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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식품의다양한생리활성작용에 한연구들이보고

되면서천연식품 특정생리활성물질의효능에많은

심이 증 되고 있다
1,2). 특히 천연 식품을 이용한 면역 작용

연구에 한 심이부각되고있다3,4). 최근이러한연구로메

, 돌미나리등이세포면역증진효과에 한연구보고
5,6)

가있으며, 생강첨가된장을투여한쥐에서우수한종양세포

생성억제작용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 생강의항암효과에

한연구와생강추출물투여가마우스면역세포활성을증

진시켰다고보고되기도하 다
7,8). 한, 톳의면역세포증진

효과와항산화효소활성효과에 한연구가보고된바있다
9,10). 식물혼합을이용한면역증진효과에 한연구로는고

들빼기, 돌미나리, 메 , 톳, 생강을 혼합한 혼합시료의 추출

물 50 ㎎/㎏ BW 농도투여가면역세포와면역기 의주요

기능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가 있다11,12). 본 연구

에서 솔잎, 돌나물, 톳, 메 , 깻잎 식물 혼합의 면역 활성에

해보고자한돌나물연구동향으로는돌나물의지질과산

화 항산화효과에 한보고가있으며
13)

, 깻잎의에탄올이

추출물이 흰쥐의 지방 사와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는 것으

솔잎, 돌나물, 톳, 메 , 깻잎 등 5가지 혼합 열수 추출물의

면역 활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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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ts have long been used as a food source in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bined immunomodulative 

effects of a water extract mixture of(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on Balb/c mice 7～8 weeks old. The mice were fed a chow diet ad libitum and the plant extract was orally administered 

every other day for four weeks at two different concentrations(50 and 500 ㎎/㎏ BW). After preparing the single-cell 

suspension, splenocyte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the MTT(3-[4,5-di-methylthiazol-2-y]-2,5-diphenyl terazolium bromide) 

assay. After 48hrs of incubation with the mitogens(ConA or LPS) splenocyte from the mice groups administered 50 and 

500 ㎎/㎏ BW of the plant extrac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d in prolifer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 hemolytic 

plague forming cell assay was used to indicate antibody production against sheep red blood cells(SRBC). The number of 

antibody-secreting cells T-dependent antige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supplementation with this plant extract 

may regulate immune function by increasing splenocyte proliferation and the number of plaque forming cells. 

Key words: mixture, splenocyte proliferation, SRBC, immune.

†Corresponding author: Hyun-Sook Kim, Major in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h-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469, Fax: +82-2-707-0195, E-mail: rhs7420@hanmail.net



류혜숙․김 숙 한국식품 양학회지270

로알려져있다
14). 발아메 추출물의항균활성효과와메

의면역세포증식효과가보고된바있으며
15,16), 솔잎연구에

한것으로는항산화효과와과산화지질억제효과와
17,18) 
솔

잎추출물의면역세포활성효과가알려져있다19,20). 본연구에

서는다섯가지(솔잎, 돌나물, 톳, 메 , 깻잎) 식물혼합물추출

물의면역활성효과를연구하고자비장증식능과항체생성능

을주요지표로보고자하 다. 비장은 기면역반응을담당

하고있는주요한기 으로알려져있으며21), 체액성면역반응

은주로박테리아나바이러스, 그리고단백질과같은외부물

질에 해 효과 이다. 이러한이 방어 체계는 B 세포과 T 

세포의두종류의 lymphoid cell에의해수행되는데, B 세포는

항체를생산하며, T 세포는세포성면역반응에직 가담하고

있다
22). 항체를생성할수있는세포가항원과 하여 IgM 

항체를방출하고방출된항체가항원 보체와결합한용 반

(plaque) 수를측정하여 B 세포의항체생성능을 찰하는방법

을 이용한23) 항체생성능 연구등이 면역능에 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에많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의 ex vivo 

실험에서는 마우스에 2주, 4주간 격일로식물 혼합물을 경구

투여한후마우스비장세포증식능과항체생성능을통한수수

의 면역 활성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 다.

