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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콩 된장의 사이토카인 생성  종양 이 억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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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Doenjang with Black Soybean on Cytokine Production and Inhibition of Tumor 
Metastasis. Sun-Young Lim, Myung-Suk Bae1, Kun-Young Park1 and Kwang-Hyuk Kim2*. Division of 
Marine Environment & Bio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1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2Dept. Microbiology, Institute for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black soybean and doenjang with black soybean on production of cytokines 
including interleukin-2 (IL-2), interleukin-6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compared with 
yellow soybean and doenjang with yellow soybean. We also determined inhibitory effect of two types 
of soybeans and doenjang on tumor metastasis produced by colon 26-M3.1 carcinoma cells. The cyto-
kine productions of mouse splenocytes increased by the exposure of lipopolysaccharide (LPS, 1 μ
g/ml) compared to without treatment of LPS. The LPS-induced IL-2 production was highest in the 
black soybean methanol extract, while the methanol extract from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 showed the higher levels of IL-2 without LPS (p<0.05). In case of LPS-induced IL-6 pro-
duction, the methanol extracts from control, yellow soybean,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and 7 mo showed higher levels of IL-6 compared to those of black soybean, and yellow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 (p<0.05). The methanol extract of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TNF-α in both with and without LPS (p<0.05). In experi-
ment of tumor metastasis, the treatment (1 mg/mouse) of methanol extract from black soybean doen-
jang fermented for 7 mo inhibited tumor metastasis by 50% and ha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among other samples (p<0.05). From these results, doenjang manufactured with black soybean modu-
lated the production of cytokine and showed anticancer effect, suggesting that this effect was in-
creased with increased periods of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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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검정콩은 흑 두라고도 하며 특정한 한 종류의 콩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검은빛을 띠는 콩을 통칭한다. 흑태는 검

은콩 가운데서도 크기가 크며 콩밥이나 콩자반 등에 사용되

며 서목태는 다른 검은콩보다 크기가 작아 마치 쥐 처럼 

보인다고 하여 쥐 이콩이라고 부른다. 서리태는 껍질이 검

은색이지만 속이 랗다고 하여 속청이라고 불리며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길어서 10월경에 서리를 맞은 뒤에나 수확할 수 

있으며 서리를 맞아가며 자란다고 하여 서리태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물에 담갔을 때 잘 무르고 당도가 높아 다른 잡곡

과 함께 밥에 넣어서 먹거나 떡을 만들 때 함께 넣는 등 주로 

식용으로 쓰인다. 한방에서는 오래 부터 검정콩의 효과에 

주목해 왔는데 검정콩은 해독력이 특히 뛰어나 한약제로 많

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약콩이라 하여 알

려져 있다[18]. 검정콩의 표피인 껍질에서는 노란콩의 껍질

에선 발견되지 않는 탁월한 항산화효과가 있는 glycitein이 

검출되었으며 이소 라빈  안토시아닌 색소 등이 함유되

어 있어 이의 생리 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기 된다[15,17]. 

검정콩 종실의 성분을 살펴보면 단백질이 약 40%, 지방이 

20%, 당 함량이 10% 수 으로, 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일

반 노란콩과 성분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종피색이 다

를 뿐이다[29]. 안토시아닌이라는 검정콩 종피의 페놀성 물

질은 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라보노이드 색소

인데, 인체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17,30,32]. 한 이소 라

본  천연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 노란콩보다 높은 

항산화  항노화작용[16,26,28]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으며, 검정콩 종류인 서리태, 서목태, 노란콩 종류인 황 콩

으로 항암효과를 비교 실험해 본 결과 검정콩 서리태의 항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이 보고되었다[12]. Bae와 

Moon [1]은 노란콩, 립 검정콩  소립 검정콩의 안토시아

닌 색소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소립 검정콩, 립 

검정콩  노란콩의 순으로 그 함량이 많았으며 이들 콩에 

한 항산화 효과는 안토이아닌 색소  총 페놀함량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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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높게 나타나 이들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Shon 등[28]은 노란콩에 비하여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검정콩에 단백질 분해력이 우수한 발효균주를 첨가

하여 제조한 청국장은 높은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내었다고 하 다. 한 노란콩 청국장보다 검정콩 청국장의 

