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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Asthmaisachronicinflammatorydisorderoftheairwaysbymanycellssuchasmastcells,Th2lymphocytes

andeosinophils.ThepresentstudywasaimedtoevaluatetheeffectsofSalviaemiltiorrhizae(SM)onT cellcytokine
production,mastcells,andeosinophils.

Methods:Wescreened13herbstofindcompoundswithpotentialtocontrolThcytokineproduction,usingconcanavalin
A(conA)-activatedsplenocytecultures.ConA-activatedIFN-γ andIL-4levelsinsupernatantsofsplenocytecultures.Bone
marrowderivedmastcells(BMMC)wereincubatedwithSM andthentheexpressionsofmembraneproteinsofBMMCwere
analyzedbyfluorescenceactivatedcellsorter(FACS).BALB/cmicesensitizedtoovalbumin(OVA)werechallengedwith
aerosolizedOVAfor6weeks.DuringthelastweekssomemiceweretreatedwithSM.Theneosinophilsinbronchoalveolar
lavagefluid(BALf)werecountedandpathologicchangesoflungtissuewereobservedwithhematoxylin-eosinstain.

Results:SM increasedIFN-γ levelonsplenocyteculturesignificantly,buthadnosignificanteffectsonexpressionsof
ICAM-1,CD62L,integrinα4,c-kit,IL-3receptors,CD11a,orIgEreceptorsofBMMC.SM treatmentsignificantlyinhibited
eosinophilinfiltratesinBALfandperibronchiallunginflammation.

Conculusions:ThepresentdatasuggestedthatSM mayhaveaneffectonThcytokinesecretionandeosinophils
associatedwithasthmaresponses.ThereforeSM mightbeoftherapeuticvalueintreatingasthma.

Keywords:asthma,Salviaemiltiorrhizae,Thcytokine,mastcell,eosinophil

Ⅰ.緖 論

기 지천식은 병리 으로 많은 세포와 세포성

요소들이 역할을 하는 만성 염증성 기도질환이다.

만성 염증은 기도의 과민성을 야기하며 반복 으

로 재발되는 천명,호흡곤란,가슴 조임,기침 등의

증상을 일어나게 한다
1
.천식 련 주된 염증 세포

들은 림 구,호산구,비만세포,항원제시세포 등으

로, 액의 과분비,상피하 그물층의 비후,평활근

의 비후등과 같은 기도에서의 병리학 변화는 기

도 조직에서 이러한 염증 세포들의 직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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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비만세포는 항원에 노출된 후 즉각 으로 여러

매개체들을 생산할 뿐 아니라,다양한 cytokine을

생산하여 알 르기 염증반응에 요한 역할을 한

다2.

Thelpercell은 cytokine을 분비하여 기도의 염

증반응을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Th1

cytokine인 interferon-γ(IFN-γ)는 Th1cell로의 분

화를 진시키며 Th2 cytokine인 Interleukin-4

(IL-4)는 Th2cell로의 분화를 진시킨다.Th1/Th2

균형에서 Th2cell로의 과도한 활성화는 기 지 천

식 등의 알 르기 질환을 발생시킨다
3
.

호산구는 알 르기성 염증 부 에 선택 으로

모여들어 많은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염증을 지속

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4.

이처럼 천식을 비롯한 알 르기 반응의 병태생

리에서 비만세포,T 림 구,호산구는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각각 매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식의 병리에서 기도 염증이 요시되기 때문

에,천식 치료에서 주목 은 비만세포,호산구,호

염기구,Th2림 구에 의한 조직 침윤과 손상과 같

은 알 르기성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거나 방하

는데에 있다.그러나 천식과 알 르기는 많은 세포

들이 여하는 복잡한 기 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을 target으로 하 을 때 치료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한약은 어느 하나의 단일 세포나 기 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 으로 두루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성질 때문에 한약의 천식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脾,肺,腎 三臟은 衛氣의 활동과 연 되어 한의

학에서 표 인 면역 련 장부로 생각되고 있다

는 에서 천식과 한 연 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천식의 발병 원인에 해 한의학에서는 脾,

肺,腎 三臟 機能의 失常이 천식의 內的인 소인이

라고 설명한다.肺主氣하고 腎納氣하므로 肺虛,腎

虛로 인해 특징 인 呼吸急促,喉中有聲響 증상을

나타내게 되며,脾濕으로 인해 痰이 발생하면 기도

를 폐색하여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5.

이에 우선 임상에서 기 지 천식과 아토피 피부

염을 비롯한 알 르기 질환에 응용되며 염증을 억

제한다고 생각되는 약물 13가지를 선택하여 conA

자극에 의한 splenocyte(비장세포)의 cytokine생성

능을 비교하는 screening을 시행하 다.Screening

test에서 Th1type반응과 련된 IFN-γ를 증가시

키므로 Th2type반응과 련된 면역 세포를 억제

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 에서 특히 유의하게

IFN-γ를 증가시킨 丹蔘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丹蔘(SalviaemiltiorrhizaeRadix)은 임상에서

주로 심 계통에 사용되어 왔으나 치료 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최근에는 항암작용
6
과 항염증

작용7,8등에 해 연구되고 있다.아직 丹蔘의 항

알 르기 효과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으

나 본 연구에서 BMMC를 상으로 막단백질 발

에 한 향 기 지폐포 세척액에서의 호산구

의 수와 폐 조직에서의 호산구 침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기 지 천식과 연 된 알 르기

성 염증에도 일정 정도의 효과를 보여 천식 치료

약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나타내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實 驗

1.재 료

1)사용시약

RPMI1640(RoswellParkMemorialInstitute

medium) 배지,FBS (fetal bovine serum)과

penicillin(10000U/㎖)/streptomycin(10000U/㎖)

(P/S)는 Hyclone(ThermoFisherScientificInc,

MA,USA)회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그 외 항체

시약은 BD Biosciences(CA,USA),cytokine

측정에 필요한 항체는 invitrogen(CA,USA)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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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 다.

