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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육질이 오렌지색을 띄는 호박고구마는 보통고구

마에 비해 β-카로틴 함량이 많아 항산화 효과, 항암작용, 심
혈관계 질병예방 등의 생리활성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등 2006). 고구마의 우수한 영양성분으로 비타

민 C, β-카로틴, 무기질, 칼슘과 칼륨, 식이섬유소 등 풍부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Lee 등 1999; Kim 등 2010). 또한 고구마 

폴리페놀성분의 항산화 효과 등이 보고되면서 고구마의 영

양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HS 2013). 이러한 고구마의 소비 증가의 수요

에 맞춰 고구마를 활용한 제과, 빵(Ko & Seo 2010; Lee & 
Park 2011), 된장(Bae 등 2012), 청국장(Cha 등 2017), 고구마 

음료(Chun 등 2000)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어지고 있

다. 최근에는 유산균을 활용한 발효고구마의 항산화 활성 효

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진바 있으며(Ha 등 2019), 항암작

용,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 연구가 알려져 있다(Kurata 등 

2007; Oki 등 2016). 호박고구마를 이용한 연구로 호박고구마 

효소 분해물을 이용한 장상피세포 부착능 연구에서 동결건

조 분말에 비해 분무 건조 분말에서 더 효능을 보여준 연구 

보고가 있다(Lee 등 2017). 반면, 고구마를 이용한 면역효과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는 않은 수준이다. 다른 식품

의 생리활성 효과 연구로 질경이, 팽이버섯, 연근 물 추출물

이 마우스의 비장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세포 활성 효과가 보고된 연구결과가 있다(Ryu HS 
2017; Kim & Ryu 2018; Ryu HS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활용되는 호박고구마를 이용하여 면

역 증진효과를 갖는 식품소재로써의 기능성 가치를 찾아내어,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투여가 마우스의 비장세포와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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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mpkin sweet potato (Ipomoea batas L.) has been known as a traditional remedy and food source, not only in South Korea 
but worldwide. It is rich in fiber, potassium, vitamin C, and other minerals and vitamins, making it a nutritional food loved by 
many. showed that pumpkin sweet potato had antioxidant biological effects. The in vitro study showed that both splenocytes and 
cytokine production byactivated peritoneal macrophages increased when water extracts were supplemented at 100 and 250 μL/mL. 
Notably, the production of IL-1β, TNF-α, and IFN-γ by splenocyt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100 μL/mL. The results suggest 
that supplementation with pumpkin sweet potato (Ipomoea batas L.) water extract may enhance immune function by stimulating 
splenocyte proliferation and improving cytokine production, activating macrophages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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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및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호박 고구마는 2018년 해남군에서 재배된 

것을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시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후 얇게 잘라 바람이 잘 통하는 실험실에서 

신문지를 깔고 일주일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호

박고구마 510 g을 감압 농축의 방법으로 물 추출 3회 반복하

여 65.5 g의 추출물을 얻었으며, 이를 동결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이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8~9주령된 암컷 ICR mouse를 

(주)대한실험동물센터로부터 구입하여 물과 고형 사료를 자

유로이 공급하면서 5일 정도 적응시킨 후 체중이 16~17 g 내
외인 마우스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승인번호 2018-10). 동물을 실험에 최적화하기 

위해 안정시키는 동안의 실험실 온도는 22~23℃, 습도는 

50~60%로 조절하며 유지하였다.

2. 마우스 비장세포의 분리, 배양 및 측정
경추 탈골방법으로 처리한 마우스 비장을 분리, 적출하였

고, 적출된 비장의 세척과 분쇄는 RPMI 1640(Sigma, USA)용
액과 멸균된 유리봉을 이용하여 세포를 유리시켜 200 μm 
cell strainer에 여과 후 10분간 원심분리(4℃, 3,000 rpm)한 다

음, 세포 현탁액을 200 mesh stainless steel siev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통과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적혈구를 제거한 비장세포는 trypan blue 
solution(Sigma, USA)으로 염색하여 세포 수를 확인하였다. 
세포는 90 μL씩 분주하고, 각 군당 mitogen 10 μL씩 분주하였

다. 비장세포 농도는 5.0×106 cell/mL로 10% FBS-RPMI 1640
을 사용하였고, 비장세포의 증식능에 이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Proliferation index = Sample의 흡광도/Control의 흡광도