실험 재료 방법

1. 시료 추출 실험동물

동결건조된혼합(솔잎, 돌나물, 톳, 메 , 깻잎) 시료를증

류수 는에탄올로환류냉각시키면서 80℃ 수욕상에서 3시

간씩 3회반복추출한후감압농축하여얻은물추출물을경

구투여시료로이용하 다. 본연구에사용된동물은 7～8주

령된암컷 Balb/c mouse를 (주) 한실험동물센터로부터분양

받아고형사료와물을자유로이공 하면서 7～8일정도실

험동물실에서 응시킨후체 이 15 g 내외인마우스를실

험에 사용하 다. 실험 동물실 온도는 22±2℃, 습도는 40～

60%로유지하 고, 명암주기(Light and dark cycle)는 12시간

단 로 조 하 다. Ex vivo 실험에서혼합(솔잎, 돌나물, 톳, 

메 , 깻잎) 추출물 투여는혼합 물추출물을 멸균 증류수로

용해시킨후 정농도로희석하여사용하 다. 마우스를임

의 배치법에 의해 조군과 투여군으로 나 었으며, 실험군

마다 4마리씩사용하 다. 조군에는생리식염수를, 투여군

에는검액을 각각 50 ㎎/㎏ BW/day과 500 ㎎/㎏ BW/day씩 2

주, 4주간 격일로 경구 투여하 다

2. 시약 배지

본 연구에 사용된 배지는 GIBCO BRL(Grand Island, NY, 

USA) 제품의 RPMI medium 1640를 사용하 고, fetal bovine 

serum(FBS), lipopolysaccharide(LPS), thioglycollate, sodium bicar-

bonate, ammonium chloride, TRIZMAⓡbase, TRIZMAⓡhydro-

chloride, trypan blue solution(0.4%), DMSO(dimethyl sulfide), 

3-(4,5-dimethylt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등의 시약은 Sigma(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 다.

3. 비장세포 증식능 측정

각 군별로마우스비장세포 탁액을 5.0×106 cell/㎖가되

도록 희석하여 96-well plate에 90 ㎕씩 분주하 다. 각 군당

양의 조군으로 Con A(5 ㎍/㎖), LPS(15 ㎍/㎖)를 10 ㎕씩분

주하고, 조군에는 10% FBS-RPMI를 동량 분주하 다. 그

후각 plate는 37℃, 5 % CO2 incubator(Sanyo)에서 44시간배양

하여MTT assay를실시하 다. 배양후 MTT 10 ㎕를가하고, 

알루미늄호일로빛을차단한상태에서 4시간동안다시배양

한후 formazan crystal 형성을유도하 다. 이와같이 비된

plate를 4℃, 1,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상층액을제

거하고각 well에 150 ㎕의 DMSO를가하여 10분간방치한후

ELISA reader를이용하여 540 nm의 장에서흡 도를측정

하 다.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식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

다.

Proliferation Index=Sample의 흡 도/Control의 흡 도

4. 비장세포 의 IgM 항체 생성 세포수 측정

비장세포의 IgM 항체 생성 세포 수(plaque forming cell; 

PFC)를 측정하기 한항원으로, 한국유니온랩에서구입한

면양 구(sheep red blood cell, SRBC)를 4℃에서보 하여

2주일이내에사용하 다. 사용직 PBS 용액으로 3회원심

세척(2500 rpm, 5 min., 4℃)한후, 면양 구(sheep red blood 

cell, SRBC) 농도가 2×109 cell/㎖가되도록 PBS 용액으로 조

정하여 이부유액 0.2 ㎖를 실험 4일 에모든 실험군의 마

우스 복강내에 주사하 다. 비장세포 탁액을 면역일로부

터 4일 후에 실험동물군의 비장을 출하여 빙냉의 RPMI 

1640에 넣고 teflon pestle을 이용하여 200 mesh stainless sieve

를 통과시키고, 이 세포액에 RBC lysis buffer를 가한 후 원

심분리(3,000 rpm, 10 min, 4℃)하여 구를용 시킨후상

등액을 제거하 다. 침 된 비장세포에 일정액의 RPMI 1640 

용액을 가하여 viable cell을 trypan blue exclusin method (Mi-

schell & Shiigi, 1980)로 측정하여 1×106 cells/㎖의 비장세포

탁액을 만들었다. SRBC 부유액은 냉장보 된면양 액

을 사용 직 에 RPMI 1640 용액으로 3회 원심 세척(2,500 

rpm, 5 min, 4℃)한후 5×109 cells/㎖의농도로부유시켜만들

었다. SRBC 부유액(5×109 cells/㎖) 0.5 ㎖, guinea pig comple-

ment 0.3 ㎖, 10%의 불활성화된 FBS를 함유한 RPMI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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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plague forming cell.