이소 라본 함량이 많은 이유로서 검정콩 자체에 함유한 이

소 라본 함량 때문이었으며 소립보다는 립 검정콩 이소

라본의 함량이 더 많았다고 보고하 다[28].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재자로 외

부 항원에 한 여러 면역세포간의 력을 재하므로 이들

의 생성과 분비는 면역반응조 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재 12가지 이상의 사이토카인들이 규명되었으나 부분 최

근에 밝 진 것으로 기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에서 interleukin-1 (IL-1), interleukin-2 (IL-2), interleukin-6 

(IL-6)  tomor necrosis factor-α (TNF-α) 등을 심으로 그 

기능들이 알려져 있다[22]. IL-2는 특히 보조 T 세포에서 분

비되는 당단백질로 T 세포의 증식에 필수 이므로 T 세포 

성장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natural killer 세포 증

식  B 세포의 항체 합성을 증가시키며 동물에서 종양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3]. IL-6는 식세포에서 

합성되며 T 세포와 B 세포의 분화에 여하며 IL-1과 동

으로 작용[24]하고 TNF-α는 식세포에서 합성되는 폴리펩

티드로 감염, 염증에 여하며 여러 종양에 항증식작용을 하

고 상처치료에 도움을 주고 식욕부진을 일으키며 쥐에서 세

균감염에 항성을 다[3,4]. 한국 고유의 표 인 두 발

효 식품인 된장에 한 연구는 부분 그 원료를 노란콩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정콩으로 만든 된장

에 한 연구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면역기능 

개선 효과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반 표 화된 노란콩 된장의 제조 공정도를 토 로 

하여 발효기간이 짧고, 제조하기 쉬운 Aspergillus oryzae를 

종한 검정콩 메주  된장을 제조하여 메탄올 추출물을 얻어 

후 면역과정의 생물학  작용과 사  변화를 유도하는 

IL-2, IL-6  TNF-α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측정하여 검

정콩 된장에 의한 면역 기능 개선  종양 억제 효과에 하

여 검토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시약

노란콩(황 콩. 립종)을 조구로 하 고, 검정콩은 립

종(서리태․속 란콩)을 충남 괴산군자농 에서 시 인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이토카인 생성을 한 실험동

물은 암컷 Balb/c 마우스로서 생후 8주 내외, 체  25 g 내외

의 것을 한바이오링크(음성군, 충청북도)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Lipopolysaccharide (LPS)는 Escherichia 

coli (serotype 026:B6)에서 분리 정제된 표품(Sigma Cat. 

L8274, USA)을 사용하 다. IL-2, IL-6, TNF-α를 측정하기 

한 시약은 Mouse IL-2, IL-6, TNF-α ELISA kit (eBioscience, 

USA)을 이용하 다.

용매 추출  분획

표 화된 방법[2]으로 검정콩  노란콩 메주를 제조한 

후 소   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32oC incubator에서 2

개월과 7개월 발효  숙성시켜 된장을 제조하 다. 각각의 

된장을 동결 건조한 후 마쇄하여 시료에 20배(v/w)의 메탄

올을 첨가하여 12시간 교반을 3회 반복한 후 여과하여 회

식 진공 농축기(EYELA, Tokyo Rikakikai Co. Japan)로 농축

하여 메탄올 추출물(methanol extract)을 얻었다. 이들 추출

물을 dimethylsulfuroxide (DMSO)에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

하 다.

비장세포배양 상층액

비장세포배양 상층액 비는 미리 비된 비장세포 부유

액을 10%가 되게 소 태아 청을 가한 RPMI 1640 (Gibco, 

USA) 배지로 ml 당 2×106 세포가 되도록 조 하여, 24 

wells tissue culture plate (Costar, USA)에 1 ml 씩 분주한 

후 시료 10 μg를 각각 작용시켜 37oC, 5% CO2 배양기에 배

양하 다. 한 시료 10 μg  LPS 1 μg와의 복합작용도 함

께 시험하 다. 조군은 DMSO액을 사용하 으며 배양시

간은 상기의 조건에 72시간으로 하 다. 배양이 끝난 후 

량 배양액을 수거한 다음 300× g에서 10분간, 10,000× g에서 

30분간 원침 시킨 후 그 상층액을 수거하여 -70oC에 보 하

다[13].