흡광도(optical density, O.D.) 측정은 ELISA reader(R&D 
system,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사이토카인(IL-1β, IFN-γ, TNF-α) 분비량 측정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마우스 복강 내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사이토카인 분비량의 측정은 최종농

도가 0 μg/mL와 1,000 μg/mL가 되게 하였으며, 부착성 마우

스 복강 대식세포에 10%의 불활성화된 FBS를 함유한 RPMI 

1640 용액 900 μL와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을 100 μL씩을 각

각 분주하였다. 세포배양은 5% CO2 인큐베이터(Sany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37℃,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대식세포 상층액의IL-1β, TNF-α, IFN-γ의 분비량은 ELISA 
사이토카인 kit(R&D system, NY,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각각의 시험관에 50 μL의 샘플과 각각의 사이토카인  

bead를 혼합한 capture bead 50 μL를 투여하여 빛이 차단된 

실온에 1시간 방치한 다음, mixed PE detection reagent를 각 

실험관에 50 μL 첨가하여  빛이 차단된 실온에 다시 방치하

였다. 그런 다음 상층액을 버리고 wash buffer 200 μL씩을 상

층액을 제거한 시험관에 가하여 FACS Canto II(BD Bio-
sciences, USA)를 사용하여 사이토카인 분비량을 확인하였다.

4. 통계처리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AS 

package(ver. 12.0)를 이용하였다. 표준편차와 평균값을 구한 

뒤 각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고, 다중범위검증법 중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확인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에서 사후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이 마우스 비장세포 활성효과
-In vitro 실험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을 첨가한 비장세포 활성 효과에 대

한 연구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호박 고구마 물 추출

Conc. (μg/mL) Proliferation index1)

Without 
mitogen

0 1.00±0.09ab2)

5 0.71±0.04a

10 0.98±0.23ab

50 0.93±0.23a

100 2.28±0.46c

250 1.39±0.27b

500 1.09±0.23ab

1,000 0.73±0.21a

ConA 2.67±0.12c

1) Proliferation index= mean of O.D. in test wells / mean of O.D. 
in control wells.

2) Means±S.D.
a-cMeans including different letter (a-c) on the column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monstrat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Table 1. Proliferation index of mice splenocyte cultured 
with water extracts of pumpkin sweet potato and mit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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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0,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배양하

였다. 대조군(negative control)으로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대

신 배양액(10% FBS-RPMI 1640)을 첨가하여 결과를 비교 관

찰 하였고, 양의 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는 ConA(5 μg/mL)
로 확인하였다. ConA를 첨가한 경우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2.67±0.12로 비장세포 생성

량이 증가하였다.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을 첨가하여 검색한 

결과는 농도 0,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에서 

1.00±0.09, 0.71±0.04, 0.98±0.23 0.93±0.23, 2.28±0.46, 1.39±0.27, 
1.09±0.23, 0.73±0.21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을 첨가한 100 μg/mL와 250 μg/mL의 농도에서 음의 

대조군(1.00±0.09)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
는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250 μg/mL에서 유의적인 활성효과

를 나타낸 연구 결과(Ryu HS 2014)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100~250 μg/mL 농도군에서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이 

비장세포 활성을 촉진시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이다. 식물 소재의 물 추출물을 이용한 연근의 

면역세포 활성효과 실험에서도 100~250 μg/mL 농도가 포함

된 50~500 μg/mL 농도 군에 활성을 보인 연구 결과가 있다

(Ryu HS 2019).

2. 호박고구마물추출물이사이토카인분비량에미치는
영향

IL-1β, IL-2, IL-4, IL-6 와 TNF-α 등과 같은 cytokine이 초기

염증반응에서 세포의 신호전달을 통한 면역작용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Barnes & Liew 1995; Kim 
등 2004). 특히 IL-1, IL-6, TNF-α, IFN-γ는 활성화된 대식세포

로부터 생성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 식품 면역지표로 

알려져 있다(Hibbs & Nathan 1991). 또한 TNF-α(Tumor 
necrosis factor-α)는 단핵구, 대식세포, 비만세포, 림프구 및 

자연살해세포를 비롯한 많은 세포에서 생산되어 감염, 염증 

반응에 관여하며, 종양에 항 증식작용을 하고 상처 치료에 

도움을 주며, TNF-α는 T림프구와 상호 작용하여 T림프구의 

활성과 성장 등을 조절한다(Meydani SN 1990).

