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 2013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This paper is available at http//:www.ompak.okdanche.com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3:21(2):81-89
pISSN 1229-1218, eISSN 2288-5641 http://dx.doi.org/10.14374/HFS.2013.21.2.081

       Original Article / 원저

黃連 추출물이 대식세포의 면역단백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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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Coptidis Rhizoma (CCE-extract of C. chinensis 
Rhizome) in induction of immune protein on mouse macrophages. 
  Methods : To analyze cytokines interleukin(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MCP)-1 induced by macrophages, mouse macrophages were incubated with CCE and was measured. 
  Results : IL-1α measurement, CCE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nly at concentration level of 200 ㎍/mL. IL-3, 
MCP-1 measurement, CCE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nly at concentration level of 100, 200 ㎍/mL. IL-9 
measurement, CCE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nly at concentration level of 50 ㎍/mL. IL-13 measurement, 
CCE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nly at concentration level of 50, 100, 200 ㎍/mL. The IL-12p40, IL-17 levels 
indicated no changes at 25, 50, 100, 200 ㎍/mL on mouse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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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s : CCE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d inflammatory cytokines 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MCP)-1 on mouse macrophages. It was verified CCE does not trigger 
cytokine related hypersensitivity reaction of organism or exacerbation of acute/chronic inflamm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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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黃連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황련 Coptis japonica Makino, 중국황

련(中國黃連) Coptis chinensis Franchet, 삼각엽황

련(三角葉黃連) Coptis deltoidea C. Y. Cheng et 

Hsiao 또는 운련(雲連) Coptis teeta Wallich의 뿌리

줄기로서1), 가을에 채취하여 鬚根과 泥沙를 제거하고 

건조한다2).

黃連은『神農本草經』3)에“黃連, 味苦寒. 主熱氣, 

目痛, 眦傷, 泣出, 明目, 腸澼, 腹痛, 下痢, 婦人陰中

腫痛. 久服, 令人不忘. ㊀名王蓮. 生川谷.”이라고 처

음 기록된 이래 한의학 임상에서 淸熱瀉火, 燥濕, 解

毒의 효능4)으로 상용되고 있다. 

황련의 주성분으로는 알칼로이드인 berberine이 

7~9%를 차지하고5), palmatine, coptisine, jateorrhizine, 

worenine, magnoflorine 등을 함유하며 산성물질로 

ferulic acid가 함유되어있다6). 

약리작용으로는 항염작용7), 항균작용8), 항바이러

스작용9), 항위궤양10), 항암작용11) 등이 보고되었다.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cytokine) 등의 면역단백

질을 생성․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침입한 항원을 직접

공격하거나, 혹은 T세포 활성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

시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

는 등의 기능을 통하여 선천성 면역반응과 염증반응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2,13). 그러나 과도하거

나 조절되지 못한 염증성 면역단백질들(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은 미세순환장애, 조직손상, 패혈

증 등의 심각한 전신적 부작용을 유발하며 때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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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14,15). 

黃連의 항염 작용에 관한 선행논문으로는 이 등16)

은 황련추출물의 항염효과를 보고 하였고, 정 등17)과 

조 등18)은 LPS에 의해 유발된 황련 열수추출물의 염

증 면역 활성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黃連은 淸熱瀉火, 燥濕, 解毒4)의 효능과 관

련된 항염증활성에 관한 보고가 많이 되었는데, 본 논

문에서는 黃連 열수추출물이 마우스 대식세포가 생성

한 사이토카인(cytokine)과 케모카인(chemokine)들

의 생성량의 변화를 조사하여 黃連의 항염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는 黃連을 열수추출하여 얻은 시료 CCE 

(Extract of C. chinensis Rhizome)와 함께 마우스 

대식세포를 배양한 후 마우스 대식세포가 생성, 배출

하는 interleukin(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MCP)-1 등의 사이토카인의 양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  료

  1) 약재

실험에 사용된 黃連(Coptidis Rhizoma)은 중국산  

중국황련(中國黃連, Rhizome of C. chinensis Franchet) 

을 2008년 2월에 구입하여 약재의 기원 약전의 성상

항에 따라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감

정하였으며(NO. 2008-02 -0012), 모든 약재는 사용 

전에 초음파 세척기 (Branson, USA)를 이용하여 불

순물을 제거하였다.

