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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초의 항알레르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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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allergic effect of the methanol extract of Zizania latifolia Turcz was investigated. Methanol extract of
Z. latifolia Trucz did not display any cytotoxicity activities in the IgE-sensitized RBL-2H3 cells. The extract was found
to inhibit compound 48/80-induced degranulation and antigen-induced β-hexosaminidase release as well as PMA plus
A23187-induced TNF-α production in RBL-2H3 mast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Release of β-hexosaminidase, a
marker for the release of histamine in mast cells, was inhibited with an IC

50
 value of 73.8 µ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Z. latifolia extracts may be useful for the prevention of type I allerg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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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 질환은 현대의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와 유전적 영

향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수가 예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레르기 반응은 시간적 경과와 초기의 주요한 양상에

따라 즉시형, 면역 복합체형 및 지연형 반응 등 크게 4가지 유

형(I~IV)으로 나뉘어지는데 통상 알레르기라 함은 일정한 항원에

대하여 이미 감작된 개체에 부착되어 있는 항체에 항원이 결합

한 후 수분 내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인 제 1형 알레르기 반응

을 뜻하며,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및 기관지 천식 등

의 알레르기 질환들이 제 1형 알레르기 반응(type I allergic reac-

tion)에 속한다(1-3).

비만세포는 급만성 염증 및 즉시형 알레르기 과민반응에 관여

하는 필수적인 세포로 알려져 있다(4). 비만세포 표면에 발현하

고 있는 고친화성 IgE 수용체인 FceRI이 IgE 및 특이적 알레르

겐과 결합함으로써, 세포질 내 칼슘 농도가 상승하고 탈과립이

일어나 히스타민이나 헤파린, 가수분해효소 그리고 interleukin-

4(IL-4), IL-6, IL-13, TNF-α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

비하게 되며, 분비된 염증 매개인자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

관투과도를 증가시키며, 기관지를 수축시키게 된다(5-8). 비만세

포의 활성화는 이러한 알레르겐과 IgE를 통한 면역학적 자극 이

외에 비면역학적 자극 물질인 compound 48/80, protein kinase

C(PKC) activator인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 cal-

cium ionophore(A23187) 등에 의해서도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9-11). Rat 유래의 RBL-2H3 세포는 막의 표면에 수십만

개의 IgE 수용체를 포함하며, IgE로 감작된 후에 항체에 반응하

여 히스타민을 유리하므로(12), 항알레르기 효능검색에 RBL-2H3

세포가 모델세포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면역학적 또는 비면역학적 과민반응은 항히스타민 약물에 의

해 증상이 일시적으로 경감되지만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13-

15). 따라서 알레르기 매개물질인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예

방하는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며, 천연물 유래의 소재는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의 위험이 적으므로 다양한 천연식물을

이용한 효능 검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잘 알려진 천연물 유래의 항알레르기 시료로는 단삼, 구절초, 자

근, 도라지, 등골나무 등이 있다(16-20).

고장초(Zizania latifolia)는 못이나 도랑, 강가의 얕은 물 속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줄 또는 줄풀

이라고도 불린다.

고장초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심장병, 변비, 비만,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인체의 면역력을 키

우는 데에 효력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농약중독이나 식

중독, 화학약품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중독에 줄풀 뿌리를 달이거

나 생즙으로 마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21,22). 그러나 이러한

고장초의 효능은 단지 민간에서만 인식되어 왔으며 과학적인 근

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최근 들어 그 효능과 식품에의 응용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신경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시켜 줄풀

뿌리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생존율, DNA fragmentation 및 세포

고사와 관련된 유전인자들의 활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고장초와 발효고장초가 각각 신체적 지

구력의 향상과 항피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23,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장초 추출물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유

도되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억제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R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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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3 세포를 이용하여 비만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저해효과를 검

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고장초(Zizania latifolia)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서 건조 상

태인 것을 구입하였다. 건조된 시료 100 g에 30배의 메탄올을 첨

가하여 24시간 동안 정치 추출 하고, 이를 3회 반복하였다. 추출

액은 여과지(Whatman No. 3,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다음

rotary vacuum evaporator(UT-1000, EYELA, Tokyo, Japan)로 농

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15.4 g의 추출물을 얻었으며, −20oC에 보

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세포주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RBL-2H3(KCLB No. 22256) 세포는 Rat 유

