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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상ㆍ송춘호

동의 학교 한의과 학 경락경 학교실

Effect of Scutellaria barbata Pharmacopuncture Extract on Degranulation 
and Inflammatory Mediator Release in RBL-2H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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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Scutellaria barbata has been widely used in oriental medicine used for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 

of Scutellaria barbata on type I allergic response, we determined whether Scutellaria barbata 

inhibits early or late allergic responses.

Methods : To assess the effect of Scutellaria barbata Pharmacopuncture Extract(SB) in 

RBL-2H3 cells, we investigated the levels of the markers of degranulation such as β-hexo-

saminidase and histamine, inflammatory mediator such as IL-4, TNF-α, PGE2 and cysLT, and 

mRNA expression of cytokines and enzymes. In addition, we determined the levels of intracellular 

ROS by DCFH-DA assay and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y DPPH method.

Results : We found that SB suppressed the release of β-hexosaminidase and histamine and 

the production of IL-4, TNF-α, PGE2 and cysLT in RBL-2H3 by the antigen stimulation. SB 

also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nzyme mRNA expressions, such as HDC2, COX-1, COX-2, 

5-LOX and iNOS2, along with reduced cytokine mRNA expressions, such as IL-1β, IL-2, 

IL-3, IL-4, IL-5, IL-6, IL-13, TNF-α and GM-CSF in RBL-2H3. In addition, SB suppressed 

the levels of intracellular ROS.

Conclusions : Our results indicate that SB protects against type I allergic response and exert 

an anti-inflammatory effect through the inhibition of degranulation, inflammatory mediator 

release and mRNA expression of cytokines and enzymes.

Key words : Scutellaria barbata, pharmacopuncture, type I allergic response, degranulation, 

inflammatory mediator, RBL-2H3 cells

Ⅰ. 서 론

알 르기란 그리스어의 allos(change)+ergo(ac-

tion), 즉 생체의 변화된 반응이라는 뜻의 합성어에

서 유래되었다1). 정상 인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치

지 않는 물질에 해 면역체계가 이상반응을 일으

키는 것을 말하며, 에 와서 그 발생이 더 많아

졌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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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 으로 알 르기 질

환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산업

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 알 르기 

비염, 기 지 천식 등 알 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알 르기 질환은 환경 , 유  문제가 

복잡하게 연 되어 발병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

半枝蓮(Scutellaria barbata D. Don)은 꿀풀과 

식물 半枝蓮의 全草이다. 性味는 맛은 맵고 성질은 

平하다. 淸熱解毒, 活血, 驅 血, 化 利尿, 消腫解毒, 

抗癌, 解熱, 鎭痛, 止血, 解毒 作用을 하고3), 腫瘤, 闌

尾炎, 肝炎, 肝硬化腹水, 肺膿瘍 등을 主治한다4).

藥鍼療法은 韓醫學的 이론을 토 로 本草方劑學

的 약리작용과 經絡經穴의 치료작용을 배합시켜 

형성된 치료요법으로, 임상 치료 효과가 뛰어나 최

근 들어 그 임상 응용범 가 확 되고 있다
5)
.

재에는 벌의 毒을 이용한 蜂藥鍼, 胎盤 抽出物

인 紫何車, 鹿茸藥鍼, 山蔘藥鍼, 증류추출식 한약제

제 등 다양한 藥鍼이 연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6).

半枝蓮을 이용한 실험  연구는 항암치료 분야

에서 난소암  자궁암 세포 성장 억제효과, HeLa 

cell 증식억제와 사멸  항암활성에 한 연구 등

이 검토되었고, 半枝蓮·大蒜·白花蛇 草 複合藥鍼

이 腫瘍  免疫反應에 미치는 향, 半枝蓮 抽出

物이 식세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등7-12)

이 있었으나, 알 르기와 련된 세포 탈과립과 염

증매개물질 분비 억제에 한 연구는 아직 하지 

못하 다.

이에 자는 세포 탈과립과 염증매개물질 분비 

억제에 한 半枝蓮 藥鍼 抽出物(이하 SB)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응용범 를 넓히기 해 SB의 

RBL-2H3 세포 탈과립과 염증매개물질 분비 억제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 과정에서 RBL-2H3에 β-hexosaminidase 

release assay, Histamine release assay, IL-4 and 

TNF-α secretion assay, PGE2 and cysLT 

secretion assay, RNA extraction and RT-PCR을 

이용한 실험  알 르기 반응의 찰, 세포내 ROS 

생산에 미치는 향 찰 등을 통해 유의한 결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방법

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anti-dinitrophenyl(DNP) im-

munoglobulin E(IgE), DNP-HSA는 Sigma(USA)

로부터, Dulbecco's modification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EDTA solution은 Gibco 

BRL로부터, tetrazolium bromide salt(MTT)  

dimethylsulfoxide(DMSO)는 Amresco로부터, PGE2

와 cysLT kit는 Cayman Chemical로부터, Inter-

leukin(IL)-4와 tumor necrosis factor alpha(TNF-

α) kit는 BD Biosciences Pharmingen으로부터, 

RT-PCR kit(one-step RT-PCR PreMix kit)는 

iNtRON Biotechnology, Inc.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 다.

