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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fir, originating from Caucasus, is an acidic, alcoholic fermented milk product with little acidic taste 
and a creamy consistency. It is recognized in having beneficial effects in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For example, Kefir has possesses a chemopreventative effect on carcinogenesis. There has 
recently been a strong focus on fermented milk foods containing a mixture of several functional organic 
substances and various probiotic microorganisms. Hence, the purpose of this review paper was to 
evaluate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ffects of kefir on cancer prevention and treatment. Some of we 
analyzed and summarized data-relating to the effects of kefir on cancer. The cacers that kefir has an 
effect on are as follows: colon cancer, breast cancer, leukemia, sarcoma, skin cancer, gastric cancer. 
This review suggests that (1) kefir could be associated with cancer prevention, (2) kefir has beneficial 
effects in cancer treatment, and (3) kefir has various bioactive components including peptides, polysaccharides 
and sphingolipids, which contribute tofor itsthese anti-cancer properties. Furthermore, furthermore, 
studi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obtain as to get the scientific evidence of kefir's anticancer activity: 
(1) improved protective effectiveness in vivo (human subjects or animal model), (2)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various bioactive components, and (3) mechanisms associated with benefici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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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분열과 몸 전체에 확산될 수 세포의 재생을 암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Dresch et al., 2015; Han et al., 2015; Rafie et al., 

2015).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에는 2천만 명 이상이 암에 걸리고, 그 중 1천 3백 만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de Menezes et al., 2013; Han et al., 2015). 따라서 예방 전략은 모든 암 관리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Rafie et al., 2015).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전 세계의 모든 암과 

관련된 경우, 약 20~30% 정도는 음식과 매우 많은 연관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Key et al., 2004).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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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몇몇 연구에 의하면, 과일, 채소와 같은 일부 식단 구성 요소는 

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van’t Veer et al., 1989; 

Larsson et al., 2008; de Moreno de Leblanc and Perdigo, 2010). 

또한 발효낙농유제품과 같은 발효식품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종류의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Prado et al., 2015; 

Rafie et al., 2015). 작은 cauliflower 꽃 같은 입자를 살균된 우유에 

첨가하여 만들어진 발효유제품의 한 종류가 kefir이다(Prado et al., 

2015; Rafie et al., 2015). 이 입자들은 공생관계가 있는 효모와 세

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특별한 공생관계 때문에 kefir가 요구르트

와 같은 발효 낙농유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Prado et 

al., 2015; Rafie et al., 2015). Kefir와 관련된 건강증진효과는 항진

균성(anti-fungal)과 항미생물 특성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 대한 이

로움과 콜레스테롤에 유익한 효과도 가진다(Prado et al., 2015; 

Rafie et al., 2015). 또한 여러 가지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opitz-Otsoa et al., 2006). Kefir의 항암 

능력은 peptide, polysaccharide, sphingolipid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의 존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Chen et 

al., 2007). 이런 생리활성물질들은 세포 증식, 세포 사멸 및 변환을 

포함하는 일부 세포 과정의 조절과 여러 종류의 신호 전달 경로 등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Furuya et al., 

2011).

본 총설논문의 내용은 종양(tumor) 예방 및 치료에 대한 kefir와 

kefir제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근거로 하였

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kefir가 일부 암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가능성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총설논문

의 모든 자료들은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헌 등을 재정리하여 서술하

였다.

Kefir의 일반적인 성질

Kefir 입자는 starter culture의 한 종류이다(Prado et al., 2015). 

일반적으로 kefir는 노란색과 흰색의 중간 정도의 색깔을 내며, 젤리

와 같은 성질을 가지며, 크기는 보통 직경이 0.3~3.5 cm이다(Garrote 

et al., 2010). 또한 keifr의 공생 미생물로는 유산균 (108 CFU/g), 

효모 (106~107 CFU/g), 그리고 다당류의 조직에 붙어 있는 아세트산 

박테리아(105 CFU/g)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Chen et al., 2015). 

연속 발효 후, kefir 입자는 이전의 것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입자로 분리할 수 있다(Gao et al., 2012).

Kefir 입자의 주요 다당류는 kefiran이다. 이것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같은 비율로 구성된 이종다당질이며, 주로 Lactobacillus kefiranofaciens

에 의해 생산된다(Zajšek et al., 2011). Kefiran은 산성 우유 겔의 

점도와 점탄성 성질을 향상시키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낮

은 온도에서도 점탄성 성질을 가지는 겔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1.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of Kefiran isolated from kefir
Source : Prado et al., 2015

(Rimada and Abraham, 2006).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kefiran 또

한 발효 제품의 첨가제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게다가 kefiran은 겉보

기 점도가 증가된 화학적으로 산성화된 탈지유 겔의 유동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Zajšek et al., 2011). 