2)시료의 조제

모든 한약재의 추출물은 SunTenPharmaceutical

Co.(Taipei,Taiwan)로부터 구입하 다.

Herbs PharmaceuticalName ScientificName

括蔞實 TrichosanthisFructus Trichosamtheskorolpwii
丹 蔘 SalvaieMiltiorrhziae Salciamiltiprrhiza

淡竹葉 LophatheriHerba Lopatherumgracile
防 風 LedebouriellaeRadix Ledebourielladivaricata

白頭翁 PlusatillaeRadix Plusatilladagurica
桑寄生 LoranhtiRamulus Loranthusparasiticus

桑 枝 MoriRamulus Morusalba
旋覆花 InulaeFlos Inulajaponica
仙鶴草 AgrimoniaeHerba Agrimoniapilosa

松 節 PiniNodiLignum Pinustabulaeformis
莪 朮 ZedoariaeRizoma Curcumazedoaria

竹 茹 BambussaeCaulisinTaeniis Phyllostachysmigra
枳 實 AurantiifructusImmaturus Citrusaurantium

Table1.Herbsusedinthisstudy

3)실험동물

수컷인 6주령의 Balb/C 생쥐(OrientBioInc,

KOREA)18마리를 실험 당일까지 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 하고,실온 22±2℃를 유지하여 1주일

간 실험실환경에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방 법

1)ConcanavalinA(이하 ConA)자극에 의한

비장세포의 cytokine생성능 비교

6주령의 Balb/C 생쥐를 희생하여 비장을 얻어

멸균된 2장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조직을 갈아

세포 부유액을 얻었다.이를 완 세포배양액(10%

fetalbovineserum,1% penicillin/streptomycin,

and1% glutamine이 포함된 RPMI1640)에 부유

시켜 2회 세척한 후 세포수를 세고,24wellflat

bottom 배양 plate에 2×10
7
/㎖ 농도의 비장세포

를 1㎖/well씩 분주하 다.모든 well은 ConA

(2㎍/㎖)를 약물과 함께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하

다.그 후 각 well로부터 상층액을 얻어 -20℃에

서 보 하 다가 실험에 사용하 다.IFN-γ과

IL-4를 ELISA법으로 측정하 다.모든 cytokine

은 상층액의 원액을 사용하 으며,한 항목에 하

여 각각 2회씩 측정하 다,각각의 cytokine생성

정도를 표 농도 곡선에 의거하여 정량 분석하

다.

2)세포독성측정

96wellplate에 well당 2×10
5
cells(splenocytes)

을 넣고 丹蔘과 함께 24시간 동안 RPMI1640배지

로 배양하 다.Well당 0.5μCi씩 [3H]thymidine

(NEN LifeScienceProducts,Boston,MA,USA)

을 넣고 4시간 배양하 다.세포는 harvester

(Inotech,Rockville,MD,USA)을 이용하여 filter

membrane 에 모아서 incorporated[3H]thymidine

의 양을 WallacBetacounter(PerkinElmerLife

Sciences,Gaithersburg,MD,USA)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

3)Bonemarrowderivedmastcell(BMMC)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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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akami9 등의 방법으로 Balb/C 암컷으로부

터 채취한 골수세포는 50% RPMI1640 (100

units/㎖ penicillic,100㎎/㎖ streptomycin,10㎎/

㎖ gentamycin,4.05mM L-glutamin,10% feral

bovineserum)과 IL-310ng/㎖로 처리하여 약 6주

후 98%이상의 BMMC를 얻을 수 있었다.

4)Fluorescenceactivatedcellsorter(FACS)에

의한 BMMC의 막단백질 발 분석

완충액(pH7.4PBS) 는 각 100㎍/㎖의 약물

과 함께 배양한 BMMC를 회수하여 염색 완충액

(pH 7.4PBS supplementedwith 0.1% sodium

azideand0.1%albumin)으로 3회 세척한 뒤,3㎎/㎖

염색약(Iinterleukin-3receptor,C-kit,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integrins α4,CD62L,IgE

Receptor,CD11a;BectonDickinson,CA,USA)을

10㎕씩 가한 후 얼음 에서 30분간 혼합반응 시

키고 동일 완충액으로 3회 재세척하 다.염색된

세포들을 500 ㎕의 염색완충액에 풀어 flow

cytometer(FACSCalibur;BectonDickinson,CA,

USA)에 주입하여 샘 당 10,000개의 세포를 이용

하여 그래 를 작성하 다.

5)천식 모델의 감작,유발 약물 투여

100㎍의 ovalbumin(OVA,gradeV,Sigma,

USA)과 20 ㎎의 aluminum hydroxide(Sigma,

USA)를 200㎕의 PBS로 용해한 후 실험의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실험쥐 복강 내로 주사하여

신감작을 시켰다.150㎍의 ovalbumin를 100㎕의

PBS에 용해하여 마지막 감작 후 2주 뒤에 주 3회

씩,6주간 실험쥐 비강에 주입하여 천식을 유발하

다.천식 유발의 마지막 2주에는 丹蔘(250㎎/

㎏)을 실험쥐에 경구 투여하 다.마지막 유발 48

시간 후 희생시켰다.