래의 호염기성 세포주로 Korea Cell Line Bank(Seoul, Korea)로부

터 분양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과 1% streptomycin/

penicillin이 함유된 MEM 배지를 배양액으로 하여 37oC, 5% CO
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IgE로 감작된 세포에 대한 고장초 추출물의 독성은 MTT assa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RBL-2H3 세포(3×104 cells/well)에 450

ng/mL의 DNP-specific IgE(Sigma, St. Louis, MO, USA)를 처리

하여 37oC, 5% CO
2
 조건에서 하룻밤 배양한 후 여러 농도(10-

100 µg/mL)의 고장초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였다. 12시간 후 각

well에 5 mg/mL 농도의 MTT 용액을 10 µL씩 첨가하고 다시 4

시간 동안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100

µL의 DMSO로 well에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완전히 용해시켜

ELISA reader(Spectra MAX 340 pc, Molecular Device, Sunny-

vale, CA, US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

포독성은 시료의 흡광도를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RBL-2H3 세포의 탈과립 관찰

RBL-2H3 세포를 24-well plate(2×105 cells/well)에 4시간 배양한

후, 200 µL의 incubation buffer(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
2
, 25 mM PIPES, 40 mM NaOH, 5.6 mM glucose,

1 mM CaCl
2
, 0.1% bovine serum albumin, pH 7.2)를 넣고 10분

간 배양하였다. 0.1% DMSO 용액이나 농도별 시료 25 µL를 각

각 넣어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compound 48/80

(Sigma) 용액 25µL를 첨가하여 20, 4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비만세포주의 형태를 도립현미경(DM IRE2, Leica, Wetzlar, Ger-

many)으로 600배의 배율하에서 관찰하였다. 200배의 배율하에서

전체적인 탈과립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3회 실험으로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β-Hexosaminidase 측정

RBL-2H3 세포(2×105 cells/well)를 450 ng/mL의 IgE와 함께

CO
2
 incubator에서 12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감작시켰다. 감작시킨

세포를 siraganian buffer(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
2
, 25 mM PIPES, 40 mM NaOH, pH 7.2)로 세척한 후, 각

well당 160 µL의 siraganian buffer(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
2
, 25 mM PIPES, 40 mM NaOH, 5.6 mM glucose,

1 mM CaCl
2
, 0.1% bovine serum albumin, pH 7.2)를 넣고 20분

간 배양하였다. 각 농도별 시료와 5 µM의 wortmannin(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Tokyo, Japan)을 넣어 10분간 반응시키고, 10

µg/mL의 DNP-BSA(Alpha Diagnostic International, San Antonio,

TX, USA)를 첨가한 후 다시 10분간 배양하여 세포를 활성화시

켰으며 ice bath에서 반응을 정지시켰다. 상층액 25 µL를 96-well

plate에 옮기고, substrate buffer(p-nitrophenyl-N-acetyl-β-D-glu-

cosaminide 1 mM in citrate buffer 0.1 M, pH4.5) 25µL를 넣은 후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각 well에 stop solution

(0.1 M Na
2
CO

3
/NaHCO

3
, pH 10) 200 µ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

시키고,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NF-α 측정

RBL-2H3 세포를 24-well plate(2×105 cells/well)에 분주한 후 12

시간 배양하였다. 새로운 MEM 배지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

고, A23187(1 µM)과 PMA(50 ng/mL)를 처리하여 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70oC에 보관하였

다가 TNF-α ELISA kit(Invitrogen Corporation, CA,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생성된 TNF-α의 양을 계산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대조군과 고장초 추출물 처리군의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는 Student’s t-test로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p<0.05)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장초 추출물의 세포독성

IgE로 감작된 RBL-2H3 세포에 대한 고장초 추출물의 독성 정

도를 조사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세포생존율은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의 세포 생

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고장초 추출물은 실험에 사용된 0-

100 µg/mL의 농도에서 12시간 동안 어떠한 세포독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비만세포주 탈과립에 대한 고장초 추출물의 억제 효과

Compound 48/80은 formaldehyde에 의하여 cross-linked된 phen-

ethylamine의 mixed polymer로 비만세포의 막수용체에 작용하여

세포 외의 칼슘을 세포 내로 유입시켜 세포 내 자유칼슘의 양을

증가시켜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유도한다(25,26). Compound 48/80

을 처리하지 않은 정상 비만세포주의 형태는 원형 또는 난원형

으로 세포 윤곽이 뚜렷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반면, compound

48/80 처리로 활성화되어 탈과립이 일어난 세포의 형태는 세포

윤곽이 불분명하고 크기가 작으며, 세포질 내 과립들이 돌출되거

나 세포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 2). Compound

48/80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료만 처리한 경우, 탈과립은 일어나

지 않아 세포의 형태에 변화가 없었으며, compound 48/80만 처

리한 경우 수분 이내에 세포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일

부 과립들이 세포표면으로 돌출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50 또는 100 µg/mL의 고장초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경우

에는 compound 48/80에 의한 세포의 탈과립이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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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Hexosaminidase 방출에 대한 고장초 추출물의 억제 효과

비만세포가 함유하고 있는 과립에는 히스타민 및 tryptase 등 다

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매개체들이 함유되어 있어 항원

에 의한 이러한 매개체들의 분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7). β-Hexosaminidase는 비만세포가 면역학적으로 활성화될 때 히