다른 다당류와 비교하여, kefiran은 항종양, 항곰팡이, 항박테리아, 면

역 또는 상피 보호, 항염증, 치유 및 항산화 활성등이 매우 뛰어난 장

점이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Cevikbas et al., 1994; Wang 

et al., 2008; Serafini et al., 2014; Rodrigues et al., 2005b; 

Rodrigues et al., 2005a; Chen et al., 2015).

일반적으로 kefir의 미생물 조성은 원산지, 발효 공정 및 배양 유지 

방법에 사용되는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rado et al., 2015).

중국에서 사용되는 티벳 kefir는 Lactobacillus, Lactococcus, 그리

고 효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티벳 kefir가 수집되어진 중국의 지역

에 따라 아세트산 박테리아는 많은 변화가 있음이 관찰되었다(Gao et 

al., 2012). 게다가, 티벳 kefir 조성은 러시아 kefir, 아일랜드 kefir, 

대만 kefir, kefir가 포함된 터키 발효 음료와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의 다양성은 각 kefir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생

물학적 활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anzhong et al., 2009; 

Kabak and Dobson, 2011; Gao et al., 2012; Altay et al., 2013) 

(Table 1).

Kefir가 다양한 암에 대한 효과

지금까지 kefir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1) in 

vitro 인간 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과 (2) in vivo 동물실험에서 얻어

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kefir가 다양한 암에 대한 효과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육종, 피부암, 위암 등을 중심으로 순서

대로 정리하였다(Fig. 2~7).  

1. 대장암

인간 대장 선암 세포를 이용하여 kefir 상등액의 항암능력이 평가되었

다(Grishina et al., 2011; Khoury et al., 2014)(Table 2). 아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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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Microorganism Functional and biological activities

Argentina Kefir grains

Lactobacillus plantarum CIDCA 83114

Inhibit the growth of Shigella sonnei in vitro and also the 
cytotoxicity of Clostridium difficile toxins on eukaryotic cells

Lactobacillus kefir CIDCA 8348
Lactobacillus lactis CIDCA 8221
Kluyveromyces marxianus CIDCA 8154
Saccharomyces cerevisiae CIDCA 8112

China

Tibetan kefir
Lactobacillus plantarum Lp27 Inhibited cholesterol absorption
Lactobacillus plantarum MA2 Hypocholesterolemic effect

Kefir grains
- Taiwanese milk

Lactobacillus kefiranofaciens K1 Antiallergenic effect

Lactobacillus kefiranofaciens M1 Immunoregulatory effects - anticolitis effect

India Kefir grains Lactobacillus lactis ssp. cremoris Activity against food spoilage bacteria

South Africa Kefir grains Lactobacillus plantarum ST8KF Bactericida effect against: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salivarius, 
Lactobacillus curvatus, Listeria innocu

Source : Soccol et al., 2014; Prado et al., 2015

Table 1. The functional and biological activities by kefir microorganisms 

이트와 같은 화합물은 대변에 있어서 특정 물질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데, 이것은 대장 세포에서 DNA 손상을 의미한다는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선암(adenocadenocar) 세포에 있어서 아세트산 및 유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kefir 상층액의 특성이 조사되었다(Glei et al., 

2006; Grishina et al., 2011). Kefir를 4℃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pH 7.0로 중화시킨 후, DNA 손상 및 발암에 

대한 kefir 상등액의 보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DNA 가

닥 나누기가 측정되었다. 발암 물질에 의한 DNA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kefir 상등액의 능력은 조사되었는데, 30분 처리한 

후 37℃에서 200 μL/mL에서 가장 높은 활력을 보였다. 발암에 있어

서 DAN 손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kefir 상등액은 대장암의 위험

을 가능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houry et al.(2014)은 kefir가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의 활

성에 기초하여 시간- 및 용량-의존적 방식에 있어서 인간 대장 선암 

세포의 증식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최대 효과 72시간 

후 20% 농도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kefir는 세포 사멸 ELISA에 의

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포사멸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최대 효과는 

48시간 후 15% 용량에서 관찰되었다.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Colon cancer
Human colon adenocarcinoma cells In vitro Kefir supernatant Reduced DNA damage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cell line In vitro Cell free fraction of kefir Reduced proliferation / 
pro-apoptotic effects