6)기 지 폐포 세척액(BALF)으로부터의 분리

목 부분을 해부하여 폐포세척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기 해 PBS1㎖을 넣은 주사기를 기 지

에 주입시키고 끈으로 묶어 고정한 후 3회 순환시

켜 분리한 후 0.4% trypanblue로 1:1로 염색한

후 세포 수를 측정하 다.

7)Cytospin을 이용한 호산구 분석

BALF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cytospin(Shandon

Cytospin3;ThermoFisherScientificInc,MA,

USA)에서 250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한 후

slide를 건조하 다.건조된 슬라이드는 Diff-Quik

용액(BaxterHealthcare,Miami,FL)을 이용하여

염색하 다.이 슬라이드로부터 세포의 모양과 염

색특징 등으로 면역세포의 type을 결정하 다.

학 미경(Olympus,Japan)400배에서 500개의 세

포를 찰하여 침윤된 호산구의 숫자를 측정하

다.

8)조직학 분석

폐를 떼어내어 즉시 4%paraformaldehyde(Sigma,

USA)에 고정시키고 paraffin으로 포매(embedding)

를 한 후 4㎛ 두께의 block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염색 (H-E염색)을 시행하 다.

9)통계처리

모든 수치는 평균값 ±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들간의 통계학 유의성은 onewayANOVA

(Tukey)와 student'st-test로 검정하 다.유의 수

은 p값 0.05미만으로 하 다.

Ⅲ.結 果

1.13개의 한약재에서 ConA자극에 의한 비장세

포의 cytokine생성능

13개의 한약재를 1,10,그리고 100㎍/㎖ 세 가

지 농도로 처리하여 비장세포에서의 cytokine양을

측정하 다.丹蔘(SM)은 1,10,그리고 100㎍/㎖

의 농도에서 각각 IFN-γ의 생성량이 527.6±49.1,

572.4±77.8,1296.7±93.0로 유의성(p<0.01)있게

증가하 다. 한,莪朮(CZ)은 10㎍/㎖의 농도에

서 1468.0±243.7,竹茹(PN)는 10과 100㎍/㎖의

농도에서 1352.8±37.6과 1739.5±360.0,枳實(CA)

은 1과 10㎍/㎖의 농도에서 1763.2±553.3,888.1

±136.4로 유의성(p<0.01)있게 증가하 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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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L-4의 생성량에서 括蔞實(TK)과 莪朮

(CZ)은 10 ㎍/㎖의 농도에서 각각 2.6 ± 0.0

(p<0.05)과 14.3±2.9(p<0.01)로 유의성 있게 감소

하 다.그리고 IFN-γ에서 유의성을 보인 丹蔘

(SM),竹茹(PN),枳實(CA)은 1,10,100㎍/㎖의

농도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Fig.2).

Fig.1.Theproductionofinterferon-gamma(IFN-γ)onconcanavalinA(ConA)inducedsplenocytes.

Splenocytesweretreatedwith1,10and100㎍/㎖ oftestgroupfor24hr.TheproductionofIFN-γ was
determinedbyELISA.ContorlwasusedPBS.Resultsarepresentedasthemean±SEM.*;P<0.05,**;P
<0.01vscontrol.
con; control,TK; Trichosamthes korolpwii,SM; Salcia miltiprrhiza,LG; Lopatherum gracile,LD;
Ledebourielladivaricata,PD;Plusatilladagurica,LP;Loranthusparasiticus,MA;Morusalba,IJ;Inula
japonica,AP;Agrimoniapilosa,PT;Pinustabulaeformis,CZ;Curcumazedoaria,PN;Phyllostachysnigra,
CA;Citrusaurantium

Fig.2.Theproductionofinterluekine-4(IL-4)onConcanavalinA(ConA)inducedsplenocytes.

Splenocytesweretreatedwith1,10and100㎍/㎖ oftestgroupfor24hr.TheproductionofIL-4was
determinedbyELISA.ContorlwasusedPBS.Resultsarepresentedasthemean±SEM.*;P<0.05,**;P
<0.01vscontrol.
con; control,TK; Trichosamthes korolpwii,SM; Salcia miltiprrhiza,LG; Lopatherum gracile,LD;
Ledebourielladivaricata,PD;Plusatilladagurica,LP;Loranthusparasiticus,MA;Morusalba,IJ;Inula
japonica,AP;Agrimoniapilosa,PT;Pinustabulaeformis,CZ;Curcumazedoaria,PN;Phyllostachysnigra,
CA;Citrusaurantium

2.세포 독성

丹蔘(SM)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하여 cell

viability를 tritium을 이용하여 찰하 다.결과 0,

1,10,100㎍/㎖에서 각각 2580±413.8,2292±

58.43,2790±447.1,3703±233.2CPM을 나타내었

다.100㎍/㎖에서 cellviability가 오히려 증가하

으며,모든 농도에서 丹蔘의 세포 독성은 찰되지

않았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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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TheviabilityonsplenocytestreatedSM.

Splenocyteswerepulsedwith0.5μCithymidine
[
3
H]perwellforthelast4hoursofthe24
hourscultureperiod.Resultsarepresentedas
themeans±SEM.
SM;Salciamiltiprrhiza
CPM;countsperminute

3.FACS를 이용한 BMMC의 막단백질의 발 분석

결과

丹蔘(SM)을 BMMC를 이용하여 세포막에서

ICAM-1,CD62L,integrinα4,C-kit,IL-3receptor,

CD11a,그리고 IgE receptor7가지의 단백질을

FACS를 이용하여 변화를 찰하 다.각각의 단

백질의 변화는 control그룹에 한 test그룹의 피

크(peak)의 x축의 이동정도로 찰하 다.Integrin

α4에서 control(8.50%) 비 13.01%로 증가를 보이

고 그 외 나머지 단백질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Fig.4).