2.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半枝蓮(Scutellaria barbata D. 

Don)은 옴니허 ( 구,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다. 半枝蓮 100 g을 증류수로 水洗하여 1 L의 

75% Ethanol을 加하여 incubator(iNtRON BIO-

TECHNOLOGY, Korea)에서 60
o
C, 90 rpm 조건 

하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 다. 추출된 용액을 원

심분리를 통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0.2 mm 여과

지에서 여과하여 rotary evaporator로 200 ml가 되

도록 減壓濃縮한 후 냉동 건조하여 10.3 g의 半枝

蓮 藥鍼 抽出物을 얻었다. -20oC에 보 하 다가 

실험 직  생리식염수나 배지에 희석하여 0.2 μm 

syringe filtering 후 실험에 사용하 다.

3. 세포배양

RBL-2H3(rat basophilic leukemia cell line)은 

한국 세포주은행(Korea Cell Line Bank, KCLB)에

서 분양 받아 배양하 다. 세포의 배양을 하여 

10% heat-inactivated FBS(Gibco BRL, USA)과 

1% penicillin  streptomycin(Gibco BRL, USA)

을 포함한 DMEM(Gibco BRL, USA) 배양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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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 다. 세포는 37
o
C, 5% CO2 조건하에서 배

양하 고, 세포의 증식에 따른 과 도 상을 해소

하기 하여 0.05% trypsin-EDTA solution(Gibco 

BRL, USA)을 처리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계

 배양하 다.

4. MTT assay

RBL-2H3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MTT법을 사용하 다. RBL- 

2H3 cells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 

시킨 후 48 well plate(Cornig, USA)에 5×104 cells/ 

ml의 세포 수가 되도록 분주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SB를 농도별(0, 

1, 5, 10, 15  20 mg/ml)로 처리한 후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5 mg/ml의 MTT

를 각 well에 넣고 잘 섞어  후 4시간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tetrazolium bromide salt

를 제거하고 DMSO를 150 μl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mazin이 잘 녹을 수 있게 충분히 흔들어 

모두 녹인 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 다.

5. β-hexosaminidase release assay

알 르기 즉시반응의 지표인 탈과립에 한 억

제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β-hexosaminidase의 분

비를 측정하 다. RBL-2H3 cells를 10% FBS를 포

함한 DMEM에 탁시킨 후 24 well plate(Cor-

ning, USA)에 5×10
5
 cells/ml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그 후 anti-DNP IgE(30 ng/ml)로 감

작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각 well의 세포들을 Siraganian buffer(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2, 25 mM 

PIPES, 40 mM NaOH, pH7.2)로 2번 세척한 다음 

각 well당 5.6 mM glucose, 1 mM CaCl2와 0.1% 

BSA가 포함된 Siraganian buffer를 첨가하고 SB를 

농도별(0, 5  10 mg/ml)로 1시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DNP- HSA(10 μg/ 

ml)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ice bath에

서 10분 동안 방치한 후 반응을 종결시켰다. 상층

액 20 μl를 96 well plate에 옮기고 substrate 

buffer(4-p-Nitrophenyl-N-acetyl-b-D-glucosaminide 

1 mM, sodium citrate 0.05 M, pH4.5) 80 μl를 넣

고 37oC에서 30분 배양시킨 다음 각 well당 stop 

solution 2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o. Ltd., 

USA)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B 처리군과 조군의 흡 도 값으로 다음 식

에 의해 inhibition(%)를 산출하 다.

Inhibition(%)=(1-T/C)×100

C : Cell(+), DNP-HSA(+), test sample(-)

T : Cell(+), DNP-HSA(+), test sample(+)

6. Histamine release assay

알 르기 즉시반응의 지표인 탈과립에 한 억

제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histamine의 분비를 측

정하 다. RBL-2H3 cells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시킨 후 24 well plate(Corning, 

USA)에 5×105 cells/ml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그 후 anti-DNP IgE(30 ng/ml)로 감작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각 well의 세포들을 Siraganian buffer(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2, 25 mM 

PIPES, 40 mM NaOH, pH7.2)로 2번 세척한 다음 

각 well당 5.6 mM glucose, 1 mM CaCl2와 0.1% 

BSA가 포함된 Siraganian buffer를 첨가하고 SB를 

농도별(0, 5  10 mg/ml)로 1시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DNP-HSA(10 μg/ 

ml)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ice bath에

서 10분 동안 방치한 후 반응을 종결시켰다. 배양

된 RBL-2H3 세포를 4oC에서 5분 동안 2,000 rpm

으로 원심 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었

다. e-tube에 시료 25 μl를 넣고 0.1 N HCl 22.5 

μl, 60% HClO4 2.5 μl를 넣고 혼합 후 원심분리

하여 그 상층액 40 μl를 5 N NaOH용액 25 μl, 

n- butanol 500 μl  NaCl 0.06 g을 혼합한 튜

에 넣고 진탕 후 원심분리(2000 rpm, 10 min)하

다. Butanol층 400 μl를 새 e-tube에 넣고 0.1 N 

HCl용액 150 μl, n-heptane 0.5 ml를 가하여 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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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심분리(2,000 rpm, 10 min)하 다. 여기에서 

얻어진 수층 100 μl에 1 N NaOH 용액 200 μl와 

OPT (o-phthaldialdehyde) 용액 5 μl를 넣고 혼합 

후 37
o
C에서 3분 동안 반응시킨 후 3 N HCl 용액 

10 μl를 넣고 혼합하여 2분 동안 방치한 후 360 

nm(excitation)과 450 nm(emission)에서 fluoro-

meter(SPECTRAMAX M2, Molecular Devices Co. 