Source : Grishina et al., 2011; Khoury et al., 2014

Table 2.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colon cancer

2. 유방암

유방암에 대한 kefir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Moreno 

de LeBlanc et al., 2006; Chen et al., 2007)(Table 3). 먼저 de 

Moreno de LeBlanc 등(2006)은 kefir와 kefir cell free fraction

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고 2일 또는 7일 후에 생쥐의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 예방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kefir cell free fraction

은 kefir를 4℃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건조시킨 다음 

사용할 때까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 쥐들

에게 kefir(1/100의 비율로 멸균수로 희석) 또는 kefir cell free 

fraction(200 uL/d)을 연속 섭취한 후 2일 또는 7일 후에 종양 세포

를 유선에 주입하였다. 주입 4일 후부터 27일에 사후주입(post-injection)

이 될 때까지 쥐들에게 주기적으로 kefir와 kefir cell free fraction

을 투여하였다. 대조군으로 5번째 그룹의 쥐들은 종양세포는 주입하

였지만, kefir와 kefir cell free fraction은 전혀 투여되지 않았다. 

모든 그룹의 쥐들은 균형 잡힌 사료와 물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종양

의 길이 및 폭은 acaliper로 측정하여 종양 성장을 평가하였다. 연구

의 결과를 정리하면, kefir와 kefir cell free fraction 모두에서 2 일 

순환 관리에서 종양의 성장 감소가 있었으며, 특히 kefir cell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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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에서 가장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7일 

순환 관리에서는 종양크기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Chen 등(2007)은 정상적인 유선 상피 세포에 비하여 인간의 유방암 

세포에 대한 kefir 추출물의 다양한 농도에서 시험 관내 증식 억제 효

과를 세포수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4가지의 kefir 제

품이 이용되었다. 첫 번째는 kefir 입자를 우유에 접종하여 배양한 것

(Kefir A)이고, 두 번째는 mother culture를 준비하기 위해서 24시

간 배양한 것(Kefir B)이며, 세 번째는 생성된 mother culture를 살

균된 우유에 1~3%로 첨가한 것(Kefir C)이고, 네 번째는 Kefir C를 

24시간 배양한 후 최종적으로 생산된 kefir 제품(Kefir D)이다. 또한 

살균 우유 샘플과 다른 요구르트 추출물도 비교에 이용되었다. Kefir 

제품을 첨가한 cell culture에서 6일 후 결과에서 mother culture 

(Kefir B)와 최종 kefir 제품(Kefir D)은 정상 세포에 아무런 억제 효

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악성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첨가량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효적인 경향을 보였다(p<0.01). 대조구와 비교하여, 

Kefir A를 첨가한 악성 종양 세포는 0.31 % 이상의 모든 첨가량에서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Kefir C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악성 

세포의 증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

에 사용된 4가지 kefir 추출물들은 발효상태가 각각 다른 것들이다. 

따라서 각각의 kefir 추출물은 발효상태에 따라 다른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며, 또한 발효상태에 따라 펩타이드의 조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3. 백혈병

백혈병 암에 있어서 kefir의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Risk et al., 2009; Maalouf et al., 2011)(Table 4). 우선, Risk 등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Breast 
cancer

Murine Experimental Oral administration of 
kefir and KF Diminished tumor growth

Human cell line In vitro Four kefir products Anti-proliferation effects on cancer cells and 
no effects on normal cells

Source : Chen et al., 2006; de Morno de LeBlanc et al., 2006

Table 3.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breast cancer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Leukemia Human leukemia cell line In vitro Cell free fraction of kefir Reduced proliferation / proapoptotic effects 
Little cytotoxicity

Source : Rizk et al., 2009; Maalouf et al., 2011

Table 4.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leukemia

(2009)에 의하면, 비록 실험에 사용된 모든 농도에서 암세포는 용량- 

및 시간-의존적으로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을지라도, 다른 유형의 인

간 백혈병 세포주에 있어서 다양한 농도에서 kefir의 효능 조사에서 

최대 세포 독성 효과는 48시간 후 80 μg/μL 농도에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이 결과는 kefir는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독성 작용도 주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연구 결과인, Maalouf 등(2011)에 의한 것인데, Kefir cell free 

fraction의 효과는 세포 증식, 세포주기 정지 그리고 두 종류의 인간 

백혈병 세포주에 있어서 세포사멸 등에서 입증되었다. 용량 - 및 시간

-의존적 방식에 있어서 kefir는 효과적으로 백혈병 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때 48시간 후 RPMI 1640 배지에 

uL당 kefir가 용해될 수 있는 최대 활력은 80 μg이다. 또한, 정상 세

포에는 어떠한 괴사 효과도 없이, 단지 암 세포에만 proapoptotic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efir의 항증식(antiproliferatory) 효과

