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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추출물이 대식세포 및 호염구 활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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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thma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characterized by recurring symptoms, airflow obstruc-

tion, and bronchial hyper-responsiveness. The onset of asthma for most patients begins early in life, and current

asthma treatment with anti-inflammatory agents can have adverse effects, eventually leading to impaired quality of

life. In the pathogenesis of asthma, macrophages and basophils play a vital role during progression. Macrophages not

only induce inflammation by secreting inflammatory cytokines but also promote DNA damage and mucus production

through nitric oxide (NO) production. Basophils enhance eosinophil recruitment and aggravate asthma through the

FcεRIα receptor with high affinity for histamine and IgE.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ctiva-

tion of macrophages and basophils is suppressed by the individual extracts of 28 natural products. RAW 264.7 cells

(mouse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the natural products in LPS, and 4 natural product extracts resulted in

decreased NO production. In β-hexosaminidase assay using RBL-2H3 cells (rat basophils), 19 natural product extracts

decreased β-hexosaminidase production. In NO production and β-hexosaminidase assay using macrophages and baso-

phils, 3 natural product extracts (Plantago asiatica, Centella asiatica, and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signifi-

cantly inhibited NO production and β-hexosaminidase release. Overall, we examined the inhibitory effects of 28

natural product extracts on macrophage and basophil activity, and the findings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natural

product extracts for treating asthma and macrophage- and basophil-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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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써

세포내 염증, 평활근 비대증, 콜라겐 침착 등으로 인한 조

직 리모델링의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다1). 이러한 천식은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침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

고 있으며2), 일반적으로 천식 환자들은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에서 권장하는 예방 요법으로 증상을

제어할 수 있으나, 약 5-10% 환자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

태로 남아있다3). 이러한 환자들은 corticosteroid와 같은 기

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

담과 일상적 기능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4). 이와 같

은 이유로 인하여 천연물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제가 주목

받고 있다. 천연물 추출물은 기존의 치료제보다 저렴한 비

용, 적은 부작용, 생체적합성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Atropa

belladonna L 에서 추출한 ipratropium bromide, Theobroma

cacao L 에서 추출한 theophylline 등과 같이 천연물에서

추출한 천식 치료제들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현재의 천식

치료법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연구된 약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5) 다양한 천연물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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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가까운 미래에 천식 치료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천식의 병리는 Type2-high 와 Type2-low inflammation으

로 나눠질 수 있다. Type2 inflammation은 IL-25 또는 IL-

33과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Th2 세포를

자극하여 IL-4, IL-5, IL-13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

게 된다. 방출된 사이토카인들은 호산구(Eosinophil) 또는

비만세포(Mast cell)를 자극하여 천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결국 기도 과민반응(Airway hyperresponsiveness)과

점액 과분비(Mucous hypersecretion)로 이어지게 된다6). 이

러한 병리에 다른 면역세포들도 관여할 수 있는데, 이 중

대식세포(Macrophage)와 호염구(Basophil)가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식세포는 TNF-α 와 IL-1β와 같

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함으로써 만성 염증을 유발

할 수 있다7). 또한, 대식세포는 M1 표현형과 M2 표현형

으로 분극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M1 대식세포는 염

증 발달에 기여하는 반면, M2 대식세포는 조직 복구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2 대식세포는 염증반응

및 콜라겐 침착을 증가시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8).

M1 대식세포의 경우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DNA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고 점액 생성을 증가시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9). 한편, 호염구는 히스타민 및 IgE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가진 FcεRIα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천식

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하여10), 천식에서 FcεRIα

를 억제하면 Th2 면역에 관여하는 염증성 수지상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1). 또한 호염구는

IL-4 분비를 통해 호산구의 침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천연물

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자 하여 주변에서 접하기 쉬우며

약재 혹은 식용으로 쓰이는 28가지 천연물을 선정하였고,

각 천연물의 특정 분획에서 유래한 추출물을 이용하여 천

식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대식세포와 호염구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1. The scientific name and fraction source of each natural product

