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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NK cells are spontaneously cytotoxic lymphocytes. These are not only important parts in 

the first line of defence against bacterial and viral infections of outside, but they may also play a critical 

role in chronic viral diseases. NK cells kill their targets spontaneously, without the need for prior 

sensitization and class I MHC restriction by the regulation of cytolytic functions and secretion of a 

variety of cytokines, such as interleukin-12(IL-12), MCP-1, IL-6, TNF-α, IFN-γ. In addition, macrophage 

and NK cells cooperate through the production of cell mediates. These cooperation and modulation are 

one of major factors to prevent for evading immune surveillance of cancer. Hence, it could be assumed 

that if any candidate to enhance activities of macrophage and NK cell, it is considered as a potentially 

useful agents against cancer. 

Methods : In our study, to investigate effect of fermented soybean extracts by Lactic acid bacteria(SFE, 

soybean fermented extracts) work on intestinal immune cell to maintain general immune modulating and 

anti-cancer activity. We analyzed NK cytotoxicity assay and gene expressions of cytokine related with 

macrophage and NK cell activity.

Results : In vitro experiment, SFE was verified as safety material for cell toxicicty to tumor cell strain 

without any toxicity of tumor growth inhibition and various cell strain. Effects of macrophage activity 

stimulating directly by SFE measured induced cytokine. The studies showed that IL-12 produc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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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on of SFE depended on concentration from 0.16mg/mL to 0.63mg/mL with non toxicity to cell, and 

it was the best activity at 0.63mg/mL. Besides,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SFE producing TNF-α is 

similar to IL-12, but it was the best activity at 1.25mg/mL. The level of MCP-1, IL-6 and IFN-γ 

depended on concentration from 0.16mg/mL to 10mg/mL, IFN-γ showed the best activity at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0.63mg/mL. With the result of NK cell activity measurement, the spleen cell of mouse 

injected SFE had 1.5 times higher killing effect than non injected cell.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ies is that Soybean fermetated extracts(SFE) has possibility to 

immune aided material for the function not only inhibition of microbial infection to macrophage but also 

activity of adaption immune and cellular immune system.

Key words：NK cells, cytokines, macrophage, fermented soybean extracts, Lactic acid bacteria, 

            SFE(soybean fermented extracts)  

I. 서 론

두(soybean, Glycine max L)에는 두단백, 

펩티드, 올리고당, 인지질, 이소 라본, 사포닌,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사포닌, 

라보노이드 등 생리활성성분이 다량 함유되

어 있다.1, 2)

두단백은  콜 스테롤,  지단백질

(LDL)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동맥경화증과 심

장병 방효과가 있고, 두 올리고당은 장내 유

용균의 번식을 진시키고, 두 식이섬유소는 

콜 스테 배설 진, 장기능 개선효과, 식 후 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억제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두 식물성분인 phytochemical류

의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으로 인해 두제품이 

각 받고 있는 데,4) 그  isoflavon류(genistein, 

daidzein, glycitein)는 항산화 효과를 지니며, est- 

rogen 수용체를 blocking 함으로써 유방암과 난

소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5) 두 펩티드는 콜 스테롤 하, 압강

하, 면역부활, 소 응집 해 등의 활성을 지니

고, inositol과 phytate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 두 saponin은 비만억제, 

 콜 스테롤의 감소, 항암, HIV 증식억제, 노

화방지 등의 작용을 지니며, 그 외 두성분은 피

부암, 방 암, 폐암, 결장암, 췌장암, 식도암, 

립선암, 간암, 암 등에도 유효함이 연구를 통

해 밝 졌다.1, 7, 8) 

이러한 생리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소화흡수율이 낮다는 문제 이 있

어 두유 등의 가공형태나 발효공법 등을 목시

켜 유효성분의 흡수를 증강시키고 있다.9) 두

의 소화흡수율 증강을 한 두발효에 한 연

구로 두 발효식품의 항암효과에 한 연구10)

와 페놀성분의 항산화 특성,11) melanoidin의 항

산화성  항돌연변이성에 한 보고,5, 12) 두 

가수분해물과 발효식품의 기능성 펩타이드에 

한 연구13) 등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생균제를 이용한 발효공법이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균제는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으로 

일반 인 생리활성으로는 유해균의 증식억제효

과,14)  콜 스테롤 하효과,15) 설사  변

비개선 효과,16) 장내세균총의 변화,17, 18, 19) 면역

증진  항암효과,20) 항돌연변이 효과,21) 유당 

불내증의 완화22)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 식

세포(macrophage)의 증식을 진하여 장내 유

해세균에 한 인지능력, 살균능력 등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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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면역 련 물질의 분비를 진하여 면역증