Ltd. USA)로 형 도를 측정하 다. SB 처리군과 

조군의 흡 도 값으로 다음 식에 의해 inhi-

bition(%)를 산출하 다.

Inhibition(%)=(1-T/C)×100

C: Cell(+), DNP-HSA(+), test sample(-)

T: Cell(+), DNP-HSA(+), test sample(+)

7. IL-4 and TNF-α secretion assay

RBL-2H3 cells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시킨 후 24 well plate(Corning, USA)에 5×105 

cells/ml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그 후 

anti-DNP IgE(30 ng/ml)로 감작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지교환 

후 SB(0, 5  10 mg/ml)를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DNP- 

HSA(10 μg/ml)를 처리하여 4시간 동안 자극시키

고 ice bath에서 10분 동안 방치하여 반응을 종결

시켰다. 상층액을 분리하여 5,000 rpm에서 10분 동

안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상층액을 -70oC에 보 하

다가 IL-4와 TNF-α ELISA kit(BD Biosciences 

Pharminge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Micro-

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o. Ltd., USA)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출된 

IL-4와 TNF-α의 양을 계산하 다.

8. PGE2 and cysLT secretion assay

RBL-2H3 cells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시킨 후 24 well plate(Corning, USA)에 2×10
6
 

cells/ml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그 후 

anti-DNP IgE(30 ng/ml)로 감작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지교환 

후 SB(0, 5  10 mg/ml)를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DNP- 

HSA(10 μg/ml)를 처리하여 30분 동안 자극시키

고 ice bath에서 10분 동안 방치하여 반응을 종결

시켰다. 상층액을 분리하여 5,000 rpm에서 10분 동

안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상층액을 -70oC에 보 하

다가 PGE2와 cysLT ELISA kit(Cayman Che-

mical, Ann Arbor, M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o. Ltd., 

USA)를 사용하여 405∼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여 출된 PGD2와 cysLT의 양을 계산하 다.

9. RNA extraction and RT-PCR

RBL-2H3 cells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시킨 후 6 well plate(Corning, USA)에 1×106 

cells/ml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그 후 anti 

DNP-IgE(30 ng/ml)로 감작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새로운 

DMEM배지로 교환한 후 SB를 농도별(0, 5  10 

mg/ml)로 세포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PBS로 2회 세척한 다음 DNP-HSA(10 μg/ml)을 

4시간 동안 처리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 다. 상층

액을 제거한 후 1 ml의 TRizol을 넣고 2분간 방치

한 후 chloroform을 넣고 10 간 vortexing하고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

하여 동량의 isopropanol을 혼합하여 흔들어 주었

다. 13,000 rpm에서 2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pellet은 DEPC(diethyl pyrocarbonate)- 

DW 20 μl에 녹여 -20oC에 보 하 다가 실험에 

사용하 다. RT-PCR은 one-step RT-PCR PreMix 

kit(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45oC에서 30분, 94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94oC

에서 30 간 denaturation시키고, 55oC에서 30 간 

annealing시킨 다음, 72
o
C에서 1분간 extension시키

는 cycle을 32회 반복한 뒤, 마지막 extension은 

72oC에서 5분간 PCR machine(GeneAmp, PCR 

system 9,700, USA)에서 수행하 다. 각 PCR 

products는 2% agarose gel에 loading하여 100 V 조

건에서 30분간 기 동을 통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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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SB on the cell viability and 
cytotoxicity of RBL-2H3 cells.
RBL-2H3 cells(5×104 cells/ml)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0, 1, 5, 10, 15, and 20 mg/ml) of 
SB for 1h.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using a colori-
metric assay based on MTT assay. Results represent as 
the mean±SD.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570 mn 
using ELISA reader.