Korean name Scientific name Fraction

질경이 Plantago asiatica Aerial part 

병풀 Centella asiatica Aerial part 

표고버섯 Lentinula edodes Fruit body

양파 Allium cepa Bulb 

가시박 Sicyos angulatus Aerial part 

생강 Zingiber officinale Rhizoma

들깨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Leaf 

쿠딩차 Ilex kaushue Leaf 

브로코리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Floret

대파 Allium fistulosum Whole plant

숙주나물 Vigna radiata Sprout 

콩나물 Soybean sprout Sprout

당귀 Angelica gigas Leaf 

보리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Sprout 

밀 Triticum aestivum Sprout 

메밀 Fagopyrum esculentum Sprout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Root 

토란 Colocasia esculenta Stem 

용안 Dimocarpus longan Arillus

호로파 Trigonella foenum-graecum Seed 

쓴메밀 Fagopyrum tataricum Seed 

키위 Actinidia deliciosa Fruit 

하귤 Citrus natsudaidai Fruit 

메밀 Fagopyrum esculentum Aerial part 

신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Leaf 

신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Root 

양하 Zingiber mioga Aerial part 

참외 Cucumis melo var. makuwa Leaf 

까마귀쪽나무 Litsea japonica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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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추출물의 제조

모든 천연물 추출물은 ㈜큐어슨에서 제공받았다. 시료의

식물명 또는 학명 및 사용 부위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

식물의 해당하는 분획에 중량 대비 10배의 70% EtOH 를

가하여 100oC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엑기스를 감압 농

축하여 건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및 레트 호염구세포주

RBL-2H3 는 한국 세포주 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는 세포 배양기에서

37oC, 5% CO2 의 조건을 유지하며 배양되었다. Raw 264.7

세포는 1% penicillin streptomycin과 10% 우태아혈청(FBS)

을 함유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였고, RBL-2H3 세포

는 1% penicillin streptomycin과 10% 우태아혈청을 함유

한 D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분석

세포 생존율 분석을 위하여 이전의 연구방법13)에 따라

MTT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수행하였다.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5개만큼 부착하였고 1X PBS로 2번 세척한 뒤

각 천연물 추출물을 각 농도별(10 μg/mL, 30 μg/mL,

100 μg/mL)로 배지에 희석하여 1시간 동안 처치하였다. 그

후, MTT reagent (5 mg/m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배지에 혼합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

양액을 제거한 후 형성된 결정체를 DMSO를 이용해 융해

시켰고,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540 nm 흡광도로 측

정하였다. 아무런 추출물도 처치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

로 하여 세포 생존율을 분석했다.

산화질소 (NO) 측정

산화질소 측정을 위하여 Griess reagent (Sigma-Aldrich)

를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5

개만큼 부착하였고 1X PBS로 2번 세척한 뒤 각 천연물

추출물을 각 농도별(10 μg/mL, 30 μg/mL, 100 μg/mL)로 배

지에 희석하여 1시간 동안 처치하였다. 그 후, lipopolysaccharide

(E.coli O26:B6, Sigma-Aldrich) 를 배지에 혼합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상층 액을 96 well plate로 옮긴 후,

griess reagent를 배양액과 1:1 비율로 혼합한 뒤 암실에서

10분간 대기한 후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540 nm 흡

광도로 측정하였다. 아무런 추출물도 처치하지 않고 LPS

만 처치한 그룹을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산화질소 감소율

을 측정하였다.

β-Hexosaminidase 분비량 측정

RBL-2H3 세포를 24 well plate에 2×105개만큼 부착하였

고, 25 ng/mL anti-DNP IgE (D8406, Sigma-Aldrich)가 포

함된 DMEM 배지를 넣고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Siraganian buffer (119 mM NaCl, 5 mM KCl, 5.6 mM