IL-2, IL-6, TNF-α 측정 

미리 96 wells microplate에 mouse IL-2, IL-6, TNF-α에 

한 capture 항체를 coating buffer에 희석하여 100 μg 씩을 

분주한 후 4oC에서 하룻밤 방치하 다. 다음날 plate를 세척

용 완충액으로 5번 세척한 후 assay diluent 250 μl을 분주한 

후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하 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5번 

세척한 후 plate의 각 well에 시료 100 μl을 하하여 실온에

서 2시간 동안 방치하 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5번 세척한 

후 detection 항체 100 μl을 분주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 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5번 세척한 후 avidin-horse-

radish peroxidase액 100 μl을 하하여 다시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하 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7번 세척한 후 tetrame-

thylbenzidine이 포함된 기질 액 100 μl을 하하여 실온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후 stop액 50 μl을 가하 다. Stop액 50 μl

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Optical density는 microplate 

reader (Bio-Rad, Model 550,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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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various kinds of soybeans and doenjang (10 μg/ml) on the levels of interleukin-2 in mouse 

splenocytes cultured for 72 hr. A: treated without LPS, B: treated with LPS (1 μg/ml) 

      Control: no agent, YS: yellow soybean, BS: black soybean, YSF (2 mo): yellow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2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7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7 months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마우스를 이용한 종양 이 억제 실험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웅성 Balb/c 마우스(한국 화학연

구소, )로, 체 이 25 g 후의 것을 사용하 으며, 사료

는 표 사료로 사육하 다. 사육 시 물과 사료는 충분한 양

을 공 하 고, 동물 실험실은 온도 22±1oC, 습도 55±5%를 

유지하 으며, 12시간 간격으로 light-dark cycle을 유지하

다. 종양 이 억제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폐(lung)에 하

여 이력을 획득한 고 이성 종양세포주인 colon 26-M3.1 

carcinoma cell을 100 unit/ml의 penicillin- streptomycin과 

7.5%의 fetal bovine serum (FBS)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gle's medium (DEME)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각각의 암세포는 

일주일에 2～3회 refeeding하고 6～7일 만에 0.05% trypsin 

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여 원심분리한 후 집 된 암

세포에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넣고 피펫으로 암

세포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잘 혼합하여 100 μl (2.5×104 ml)

를 Balb/c 마우스의 꼬리에 정맥 주사하 다. 각 군은 5마리

로 하 으며, 시료는 종양세포 종 2일 에 피하 주사하

다. 이된 종양의 정은 종양 종 14일 후에 마우스를 희

생시켜 종양의 표 기 인 폐를 출한 다음, Bouin's 용액

(saturated picric acid : formalin : acetic acid = 15 : 5 : 1, 

v/v/v)에서 이된 종양을 고정시킨 후 종양의 군집수를 계

수하 고, 시료에 의한 종양 이억제 효과는 종양만 종한 

조군과 비교하여 측정하 다[11,33].

통계 분석

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

를 구한 후 Tukey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이용

하여 통계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향

Scrimshaw 등[27]은 양, 면역 반응  감염증들 사이에

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제안하 다. 즉 양소 결핍은 숙

주 면역계의 결함과 련이 있으며 특정 양소의 권장량이

상의 섭취는 충분 섭취량과 비교했을 때 면역력을 향상시킨

다. 조 으로 감염질환은 물론이고 성  만성 염증반응

은 양불량 상태의 숙주에 사  이상을 래할 수도 있

다. 한 면역 개시반응은 식세포, 자연살해세포, T 세포 

 B 세포와 같은 면역 련 세포들의 외부항원에 한 즉각

인 반응에 의존한다. 한 면역세포들과 섬유아세포, 연골

세포  골아세포와 같은 조직고정 세포들의 상호 력은 염

증반응에 매우 필수 이다. 이러한 일련의 세포들의 간의 

력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재하고 사이토카인은 면

역세포 뿐만 아니라 비면역세포로부터도 생성되어지며 사이

토카인의 생성과 분비가 면역반응 조 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노란콩과 검은콩의 메탄올 추