  2) Cell line



김복기 외 2인 : 黃連 추출물이 대식세포의 면역단백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
Kim et al., Effect of Coptidis Rhizoma Extract on Cytokine Production of Mouse Macrophages 

83

실험에 사용된 대식세포는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

(mouse macrophage line)인 Raw 264.7 세포로서 한

국세포주은행(KCLB,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을 위해서 ethyl alcohol(Samchun Chemical, 

Korea), methyl alcohol(Samchun Chemical, Korea), 

DMSO(Sigma, USA), DMEM(Sigma, USA), 1×PBS 

(Sigma, USA), dihydrorhodamine 123(Sigma, USA), 

EDTA(Sigma, USA), acetic acid(Sigma, USA), iso- 

propanol(Sigma, USA), Trypsin-EDTA(Sigma, USA), 

sulfanilamide(Sigma, USA), H2SO4(Sigma, USA), 

potassium phosphate(Sigma, USA), NO assay kit 

(Oxford Biomedical Research, USA), Bio- Plex 

cytokine assay kit(Panomics, USA) 등이 사용

되었다. 각 시약의 품질은 분석용 등급 이상의 것으

로 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CO2 

incuvator (NUAIRE, USA), pulverizer(Rong tsong, 

Taiwan),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Japan), 

air compressor(Tamiya, Japan), homogenizer(Omni, 

USA), research microscope(Becton dickinson, USA), 

centrifuge(Hanil, Korea), fume hood(Hanil, Korea), 

clean bench(Jeio thec, Korea), ultrasonic cleaner 

(Branson, USA), microplate reader (Bio-Rad, USA), 

thermo aluminum bath(Fine PCR, USA), vortex 

mixer(Vision Scientific Co, Korea), water bath(iNtRON 

biotech., Korea), ice-maker(Vision Scientific Co, 

Korea) 등이다.

  

2. 방 법

  1) 시료의 제조

黃連 50 g을 정확하게 중량을 측정한 뒤 환류추출

기에 1 차 증류수 2,000 mL와 함께 넣은 뒤 탕액이 

끓는 시점으로부터 2 시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한 다

음 추출액을 filter paper (Advantec No.2, Japan)로 

감압 여과한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농축액을 얻었다. 이 농축액을 동결건조기

를 이용하여 건조한 분말(CCE)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12.6 g을 얻었으며, 수율은 25.2% 

이였다. 

  2) 세포 배양

Raw 264.7 세포는 37℃, 5% CO2 조건에서 10% FBS, 

penicillin(100 U/mL), streptomycin(100 ㎍/mL)이 

첨가된 DMEM 배지로 배양되었다. Raw 264.7 세포

를 75 cm2 flask (Falcon, USA)에서 충분히 증식된 

후 배양 3 일 간격으로 배양세포 표면을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용액으로 씻어준 후 50 mL 

flask 당 1 mL의 0.25% trypsin-EDTA용액을 넣고 

실온에서 1 분간 처리한 다음 trypsin 용액을 버리고 

37℃에서 5 분간 보관하여 세포를 탈착하여 계대 배

양하였다. 탈착된 세포는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양액 10 mL에 부유시킨 다음 새로운 배양용기(50 

mL culture flask)에 옮겨 1 : 2 의 split ratio로 CO2 

배양기(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3) 사이토카인(cytokine) 분비 측정

사이토카인 분비와 관련된 시료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Politch 등19)의 방법을 응용하여 Bio-Plex 

Cytokine Assay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1×105 cells/mL의 세포를 100 ㎕씩 넣고 3

7℃, 5% CO2 incubator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버리고 배양세포 표면을 1×PBS 용액으로 씻

어준 뒤 각 well에 다양한 농도의 시료(25, 50, 100, 

200 ㎍/mL)와 함께 배지에 담아 처리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상등액을 채취하여 

Bio-Plex Suspension Array System을 이용, Quanti- 

tative Multiplexed Cytokine/Chemokine Assay20)를 

실시하여 각종의 싸이토카인류(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CP-1)의 발현에 대한 시

료의 영향을 계산, 비교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mean ± SEM

로 나타내었으며, 대조군과 각 실험군과의 평균의 차

이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여 p-value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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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IL-1α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α

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

간동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

과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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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CCE on IL-1α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 represents P < 0.05 compared to the normal.