glucose, 0.4 mM MgCl2, 25 mM PIPES, 1 mM CaCl2,

0.1% BSA, pH 7.2)로 2회 세척 후, 각 천연물 추출물을

각 농도별(10 μg/mL, 30 μg/mL, 100 μg/mL)로 Siraganian

buffer에 희석하여 1시간 동안 처치했다. 양성 대조군으로

는 30 μg/mL Ketotifen (K2628, Sigma-Aldrich)을 사용했

다. Siraganian buffer를 이용하여 2회 세척 후, 100 ng/mL

DNP-BSA (A23018,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넣

고 20분간 배양하였다. 상층액과 substrate buffer (4-p-

nitrophenyl-N-acetyl-β-D-glucosaminide) 2 mM (487052,

Calbiochem, La Jolla, CA, USA), sodium citrate, 0.05 M,

pH 4.5)를 1대 1 비율로 혼합한 뒤 1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켰다. Stop solution (NaHCO3, pH 10.0)을 넣고 반

응을 종결시킨 후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405 nm 흡

광도로 측정하였다. 아무런 추출물도 처치하지 않고 IgE

만 처치한 그룹을 대조군으로 하여 β-hexosaminidase 분비

량을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GraphPad Prism 9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검정

Bonferroni post-hoc test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P < 0.05 일때 유의적이라 하였으며, *P < 0.05,

**P < 0.01, ***P < 0.001 으로 나타내었다. 

Results

천연물 유래 추출물이 대식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각 시료들은 해당하는 식물의 부위에서 70% EtOH를 이

용하여 추출하였다(Table 1). 각 추출물들은 저농도, 적정

농도, 고농도로 각각 10 μg/mL, 30 μg/mL, 100 μg/mL로 설

정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이 대식세포 생존

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주

인 Raw 264.7 세포를 이용해 1시간 동안 각 농도별 추출

물을 처치한 뒤 생존율을 측정했다(Table 2). 이후 실험인

대식세포 활성화 억제 효과에서 추출물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활성화가 억제될 수 있으므로 추출물의 독성으로 세

포를 죽여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 추출물 자체의

효과로 인해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을 100%로 할 때, 각 군

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일단 대부분의 시료들

은 생존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Lentinula edodes,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Bras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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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racea var. italic, Allium fistulosum은 농도 의존적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B. oleracea고농도의

경우, 약 70%까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 흥미롭게도 Colocasia esculent의 경우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갈수록 생존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포 생존율에서 L. edodes의 저농도와 고농도, P.

frutescens의 고농도, B. oleracea의 고농도, A. fistulosum의

고농도에서 유의적인 생존율 하락을 보였다. 이는 천연물

추출물 자체의 독성에 대한 평가로, 추후 실험인 대식세

포 활성 억제 효과 평가에서 천연물 효능에 의한 대식세

포 활성 억제 보다 천연물 추출물의 독성으로 인한 활성

억제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물 유래 추출물의 대식세포 활성 억제 효과

대식세포에서 분비되어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DNA 손

상과 염증을 유발하고 점액 생성을 증가시켜 천식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8,14), 염증 상황에서 각 추출물들이 얼

마나 산화질소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Table 2. Natural products induced viability in Raw 264.7 cells

Name
Concentration (μg/mL)

10 30 100

CTL 100±0

Plantago asiatica 95.0±0.1 96.0±1.0 95.1±0.6

Centella asiatica 92.1±1.1 90.5±1.6 89.6±0.1

Lentinula edodes 85.4±2.2** 90.9±5.9 85.1±12.2**

Allium cepa 92.7±0.5 96.5±0.1 96.0±2.0

Sicyos angulatus 104.3±0.5 96.3±3.9 85.4±1.7

Zingiber officinale 105.0±1.6 102.3±1.8 101.4±1.4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96.5±2.8 91.8±3.6 83.4±0.9***

Ilex kaushue 95.1±4.5 102.6±3.3 92.9±4.0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104.7±5.9 94.6±0.9 70.5±0.1***

Allium fistulosum 98.7±5.7 91.2±3.4 86.2±0.9**

Vigna radiata 96.8±6.3 93.6±5.1 98.0±4.6

Soybean sprout 98.8±6.7 92.1±0.3 92.7±8.2

Angelica gigas 100.7±7.1 105.7±6.5 108.9±9.7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102.0±3.5 95.4±7.9 93.3±6.0