스타민과 함께 부수적으로 분비되므로 비만세포 탈과립의 표지인

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8,29). 따라서 RBL-2H3 세포에서 분비

되는 β-hexosaminidase의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고장초 추출물에

의한 β-hexosaminidase 방출 억제 효과를 검색하였다. 10, 20, 50,

100µg/mL 농도의 고장초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에서 유리되는 β-

hexosaminidase의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97, 77, 58, 37%를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3),

IC
50

 값은 73.8µg/mL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2.14µg/mL의 wortmannin은 29%를 나타내어 β-hexosaminidase의

방출을 강하게 억제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장초 추출물의 TNF-α 분비 억제 효과

TNF-α는 비만세포와 대식세포 등에서 생성되어 많은 염증반

응을 유발하는 인자로, 국소적인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고장초 추출물이 활

성화된 비만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사이토카인인 TNF-α의 생

성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지 ELISA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RBL-

2H3 세포에서 분비된 TNF-α의 양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5.06 pg/mL로 매우 낮았으며, A23187와 PMA를 처리한 경

우 87.14 pg/mL로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10, 50,

Fig. 1. Cytotoxic effects of Zizania latifolia extract on RBL-2H3
cells. RBL-2H3 cells (3×104 cells) were cultured with 450 ng/mL of
DNP-specific IgE overnight. After treatment with varying doses of
Z. latifolia extract, cells were cultured for 12h. The cytotoxicity of Z.
latifolia extract on RBL-2H3 cells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value represents mean±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Fig. 2. Light microphotographs using inverted microscopy (magnification; ×600) of RBL-2H3 cells without (1, 2, 3) or with (4, 5, 6)

treatment of 50 µg/mL compound 48/80 for 40 min. The Z. latifolia extract were pretreated for 10 min (2, 5: 100 µg/mL, 3, 6: 50 µg/mL)
prior to the stimulation with compound 48/80. Arrow shows degranulated cells.

Fig. 3. Inhibitory effects of Zizania latifolia extract on β-
hexosaminidase release from RBL-2H3 cells induced by IgE

with DNP-BSA. RBL-2H3 cells (2×105 cells) were sentitized with
450 ng/mL of DNP-specific IgE overnight and pretreated with
varying doses of Z. latifolia extract for 10 min. Cells were stimulated
with 10 µg/mL of DNP-BSA for 10 min. The degranulation was
determined by measurement of the activity of β-hexosaminidase in
culture media. The value represents mean±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Wortmannin (WM, 2.14 µ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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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µg/mL의 고장초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각각 79.76, 65.38,

53.4 pg/mL로 측정되어, A23187와 PMA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91.5, 75, 61.3%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TNF-α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

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1.43 µg/mL의 luteolin 처리군의 경우 TNF-

α의 양이 32.5 pg/mL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37.3%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비만세포의 고친화성 IgE 수용체에 알레르겐이 결합하여 교차

결합을 형성하면 세포막의 adenylate cyclase가 활성화되어 cAMP

를 증가시키며, cAMP는 비활성 protein kinase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protein kinase는 과립의 물과 칼슘의 삼투압을 변화시

켜 과립을 팽대시키고 세포막 융합을 일으켜 탈과립을 유도한다

(31). 또한, 자극을 받은 비만세포는 MAPK 분자인 ERK를 인산

화시키며 이는 NF-κB를 활성화시켜 TNF-α, IL-6, IL-8과 같은

염증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32).

현재 항알레르기 효과가 보고된 성분으로는 울금에서 분리된

polyphenol인 curcumin(33), 감귤류에서 분리된 flavonoid류인 nat-

sudaidain(34), 망고스틴에서 분리된 xanthone류 성분인 mangostin

(35), 등골나무에서 분리된 sesquiterpene lactone류(18)와 도라지에

서 분리된 saponin 성분들이 있다(19). 그러나 현재의 결과만으로

는 고장초의 어떠한 성분이 항알레르기 효과를 나타내는지 추측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장초의 탈과립억제 효과에 대한 작용 기

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장초로부터 항알레르기 활

성을 가지는 성분을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포 내 신호전달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고장초 메탄올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비

만세포주인 RBL-2H3 세포를 이용하였으며, 고장초 추출물을 처

리한 후 IgE-항체, A23187 및 PMA를 이용하여 세포를 활성화시

켜 분비되는 β-hexosaminidase, TNF-α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고장초 추출물이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β-hexosamini-

dase, TNF-α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비만세포에 탈과립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시료의 영향을 검색하기 위해 고장초 추출물을 처

리한 세포에 compound 48/80을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고장초 추

출물을 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탈과립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

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고장초 추출물은 다양한 자극으로 인한

비만세포의 탈과립 저해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

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는 고장초의 항알레르기 기능성 소재

로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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