2. IL-3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3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간동

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100 ㎍/mL,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Fig. 2).

3. IL-9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9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간동

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25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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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CCE on IL-3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 represents P < 0.05 compared to th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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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CCE on IL-9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 represents P < 0.05 compared to the normal.

4. IL-12p40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2p40 

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간

동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모

든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

5. IL-13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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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CCE on IL-12p40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간동

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50 

㎍/mL, 100 ㎍/mL,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25 ㎍/mL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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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CCE on IL-13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 represents P < 0.05 compared to the normal.

6. IL-17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7

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간

동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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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CCE on IL-17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7. MCP-1 생성에 대한 효과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MCP- 

1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CE를 24 시

간동안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한 결

과 100 ㎍/mL,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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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CCE on MCP-1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ean ± SEM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CE : Water extract of Coptis Rhizome.
Normal : Not treated with CCE.
* represents P < 0.05 compared to the normal.

Ⅳ.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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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連은『本草圖經』21)에“生巫陽川谷及蜀郡泰山, 

今 江, 湖, 荊, 夔州郡 亦有, 而以宜城者爲勝, 施, 黔

者次之. 苗高㊀尺已來, 葉似甘菊, 四月開花黃色, 六

月結實似芹子, 色亦黃. 二月, 八月采根用.”이라 하

였으며『名醫別錄』22)에“主五臟冷熱, 久下泄澼膿血, 

止消渴, 大驚, 除水利骨, 調胃厚腸, 益膽, 療口瘡.”

이라하였다. 黃連의 性은 寒하고, 味는 苦하며2), 淸熱

瀉火, 燥濕, 解毒의 효능이 있어 熱病이 心經에 들어

와 생기는 高熱, 煩躁, 譫妄, 또는 熱이 盛하여 迫血

妄行으로 인한 吐衄, 心火亢盛으로 인한 心煩失眠, 胃

熱로 인한 嘔吐 또는 消穀善飢, 肝火로 인한 目赤腫

痛, 그리고 濕熱胸痞, 泄瀉, 痢疾, 熱毒瘡瘍, 疔毒走

黃, 牙齦腫痛, 口舌生瘡, 聤耳, 陰腫, 痔血, 濕疹, 湯

火傷 등4)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상용되고 있다.

성분으로 황련(C. japonica Makino)의 뿌리줄기에

는 berberine, coptisine, epiberberine, berberrubine, 

palmatine, columbamine, jaterrhizine, worenine, 

magnoflorine, ferulic acid, obakunone, obakulactone 

등이 함유되어 있고2), 삼각엽황련(C. deltoidea C. Y. 

Cheng et Hsiao)의 뿌리줄기에는 piberberine, berberine, 

coptisine, palmatine, worenine, jaterrhizine, 

magnoflor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2), 운련(C. teeta 

Wallich)의 뿌리줄기에는 epiberberine, berberine, 

coptisine, palmatine, worenine, jaterrhizine 등이 

함유되어 있다2). 이밖에 Min23)은 benzoic acid methyl 

ester, oxyberberine, epiberberine 성분을 분리하였다.

황련의 약리작용으로는 항염작용7), 항균작용8), 항

바이러스작용9), 항위궤양10), 항암작용11) 등이 보고되

었다. 특히 황련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Kim 등24)의 췌장세포의 세포사멸억제, Enk 

등25)의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s)에서 TNF-α 

생성억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염증성 면역단백질들을 부작용 없

이 차단하는 효과적인 항염 약물의 개발이 꾸준히 요

구되었고, 특히 황련의 항염 작용에 대한 여러 연구

가 보고되는 가운데7), 저자는 새로운 항염 약물을 개

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황련 열수추출물이 

마우스 대식세포가 생성한 사이토카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세포주 은행(KCLB, Korea)으

로부터 분양받은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

에 黃連을 열수추출하여 얻은 시료 CCE를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 시간 동안 3

7℃에서 배양한 후, 세포배양 상등액을 채취하여 마우

스 대식세포가 생성한 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CP-1의 양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

는 CCE가 200 ug/mL의 농도까지 마우스 대식세포

에 대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

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이토카인은 한 세포에서 생산되어 다른 세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으로 림프구에서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을 림포카인(lymphokine) 또는 인터루킨

(interleukin, IL)이라고 하며 사이토카인은 표적세포

의 특이 수용체와 결합한다26). 