Fig.4.TheexpressionofmembraneproteinsonBMMC.

BMMCculturestreatedwithorwithoutSM 100㎍/㎖ werewashedinthreechangesofFACSbuffer(pH7.4
PBSsupplementedwith0.1% sodiumazideand0.1% albumin).BMMCresuspendedin10㎕ ofFACSbuffer
containing10㎎/㎖ ofstainsandincubatedfor30minonice.BMMCwerethenwashedintwochangesof
ice-coldPBS,resuspendedin500㎕ ofFACSbufferandstoredonice.Quantitativeanalysiswasperformedon
10000cells/sampleusingaflow cytometerwithlinearamplificationforforward/sidescatterandlogarithmic
amplificationforPE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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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지 폐포 세척액으로부터의 호산구의 수 측정

Balb/C 마우스의 폐포 세척액으로부터 호산구

의 수를 조사하 다.호산구는 정상군,천식유발군,

단삼처리군 순으로 각각 2310±677,33480±5748,

16700±4477,의 수치를 나타내어 정상군에 비해

천식유발군은 p<0.01로 유의하게 호산구 수가 증가

하 고,천식유발군에 비해 단삼처리군에서 호산구

수가 p<0.05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5).

Fig.5.Thenumberofeosinophilofbronchoalveolar
lavagefluid(BALF)inBalb/Cmiceafter
allergensensitization.

Balb/C mice were treated with OVA and
aluminum hydroxide as described.Eosinophil
numberswereenumerated asdescribed.Data
presentedarepresentedthemeans±SEM.
PBS:PhosphateBufferedSaline,NS:Normal
Saline,OVA:Ovalbumin,SM:SalvaieMiltiorrhziae.
*;P<0.05,**;P<0.01

5.폐조직의 hematoxylin-eosin염색(H-E염색)결과

Ovalbumin으로 유발된 Balb/C마우스 알 르기

천식 모델에서 폐조직을 H-E염색한 결과 기 지

주 에 모여드는 호산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

고,약물에 의하여 호산구의 침윤이 해됨을 확인

하 다(Fig.6).

Fig.6.Comparison ofpulmonaryinflammation
betweencontrol,asthmaandSMtreated
asthma.

ThelungtissueofBalb/Cmiceafterallergen
sensitizationwasperformedH-Estain.Balb/C
miceweretreatedwithOVA andalum as
described.
PBS:PhosphateBufferedSaline,NS:Normal
Saline,OVA:Ovalbumin,SM:SalvaieMiltiorrhziae.

Ⅳ. 察

천식의 기도염증에 하여 T 림 구에 의하여

생산된 cytokines은 naiveThcell을 Th1cell과

Th2cell의 아형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Th1cell은

IFN-γ,IL-2,IL-12,tumornecrosisfactor(TNF)-

α,transforminggrowthfactor(TGF)-β를 합성하고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에 향을 미친다. 조 으

로 Th2cell이 생산하는 IL-4,IL-5,IL-10은 즉시

형 과민반응을 유도하고 항체 생산을 진하는데 유

효한 cytokine이다
10
. 한 Th2세포는 각종 chemokine

들을 생성하여 호산구를 기도 내로 주유하며,호산

구의 분화,성숙,활성화 생존율 증가에도 계

한다.따라서 천식환자의 기도에서 염증세포의 활

동은 Th2cell에서 주로 생산되는 Th2cytokine들

의 네트워크에 의해 긴 하게 조 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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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Th1cell과 Th2cell은 서로 길항 작용을 나

타내어 Th1cell의 기능의 활성화가 지나치면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키고,Th2cell의 기능이 지나치

게 활성화되면 알 르기성 질환을 발생시킨다.즉,

Th1/Th2균형에서 Th2cell로의 과도한 활성화와

Th1cell의 감소는 기 지 천식 등의 알 르기 질

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2.

Thcell로부터 유래된 cytokine은 IgE 합성의

주요 조 자이다.Th2cell로부터 생산된 IL-4는 B

세포 활성화와 B세포표면에 있는 수용체들과 상

호작용을 하여 IgEisotypeclassswitching을 유도

하고 IgE 생산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IL-4는

naiveCD4+Tcell의 Th2cell로의 분화를 진시

켜 IL-4의 보다 많은 생산을 일으키고,항체 형성

을 증진시키며,지연형 과민성 반응을 억제하는

IFN-γ에 한 길항작용으로 생산을 억제한다
11
.따

라서 Th2cytokine연 염증 반응은 효과 인 천

식 치료 방법 확립시 target이 된다.반면에 Th1

cell에서 생산된 IFN-γ는 naiveCD4+ T cell의

Th1cell로의 분화를 진시키며 IL-4로부터 유도

된 isotypeswitching을 방해하고 Th2cell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IgE생산을 억제한다
12
.Th1과 Th2

cytokine간의 균형은 IgE생산에 결정 이라는 것

이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으며,IL-4생산 증가와

함께 Th2type면역 반응의 편향은 IgE생산 쪽으

로 치 하여 나타나므로 Th1type면역 반응을 증

진시키는 것은 IgE 억제와 련하여 임상 으로

요하다
13
.