10. 세포내 ROS(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RBL-2H3 cells는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시킨 후 96 well plate(Corning, USA)에 5×105 

cells/ml이 되도록 분주하고 anti-DNP-IgE(30 ng/ 

ml)로 감작한 후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24시

간 배양하 다. anti-DNP-IgE(0.5 μg/ml)로 감작

된 RBL-2H3 cells은 37oC에서 30분 동안 10 μM 

H2DCF-DA로 배양되었다. 그 후 PBS로 배지에 

남아 있는 H2DCF-DA를 제거한 후 SB(0, 5  

10 mg/ml)를 처리하여 30분 동안 배양하고 DNP- 

HSA(10 μg/ml)에 10분 동안 자극하 다. 그 후 

얼음 에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90 nm(excita-

tion)과 530 nm(emission)에서 fluorometer(SPEC-

TRAMAX M2, Molecular Devices Co. Ltd. USA)

를 사용하여 ROS에 의해 산화된 DCF의 양을 측

정하 으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DCF oxidation(%)=(T-C)/C×100, 

C : control, T : test sample

11.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법은 Itoh T, Umekawa H, Furuichi Y13)

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0.5 

mM DPPH 라디칼 용액 0.1 ml, 99% 에탄올 0.8 

ml과 SB 용액 0.1 ml의 반응 혼합물로 측정하 다. 

각 용액을 잘 혼합한 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으며, 조군으로 Vitamin C(L-ascorbic 

acid)가 사용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억

제율로 나타내었으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Inhibition(%)=(C-T)/C×100, 

C : control, T : test sample

12. 통계처리

成績은 SPSS 17.0K for Windows 통계 로그램 

패키지를 사용하여 평균치±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각 실험군 간의 통계

학  분석은 one way-ANOVA와 Dunett test 검정

을 실시하 다.

III. 결  과

1. 세포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RBL-2H3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본 결과 SB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1.27±0.20의 흡 도를 나타내었고, SB를 농도별(1, 

5, 10, 15  20 mg/ml)로 처리한 세포에서 각각 

1.36±0.08, 1.29±0.15, 1.30±0.10, 1.22±0.14,  1.17± 

0.09의 흡 도를 나타내어 20 mg/ml 농도 이하에

서 세포생존  증식 데이터의 결과가 유의성이 없

었으므로 독성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 Degranulation에 미치는 향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β-hexosaminidase 분비

에 미치는 SB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SB 5 mg/ml 

농도에서 65.83±3.19%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SB 10 mg/ml 농도에서 95.79±4.42%의 억제효과를 

나타내 농도의존 으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A). 한 histamine 분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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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SB on the production of IL-4(A) and TNF-α(B) cytokine in RBL-2H3 cells.
The cells(5×105 cells/ml) were sensitized with anti-DNP IgE(30 ng/ml) for 24 h and stimulated by DNP-HSA(10 μg/ 
ml). SB(5 and 10 mg/ml) was pretreated for 1 h prior to DNP-HSA stimulation for 4 h. IL-4 and TNF-α concentration 
was measured from cell supernatant using ELISA method.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50 nm with a microplate 
reader. Results represent as the mean±SD. #p＜0.05 vs vehicle group, *p＜0.05 vs stimulated group.

    

Fig. 2. Inhibition effect of SB on the markers of degranulation, β-hexosaminidase(A) and histamine(B) 
release from RBL-2H3.
The cells(5×105 cells/ml) were sensitized with IgE(30 ng/ml) overnight and treated with SB(5 and 10 mg/ml) for 1 h prior 
to their DNP-HSA stimulation. (A)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05 nm with a microplate reader. (B) The 
fluorescence intensity was measured with excitation at 360 nm and emission at 450 nm with a fluorometer. Results represent 
as the mean±SD of the inhibition of β-hexosaminidase(A) and histamine(B) release. *p＜0.05 vs stimulated group.

는 SB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SB 5 mg/ml 농도에

서 32.49±15.38%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SB 10 

mg/ml 농도에서 43.52±13.87%의 억제효과를 나타

내 농도의존 으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다(Fig. 2B).

3. IL-4와 TNF-α cytokine 생산에 미치는 
향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IL-4의 양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서 7.62±2.38 pg/ml이었으

며,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149.80±44.53 pg/ml

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유의한

(p＜0.05)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SB를 농도별(5 

and 10 mg/ml)로 처리한 세포에서 각각 104.30±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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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SB on the production of PGE2(A) and cysLT(B) in RBL-2H3 cells.
The cells(2×106 cells/ml) were sensitized with anti-DNP IgE(30 ng/ml) for 24 h and stimulated by DNP-HSA(10 μg/ 
ml). SB(5 and 10 mg/ml) was pretreated for 1 h prior to DNP-HSA stimulation for 30 min. PGE2 and cysLT 
concentration was measured from cell supernatant using ELISA method.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05 nm with a 
microplate reader. Results represent as the mean±SD. #p＜0.05 vs vehicle group, *p＜0.05 vs stimulated group.

15.42 pg/ml과 102.60±11.19 pg/ml로 항원으로 자극

한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

(Fig. 3A). 한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TNF-

α의 양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서 

1.04±1.06 ng/ml이었으며,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서 1.58± 0.22 ng/ml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SB를 농도별(5 and 10 mg/ml)로 처리한 세

포에서 각각 0.89±0.16 ng/ml과 0.83±0.19 ng/ml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감

소를 보 다(Fig. 3B).

4. PGE2와 cysLT 생산에 미치는 향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PGE2의 양은 아무

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서 0.06±0.05 pg/ml이

었으며,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0.49±0.10 pg/ml

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유의한

(p＜0.05)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SB를 농도별(5 

and 10 mg/ml)로 처리한 세포에서 각각 0.35±0.07 

pg/ml과 0.14±0.05 pg/ml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

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Fig. 4A). 