Triticum aestivum 92.7±7.1 90.1±1.5 80.0±0.3

Fagopyrum esculentum 93.1±13.0 89.7±9.5 78.8±4.3

Platycodon grandiflorum 95.4±2.0 93.3±7.3 98.7±2.5

Colocasia esculenta 70.7±12.5 89.2±11.5 95.3±22.8

Dimocarpus longan 95.7±14.6 98.0±1.5 93.3±0.5

Trigonella foenum-graecum 87.7±12.5 94.0±12.8 93.9±19.2

Fagopyrum tataricum 116.1±1.5 117.9±12.3 98.9±3.3

Actinidia deliciosa 94.2±0.3 100.5±27.6 95.3±7.4

Citrus natsudaidai 100.7±4.3 102.4±0.0 93.9±0.8

Fagopyrum esculentum 102.7±12.3 97.1±2.8 87.7±9.5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Leaf) 102.7±2.4 99.7±0.7 100.2±1.9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Root) 98.3±2.5 95.4±4.6 92.7±2.4

Zingiber mioga 107.3±1.5 106.5±3.5 108.1±1.3

Cucumis melo var. makuwa 107.6±2.7 108.4±1.3 106.9±0.1

Litsea japonica 103.5±6.1 99.7±6.2 101.6±4.6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each natural product at each concentration (μg/mL) for 1 hour. Each data means±SD deviation. A

value of **P < 0.01 and ***P < 0.001 was compared with CTL group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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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세포에서 각 추출물들을 1시간 동안 처치한 뒤,

24시간 동안 LPS로 자극시켜 생성된 산화질소를 측정하

였다(Table 3). 아무런 추출물도 처치하지 않은 양성 대조

군(LPS 그룹)을 100%로 하여, 감소 정도를 inhibition rate

로 나타내었다. 천연물 유래 추출물들은 저농도에서 고농

도로 갈수록 산화질소를 감소시키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중 유의적으로 산화질소

를 감소시켰던 천연물은 4가지(Plantago asiatica, Centella

asiatica,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Litsea japonica)였

다. P. asiatica 는 저농도에서는 산화질소를 감소시키지 않

았지만 적정농도 및 고농도에선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C. asiatica 는 저농도에서도 산화질소를 86%가량 억제하

였고, 고농도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P. frutescens

는 저농도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적정농도 및 고농도에

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L. japonica 또한 저농도에서

는 변화가 없었고, 적정농도 및 고농도에서 유의적인 감

Table 3. The inhibition rate (%) of nitric oxide in Raw 264.7 cells 

Name
Concentration (μg/mL)

10 30 100

CTL 4.4±0.6

LPS 100.0±1.6

Plantago asiatica 109.5±16.1 73.8±9.6** 56.5±7.5***

Centella asiatica 86.1±7.4 72.7±1.3** 68.5±6.7***

Lentinula edodes 97.7±11.5 92.1±6.4 92.3±6.8

Allium cepa 89.5±0.9 83.5±1.3 96.8±11.8

Sicyos angulatus 102.5±0.5 99.7±0.4 83.2±0.3***

Zingiber officinale 95.4±1.6** 94.1±0.7*** 86.6±0.7***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99.9±4.9 69.6±4.8** 19.4±3.1***

Ilex kaushue 110.1±4.9 106.2±10.2 85.2±8.6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116.8±8.2 96.2±11.7 92.6±9.8

Allium fistulosum 91.4±3.7 92.9±5.5 102.4±2.6

Vigna radiata 132.0±16.9*** 116.2±2.9 107.3±4.5

Soybean sprout 123.6±5.9*** 110.9±7.9 106.9±11.8

Angelica gigas 115.6±5.8 115.0±3.9 126.3±10.3***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114.9±11.7 104.9±3.5 121.2±5.9**