출물과 각각의 콩으로부터 제조된 된장 메탄올 추출물이 

IL-2, IL-6  TNF-α를 포함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

는 향에 해 검토하 다. 보조 T 세포에서 생성되어 T 세

포, B 세포  자연살생세포의 증식에 여하는 IL-2의 생성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을 때, LPS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

우(Fig. 1A) 조군과 2개월 발효된 검은콩 된장 메탄올 추출

물(10 μg/ml)에서 가장 높은 IL-2 생성을 나타내었고 LPS (1 

μg/ml)를 처리한 후(Fig. 1B)에는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IL-2 생성을 보 고 조군에서 가장 낮은 생성을 

나타내었다(p<0.05). Fig 2는 이상의 시료들의 메탄올 추출물

들에 의한 IL-6의 생성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IL-6은 B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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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various kinds of soybeans and doenjang (10 μg/ml) on the levels of interleukin-6 in mouse 

splenocytes cultured for 72 hr. A: treated without LPS, B: treated with LPS (1 μg/ml)

      Control: no agent, YS: yellow soybean, BS: black soybean, YSF (2 mo): yellow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2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7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7 months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                                                        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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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various kinds of soybeans and doenjang (10 μg/ml) on the levels of tumor necrosis factor-α 

in mouse splenocytes cultured for 72 hr. A: treated without LPS, B: treated with LPS (1 μg/ml)

      Control: no agent, YS: yellow soybean, BS: black soybean, YSF (2 mo): yellow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2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7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7 months
      a-b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 자극인자로 B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로불린의 생성 

 분비를 증진시키는 분화  성숙 인자이며 상처와 감염반

응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9,10]. LPS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Fig. 2A) 앞서 IL-2의 경우와 유사하게 2

개월 발효된 검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조군과 2개월 발효된 노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가장 낮았다(p<0.05). 

LPS (1 μg/ml)를 처리한 경우(Fig. 2B), 조군, 노란콩, 2개

월  7개월 발효된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검

은콩  2개월 발효된 노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

에서 보다 유의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5).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을 때(Fig. 3) 2개월 

발효된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10 μg/ml)은 LPS를 처리하지 

않을 때와 LPS (1 μg/ml)를 처리한 후 둘 다의 경우 기타 실

험군들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TNF-α의 생성을 나타내었다

(p<0.05). 검은콩과 련된 면역 활성 증진 효과에 한 연구

는 재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Lim 등[21]은 노란콩 된장 디

클로로메탄 분획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의한 면역 

활성 증진 효과를 검토한 결과 디클로메탄 분획물은 첨가농

도 1 g/ml에서 94%로 Yac-1 표 세포를 사멸시켰으며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도 동일 농도에서 96%의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다고 보고하 다. 한 CTLL세포를 이용한 이들 분획물

들에 의한 IL-2의 활성 증진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조군에 

비해 이상의 두 분획물들에 의한 IL-2 생성이 높았으므로 노

란콩 된장에 의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IL-2와 같은 사이

토카인 생성 증진에 따른 면역 담당 세포 활성화 작용과 



268 생명과학회지 2009, Vol. 19. No. 2

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In vivo에서 종양 이 억제 효과

In vivo에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하여 co-

lon 26-M3.1 carcinoma cells을 이용하여 검은콩, 2개월 발효

된 노란콩 된장, 2개월  7개월 발효된 검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들에 의한 종양 이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Fig. 4). 

각각의 메탄올 추출물들을 1 mg/mouse농도로 투여하 을 

때 검은콩, 각각 2개월 발효된 노란콩  검은콩 된장에서 각

각 26%, 18%, 21%로 종양 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종양만 

종한 조군에 비해 항종양 이 효과는 높게 나타났으나

(p<0.05) 세 시료들 간의 차이는 없었다. 7개월 발효된 검은

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은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50%의 항종양 이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p<0.05). 따라

서 종양 이 실험에서 검은콩으로 제조한 된장이 암 이의 

방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한 발효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례 으로 방효과가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노란콩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통 된장에 한 항

암효과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각종 성인병 방

뿐만 아니라 암을 방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은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에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Shon 등[28]은 단백질 분해력이 우수한 발효균주를 이용하