括蔞實,丹蔘,淡竹葉,防風,白頭翁,桑寄生,桑

枝,旋覆花,仙鶴草,松節,莪朮,竹茹,枳實의 13개

한약재를 상으로 1,10,100㎍/㎖ 세 가지 농도로

처리하 을 때 ConA로 자극한 splenocyte의 표

Th2cytokine인 IL-4와 표 Th1cytokine인

IFN-γ 생성능을 본 screeningtest에서 특히 丹蔘

이 IFN-γ 생산을 농도 의존 으로 유의하게 증가

시켰다.따라서 비장세포의 Th1cytokine인 IFN-γ 

생산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 던 丹蔘

을 선택하여,丹蔘이 Th1type면역반응을 증진시

킴으로써 IgE생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丹蔘의 기 지 천식에 한 치료 효과에 하여

보다 다면 인 검증을 시도하 다.

丹蔘(Salviae Miltiorrhizae Radix)은 꿀풀과

(Labiatae)에 속하고,그 性은 微寒 無毒하며 味는

苦하다.본품의 苦味는 降泄하고 寒性은 除煩凉血

하여 心肝 二經의 血分에 들어가 活血祛 시키고

凉血消癰시키는 효능이 있어 임상에서 비교 넓

게 응용된다
14
.

丹蔘의 주된 약리작용은 주로 심 계에 한

것으로 상동맥을 확장시키고 강압 작용이 있다.

소 의 응고 억제, 액 응고 시간 연장, 용

해 활성화로 항 효과가 있고 말 부 에서

의 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상동맥경화

성 질환과 뇌 성 질환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15
.

한 항산화 효과15도 알려져 있는 한편 부착분자를

조 하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도하여6항암 활성과 이 억제를 나타내었다.

한 丹蔘이 TNF-α,IL-1β,IL-6,MCP-1의 생성

량을 감소시켰으며,ICAM-1과 VCAM-1의 발 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거나
7
prostaglandin

생산 억제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 다8.

최근에는 호흡기계로도 그 용 역을 확장하여

천식 유발 쥐에 丹蔘 주사액을 복강 주사했을 때

BALF내 WBC수와 호산구수를 감소시켰으며 폐

조직내 IL-13과 eotaxin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Dexametasone과 결합하여 치료하 을 때 가

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 으나,丹蔘 주사액 단독

치료만으로도 유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었다
16
.

한 만성 천식성기 지염 환자에 丹蔘 추출액을 주

사한 임상시험에서 조군에 비하여 丹蔘 처치군

에서 유의하게 증상을 경감시키고 폐기능을 향상,

동맥 산소포화도를 상승,면역기능을 증강시킨

효과가 보고되었다17.특히 최근 국에서는 천식의

病因病機에서 血의 역할에 주목하고 난치성 천

식 치료에 活血化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18.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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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丹蔘을 비롯하여 桃仁,紅花,當歸,川芎,赤芍

藥,地龍 등의 약재를 포함한 처방이 기 지 천식

환자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여러 논문들이 발표

된 바 있다
19
.

丹蔘의 splenocyte의 cytokine생성능에 한 효

과 확인에 이어 丹蔘의 항천식 항알 르기 작

용 여부를 보기 해 BMMC에 한 丹蔘의 효과

를 검증하 다.

즉각 인 과민 반응은 알 르기성 비염,천식,

아나필락시스의 병태생리학 특징으로,비만세포

는 histamine,tryptase,prostaglandinD2(PGD2),

leukotrieneC4(LTC4)등을 분비하여 즉각 인

과민반응을 일으킨다.최근에는 비만세포가 조기반

응 뿐만 아니라 후기반응이나 만성 알 르기반응

에도 깊이 연 되어 있음이 밝 지고 있다.비만세

포에서 생성,분비되는 TNF-α는 내피세포의

유착분자의 발 을 증가시켜 호산구 T림 구의

표 기 으로의 유입을 진시킨다. 한 tryptase,

plateletactivating factor(PAF),PGD2,IL-5,

granulocytemacrophagecolony-stimulatingfactor

(GM-CSF)등을 분비하여 호산구에 한 화학주

성,증식,호산구의 생존 연장과 사멸 억제 등을 도

와 다.Tcell이 Th2아형으로 shift되도록 할 수

있는 항원 제시 세포로서 기능하기도 하며,비만세

포에서 생산되는 IL-4,IL-13,IL-6등은 Th2세포

의 반응을 증가시키고,결국 IgE의 생산을 증가시

킴으로써 만성 알 르기 반응에 기여한다20.

본 연구에서는 비만세포 표면의 막단백질

ICAM-1,CD62L,CD11a,integrinα4와 같은 유착

분자와 c-kit,IL-3receptor,IgE receptor와 같은

수용체들의 발 이 丹蔘의 처리에 의해 어떻게 변

화하는지 fluorescenceactivatedcellsorter(FACS)

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세포 유착분자는 세포 간,세포-기질 간 상호작

용을 개하는 세포 표면 수용체로서 염증반응

면역학 반응,상처치유,응고,종양 이,세포성

장 분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학 과정에 요

한 역할을 한다.백 구의 외 유출기 을 살펴

보면,postcapillary 의 국소이완은 염증부 에

말단 부 류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백 구가

쪽으로 치우치게 한다.이때 IL-1이나 TNF-α

에 의해 내피세포가 활성화되면 내피세

포에 P-selectin E-selectin이 쪽으로 치우친

비활동성 백 구 상에 발 된 L-selectin(CD62L)

과 유착하여 백 구가 내피세포벽을 따라 구

르게 되어 1단계인 rolling이 일어난다.이후 주변

세포로부터 분비된 cytokines혹은 PAF등의 신호

를 통해 백 구가 활성화되어 백 구의 lymphocyte

functionassociatedantigen1(LFA-1),혹은 very

lateantigen4(VLA-4)등의 백 구 integrin들의

부착기능이 상승하게 된다.활성화된 백 구는

내피세포의 intracellularadhesionmolecule(ICAM)

