용에의하여높은 adjuvant 

Fig. 3. Determination of subclasses of OVA-specific 

antibodies in serum specimens. Three BALB/c mice per 

group were immunized sc with the indicated conditions as 

Material and Method. Isotypes of OVA-specific antibodies 

were determined by ELISA using 500-fold diluted serum 

specimens obtained 5 days after the final immunization. 

p*<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OVA+FIA) by 

Student's two-tailed t-test.

활성을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28). 민들 뿌리를항원

과함께 FIA에유화시켜면역한결과, IgG1 IgE type의항

체생산능은큰변화를보이지않은반면 IgG2a IgG2b 항

체의경우 OVA를 FIA로유화시킨군에비하여민들 뿌리

추출물이함유될경우높은항체생산능을보 다(Fig. 3). 일

반 으로 IgG1 IgE type의항체생산은 Th2 세포의활성화

에 의하여 생산되고, IgG2a IgG2b type의 항체 생산은 주

로 Th1 type 세포에 활성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을 알려져

있다
3,6,27,29). 이러한각 항체의생산은 Th1 Th2 세포가생

산하는 Th1 Th2 type의 cytokine 생산양식으로설명할수

있기에각면역마우스의비장세포를항원 OVA를자극후에

생산되는 cytokine의 생산 양식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5. Th1 Th2-type Cytokine 측정

OVA 특이 인항체의생산에서 adjuvant로서민들 뿌리

추출물이 T 세포에미치는 향을 T 세포배양상등액에생산

된항원특이 인 Th1-type Th2-type cytokine의양을측정

함으로조사하 다. 즉, 각군의마우스로부터비장세포를분

리하고항원으로사용한 OVA에동시배양후에배양상등액

에생산된각 cytokine의양을측정하 다. Fig. 4에제시한바

와 같이 항원 OVA와 민들 뿌리 추출물을 혼합하여 면역

한마우스는항원 단독면역군의 마우스에비하여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djuvant로서 민들 뿌리 추출

물을 FIA에혼합한후사용한경우는 FIA에항원을유화시켜

면역한 조군에비하여 Th1-type 성향인 IFN-γ의생산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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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ytokine assay for OVA-specific cytokies. Three 

BALB/c mice per group were immunized sc with the indicated

conditions in Fig. 3. Five days after the final immunization, 

splenocytes were harvested from the immunized mice and 

co-incubated with OVA(10 ㎍/㎖) for 3 days. The level of 

OVA-specific cytokines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as 

measured using ELISA kits. p*<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OVA+FIA) by Student's two-tailed t-test.

2배정도증진된결과를보 고, Th2-type인 IL-4 IL-10 등

의 cytokine 생산성도각각 2.6배 3.1배증진되는경향을보

이므로민들 뿌리추출물은항원을 FIA에유화시켜면역할

경우, Th1 Th2 련 cytokine 모두증진시키는활성이있는

결과를보 다. 체액성면역에 여하는 effector B 세포의기

능은 Th1 세포가 생산하는 Th1 성향을 가지는 IL-2, IFN-γ, 

GM-CSF 등의 cytokine 혹은 Th2-type의 helper T 세포가생산

하는 IL-4, IL-6 IL-10에 의하여 조 된다23,29,30). Th1-type 

cytokine은 B 세포가 IgG2 type의 항체를 생산하는데 여하

며, Th2-type cytokine은주로 IgG1 IgE type의항체를생산

하는 B 세포로의 분화를 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9～

31). 본실험결과, 민들 뿌리추출물은 Th1 성향 Th2 

련 cytokine의 생산을 모두 증진시키므로, Th1 성향 cytokine 

의존 인 IgG2a/b type의 항체생산 Th2 성향 cytokine 의

존 인 IgG1 type의 항체 생산을 증진시켰다. 항체 IgG1 

IgG2 type의항체는모두항원의옵소닌화, 보체와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특성을지니므로 생체 방어에유용한역할

을 하는항체들이다
32). 그러나 표 인 Th2 type cytokine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IgE의 항체27) 생산은

증진시키지않는결과를보 다. 따라서민들 뿌리추출물

이특히 Th1/2 성향의면역반응을모두자극하는활성이있

음에도불구하고최종 으로 IgE에 한면역반응을증진시

키지않는결과를보 다. 따라서민들 뿌리추출물을구성

하는성분 일부는항원특히알러젠(allergen)의특성을가

지는단백질항원인 OVA에 한면역반응의변화를나타낼

수있는활성을가지고있음을강하게암시하 다. 앞으로민

들 뿌리 성분을 생가설에 항하여항원특히 알러젠에

한면역반응인 Th2형의반응을감소시키기 하여활성을

가지는 성분의 분리 정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약 결론

민들 뿌리추출물의세포독성 식세포에 한 cyto-

kine의유도능 단백질항원 OVA에 한면역반응에미치

는효과를조사하 다. 민들 뿌리추출물은 thioglycollate에

의하여유도된 macrophages를자극하여 IL-6 IL-12와같은

cytokine의 생산을 증진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민들 뿌리

추출물이선천면역반응을자극함으로써 이후항원특이

인 T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활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항원 OVA에민들 뿌리추출물을혼합후 FIA에유화하여

면역한 결과, 항원에 한 항체 생산에서 IgG1, IgG2a 

IgG2b type 항체생산은높이는결과를보 으나, IgE의생산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각 면역 마우스의

비장세포를항원 OVA로자극후배양상등액에생산된 cyto-

kine을 조사한 결과, 항원 특이 인 Th1(IFN-γ) Th2-type

의 cytokine (IL-4, IL-6와 IL-10)이 증가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민들 뿌리추출물은알러젠등의항원에 한면역

반응을변환시킬수있는성분을함유하고있음을강하게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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