여 검정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은 우수한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노란콩 된장에 의한 

항암실험의 한 로 Son [31]은 고농도의 sarcoma-180 암세

포를 종한 후 32일 후에 마우스의 서혜부의 암조직을 출

하여 종양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조군은 3.28 g을 나타내

었지만 노란콩 된장의 헥산 추출물은 0.68 g로 79%로 가장 

Concentrations (1 mg/mouse)

ntrol BS YSF (2 mo) BSF (2 mo) BSF (7 mo)

Concentrations (1 mg/mouse)

ntrol BS YSF (2 mo) BSF (2 mo) BSF (7 mo)

Fig. 4.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various 

kinds of soybeans and doenjang (1 mg/ml) on tumor 

metastasis produced by colon 26-M3.1 carcinoma cells. 

       Control: no agent, BS: black soybean, YSF (2 mo): yellow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2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2 months, BSF 

(7 mo): black soybean doenjang fermented for 7 months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높은 해효과를 보 고 된장 가열액은 1.65 g로 50%의 해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한 생명연장실험에서 

조군이 21일인데 비해 노란콩 된장 핵산 추출물 처리군은 

33일로 58%의 생명연장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메탄올 추출물

은 35일로 66%의 수명연장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Lim 

등[19]은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실험에서 노란콩 된장 메탄

올 추출물이 미소를 포함하는 다른 콩 련 발효식품  원

료에 비해 항암 활성 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하 고 Park 등

[25]은 이러한 된장의 암 방 효과는 된장을 끓은 후에도 계

속 유지되었다고 보고하 다. 된장의 항암효과를 검토하기 

하여 Lim 등[20]은 된장 메탄올 추출물을 극성 용매별로 

더욱 분획하여 얻어진 된장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암세포들

의 증식  DNA 합성 해 실험에서 특히 디클로로메탄 분

획물과 에탈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의한 항암 활성이 높았다

고 보고하 고 Choi 등[5]의 연구에서도 순창 재래식 된장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한편, 100% 콩만이 아니지만 

분질과 함께 제조된 통고추장에 의한 in vitro 항암 실험

에서 숙성시키지 않은 통 고추장과 6개월 숙성 시킨 것과 

비교하 을 때 30%에서 41%로 유의 으로 항암효과가 증진

되었고 발효기간이 상 으로 긴 통 방식의 고추장이 공

장식 고추장보다 암 방 효과가 우수하 다고 보고하 다

[8].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발효  숙성 과정

에 의한 발효산물의 효과라고 추정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란콩과 검은콩의 메탄올 추출물과 각각

의 콩으로부터 제조된 된장 메탄올 추출물이 IL-2, IL-6  

TNF-α를 포함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종양 이 억제에 미

치는 향에 해 검토하 다. IL-2의 경우, LPS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조군과 2개월 발효 검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

(10 μg/ml)에서 가장 높은 IL-2 생성을 나타내었고 LPS (1 μg 

/ml)를 처리한 후에는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IL-2 생성을 보 고 조군에서 가장 낮은 생성을 나타내었

다(p<0.05). 한 IL-6 생성의 경우 LPS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2개월 발효 검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조군과 2개월 발효된 노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가장 낮았다(p<0.05). 

LPS (1 μg/ml)를 처리한 경우, 조군, 노란콩, 2개월  7개

월 발효된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검은콩  

2개월 발효된 노란콩 된장 메탄올 추출물(10 μg/ml)에서 보

다 유의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5). TNF-α의 생

성에서 2개월 발효된 검은콩 메탄올 추출물(10 μg/ml)은 

LPS를 처리하지 않을 때와 LPS (1 μg/ml)를 처리한 후 둘 

다의 경우 기타 실험군들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TNF-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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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나타내었다(p<0.05). 한편 종양 이의 방  효과에 

한 실험결과에서 1 mg/mouse 농도로 투여하 을 때 2개

월 발효된 노란콩 된장, 검은콩, 2개월 검은콩 된장, 7개월 검

은콩 된장에서 각각 18%, 26%, 21%, 50%로 7개월 발효된 검

은콩 된장에서 종양 이를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은콩으로 제조한 된장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

시켜 면역증진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암 이의 방효과도 

우수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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