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유산균 발효를 통해 나온 유산균 생산물질에

서 많은 종류의 박테리오신(bacteriocine)이 분

리되었는데,
24, 25)

 이 물질은 유해균을 억제하는 능

력이 탁월하고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

고 장 수증후군 같은 장내 손상된 막을 회복

시켜 주는 작용과 디톡스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

다.
26, 27)

최근에는 기존의 유산균 발효제품이 동물성 

배지(medium)인 우유를 기질로 사용함으로써 알

러지 유발과 고칼로리로 인한 생활습 병인 

사질환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식물성 배지로 

환하려는 연구가 학계  산업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를 배지로 유산

균 발효를 통해 단백질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고 

올리고당이 풍부하도록 두 성분의 유효성분을 

한층 극 화시키고, 유산균들이 경쟁을 통해 증

식 속도와 생존능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생산되는 유효물질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고자 하 다.          

단일균에 의한 단일배양은 본래 균의 작용이 

제 로 발휘되지 못하고, 생균을 복용하여도 

산에 의해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결 이 

있는 반면,
28)
 공서(혼합)배양법은 다종의 유산균

을 이용하여 공서시키며 번식, 배양시킨 것으로 

배양액 내에서 상 의 균이 강해지면 그 균에 

항 인 작용이 일어나 항생물질을 만듦과 동

시에 자기 강화를 도모하는 작용이 일어남으로 

균이 상호 강화된다. 강화된 균이 생산하는 물

질에는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 각종의 비타민, 

각종의 미네랄, 그리고 미량이지만 핵산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유산균  효모의 공서배양에 

의한 발효공정은 상호 상승효과를 보이며 더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물질로 변환된다고 한다.
29)

일본의 경우 1940년  후반부터 유산균 련 

연구기업들이 유산균 추출물 발효물질을 소개하

고 이의 효능에 한 평가  연구를 해오고 있

으며, 이 물질에는 발효된 유산균의 균체물질들과 

유산균 생산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26)

이에 본 연구는 다종의 유산균을 이용한 두

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

의 면역계 조  는 자극활성을 조사함으로서 

이를 면역조  활성을 지닌 소재로의 응용 가능

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기능성 소재 개발을 

한 기 연구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하

여 시료의 세포독성을 포함하여 주로 선천면역

계를 구성하는 가장 요한 세포인 식세포의 

cytokine 유도효과와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

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두 발효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 

mented extracts, SFE)의 제조공정은 Fig. 1에 제

시한 바와 같다. 두 100 g을 1000mL 정제수에 

수침하여 12시간 정도 불린 후 분쇄하여 110℃에

서 30분간 삶는다. 이 후 명주천을 이용하여 압착

하여 두유액을 걸러낸 후 배지를 비한다. 30℃

에서 다종의 유산균(Lactobacillus sp.(L. acido- 

philus, casei, bulgaricus, paracasei, delbreuckii, 

gasseri, brevis), Bifidobacterium sp.(B. longum, 

bifidum, adolescentis), Lactococcuslactis sp.(L. 

lactis, cremoris, hordniae, garvieae)을 첨가한 

후 배양기에서 pH가 5.5∼6.3으로 일정한 조건

을 유지시켜 주며 7일간 배양시키는 데, 이 과정

을 1차 발효라 칭한다. 7일 경과 후 본 배지에 1

차 발효 공정이 거친 발효유를 30분간 골고루 

섞어 다. 이 과정을 2차 발효공정이라고 칭한

다. 일정 조건하에서 1년 동안 숙성시킨 후 부

직포필터로 여과하여 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상

을 최종 시료로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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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ssing Diagram

Preparation

Soybean selecting, 

washing, immersing for 

12hrs, grinding, boiling at 

110℃ for 30 min & 

separating

Filtrating with silk cloth

Primary

Fermentation

Fermented each lactic 

acid in soybean-milk at 

30℃ for 7days

Secondary

Fermentation

Main fermenting mix 

with the primary 

ferments at 30℃ for 30 

min.  