한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cysLT의 양은 아

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서 267.20±44.69 pg/ 

ml이었으며,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1,658.00± 

50.52 pg/ml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 비

해 유의한(p＜0.05)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SB를 

농도별(5 and 10 mg/ml)로 처리한 세포에서 각각 

1,432.00±64.88 pg/ml과 1,414.00±101.70 pg/ml로 항

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

를 보 다(Fig. 4B).

5. Cytokin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RBL-2H3 cells에서 cytokine 유 자의 발 에 

해 조사한 결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

에 비해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IL-1β, IL-2, 

IL-3, IL-4, IL-5, IL-6, IL-13, TNF-α과 

GM-CSF mRNA의 발 량이 하게 증가하 으

며, SB(5 and 10 mg/ml)를 처리한 세포에서 모든 

mRNA의 발 이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5). 

6. Enzym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RBL-2H3 cells에서 비만세포 과립내 L-histidine

을 histamine으로 환시키는 효소인 HDC2 유

자의 발 을 조사한 결과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서 HDC2 mRNA의 발 이 히 증가하 으나 

SB(5 and 10 mg/ml)처리에 의해 농도의존 으로 

발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prosta-

glandin과 leukotriene 등의 지질 사물의 생산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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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SB on the 
expression of IL-1β, IL-2, 
IL-3, IL-4, IL-5, IL-6, IL-13, 
TNF-α and GM-CSF mRNA 
in the anti-DNP IgE-sen-
sitized RBL-2H3.
Detection of cytokines secretion 
was examined by RT-PCR ana-
lysis. GAPDH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genes.

여하는 염증성 enzyme 유 자의 발 에 해 조

사한 결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COX-1, COX-2, 5- 

LOX와 iNOS mRNA의 발 량이 하게 증가하

으며, SB(5 and 10 mg/ml)를 처리한 세포에서 

mRNA의 발 이 농도의존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7. 세포내 ROS(reactive oxygen species) 
생산에 미치는 향

세포내 ROS의 양은 H2DCF-DA fluorescent 

probe(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H2DCF-DA는 ROS 측정에 

특이 인 세포에 침투가 가능한 형  탐 자이다. 

형 을 띠지 않는 H2DCF-DA는 세포내 에스테르 

활성에 의해 디아세틸화되고 ROS에 의한 세포내 

산화를 통해 2',7'-dichlorofluorescein(DCF)로 형

을 띠게 된다. RBL-2H3 cells에서의 세포내 ROS

의 생산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한 결과, anti- 

DNP IgE와 DNP-HSA로 항원-항체 면역반응을 

유도한 세포에서 시간에 따라 ROS 생산이 증가하

으며, SB(0, 5 and 10 mg/ml)을 처리한 세포에

서 농도의존 으로 세포내 DCF 산화를 감소시켜 

ROS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8.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해 조사한 결과, 

vitamin C에서 5, 10 and 15 mg/ml의 농도에서 각

각 80.73%, 81.07%와 81.05%의 소거활성을 나타내

었고, 반면 SB는 5, 10 and 15 mg/ml의 농도에서 

각각 31.10%, 19.29%와 3.24%의 소거활성을 나타

내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감소함을 보 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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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SB on FcεRI-triggered ROS
production in RBL-2H3 cells.
IgE-sensitized RBL-2H3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SB(5 and 10 mg/ml) and 10 μM of H2DCF-DA for 30 
min, washed twice with PBS, and resuspended in 
Siraganian buffer. H2DCF-DA-loaded cells were stimu-
lated with DNP-HSA(10 μg/ml) for 10 min, and ROS- 
mediated DCF oxidation was measured with excitation at 
490 nm and emission at 530 nm with a fluorometer.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 increase in DCF 
oxidation above the unstimulated controls.

Fig. 8.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B.
The reaction mixture contained 0.1 ml of 1 mM DPPH 
radical solution, 0.8 ml of 99% ethanol, and 0.1 ml of SB. 
The scavenging capacity was measured by monitoring the 
decrease in absorbance at 517 nm. All data are expressed 
as % inhibition of the inhibition of DPPH radical. Inhi-
bition(%)=(C-T)/C×100, C : control, T : test sample.

Fig. 6. Effects of SB on the 
expression of HDC2, COX- 
1, COX-2, 5-LOX and iNOS  
mRNA in the anti-DNP IgE- 
sensitized RBL-2H3.
Detection of cytokines secretion 
was examined by RT-PCR ana-
lysis. GAPDH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genes.

IV. 고  찰

알 르기란 항원에 한 면역반응이 정상 이 

아닌 필요 이상의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패턴을 말

한다. 과민한 면역응답을 보이는 것을 과민증이라

고 하는데, 과민한 면역응답은 바로 필요 이상의 

면역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과민증은 알 르기와 

거의 같은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
14)
.