이나 vascularcelladhesionmolecule(VCAM)과

같은 유착분자와 강하게 결합한다.이후 주로 ICAM

에 의해 transendothelial이동이 일어나 밖으

로 유출되게 된다21.이와 같은 백 구의 외유

출 기 은 림 구와 비만세포와 같은 다른 염증세

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따라서 세포 유착분

자는 알 르기 염증 부 로의 호산구와 림 구,비

만세포의 동원을 유발한다.이 유착분자를 차단하

면 이들 세포들의 병변으로의 이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포 유착분자 ICAM-1은 내막에 발

된 세포 표면 단백으로서 활성화된 내막에 염증세

포들을 부착시켜 외로 이동시키는데 요하

다. 한 LFA-1과 함께 ICAM-1은 비만세포 상에

발 되므로 비만세포가 병변으로 이주하는데 요

하다22.

LFA-1은 T세포,B세포,NKcell,단핵구/ 식

세포,과립구에서 발 되며 commonβ-chains(CD18)

로 인식되는 integrin으로 감염 부 로 동원되는데

연 된다.이는 내피와 항원 제시 세포의

ICAM-1과 결합하고 부착분자로서 기능한다.LFA-1

은 별개의 α-chain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CD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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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LFA-1은 백 구를 비롯한 염증세포의

내피 부착,세포 독성 기능,활성화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 르기 염증의 발달에 필수 으로

생각된다
23
.

ICAM-1과 LFA-1은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착분자는 많은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혔듯이 LFA-1 는 그

ligand인 ICAM-1을 차단하는 것은 실험동물에서

earlyasthmaticresponse(EAR),lateasthmatic

response(LAR)와 알 르기 염증을 차단하는데 효

과 이다24.최근에,연구자들은 ICAM-1과 LFA-1

이 비만세포 탈과립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Bhattacharyya등25은 활성화된 T세포와 비만

세포의 세포 세포 이 비만세포 탈과립과

cytokine생산을 유발하고 ICAM-1binding은 이

상호작용에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 ICAM-1과 LFA-1의 α 

chain인 CD11a은 丹蔘 처리군에서 control에 비해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CD62L은 면역 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유

착분자이다.염증세포가 외 유출을 통해 염증

부 로 선택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selectin은

백 구와 내피 사이의 고 친화성 상호작용으로

rolling이 일어나기 한 신호 달과 강한 유착을

매개한다.L-selectin은 CD62L로도 알려져 있으며

모든 T림 구,호 구,단핵구,비만세포를 비롯

한 모든 백 구에 구조 으로 발 되어 있는

transmembraneglycoprotein으로 이들 세포의 염증

부 에서 rolling을 보조하고 염증세포의 integrin과

chemokinereceptor를 활성화시켜 외 유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며,naiveTcell

이 말 림 로 이동하는 것을 조 한다
21
.Xu

등26은 CD62L 결핍 생쥐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

CD62L이 primaryTcell반응의 생산,지연형 과

민반응(delyedtypehypersensitivity,DTH),DTH

반응 부 로 호 구의 이동에서 요한 역할을 함

을 보 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BMMC의 CD62L발 은

丹蔘 처리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백 구와 다른 많은 세포들은 integrin이라 불리

는 분자들을 이용하여 다른 세포들과 세포외 기질

의 내용물과 상호작용한다.염증세포는 rolling과

chemokine에 의한 활성화 이후의 유착 단계에서

그들의 surfaceintegrin을 사용하여 내피와 강한 결

합을 형성한다.이들 integrin 에서 α4integrin은

면역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α4

integrin과 그 주요 ligand들,VCAM-1,fibronectin,

mucosal addressin cell adhesion molecule-1

(MadCAM-1)의 상호작용은 α4integrin의존 기

능을 매개한다.모든 integrin과 마찬가지로 α4

integrin은 유착 구조로서 기능하여 세포 부착과 이

주에 한 기계 지지를 제공하고 한 신호 달

의 수용체로서도 기능한다
27
.백 구 trafficking과

activation에서 α4integrin의 요성 때문에 α4

integrin은 천식,다발성 경화증, 과민증,류마

토이드 염과 염증성 장질환을 포함한 만성 염

증 질환의 병태생리에 여한다
28
.Abraham등

28
은

sheep을 이용한 알 르기 모델에서 α4integrin에

한 단클론항체 처리 후 항원유도 조기와 후기

기 지 반응,기도 과반응성,염증세포 침윤 등의

변화를 찰한 결과 α4integrin의 기도 후기 반응

유발과 항원 감작 후 지속 인 기도 과반응성에서

의 역할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丹蔘은 α4 integrin의 발 을

control(8.5%) 비 13.01%로 증가를 보여 기 와

다른 결과를 보 으나 한 변화로 보이지 않으

며,이에 해서는 향후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temcellfactor(SCF)는 mastcellgrowthfactor

는 kitligand라 불리기도 하며 인간의 비만세포

의 필수 인 성장과 분화 요인이다.그리고 비만세

포의 활성화,유착과 염증 부 로의 화학 주성에도

필수 이며 세포 사멸도 억제한다.SCF는 비만세

포의 항원 유도 탈과립을 직 으로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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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인간의 폐 비만세포를 활성화시켜

IL-4발 에 필수 이다. 한 호산구의 부착도

진하는 것으로 보인다.C-kit는 stem cellfactor의

receptor로서 비만세포에 의해 발 된다.SCF의 비

만세포 활성화 유도 능력은 기능 으로 활성화된

c-kitreceptor를 요구한다
29
.Al-Muhsen등

29
은 인

간의 천식 기도에서 SCF와 그 수용체인 c-kit의

발 에 하여 연구하여 정상 조군과 비교해 알

르기 천식 환자에서 c-kit(SCFreceptor)의 증가

된 발 과 c-kit의 발 이 기 지 생검에서 호산구

숫자와 강하게 연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C-kit와

SCF의 이 상향조 은 c-kit의 지속 인 singaling

을 통해 IL-6분비를 진시켜 Th1반응을 억제할

뿐 아니라 Th2반응을 증진한다.