Aging Aging for one year

Filtering Extracts Extract with felt filter

Fig. 1. Processing of soybean fermented extracts(SFE) 



박병두․김혜자:유산균을 이용한 두 발효 추출물이 면역계 활성에 미치는 향

143

2.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생후 6～8주령의 자성 Balb/c 마

우스를 (주)오리엔트바이오(Sung-nam, Kore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구입 후 최소 1∼2주

의 순화기간을 두고 체  22g ± 1g의 개체를 선

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마우스는 온도 22 ± 

2℃, 상 습도 50 ± 20%, 12시간 간격(명; 오  

7시∼오후 7시)으로 명암이 조 되는 조건에 사

육하 다. 사육실의 조도는 150-300 lux를 유지

하 고, 사육 상자는 1주 당 2회 교환  세척하

다. 음수는 자외선 멸균  여과된 정제수를 

250mL polycarbonate 수병을 이용하여 자유

여 하 고, 사료(실험동물용 쥐사료, 38057, 퓨

리나코리아) 한 자유섭취토록 하 다.

3. 시약  기기

식세포(macrophage)의 배양을 한 RPMI- 

1640과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EMEM) 

배지, fetal bovine serum(FBS), vitamin solution, 

non-essential amino acid, L-glutamic acid, 

thioglycollate 등은 Gibco(Carlsbad, CA, USA)

사에서 구입하 다. 

세포배양을 한 CO2 Incubator는 Thermo 

Fisher Scientific사(Waltham, USA)의 제품을 이

용하 고, 배양  기타 실험에 사용하는 culture 

plate, well plate 등은 SPL(Pochun, Korea), 원

심분리기(Mega 17R)는 Hanil(Inchon, Korea)사

의 제품을 각각 사용하 다. 

세포독성 시험을 한 cell counting kit은 EZ- 

Cytox(Daeil BF. Seoul, Korea)를 사용하 고, 

cytokine 측정을 한 ELISA kit은 BD(SF, USA), 

Reader(Infinite F50)기는 TECAN(Austria)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4. 시료의 세포독성 실험

본 연구에 사용한 mouse lymphoma인 YAC-1 

lymphoma와 Colon 26-M3.1 carcinoma 암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

용하 다. 시료의 세포독성 효과는 WST-1을 이

용하는 cell counting kit(EZ-Cytox, Daeil Lab.,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5. Macrophage로부터 생산된 

  Cytokine의 측정 

Balb/c 마우스에 3% thioglycollate를 1mL 복

강주사하고 3일 후에 경추탈골법으로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복강에 RPMI-1640 배지 10mL을 

주입하여 복강 내 세포(peritoneal exudative cells, 

PEC)를 수집하 다. 수획한 PEC를 24 well cul- 

ture plate에 1.5 × 10
6
cells/mL의 농도로 조정하

여 분주하 다. 2시간 동안 배양하여 macrophage

를 plate에 부착 후, 배양액으로 세척하여 부착

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 다. 그 후 정농도로 

조정된 LBS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macrophage의 배양 상등액을 회수하 고, 배양 

상등액에 유도 분비된 TNF-α, IL-6  IL-12 

등의 cytokine을 측정하 다. 

ELISA 측정은 96-well ELISA plate에 coating 

buffer(0.1 M sodium carbonate buffer, pH 9.5)

를 이용하여 각 cytokine에 한 항체(250배 희석

액)를 100 μL씩 분주 후 4℃에서 16시간 동안 

coating을 시켰다. 각 well은 washing buffer 

(PBS-0.05% Tween 20, PBS-T)로 3회 세척 

후 3% bovine serum albumin(BSA)으로 blocking 

(200 μL/well) 시켰다. Blocking 완료 후, ELISA 

plate를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2회 washing 

후 macrophage 배양 상등액을 각각 100 μL씩 분

주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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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를 이용하여 5회 washing 후, 각 cytokine

에 한 coating 항체와 항원결정기를 달리하는 

antibody-biotin  enzyme horseradish pero- 

xidase(HRP)-avidin 용액을 첨가하고 2시간 배

양함으로서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하 다. 배양 

완료 후 ELISA plate는 washing buffer를 이용

하여 5회 세척하 다. Macrophage 배양 상등액

의 생산된 각 cytokine의 양을 측정을 하여 기

질로서 3,3’, 5,5’-tetramethyl-benzidine(TMB)을 

넣고 30분 발색 유발한 후, 2M H2SO4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생산된 각 cytokine

의 농도는 표 물질을 첨가하여 분석한 표 곡

선에 각 시료의 optical density(OD) 측정치를 

입함으로서 조사하 다.

Cytokine 생산을 한 양성 조군으로는 lipo- 

polysaccharide(LPS, 1㎍/mL)를 이용하 다. 