알 르기의 표 인 3  질환은 아토피, 비염, 

천식이다. 이외에도 두드러기 등 원인을 알 수 없

는 특발성 질환도 알 르기 범주에 속한다. 피부에 

과민반응을 보일 때는 아토피, 코 막에 과민반응

을 보일 때는 비염, 기 지 막에 과민반응을 보

일 때는 천식으로 나타난다15).

제I형 알 르기는 비만세포의 막표면에 있는 

IgE 항체에 항원이 결합되어, 세포에서 histamine, 

leukotriene을 비롯한 화학 달물질이 유리된다. 항

원은 꽃가루이거나, 집먼지 진드기가 되기도 한다. 

정상 인 사람은 꽃가루나 집먼지 진드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제I형 알 르기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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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반응을 보인다. 항원이 체내에 재차 들어오면 

이들 세포와 결합한 IgE는 항원과 특이 으로 결

합하여 receptor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 탈과립

을 일으킨다. 이 화학  매개물질들은 투과성 

항진, 평활근수축, 액분비항진을 일으키고 특유

의 제I형 알 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제I형 알 르

기는 항원과 해서 증상이 발 하기까지의 시

간이 짧기 때문에 즉시형 알 르기 는 ana-

phylaxis형 알 르기라고 한다. Anaphylaxis에는 

신성과 국소성이 있는데 자는 항원 주입 후 수 

분만에 호흡곤란, 신성 경련 등의 쇼크증상을 일

으키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며, 후자는 항원주사 

부 에 발 , 종창 등을 일으킨다
14,16)

.

비만세포(mast cell)는 1879년 독일의 Paul Ehr-

lich가 개구리의 mesentery에서 toluidine blue나 

alcine blue와 같은 aniline계 염기성색소에 특이

인 이염성을 나타내는 과립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

를 발견하고 과립이 세포질 내로 포식된 것으로 

생각하여 Mastzell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지 은 비만세포의 과립이 포식의 결과

가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생물학  유효물질을 포

함하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 면역세포로 

인식되고 있다.

비만세포는 생체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한 사람

이 약 1,012개의 비만세포를 가지고 있고, 골수에 

존재하는 progenitor cell로부터 기원하며, 세포핵 

내에 50∼200개 정도의 많은 과립이 있고, 외부 환

경과 이 많은 부 에서 다량의 비만세포가 발

견된다. 사람에게서 비만세포는 폐의 폐포 주 , 

비강 막, 결막, 장 막 등의 상피층과 결합하고 

있어 기생충의 침입 등에 한 최  방어선의 역

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드기와 같은 aller-

gen과 상호 작용하여 알 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만세포로부터 여러 종류의 cytokine

이 발견됨으로써 알 르기 염증 반응의 작용 기

과 치료에 많은 향을 끼쳤다17).

항체의 본체는 immunoglobulin이라고 하는 단백

질이고, IgE, IgA, IgG, IgM, IgD의 다섯 종류가 

있으며, 알 르기의 부분은 IgE에 의하여 일어난

다. 몸의 조직  비만세포는 장기 등을 형성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존재한다. 비만세포나 호염기

구는 그 표면에 붙은 항원과 반응하면 탈과립이라

고 하는 상을 일으킨다. 과립 속에는 histamine

을 비롯한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다. Histamine과 

leukotriene을 비롯한 화학 달물질은 IgE 항체에 

알 르겐이 결합했을 때에 비만세포로부터 방출된

다. Histamine, leukotriene은 기도수축, 모세 투

과성 항진, 모세  확장, 기도 액분비 항진 등

의 공통된 생리작용을 가진다14,18).

Cytokine이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활성물

질로, 세포간의 정보 달에 여한다. 알 르기 반

응이 일어나면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분화, 증식과 

성장, 활성화, 화학  매개물질들의 분비  유입

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여러 종류의 

cytokine이 직 , 간 으로 여하게 된다. Cy-

tokine에는 몇 종류가 있어, interleukin, interferon, 

tumor necrosis factor, colony stimulating factor, 

growth factor 등이 cytokine에 포함된다. 그들은, 

 몇 개의 subclass로 분류된다. 면역반응에서는 

세포들끼리 cytokine이라는 명령서를 이용하여, 흥

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Inter-

leukin은 IL-18까지 보고되어 있고, 생물활성은 복

잡하다14,17).

半枝蓮은 脣形科 黃芩屬의 植物 半枝蓮을 기원

으로 하며, 全草로 藥에 넣어 쓴다
4)
. 국의 江 , 

廣西, 廣東, 四川, 河北, 山西, 陜西, 湖北, 安徽, 江

西, 浙江, 福建, 貴州, 雲南, 河南 등지에 분포하고, 

臺灣에서도 자생한다. 吐血, 鼻出血, 血淋, 赤痢, 黃

疸, 咽喉痛, 肺癰, 疔瘡, 瘰癧, 瘡毒, 癌腫瘍, 打撲傷, 

칼에 베인 傷處, 毒蛇에 물린 咬傷 등을 치료한다. 