Triticum aestivum 108.3±2.1 87.0±11.5 85.7±1.4

Fagopyrum esculentum 119.0±5.8* 97.2±11.2 84.0±3.1

Platycodon grandiflorum 111.3±2.9 100.6±1.6 112.0±0.8

Colocasia esculenta 108.4±0.5*** 107.5±0.7*** 107.0±1.5**

Dimocarpus longan 104.7±3.7 105.2±2.3 106.5±3.1**

Trigonella foenum-graecum 104.8±1.7 106.9±0.8** 109.5±0.7***

Fagopyrum tataricum 101.1±3.8 97.8±1.0 93.2±0.2**

Actinidia deliciosa 104.0±1.0 103.0±1.9 102.6±0.5

Citrus natsudaidai 101.9±1.9 100.5±1.0 104.3±0.8

Fagopyrum esculentum 100.3±1.6 103.7±0.6 101.3±1.0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Leaf) 106.2±2.1*** 104.6±0.9** 101.3±1.0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Root) 104.6±1.8** 99.5±1.3 98.5±0.7

Zingiber mioga 105.6±1.4*** 100.4±0.5 88.0±1.6***

Cucumis melo var. makuwa 103.3±0.6 101.7±2.6 99.2±1.4

Litsea japonica 100.3±0.4 41.7±0.9*** 13.6±1.4***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each natural product at each concentration (μg/mL) for 1 hour. And then, LPS (1μg/mL) were treated

for 24 hours. A value of *P < 0.05, **P < 0.01, and ***P < 0.001 was compared with CTL group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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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였다. 이 외에도 Zingiber officinale 가 적정농도

및 고농도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감소 정도가 적

었다. 4가지 천연물, P. asiatica, C. asiatica, P. frutescens,

L. japonica 은 적정농도에서 약 70%의 억제율을 보였고,

L. japonica 고농도의 경우 약 13%의 가장 높은 억제력을

보여주었다.

천연물 유래 추출물의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 효과

호염구가 IgE에 감작되면 β-hexosaminidase이 방출되면

서 천식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14). 따라서, 레트 호염구세

포인 RBL-2H3 세포에서 β-hexosaminidase 분비량을 측정

하였다. 전과 마찬가지로, IgE로 감작시킨 군을 100%로

하여 감소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히스타민 억제제로

알려진 Ketotifen15)을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감소 정도를

Table 4. The inhibition rate (%) of β-hexosaminidase in RBL-2H3 cells

Name
Concentration (μg/mL)

10 30 100

CTL 14.9±2.6

IgE 100.0±5.7

Ketotifen 72.4±0.9a

Plantago asiatica 87.7±1.3a 76.2±2.1a 70.0±3.0a

Centella asiatica 72.8±4.1a 68.7±4.9a 79.9±1.6a

Lentinula edodes 104.5±0.9b 83.6±2.3a 71.6±1.6a

Allium cepa 99.2±4.1b 88.9±1.2a,b 96.7±1.0b

Sicyos angulatus 80.4±3.0a 75.7±3.0a 57.8±3.8a

Zingiber officinale 66.9±7.7a 64.2±1.8a 77.9±2.9a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67.3±4.0a 68.2±0.8a 42.5±1.4a,b

Ilex kaushue 81.7±1.1a 78.2±5.4a 74.2±0.5a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89.7±3.2b 90.9±1.4b 86.3±6.3a,b

Allium fistulosum 82.3±6.1a 86.3±3.3a,b 82.6±2.7a

Vigna radiata 85.3±3.9a,b 77.5±10.1a 74.5±6.7a

Soybean sprout 88.8±1.7a,b 81.7±7.3a 71.0±5.9a

Angelica gigas 78.5±4.6a 72.3±0.8a 72.0±1.9a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81.7±2.2a 76.6±2.9a 73.3±6.7a