6. NK Cell의 활성화 실험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의 

세포독성능력을 보는 방법으로는 NK cell이 암

세포의 일종인 YAC-1 세포(NK-Sensitive cell 

line)를 공격하여 괴된 YAC-1 세포로부터 유

리된 lactic dehydrogenase(LDH)를 측정하는 방

법(modified LDH release assay)을 이용하 다. 

Balb/c 마우스에 2㎍의 SFE를 정맥주사하고 1

일 후에 마우스의 비장을 멸균 으로 취하여 비장

세포(Effector cell, E)를 비하 다. U-Bottomed 

96-well plate에 마우스로부터 얻은 비장세포와 

NK-Sensitive 세포로 알려진 YAC-1 세포(Tar- 

get cell, T)를 effector-to-target(E/T) 비율이 

100 : 1, 50 : 1, 25 : 1, 12.5 : 1이 되도록 조정하여 

6시간 동안 공동 배양하 다. 배양종료 후에 원

심분리를 통하여 배양 상등액을 취한 후 살해된 

암세포가 유리한 LDH의 양을 LDH 분석 kit을 

이용하 는데, 우선 LDH substrate mixture를 

100 μL 첨가하고 빛을 차단한 상태의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toptralution인 1N HCl 50 

μL로 반응을 지시켜 450 nm의 흡 도에서 제

조사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 다. Spontaneous 

LDH 측정을 한 well에는 배양액 만을 첨가하

고 YAC-1 세포로부터 유리된 LDH의 최 치를 

알기 한 maximum LDH well에는 trition X-100 

용액을 첨가하여 세포가 완 히 lysis 되도록 배

양하 다. 독성의 백분율(percent of cytotocity)

은 각각의 배양액으로부터 유리된 LDH로 다음

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구하 다. 시료처리군의 

NK-Cell의 암세포 살해활성은 다음 식에 의하

여 구하 다.

Percent of
cytotoxicity

(%)
=

LDHexperimenta l - LDHeffector cells - LDHspontaneous

LDHmaximal - LDHspontaneous

          × 100

LDHexperimental : Resulting from co-culture of E and T

LDHeffector cells : Resulting from separately cultured E

LDHsponteneous : Resulting from separate cultures of 

YAC-1 cells(low control)

LDHmaximal : Resulting from total lysis of YAC-1 cells 

by triton X-100(high control)

7.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측정치는 Mean ± 

SEM으로 나타내었고, 통계  유의성이 필요한 

경우 Graphpad Prism Ver. 4.03(Graphpad Soft- 

ware, Inc. CA, USA)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

로 평균차이에 한 사후 검정을 하 으며, 통

계  유의성은 5% 수 에서 분석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세포독성 측정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의 종양 세포주에 한 세포 독성효과를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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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에서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Fig. 3에 제시

한 바와 같다. SFE의 암세포 증식을 50% 억제

하는 농도인 IC50 값을 측정한 결과는 YAC-1 

lymphoma의 경우는 약 11mg/mL로 나타났고,  

Colon 26-M3.1 carcinoma의 경우는 약 8.9mg/mL

의 결과를 보여, 두 세포 모두 실제로 약 2mg/ 

mL 이하의 종양세포주의 증식에 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FE가 여러가지 세포주

에 하여 거의 세포독성이 없는 매우 안 한 

물질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 논문들에서 면역강화(NK cell proli- 

feration)와 항암작용(Yac-1 tumor cells death)

을 연구한 자료들을 참고해보면 천연추출물들 

에 민간에서 항암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여

러 추출물을 70%메탄올 추출하여 10 μg/mL 농

도로 Yac-1 tumor cell에 배양하여 세포독성을 

2day에 비교한 결과, 버섯추출물 48.3±1.6%, 스

트바질 58.8±2.0%, 겨우살이 70.4±1.6% 수치

가 찰된다.
30)
 

이상의 결과, 두 발효 추출물(soybean fer- 

mented extracts, SFE)은 두개의 종양 세포주

에서 세포독성을 과도히 유발시키지 않았으므

      Fig 2. Cytotoxicity of SFE in YAC-1 lymphoma

    

Fig 3. Cytotoxicity of SFE in Colon26-M3.1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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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후 in vivo 독성효과와 나아가 그 작용기

작을 규명하고 검토함으로서 두발효 추출물

(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의 면역질환

과 연 된 기능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농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Macrophage로부터 Cytokine 