南京民間藥草에서 破血通經하고, 廣西藥植圖誌에서 

消痰, 散 , 止血. 治打撲傷, 血痢하며, 南寧 藥物

誌에서 消腫, 止痛. 治打撲, 傷, 瘡瘍하고, 泉州本

草에서 淸熱, 解毒, 祛風, 散血, 行氣, 裏水, 通絡, 

破 , 止痛. 內服主血淋, 吐血, 衄血, 外用治毒蛇咬

傷, 癰疽, 疔瘡, 無名腫毒하며, 廣州民間 常用中草藥

手冊에서 淸熱解毒, 治蘭尾炎, 肝炎하고, 成都 常用

草藥治療手冊에서 治食道癌, 胃癌, 子宮癌이라고 

하 다3).

국에서 半枝蓮은 통 으로 간, 폐, 직장암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19), 최근 연구에서 半枝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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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21).

藥鍼療法은 韓醫學的 기본이론을 토 로 經絡, 

穴位의 치료작용을 激發시키고 근 의학 의 약물

의 약리작용과 주사방법을 결합하여 형성된 일종

의 독특한 요법이다. 약물이 經絡系統을 따라 病所

에 直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穴位와 약물의 치

료효과가 더욱 증강된다22). 

藥鍼療法은 효과가 빠르고 용량이 정확하며 약

물이 장 에서 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內服하기 힘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오 과 등 그 임

상 응용범 가 확 되고 있다
23,24)

.

半枝蓮을 이용한 실험  연구는 항암치료 분야

에서 난소암  자궁암 세포 성장 억제효과, HeLa 

cell의 증식억제와 사멸에 미치는 향, 항암활성에 

한 연구 등이 검토되었고, 半枝蓮·大蒜·白花蛇

草 複合藥鍼이 腫瘍  免疫反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半枝蓮 抽出物이 lipopolysaccharide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 등7-12)이 있다.

이에 자는 세포 탈과립과 염증매개물질 분비 

억제에 한 半枝蓮 藥鍼 抽出物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응용범 를 넓히기 해 SB가 RBL-2H3 

세포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degranulation에 

미치는 향, IL-4와 TNF-α cytokine 생산에 미

치는 향, PGE2와 cysLT 생산에 미치는 향, 

cytokin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enzym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세포내 ROS 생산에 미치

는 향,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살펴보았다.

세포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에서 RBL-2H3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

과 SB를 농도별로 처리한 세포는 20 mg/ml 농도 

이하에서 세포생존  증식 데이터의 결과가 유의

성이 없었으므로 독성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1).

β-hexosaminidase는 비만세포의 분비과립에 

장되어 있다가, 비만세포가 면역학 으로 활성화될 

때 histamine과 함께 부수 으로 분비되므로 β- 

hexosaminidase의 활성화는 비만세포 탈과립의 표

지인자로서 사용된다25).

Degranulation에 미치는 향에서 항원-항체 반

응에 의한 β-hexosaminidase 분비에 미치는 SB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SB는 농도의존 으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Fig. 2A), 한 hista-

mine 분비에 미치는 SB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SB

는 농도의존 으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다(Fig. 2B).

IL-4는 제I형 알 르기 반응의 매개체인 IgE와 

비만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의 조 자로 IL-4의 증

가는 알 르기의 발생에 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TNF-α는 구염증인자로서 비만세포와 

식세포 등에서 생성되어 많은 염증반응을 유발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세포에서 유리된 

TNF-α는 국소의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국소 

알 르기 염증반응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7). 

IL-4와 TNF-α cytokine 생산에 미치는 향에

서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IL-4의 양은 SB를 

농도별로 처리한 세포에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

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Fig. 3A). 

한 RBL-2H3 cells에서 분비된 TNF-α의 양은 

SB를 농도별로 처리한 세포에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Fig. 

3B).

PGE2와 cysLT는 prostaglandin과 leukotriene의 

표  염증매개물질  하나로, 비만세포에서 방

출되는 화학 달물질로서 histamine, serotonin, pro-

teoglycan 등과 함께 방출되며, cyclooxygenase-2, 

5-lipoxygenase  여러 가지 cytokines에 의해 활

성화된다28).

PGE2와 cysLT 생산에 미치는 향에서 RBL- 

2H3 cells에서 분비된 PGE2의 양은 SB를 농도별

로 처리한 세포에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Fig. 4A). 한 

RBL- 2H3 cells에서 분비된 cysLT의 양은 SB를 

농도별로 처리한 세포에서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

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Fig. 4B).

비만세포가 활성화되어 세포막 인지질 유래 

구물질인 arachidonic acid로부터 다양한 염증효과

를 나타내는 지질 유래 매개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cyclooxygenase 활성을 거쳐 prostaglandin을 

생성하는 경로와 lipoxygenase 활성을 거쳐 le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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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ne을 생성하는 경로로 크게 나 어진다
29)
. 한 

지질 매개물과 함께 Th2의 후기반응을 지속시키는 

IL-3, IL-4, IL-5, IL-13  GM-CSF와 같은 추가

인 cytokine들도 새로이 사, 합성  분비된다
30)
.