IL-1α는 대식세포, 림프구와 같은 염증세포에 대

한 강력한 자극인자이며 IL-1α의 mRNA 발현이 방

사선 조사후 염증과 섬유화 진행에 따라서 증가한다

는 보고가 있다27).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α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

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IL-3는 혈구형성과정 중 분화초기에 관여하여 다

양한 군체(colony)형성을 자극하며 다기능적 조혈모

세포(pluripotent hematopoietic stem cells)의 분화

를 유도하여 대식세포, 과립세포, 거핵세포, 적혈구, 

호산구와 비만세포 등의 다양한 형태의 혈구세포를 

생성하게 하는 중요한 조혈성 사이토카인이다28).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3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100 ㎍/mL,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났고, 나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IL-9은 일부 T세포 라인 및 골수-유래 비만세포 

전구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이토카인이다29). CCE

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9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25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머

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IL-12는 IFN-γ의 생성에 중요한 유도인자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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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항원전달세포에서 생성되

어 NK세포와 T림프구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2p40

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

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IL-13은 P600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 생쥐의 Th2 

세포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Th2-타입

으로 분화된 CD4+ T세포에서 생산되는 면역 조절성 

사이토카인이다31).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3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50 ㎍/mL, 100 ㎍/mL, 200 ㎍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25 ㎍/mL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IL-17은 활성화된 CD4+CD45RO+ memory T세포

에 의해 주로 발현된다32). CCE가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cells의 IL-17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25 ㎍/mL, 50 ㎍

/mL, 100 ㎍/mL, 200 ㎍/mL의 모든 농도에서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MCP-1은 지질다당체(Lipopolysaccharide; LPS)

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 단핵구(monocyte), 비만세

포(mast cell), 중성구(neutrophil), 성상세포(astrocyte), 

섬유아세포(fibroblast) 등의 많은 면역세포에서 분비

되는 사이토카인으로 세포성 면역반응이나 세포 성

장, 분화 등에 관련되어 있다33). CCE가 마우스 대식

세포 Raw264.7 cells의 MCP-1의 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는데 24 시간 처리한 결과 100 ㎍/mL,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나

머지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 CCE가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증가를 촉발하지 않으며, 이는 곧 대식세포의 사

이토카인 생성증가와 관련된 생체 과민반응 및 급만

성 염증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앞으로 黃連 추출물을 이용한 대식세

포와 관련된 염증질환 치료제로의 개발을 위하여 더

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黃連을 열수추출하여 얻은 시료 CCE를 25, 50, 100, 

200 ㎍/mL의 농도로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

포에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마우스 대식세포가 생

성한 IL-1α, IL-3, IL-9, IL-12p40, IL-13, IL-17, 

MCP-1의 양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CE는 마우스 대식세포의 IL-1α 생성을 200 ㎍

/mL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시켰으나, 다른 농도

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CCE는 마우스 대식세포의 IL-3, MCP-1 생성을 

100, 200 ㎍/mL의 농도에서만 유의하게 억제시켰다.

3. CCE는 마우스 대식세포의 IL-9 생성을 50 ㎍/mL

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시켰으나, 다른 농도에서

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4. CCE는 마우스 대식세포의 IL-13 생성을 50, 100, 

200 ㎍/mL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시켰으나, 다른 

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5. CCE는 마우스 대식세포의 IL-12p40, IL-17의 생

성에 대하여 25, 50, 100, 200 ㎍/mL의 모든 농도에

서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CE가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생

성증가를 촉발하지 않으며, 이는 곧 대식세포의 사이토

카인 생성증가와 관련된 생체 과민반응 및 급만성 염

증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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