  유도 효과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은 유산균의 세포벽 혹은 두의 단백질 성

분으로서 추출된 성분인데 이러한 성분은 일반

으로 세포독성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면역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활성화된 macrophage는 스스로 여러 가지 

cytokine을 생산함으로서 이후의 면역반응을 유

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1) 본 실험은 

두발효 추출물(SFE)이 macrophage를 직  자

극하여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실시하 으며, 그 지표로서 시료로 자극

된 macrophage의 배양 상등액에 생산된 IL-12, 

TNF-α, MCP-1, IL-6  IFN-γ의 양을 측정하

다. 그 결과 Table 1과  Fig. 4∼8에 제시한 바

와 같이 SFE는 macrophage로부터 면역반응을 

조 하는 여러 cytokine을 생산하는 활성이 있었

다. SFE의 자극에 의한 IL-12의 생산은 세포독성

이 없는 농도인 약 0.16mg/mL부터 약 10.00mg/ 

mL까지의 유효농도 수 을 보 고, 최고 활성농

도인 0.63mg/mL의 농도까지 농도의존 인 활성

을 보 다. Macrophage 혹은 수지상세포(den- 

dritic cell, DC)가 생산하는 IL-12는 NK Cell  

Th1 세포에 작용하여 IFN-γ의 생산을 유도하

게 됨으로서 세포성 면역의 유도에서 선천 인 

NK Cell  T-세포를 항원에 항하게 하는 

effector form으로 분화하게 하는 작용이 있음

으로 주로 Th1 성향의 세포성 면역계를 활성화

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

서 macrophage로부터 IL-12의 생산능력은 항원

에 항하는 선천  획득면역계의 활성화에 

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cytokine으로 간주되고 있

다. 따라서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는 항원제시기능이 있는 탐식세

포를 직  자극함으로서 NK Cell 세포증의 선

천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  항원제시세포의 

성숙과 이후 항원 특이 인 면역증강효과를 유

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NF-α의 유도양식의 결과는 TNF를 

생산하는 SFE의 유효 범 는 IL-12와 유사하여 

약 0.16mg/mL∼10mg/mL의 농도 경향을 보

고, 최고활성을 유도하는 농도는 약 1.25mg/mL

을 보 다. 

TNF-α는 염증의 반응 외에도 미성숙 DC(den- 

dritic cell)의 표면에 MHC 혹은 보조자극인자

(co-stimulatory molecule)의 발 을 진함으로 

성숙된 형태의 DC로 환시키는 작용이 있어 면

역반응의 유도에 있어 필수 인 요소이다. 

결국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 

racts, SFE)은 복강세포의 TNF-α의 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서 미성숙 DC(dendritic cell)를 성

숙시키게 하고, 결과 으로 항원에 한 항원 제

시능을 획득한 성숙 DC는 IL-12를 생산함으로

서 항원특이 인 T-세포의 활성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단된다.

염증부 로 면역세포인 백 구와 내피세

포의 반응성을 높여주어, 면역세포가 귀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자인 MCP-1 한 0.16mg/mL∼  

10mg/mL 농도에서 효과를 나타내었고, 최고활

성을 유도하는 농도는 0.63mg/mL을 보 다. 염

증매개 인자인 IL-6와 IL-12의 자극에 의해 생산

되는 IFN-γ 한 유사 유효농도 범 인 0.63 mg/

mL∼1.25mg/mL에서 유효 효과를 나타내었고, 

0.63mg/mL에서 최고 활성효과를 확인 하 다.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에 한 macrophage에서의 cytokine유도 효

과확인 결과 SFE의 유효 최  농도는 0.63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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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ytokines of SFE on the production from macrophages

Treat.
Conc.

(mg/ml)

Cytokines (pg/mL)

IL-12 TNF-α MCP-1 IL-6 IFN-γ

Media -
4.0

± 14.6

16.7 

± 6.7

164.9

± 34.1

7.0

± 6.7

23.7

± 8.9

LPS1) 0.05
210.8

± 35.1

1429.8

± 48.7

4117.5

± 421.5

936.2

± 48.7

372.8

± 65.6

SFE
2)