Cytokin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보면 

RBL-2H3 cells에서 cytokine 유 자의 발 에 해 

조사한 결과,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는 IL-1β, 

IL-2, IL-3, IL-4, IL-5, IL-6, IL-13, TNF-α과 

GM-CSF mRNA의 발 량이 하게 증가하 으

며, SB를 처리한 세포는 모든 mRNA의 발 이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HDC는 히스티딘 탈카르복시화 효소로 히스티

딘에서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반응을 매한다. 히

스타민의 합성은 비만세포 자극 후 HDC mRNA 

의 발  증가와 련된다31).

Cyclooxygenase(COX) family는 prostacyclin과 

thromboxane 뿐만 아니라 PGs의 형성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OX는 arachidonic acid를 PGs로 

환하는 효소로 COX-1과 COX-2로 존재하는데 

COX-2의 억제는 염증과 통증의 증상을 감소할 수 

있고32), 5-LOX는 몇몇 알 르기와 피부 염증 질환

에 련한다고 알려져 있다
33)
.

한 NO의 생산은 평활근 이완, 소  억제, 

신경 달, 면역조 과  확장에 필요하지만 지

속 인 NO의 생산은 염, 기 지염, 염, 다발

성 경화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포함하는 병리  

상황과 련된다. NO는 척추동물에서 NO syn-

thase(NOS)에 의해 생산되는데, endothelial NOS

와 neuronal NOS는 지속 으로 발 되는 반면 

inducible NOS(iNOS)는 주로 자극된 macrophages

에 의해 생산되어 NO의 염증 조건을 제공한다. 과

도한 NO 생산이 세포독성, 염증, 암 발생, 자가면

역질환들을 래할 수 있다는 에서 NO 생산과 

iNOS 발 의 억제가 염증질환을 방할 수 있다
34,35)

.

Enzyme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보면 

RBL-2H3 cells에서 비만세포 과립내 L-histidine을 

histamine으로 환시키는 효소인 HDC2 유 자의 

발 을 조사한 결과,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는 

HDC2 mRNA의 발 이 히 증가하 으나 SB

처리에 의해 농도의존 으로 발 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prostaglandin과 leukotriene 등의 지

질 사물의 생산에 여하는 염증성 enzyme 유

자의 발 에 해 조사한 결과, 항원으로 자극한 

세포에서 COX-1, COX-2, 5-LOX와 iNOS mRNA

의 발 량이 하게 증가하 으며, SB를 처리한 

세포에서 mRNA의 발 이 농도의존 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산화스트 스의 증가는 알 르기 염증에 요한 

역할을 한다. 5-Lipoxygenase는 비만세포에서의 

ROS 생산과 련된 주된 효소이고, 생산된 ROS는 

세포 degranulation과 cytokine 분비를 진시켜 알

르기가 유발된다36,37).

항산화 활성은 ROS와 DPPH 소거활성의 측정

을 통해서 조사하 다. 세포내 ROS의 생산에 미치

는 향에서 anti-DNP IgE와 DNP-HSA로 항원-

항체 면역반응을 유도한 세포는 시간에 따라 ROS

생산이 증가하 으며, SB를 처리한 세포에서 농도

의존 으로 세포내 DCF 산화를 감소시켜 ROS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DPPH 소거활성의 측정에서 vitamin C와 SB를 

비교하여 볼 때 S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감소함을 보이는데(Fig. 8), 이

러한 결과로 유추할 때 SB에 의한 세포내 ROS 생

산의 억제는 radical scavenging activties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 이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MTT assay에서 세포생존  증식에 향을 미치

지 않았고, β-hexosaminidase release assay와 his-

tamine release assay에서 탈과립을 유의성 있게 억

제시켰으며, IL-4와 TNF-α secretion assay에서 

IL-4와 TNF-α의 생산을 유의성 있게 억제시켰고, 

PGE2와 cysLT secretion assay에서 PGE2와 

cysLT의 생산을 유의성 있게 억제시켰으며, RNA 

extraction and RT-PCR에서 cytokine  enzyme 

mRNA의 발 량을 유의성 있게 억제시켰고, 세포

내 ROS 측정에서 세포내 DCF 산화를 감소시켜 

ROS의 생산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총 해서 볼 때, 半枝蓮 藥

鍼 抽出物이 RBL-2H3 세포 탈과립과 염증매개물

질의 분비를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제I형 알르 기 반응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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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RBL-2H3 세포를 이용하여 半枝蓮 藥鍼 抽出物

이 제I형 알 르기 반응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세포생존  증식에 향

을 미치지 않았다.

2.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β-hexosaminidase와 his-

tamine의 분비를 억제시켰다.

3.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IL-4와 TNF-α의 생산을 

억제시켰다.

4.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PGE2와 cysLT의 생산을 

억제시켰다.

5.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cytokine  enzyme 

mRNA의 발 량을 억제시켰다.

6. 半枝蓮 藥鍼 抽出物은 세포내 ROS의 생산을 억

제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半枝蓮 藥鍼 抽

出物은 세포 탈과립과 염증매개물질 분비 억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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