Triticum aestivum 103.2±2.7b 96.8±10.0b 91.3±2.6b

Fagopyrum esculentum 107.2±6.8b 94.0±5.2b 80.1±4.3a

Platycodon grandiflorum 105.1±0.8b 106.8±4.0b 100.9±3.2b

Colocasia esculenta 81.8±4.1 74.4±1.1a 72.7±3.0a

Dimocarpus longan 87.0±3.5 80.5±1.3 70.7±6.7a

Trigonella foenum-graecum 65.6±3.1a 75.8±6.8a 79.2±2.7a

Fagopyrum tataricum 73.4±7.2a 74.5±1.2a 62.4±9.6a

Actinidia deliciosa 101.5±5.4b 89.3±7.7 88.2±5.0

Citrus natsudaidai 99.2±5.2b 92.8±9.6b 89.4±7.6b

Fagopyrum esculentum 87.8±9.7 88.7±4.3 94.8±2.6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Leaf) 79.9±8.5a 60.7±3.5a 39.7±3.4a,b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Root) 78.0±9.2a 63.5±5.3a 64.7±0.9a

Zingiber mioga 70.3±2.0a 65.3±4.0a 60.9±0.6a

Cucumis melo var. makuwa 70.1±9.3a 58.6±3.3a 66.1±1.5a

Litsea japonica 99.5±5.9b 96.5±2.6b 95.5±8.0b

RBL-2H3 cells were treated with DNP-IgE (25 ng/mL) for 4 hours. And then, ketotifen and each natural product were treated at each

concentration (μg/mL) for 1 hour.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OVA (P<0.05, aIgE, bKetot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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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Table 4).

IgE 감작시 β-hexosaminidase 분비량이 약 6배가량 증가

하였으며, ketotifen은 분비량을 약 72%까지 감소시켰다.

28가지 추출물 중, Allium cepa, Brassica oleracea var.

italic, Allium fistulosum, Soybean sprout, Triticum aestivum,

Fagopyrum esculentum, Platycodon grandiflorum, Actinidia

deliciosa, Citrus natsudaidai, Fagopyrum esculentum, Litsea

japonica 을 제외한 나머지 추출물들은 적정농도에서 80%

가량의 억제력을 보였다. Ketotifen 과 비교하였을 때 Sicyos

angulatus,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Fagopyrum

tataricum,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leaf, root),

Zingiber mioga, Cucumis melo var. makuwa 는 억제 효과

를 나타냈다. S. angulatus, F. tataricum 의 경우 고농도에

서 ketotifen 보다 억제 효과가 높았으므로, P. frutescens,

A. tataricum (leaf, root), Z. mioga, C. melo 이 유의적인

β-hexosaminidase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

tataricum 의 경우, root 추출물보다 leaf 추출물이 효과가

더 좋았다. Leaf 추출물의 고농도의 경우 39.7%의 억제력

을 보였으며 이는 ketotifen과 비교해도 유의적인 억제 효

과를 보였다. 적정농도의 경우 C. melo 이 58.6%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 대식세포의 활성 지표인 산화질소 생성량

을 비교해 보았을 때 Plantago asiatica, Centella asiatica,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Litsea japonica 이 유의적

인 감소율을 보였다. 이들의 국문명은 각각 질경이, 병풀,

들깨, 까마귀쪽나무로서 이들 모두 고농도에서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보였고, 적정농도에서도 약 70%가량의 감소

율을 보였다. 이들 중 P. frutescens, L. japonica 을 제외

한 나머지는 세포생존율 결과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

으므로 세포 사멸에 의한 산화질소 감소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P. frutescens, L. japonica 또한 고농도에서만 유

의적인 생존율 감소가 있었고, 적정 농도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적정농도에서 까마귀쪽나무가 유

의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호염구 활성지표 중 하

나인 β-hexosaminidase 에서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감소능

을 보였다. 산화질소 생성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주었

던 질경이, 병풀, 들깨 또한 β-hexosaminidase 생성을 억

제시켰지만, 까마귀쪽나무는 β-hexosaminidase 를 유의적

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질경이, 병풀, 들깨가

대식세포와 호염구에서 모두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물 추

출물일 것으로 사료된다.