여기에서는 丹蔘처리로 인한 BMMC에서 c-kit

발 이 control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IL-3는 알 르기 염증에서 요한 연 된 조

cytokine으로서 비만세포를 성숙시키고,비만세포

의 매개체 분비를 진하며 Th2반응을 유도하고

호산구수의 유지와 기 지 과반응성의 지속과 연

된다.인간의 IL-3receptor는 cytokine-specificα 

chain과 이들 cytokine사이에서 신호 달을 해

공유되는 commonβ chain으로 이루어진다.각각의

Rα chain이 cytokine결합 특이성을 제공한다.

ligand가 결합하면,βc는 Rα/licand복합체로 동원

되어 Rα에 결합한 cytokine과 상호작용하여 신호

달을 활성화하고 생리 반응을 일으킨다.IL-3

는 unique한 α receptorsubunit(IL-3Rα)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의 specificligand에만 결합한다
30
.

Gebhardt등31은 인간 장 의 비만세포의 기능

IL-3receptor발 이 미성숙 비만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조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비만세포까지

조 하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BMMC의 IL-3receptor의 발

에 丹蔘이 미치는 향은 찰되지 않았다.

항원 특이 IgE가 많은 알 르기 반응을 매개

하는데 직 인 향을 끼치기 때문에 IgE생산을

억제하는 방법의 개발이 알 르기 질환을 방지하

는 유용한 근이 된다.IgE자체는 인간의 청의

총 항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IgE가

결합하는,highorlowaffinityphenotype[FcεRIor

FCεRII]인 특이 세포 표면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해 IgE의 생물학 활성은 강력하게 증진된다.

비만세포와 호염기구는 유의한 IgE-항원 특이

수용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징 으로 그 표면

에 IgE에 한 고친화성 수용체인 FcεRI를 제시하

도록 되어있다.이 세포들의 FcεRI에 IgE가 결합

하고,여기에 다가항원이 결합하여 교차결합이 일

어나면 활성화되어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세

포표면에 존재하는 이 수용체의 수는 IgE농

도와 비례한다.따라서 IgE농도가 높은 경우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비만세포에서 증가

된 FcεRI발 은 이들 세포들의 IgE매개 분비 능

력의 증가와 연 되므로 소량의 알 르겐에 한

노출만으로 심한 알 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32
.이 의 연구는 FcεRI와 FcεRII수용체에 결합

한 항원-IgE복합체가 항원 특이 T세포에 항원

제시를 조장하여 항원에 한 Tcell반응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있다33.직 으로

FcεRII를 통해 작용하는 IgE역시 IgE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기도 eosinophilia를 일으키는 Th2형

반응의 유도에 심 역할을 한다
83
.알 르기 염증

조건하에서는 회 감작된 비만세포는 높은 수

의 고친화성 IgE 수용체와 표면항원 CD40의

ligand를 발 하여 B세포에 직 작용할 수 있으

며 IgE합성을 유도한다
32
.

이처럼 IgE와 IgE receptor간의 상호작용은 알

르기 염증의 발 기 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 丹蔘은 IgEreceptor를

약간 감소시켰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만세포는 기 지 천

식을 비롯한 알 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에서 필

수 이며,그 활성화는 비만세포 표면의 부착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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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용체와 같은 막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MMC를 통하여 찰한 결

과 丹蔘은 BMMC의 막단백질 ICAM-1,CD62L,

CD11a,integrin α4,c-kit,IL-3 receptor,IgE

receptor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행된 동물 실험에서 천식을 유발시

킨 생쥐에게 2주간 丹蔘을 경구투여한 후 기 지

폐포 세척액(BAL fluid)로부터 세포를 분리하여

침윤된 호산구 숫자를 측정하고,폐 조직을 떼어내

염색한 후 호산구 침윤을 찰하 다.

丹蔘 처리군의 BALF에서 호산구 숫자는 천식

유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한

폐조직을 HE염색 후 찰한 결과 조군에 비해

서 천식 유발군의 기 지 주 에 호산구의 침윤이

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에 비해 丹蔘 처리군에서는 천식유발군과 비교하

여 기 지 주 의 호산구 침윤이 감소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산구성 기도 염증은 천식의 가장 특징 인 병

태생리 상이며 천식환자의 기도 막에 호산구

가 선택 으로 침윤되어 있음이 찰된다.호산구

에서는 천식의 병태생리에 작용하는 많은 물질들

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독성단백질과 지질인자는

외인성 천식과 내인성 천식환자의 기도에 존재하

면서 기 지상피세포 손상과 기도폐쇄에 요한

역할을 한다.호산구의 부 한 축 과 호산구에

서 분비되는 염증 구 매개체는 천식 다른 알

르기 질환의 발병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호산구는 천식에서 기도과민성과

액 축 을 유발하며,기도 개형(airwayremodelling)

에 여하는 세포들에 해 결정 인 역할을 한다
4
.