용액 2.0 ㎖를 혼합하 다. 이 혼합액 0.5 ㎖와 비장세포

탁액(1×106 cells/㎖) 50 ㎕를 혼합하여 microchamber에 35 

㎕씩 주입하고 vaseline과 paraffin(1:1) 혼액으로 하여

incubator에 1시간 방치한 후 형성되는 항체 생성 세포수를

미경하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PFC 수를 비장세포 106

개 의 IgM 항체 생성 세포수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1).

PFC/106 splenocytes=(Nplaque/Cspleen×Vmixture×A)×106

A : 1(incubation mixture 의 splenocyte suspension의비율)

Nplaque: the number of plaque observed in a microchamber

Cspleen: the count of splenocytes in 1 ㎖ of splenocyte suspension

Vmixture: volume of incubation mixture filled into microchamber

5. 통계분석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통계 로그램인 SAS(Statistic 

Analysis System, ver. 12.0)를이용하여평균 표 편차를계

산하 으며, 군간의비교에서각각의요인은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 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고찰

1. In vitro 실험에서의 혼합추출물의마우스비장세포증

식능에 미치는 향

혼합추출물과에탄올추출물의첨가가비장세포증식능에

미치는 향에 한 검색결과 Fig. 2와같다. 혼합추출물을

첨가하여배양한경우농도 10, 50, 100, 250, 500, 1,000 ㎍/㎖

에서각각 1.494±0.14, 1.161±0.11, 1.177±0.18, 1.150±0.14, 1.076± 

0.07, 1.363±0.04로, 고농도에서 효과를 보 다. 에탄올 추출

물을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 농도 50, 100 ㎍/㎖에서 1.233± 

0.12, 1.358±1.01로 높게나타났으나, 250, 500, 1,000 ㎍/㎖에

서각각 1.035±0.13, 0.079±0.02, 0.043±0.07로 500 ㎍/㎖, 1,000 

Fig. 2. Proliferation index of mice splenocyte cultured 

with water or ethanol extracts of plant mixture※ and mitogens.

Spleen cells(5×106 cell/㎖) were cultured with water or 

ethanol extracts of 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i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for 48hrs. After culture, degree of splenocyte

proliferation was measured by the MTT assay,
※

 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i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의 고농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어 지

나치게고농도의투여는오히려해로운 향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있다. 생강물추출물첨가군의경우 50～500 ㎍/㎖

에서 유의 인 증식능을 나타냈으며
27), 고들빼기 물 추출물

에서 100, 250, 500 ㎍/㎖ 농도에서유의 인증식능을나타낸
16)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식물 혼합물 추출물 10～1,000 

㎍/㎖ 농도 체 으로 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고농도에서 비장세포의 활성을 진시키거나 면역 반

응을증가시킬수있는면역활성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된

다. 

2. 혼합추출물의경구투여가마우스비장세포증식능에

미치는 향(ex vivo)

혼합 추출물을 4주 동안 투여한 경우 50 ㎎/㎏ BW/day과

500 ㎎/㎏ BW/day 투여군에서 Con A 첨가시두농도모두

조군에비해각각 3.58±0.23, 4.23±0.01로비장세포증식이유

의 으로높았다. 한편, 체액성면역과 련이있는 B세포를

선택 으로 증식시키는 mitogen인 LPS 첨가시 50 ㎎/㎏ 

BW/day과 500 ㎎/㎏ BW/day 투여군에서도 각각 2.74±0.62, 

2.98±0.39로 조군보다 높은 증식능을 보 다. 다른 비장세

포증식능연구에따르면생강물추출물을 4주투여한경우

50 ㎎/㎏ BW/day과 500 ㎎/㎏ BW/day 투여군에서 1.52± 0.68

과 2.40±0.71로 조군에비해증식능증가를나타낸보고가

있다
27). 반면, 톳의물추출물에서는 50 ㎎/㎏ BW의농도군에

서최 분비능을나타내어혼합형태의결과와는차이를보

여주었다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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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liferation index of splenocytes of mice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extracts of plant mixture※ for 

4 weeks

Proliferation index

Conc.

(㎎/㎏ BW)

Without 

mitogen
Con A LPS

0

50

500

1

1.34±0.41

1.45±0.84

3.13±0.98b

3.58±0.23ab

4.23±0.01a

2.00±0.22b

2.74±0.62a

2.98±0.39a

1) Proliferation index=mean of OD in test wells/mean of OD in 

control wells,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a,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 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i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3. 혼합추출물의경구투여가마우스비장세포 의 IgM 

항체 생성 세포수에 미치는 향

혼합추출물의경구투여에의해마우스비장세포가면양

구(sheep red blood cell: SRBC) 항원에 한일차체액성

면역반응(primary humoral immune response)에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알아보기 한방법으로비장세포 의 IgM 항체

생성세포수를측정하 다. 이는항체를생성할수있는세포

가항원과 하여 IgM 항체를방출하고방출된항체가항

원 보체와결합하여용 상을일으키는것을이용한다. 