는 측정되어진 대사활성세포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4. 육종(肉腫, Sarcoma)

다른 종류의 육종 세포에 있어서 kefir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Shiomi et al., 1982; Cevikbas et al., 1994; Liu et al., 

2002)(Table 5). 첫번째로 Shiomi 등(1982)은 수컷 마우스에 접종한 

종양 세포의 두 가지 유형의 성장에 있어서 kefir 입자로부터 분리한 

수용성 다당류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다당류를 얻기 위해서는 kefir 

입자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균질화하며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은 에탄

올을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으면 된다. 서로 다른 농도에서도 쥐들에

게는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kefir 

입자로부터 분리한 수용성 다당류의 경구 투여 시 종양 무게의 차이를 

측정하였는데,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Kefir를 이용하여 다양한 Cancer 생성 예방 및 치료 효과 

J. Milk Sci. Biotechnol. 2016;34(3):165-172｜169

종양 세포에 있어서 kefir 입자로부터 분리한 수용성 다당류의 in 

vitro 직접 세포 독성이 조사되었다. 전체 세포에 대한 죽은 세포의 

비율에 근거하여 종양 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독성은 거의 또는 전

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쥐에서 육종 세포의 다른 형태에 관한 연구 조사는 Cevikbas 등(1994)

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종양의 크기는 kefir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익한 치료 효과를 확립하였다. 대조군에 투여된 생리 식염수와 

비교하여 0.5 mL의 kefir로 20일 동안 투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kefir를 처리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에 근거하여 종양 크기는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서, 종양의 소멸은 kefir를 처리한 마우스들에

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Liu 등(2002)은 육종 종양 세포가 있는 암컷 마우스에 kefir 

입자를 두유에 접종하여 준비된 두유 kefir 그리고 우유 kefir를 경구 

투여하였을 때의 항종양 효과를 조사하였다. 종양 접종 후 일주일째부

터 30일 동안 우유 kefir와 두유 kefir를 5 mL/kg/day의 경구 투여

를 하였으며, 종양을 가진 그룹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종양 성장은 

우유 kefir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64.8% 그리고 두유 kefir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70.9%가 억제됨이 관찰되었다. 종양의 체적은 kefir의 항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Sarcoma

Sarcoma tumor cell Experimental Oral administration of milk and soy 
milk kefirs or distilled water Inhibition of tumor growth

Sarcoma tumor cell Experimental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kefir or saline Significant decrease in tumor size

Sarcoma tumor cell Experimental Oral/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KGF-C

Inhibition of growth
No or little cytotoxicity

Source : Shiomi et al., 1982; Cevikbas et al., 1994; Liu et al., 2009

Table 5.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sarcoma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Skin cancer Human melanoma cells In vitro Aqueous extract of kefir Suppression of DNA damage
Source : Nagira et al., 2002

Table 6.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skin cancer

Type of 
cancer

Type of culture media or 
animal model

Type of 
study design

Type of 
treatment by kefir Effected discovered after treatment

Gastric cancer Human gastric cancer cell 
line In vitro Cell free fraction of TK Dose dependent anti-proliferative effects

Source : Gao et al., 2013

Table 7. The beneficial effects of kefir for preventing and treating gastric cancer

종양 활력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었다. 

5. 피부암

Nagira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암 세포에 있어서 kefir의 효

과를 조사 그리고 정상 섬유 아세포와 UVC 조사에 의해 유도된 다양

한 형태의 인간 흑색종(melanoma) 세포의 형태 변화에 있어서 상용 

kefir 추출 분말의 DNA 회복 효과가 평가되었다(Table 6). 활성산소

(RSO), 예정되지 않은 DNA 합성 그리고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의 양

은 UV 손상에 있어서 kefir 효과의 지표로서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

되어진 kefir 추출물의 양이 9.6 mg/mL와 19.2 mg/mL일 때 각각 

5시간 후 그리고 24시간 후에 UV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

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6. 위암

Gao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티벳 kefir 입자는 kefir와 같은 효

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졌다(Table 7). 또한, 티벳 kefir의 cell free 

fraction의 항증식(antiproliferative) 및 세포사멸 효과는 24시간 후

의 특정 유형의 인간 위암 세포주에 있어서 조사되었다. 티벳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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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며, 티벳 kefir 입자로 만들어진 이런 종류의 kefir는 전세