질경이는 예로부터 식용 및 약재로 쓰인 식물로써 혈압

을 낮추고,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7). 자발성 고

혈압을 유도한 레트에서 구강투여로 질경이를 처치한 후

혈압을 측정하니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유방암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질경이가 수지상세포 성숙 및 대식세포, T 세

포를 유도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고지방

식이요법으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콜레스테롤

및 지방조직 등을 감소시켰다18). 이 외에도, 질경이는 TNF-

α, IL-6, IL-1β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억

제했으며 대식세포의 지표인 NO 정도 및 COX-2, iNOS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LPS에 의한 간 손상을 줄여

주었다19). 그리고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비만세포에서도 억

제력을 보였다20). 폐 질환의 경우, 급성폐손상 모델에서 치

료효과를 보여주었지만21) 천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존

재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결과 및 본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질경이는 천식의 병리에 중요한 대식세포 및 호염

구세포를 유의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천

식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풀은 꾸준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섬유아세포 증

식을 촉진하고 콜라겐과 세포내 파이브로넥틴 합성을 증

가시킴으로써 건선 및 피부 상처 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

어 화장품등으로 많이 쓰였다22,23). 또한 폐 고혈압, 신장

혈관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간 섬유화 등 여러 장기에

발생한 질환에도 치료효과를 보였다24). 이와 같이 병풀은

폐암, 폐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폐 질환에서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천식에서의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25-27). 병풀은 대식세포의 NO 정도 및 COX-2 단

백질 발현을 감소시켰고 TNF-α 및 IL-6 와 같은 전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켰다28). 또한 비만세포 탈

과립을 유도하기도 하였다29). 이는 질경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결과 및 본 실험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천식

치료제 개발 후보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들깨는 약재보다는 식용으로 쓰인 식물이지만 항암작용,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0,31). 이 중 들깨는 마우

스 천식모델에서 Th2 반응을 억제하여 기도 염증을 줄여준

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32,33). 들깨 추출물은 히스타민 및

에오탁신을 억제했으며 IL-4, IL-5, IL-13 과 같은 Th2 반응

으로 유도된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켰다. 본 결과에서

들깨는 고농도로 갈수록 억제 효과가 좋았지만 생존율도 감

소 시켰으므로 적정 농도에서의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8 종류의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처치하

여 천식 발달과 관련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호염구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들 추출물 중 질

경이, 병풀 및 들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치료 효과 이

외 천식과 관련한 대식세포 및 호염구 활성 억제를 보였

다. 이들은 여러 알레르기 질환 및 섬유화 질환 등에도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실험에서는 천식의 특

성상 대식세포와 호염구 활성 모두를 억제할 수 있는 천

연물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산화질소 및 β-hexosaminidase

를 모두 억제시키지는 못했지만 각 실험에서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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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켰던 천연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천연물들은 각

세포들이 주된 병인인 질병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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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천식은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과 같은 증상을 가지는

만성질환으로써 세포내 염증으로 인한 조직 리모델링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천식은 잘 조절되지 않을 시 치료

제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일상 기능 및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천식은 여러 면역세포들에 의

한 염증반응이 주원인으로 대식세포와 호염구 또한 천식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식세포는 여러 염증성 사이

토카인을 분비하여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화질소

를 통한 DNA 손상과 점액 생성을 유도하여 천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 호염구는 호산구 침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히스타민 및 IgE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가진 FcεRIα

수용체로 인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8여 가지의 천연물의 각 분획에서 추출한 추출물

을 가지고 이러한 세포들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지 실

험하였다.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한 산화질소 생성 억제력 및 레트 호염구세포인 RBL-

2H3 세포에서 IgE 감작에 의한 β-hexosaminidase 생성 억

제력을 평가하였다. 4가지 천연물 추출물이 산화질소를 유

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19가지 천연물 추출물이 β-

hexosaminidase 생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중 두

실험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던 천연물 추출물은 질경

이(Plantago asiatica), 병풀(Centella asiatica), 들깨(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이렇게 3가지이었다. 본 연구는

여러 천연물 추출물이 천식에 관여하는 대식세포 및 호염

구 활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천식뿐 아니

라 대식세포 및 호염구가 관여하는 타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천연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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