즉, 마우스를 SRBC로 면역시킨 후 비장세포를 취하여 항원

(SRBC) 보체와 반응시키고 이때 생성되는 항체(plaque)의 

수를측정하여 B 세포의항체생성능을 찰하는방법이다
29). 

IgM 항체생성세포수는 SRBC로 1차면역후 4일째최고에

도달하므로항원주사후 4일째에비장세포 의 PFC (plaque 

forming cell) 수를측정하 다
30)

. 그결과는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2주 동안 혼합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비장세포

106
개당 PFC 수는 50 ㎎/㎏ BW과 500 ㎎/㎏ BW의농도에서

각각 153.33±11.55, 151.66±103.11로 조군(116.23± 74)에 비

해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특히, 50 ㎎/㎏ BW의

농도에서 높은 수 으로 증가하 다. 4주 동안 혼합 추출

물을 투여한 경우에도 비장세포 106
개당 PFC 수가 50 ㎎/㎏ 

BW와 500 ㎎/㎏ BW의 농도 모두에서 각각 143.39±103.21, 

147.66±98.21로 조군(121.23±79.67)보다유의 으로증가하

으며(p<0.05), 500 ㎎/㎏ BW의 농도에서 더 높은 증가 수

을 보여 주었다. 한, 4주투여군보다 2주 투여군에서 높

은 증가 수 을 보여주어 단기간에 더 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50 ㎎/㎏ BW와 500 ㎎/㎏ BW의농도간차이는 크게보

Fig. 3. The plaque forming cell number of mice orally 

administered with different levels of plant mixture※

water extracts for 2 weeks.

Spleen cells(5×106 cells/㎖) were cultured with fraction 

of the extract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for 48 hrs. After 

cultured, the degree of lmpocyte proliferation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data present the mean values±SD of three

experiments, 

The data present the mean values±SD n=6,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at p=0.05,
※ 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i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Fig. 4. The plaque forming cell number of mice orally 

administered with different levels of plant mixture※

water extracts for 4 weeks.

Spleen cells(5×106 cells/㎖) were cultured with fraction 

of the extract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for 48 hrs. 

After cultured, the degree of lmpocyte proliferation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data present the mean values±

SD of three experiments,

The data present the mean values±SD n=6,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at p=0.05,
※ Pine needles, Sedum sarmentosum Bunge, Hijikiaorme, 

buckwheat and perlla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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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않았다. 련 다른연구에따르면31) 우황이 B 림 구의

항체생성능에미치는실험에서단기간인 3일투여군에서실

험군보다 유의성 있게 PFC 수가증가하 다는보고가있다. 

동일한시료의연구결과는아니지만메 추출물을 50, 500 

㎎/㎏ BW/day 투여한연구결과에서도 조군에비해유의

으로높은항체생성능을나타내었다
16). 따라서본연구에서

도혼합추출물의투여가 T 세포의존성항원인 SRBC에 한

일차체액성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면역기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결론

본연구에서는혼합추출물로부터면역증강효과를알아

보고자 마우스를이용하여 in vitro와 ex vivo를 통해 혼합추

출물이면역세포활성에미치는 향을살펴보고자 4주간격

일로 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실험군에는 물 추출물 50, 

500 ㎎/㎏ BW/day 농도로경구투여하여 찰하 다. 비장세

포 증식능 실험에서 Con A와 LPS 처리시 조군에 비해 혼

합추출물에서 50 ㎎/㎏ BW/day와 500 ㎎/㎏ B .W./day 농도

모두에서 비장세포 증식이 유의 으로 높았다. T 세포의 활

성으로 B 세포의항체생성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알아

보기 해 PFC 2주, 4주간실험한결과, 조군에 비해모든

처리군에서높은증가를보 다. 농도간큰차이는보이지 않

았으나, 2주에서는 50 ㎎/㎏ BW/day의 농도, 4주에서는

500 ㎎/㎏ BW/day의농도에서높게나타났다. 따라서비장세

포증식능과 PFC 실험결과혼합추출물이 T 림 구를자극

하여 B 림 구를 활성화시켜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혼합추출물의경구투여가비

장세포증식과항체생성능을상승시킴으로써면역기 의주

요 기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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