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kefir 입자와는 매우 유사할 것이다. 일반

적으로 cell free fraction는 kefir 샘플에서 효모와 세균을 제거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여과하여 제조한다. 대사 활성 세포는 kefir

의 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함으로 측정되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세

포주기 정지에 의한 용량의존적인 증식억제 효과는 8 mg/mL 이상일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티벳 kefir의 cell free fraction는 암세

포의 조기 세포사멸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암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kefir의 유익한 효과는 지속적인 연구결과

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들의 효과들

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총설논

문의 목적은 여기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증거를 근거

로 전체적인 정리와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계적인 논문정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본 총설 논문은 항암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는 발효 

우유 음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작용기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다. 

본 총설논문에서는 2015년까지 kefir와 암과의 상관관계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in vitro 논문과 동물모델 논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

다.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kefir의 유익한 효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이들 결과들을 인체에 적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 암과는 매우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동물 및 in vitro 종양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kefir의 항종양생성(antitumorogenic) 효과는 peptide

와 sphinolipid를 포함하는 발효 공정에 의해 생산된 특정 성분에 기

인한다고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007). 비록 이들 성분들의 작용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

한다. 첫 번째로, kefir 생산 중에는 다양한 생물학적인 활성 펩타이드

가 방출되는데, 이것에 의하여 세포내 활성산소(ROS) 생성에 의해 조

절되는 경로를 통해서 세포사멸을 유도하며, 또한 세포사멸 동안에 

DNA의 분열을 담당하는 Ca－/Mg－ 의존성 endonuclease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포 사멸을 통해서 caspase cascade 

활성화 및 세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방출되는 시

토크롬을 통해서 활성산소(ROS)는 세포사멸의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들 펩타이드들의 양이온 성질은 펩타이드가 음이온

을 가지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Rafie et al., 

2015). 반면에 건강하고 변형되지 않는 세포는 해를 입지 않게 된다

(Pepe et al., 2013).

둘째로는, 대식세포의 활성화, 선천성 면역계의 성분으로 알려진 자연

살해세포, 그리고 종양 괴사 인자를 분비할 수 있는 어떤 T 림프구를 

통해서 kefir 입자의 다당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Murofushi et al., 1986). 또한 이것에 의하여 세포 사멸과 괴사 경

로를 유도할 수도 있다(de Moreno de LeBlanc et al., 2006). 

게다가, Kefir는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cytokine인 TGF-α의 하향

조절과 친세포사멸(proapoptotic) 변형성장인자인 TGF-β mRNA의 

발현의 상향 조절에 의해서 세포 사멸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Maalouf et al., 2011). 또한, 이것은 예정된 세포 사멸의 진

행과정을 촉진하는 bax의 상향 조절과 및 BCL-2 유전자의 하향 조절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Gao et al., 2013). 

뿐만 아니라, kefir는 인터페론 베타, 항증식(antiproliferative) 사이

토카인의 분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sphingomyelins을 포함하

고 있다(Osada et al., 1993). 

또한 Kefir는 superoxide dismutase와 catalase와 같은 해독계 효

소를 자극하거나 또는 세포내 활성산소(ROS)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 여러 가지 작용기전을 통해서 DNA 손상과 발암 과정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Rafie et al., 2015). 

또한, kefir는 UV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UV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

호하는 것이 밝혀졌다(Nagira et al., 2002). 비록 이러한 과정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는 kefir의 성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

았지만, 향후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히 에

스트로겐 의존성 암세포에 있어서 kefir의 항증식 효과를 입증되었는

데, 이것은 에스트로겐 합성에 관련된 염증성 cytokine으로 알려져 

interleukin 6(IL-6)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Rafie et al., 2015).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준의 감소는 종양 성장의 감소로 이어진다(Chen 

et al., 2007). 또한 kefir는 면역계 촉진을 통해서 발암과 연관되어진 

DNA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lactate와 acetate가 포함

된 많은 양의 단쇄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Grishina et al., 2011). 

단쇄 지방산은 T 세포, 항체 및 cytokine의 생성을 자극함으로써 면

역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afie et al., 2015). 

또한, 단쇄 지방산들은 면역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착 자극물을 

억제함으로써, 대장 점막층의 차단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Wong et 

al., 2006).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kefir의 유익한 효과는 암을 예방하고, 치

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에 근

거하여 이와 같은 보호 효과가 in vivo에서도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인체에 대한 연구가 향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암 위험 

감소에 대한 영향, kefir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분리 및 

정제, 그리고 이러한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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