한의학에서도 기 지 천식과 련된 많은 연구

들이 한약의 호산구 해 효과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다.주 등34은 杏仁,정 등35은 金銀花와 같

은 단일 한약재의 호산구의 화학주성에 련된

ICAM과 VCAM과 같은 세포 유착분자와 chemokine

억제 효과로 인한 호산구 이동 해 작용을,정 등
36
은 加味淸上補下湯의 물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호산구 chemotaxis와 련된 인자에 한 효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丹蔘은 호산구의 기도 폐 침윤

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여기에서 splenocyte,BMMC,기도 폐

조직내 호산구를 target으로 丹蔘의 효과를 다면

으로 근한 것은 한의학 으로도 그 의미를 찾고

자 하 다.물론 한의학 장부는 기능 인 개념이

므로 상기 해부학 조직,기 이에 존재하는

세포들에게 장상론 표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한의학 장부 개

념과 해부학 장부 사이의 연 성을 악하고자

하는데 본 실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의학에서 면역학의 개념은『素問』‘正氣存內

邪不可干’,‘邪之所湊 其氣必虛’란 문장으로 표된

다.질병발생은 인체의 正氣와 病邪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타나며,특히 正氣의 强弱은 질병의 발

생,악화, 변에 요한 향을 미친다.正氣는 신

체내부의 질병에 항하는 물질로 臟腑의 조화를

통하여 經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氣血이 잘 소통

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킨다. 의학의

면역작용은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고,신체의 陰陽

均衡을 유지하여 내부병인을 억제하는 正氣의 작

용과 비교할 수 있다.특히 衛氣가 정상 이면 皮

膚와 腠理의 기능이 조화로워지고,이러한 衛氣와

邪氣가 충돌하면 인체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증상

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여 衛氣가 外邪에 항하는

작용을 하여 外邪의 침입을 방지하는 正氣로 표

하고 있다.이처럼 衛氣와 邪氣가 서로 다투는 것

은 면역반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衛氣를

면역계통의 방어기능으로 생각 할 수 있다.『靈

樞』《營衛生 篇》에서 ‘衛出於下焦’라고 한 것처

럼 衛氣는 腎에서 근본한다.衛氣는 下焦의 腎에서

나오지만 中焦의 脾胃水穀精微의 자양을 필요로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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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氣는 眞氣라고도 하는데 『靈樞』《刺節眞邪

篇》에서 ‘眞氣 ,所受於天, 穀氣幷而充身 也’

라고 하 다.天에서 받은 것은 선천 인 元氣와

하늘의 淸氣이며,穀氣는 음식물에 의해 얻어지는

양분을 의미한다.이 元氣는 腎에 장되어 있으

며,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天의 淸

氣는 호흡운동으로 체내에 들어와서 肺氣에 의해

신으로 분포되며,水穀은 몸 안에서 脾胃의 運化

기능을 통하여 營衛氣血로 변화하게 된다.腎은 衛

氣의 근본이면서,先天之精을 장하여 正氣의 생

성에 연 되며 면역 활성 세포는 腎에서 발생하고

골수에서 유래하므로 腎이 면역 에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脾는 水穀精微를 운화하는데 이

는 氣血營衛의 원료 공 자이며 後天의 근본이 된

다.脾氣의 손상 역시 衛氣의 생성,正氣의 강약에

향을 주어 면역 에 요한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肺는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는 제 1선이며,

正氣를 輸 하고 宣發하는 작용과 肺에서 吸入한

淸氣가 正氣의 형성에 참여하게 되므로 正氣의 盛

衰와 연 된다.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체로 肺,

脾,腎의 3臟을 면역 련 장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

따라서 본 논문에서 splenocyte와 BMMC,BAL

fluid와 폐조직 내의 호산구를 선택하여 丹蔘의 효

능을 확인한 것은 기 지 천식의 기도 염증에 T

림 구와 비만세포,호산구가 지 한 요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丹蔘이 한의학 으

로 면역을 담당하는 肺,脾,腎에 미치는 향의 단

면을 확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이는 앞

으로 좀 더 연구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결론 으로,이 연구에서 丹蔘은 비장세포의

Th1cytokine인 IFN-γ 생산을 증가시키고 동물 실

험에서 호산구의 기 지와 폐 침윤을 억제하는 효

과를 보여 향후 기 지 천식에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 다.그러나 BMMC의 막단백질에

는 별다른 작용을 나타내지 않아 丹蔘은 비만세포

가 주된 역할을 하는 조기 반응보다는 T림 구와

호산구가 주 작동 세포로 작용하는 후기 반응에

더 효과 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게 한다.이는

앞으로 좀 더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며,丹蔘 단독

뿐 아니라 丹蔘이 들어간 처방이 다른 약물과 상

호 작용을 하 을 때 T림 구,비만세포,호산구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도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結 論

13개 약물 splenocyte의 IFN-γ의 생성을 유

의하게 증가시킨 丹蔘을 선택하여 천식 억제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BMMC의 막단백질 발 변화

와 BALF내의 호산구 수의 변화 폐조직에서의

호산구 침윤에 미치는 향에 련된 실험을 진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丹蔘은 1,10,100㎍/㎖ 농도에서 splenocyte의

IFN-γ의 생성을 각각 유의하게(p<0.01)증가시

켰다.

2.丹蔘은 1,10,100㎍/㎖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찰되지 않았다.

3.FACS로 분석한 결과 丹蔘은 BMMC의 ICAM-1,

CD62L,integrinα4,c-kit,IL-3receptor,CD11a

그리고 IgEreceptor integrinα4에서 약간의

발 증가를 보 을 뿐,다른 막단백질의 발

변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丹蔘은 Balb/C마우스의 BALF내 호산구 수를

유의하게(p<0.05)감소시켰다.

5.H-E염색한 폐조직에서 丹蔘은 호산구 침윤을

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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