0.16
118.7

± 17.0

173.0

± 9.4

547.1

± 142.2

91.9

± 9.4

52.7

± 46.5

0.31
281.1

± 31.9

368.3

± 34.2

1585.1

± 187.7

593.1

± 34.2

235.4

± 28.4

0.63
461.6

± 42.5**
1061.4

± 20.5

3154.0

± 210.5

824.1

± 20.5

762.8

± 19.3**

1.25
250.3

± 20.2

1389.6

± 22.2

2860.3

± 250.3

784.2

± 22.2

698.3

± 24.8

2.5
133.7

± 21.3

1147.4

± 44.5

1564.9

± 273.1

308.9

± 44.5

104.8

± 88.8

10.0
62.3

± 33.0

421.9

± 16.2

261.5

± 56.9

91.9

± 16.2

19.8

± 1.2

 1)LPS : lipopolysaccharide(1㎍/mL), 2)SFE : soybean fermented extracts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Fig. 4. IL-12 activity of SFE concentration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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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NF-α activity of SFE concentration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Fig. 6. MCP-1 activity of SFE concentration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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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L-6 activity of SFE concentration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Fig. 8. IFN-γ activity of SFE concentration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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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25 mg/mL 수 에서 확인 되었다.

3. NK Cell의 활성화

NK(natural killer cell)세포는 주로 액에 존

재하는 세포로서 바이러스 감염세포 혹은 암세포 

등의 비자기(non-self) 세포를 살해하는 세포성 

면역활성을 가지고 있으며,33, 34) macrophage가 생

산하는 cytokine 의 하나인 IL-12에 의하여 종

양세포를 살해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35) 동시

에 활성화된 NK 세포는 IFN-γ를 생산함으로서 

macrophage를 활성화시킴으로 종양에 하여 

항하게 된다. 따라서 물질에 의한 NK 세포 활

성화는 감염의 기 뿐 아니라 후기의 반응에도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36) SFE 투여에 의

한 NK 세포의 종양세포 독성은 시료를 투여한 마

우스의 비장세포와 NK-Sensitive 세포로 알려진 

YAC-1 세포를 동시에 배양한 후 YAC-1의 살해

정도를 측정하 다. NK 세포의 독성 측정을 한 

SFE의 투여용량은 in vitro에서 macrophage를 

자극하는 농도를 고려하여 2㎍으로 정맥주사하

다. Table 2와 Fig. 9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을 정맥주사하고 1일이 경과된 마우스의 비

장세포는 조군의 정상 마우스 비장세포에 비하

여 약 1.5배 정도 YAC-1의 살해효과를 증강시

키는 결과를 보 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racts, SFE)이 면역계 활성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 

racts, SFE)의 종양 세포주에 한 세포 독성 효

과를 in vitro에서 조사한 결과 SFE의 암세포 증

식억제  여러 세포주에 하여 독성이 없는 안

한 물질로 검증되었다.

2.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mented ext- 

racts, SFE)이 식세포(macrophage)를 직  자

극하여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각각의 cytokine 유도

효과를 측정 확인한 결과, SFE 자극에 의한 IL-12

의 생산은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인 약 0.16mg/mL

부터 0.63mg/mL까지 농도 의존 인 활성을 보

으며, 0.63mg/mL의 유효농도에서 최고의 활

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TNF-α의 유도양식 결과 

TNF를 생산하는 SFE의 농도는 IL-12와 유사하

나 1.25mg/mL에서 최고활성을 나타내었다.

3. 한 MCP-1, IL-6  IFN-γ에서도 0.16mg/ 

mL∼10mg/mL까지 농도 의존 인 활성을 보

으며, IFN-γ의 경우 0.63mg/mL의 유효농도에서 

최고활성을 보 다.

4. NK cell의 활성화를 측정한 결과 SFE를 투

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는 처리하지 않은 정상 마

Table 2. Effect of SFE on the enhancement of NK cell activity

E/T Ratio1) Normal SFE

100 : 1 5.64 ± 0.22 8.60 ± 0.27**

50 : 1 3.28 ± 0.43 5.36 ± 0.08

25 : 1 0.85 ± 0.44 2.04 ± 0.13

 1)E/T Ratrio : Effector cell/Target cell(YAC-1) ratio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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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SFE on the enhancement of NK cell activity(NK activity was determined 

by a 6 hr incubation assay using by LDH kit).

Values ar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t-test ; * P<0.05, ** P<0.01

우스의 비장세포에 비해 약 1.5배의 YAC-1 살해

효과를 증강시켰다.

본 연구 결과, 두발효 추출물(Soybean fer- 

mented extracts, SFE)은 면역반응을 시작하는 

식세포의 미생물 감염을 억제하는 요한 기능

뿐 아니라 응 면역계  세포성 면역계의 활

성화 기능이 있어 면역강화 물질로의 활용가치

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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