1) IL-1β 생성량
IL-1β 생성량은 Fig. 1에 나타내었다. 호박고구마 물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은 음의 대조군 IL-1β 생성량은 3.71±0.54 
pg/mL, 반면, 양의 대조군 ConA 첨가군에서는 136.47±10.11 
pg/mL로 유의성을 보였다.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50, 100 
250, 500, 1,000 μg/mL 농도 투여군에서 각각 13.79±3.13, 
44.42±7.89, 30.75±5.23 29.82±4.58, 26.07±3.09 pg/mL로 대조

군(3.71±0.54 pg/mL)에 비해 높은 IL-1β를 생성하여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호박고구마의 경우 중간 농도에서 면역세포 활

성 효과가 높고, 저농도와 고농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

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호박고구마 물 추출

물이 외부에서의 항원자극에 대항하여 면역반응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연구 사례로는 

연근 물 추출물 100~500 μg/mL 농도군에서 IL-1β 생성량이 

높게 나타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Ryu HS 2019). Lee 
JH(200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덕 열수 추출물 25 μg/mL 농
도의 투여군에서 하자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 림프구 세포

가 11.2배 증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

합해보면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투여가 면역세포 활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2) TNF-α 생성량
TNF-α 결과는 Fig. 2와 같다. 본 실험에서 양의 대조군 

ConA 투여의 경우 2,499.09±215.23 pg/mL로 유의적인 생성

량을 나타내었고, 음의 대조군은 180.28±29.20 pg/mL의 TNF-
α가 생성되었다.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10, 50, 100, 250, 500, 
1,000 μg/mL 농도를 첨가한 경우 각 농도별 666.20±5.66, 
487.42±70.89, 954.29±115.09, 756.92±201.99, 730.88±163.75, 
623.91±95.08 pg/mL로 유의적으로 높은 TNF-α 생성량을 보

였다(p<0.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사이토카인 생성량을 자극하여 면역

기능 증강에 관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100~ 
1,000 μg/mL 농도에서 유의성을 보여준 질경이 물 추출물의 

면역효과와 50~1,000 μg/mL 농도 모두에서 유의적인 생성량

을 나타낸 가시오가피 물 추출물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Ryu & Kim 2005; Ryu HS 2015). 따라서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이 면역 세포 활성을 높여 면역 활성 효과의 가능

성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TNF-α는 T 림프구의 성장과 

Fig. 1. IL-1β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
phage cultured with pumpkin sweet potato water extracts. 
a-eMeans including different letter (a-e) on the column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mon-
strat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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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에 관여하여 암세포의 세포 용해를 유도함으로써 항암 

작용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alkwill 등 

1990). 특히 100~250 μg/mL의 농도에서의 높은 생성능은 비

장세포 증식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이 농도에 주목하

여 in vivo 실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IFN-γ 생성량
IFN- γ 생성량은 Fig. 3과 같다. 음의 대조군에서는 56.78± 

10.88 μg/mL, 양의 대조군 ConA 투여군에서 3,420.95±325.3 
μg/mL로 유의적인 생성량을 나타내었다(p<0.05).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를 첨가한 농도 

군에서 각각 42.12±8.66, 98.52±18.07, 331.74±53.63, 2,504.00± 
307.42, 769.80±92.61, 409.70±62.73, 321.62±42.93 pg/mL의 IFN-γ 

생성량을 보여, 100, 250, 500 μg/mL의 농도군에서 유의성을 

보였다(p<0.05). 이는 율무 물 추출물을 첨가한 50~500 μg/mL 
농도에서 높은 분비량을 나타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다(Ryu & Kim 2005).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투여 연구에서도 

50~500 μg/mL의 농도에서 IFN-γ 분비량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Ryu HS 201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이 외부 항원에 대응하여 면역 활성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비장

세포 증식능과 본 연구에서 지표로 본 세 종류의 사이토인 

농도별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증식능을 보인 100~250 
μg/mL의 농도는 in vivo 실험의 참고 근거로 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In vitro 실험을 통한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 투여가 마우스

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대조군에 비

해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을 투여한 100~250 μg/mL 농도에서 

비장세포 증식능을 보였으며(p<0.05), IL-1β, TNF-α, IFN-γ 

사이토카인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IL-1β은 50~1,000 
μg/mL의 농도에서, IFN-γ는 10~1,000 μg/mL의 농도에서, TNF-
α는 100~500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p<0.05), IL-1β, TNF-α, IFN-γ 사이토카인 모두 100~500 μ

g/mL 농도에서 대조군보다 높았다(p<0.05).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호박 물 추출물은 마우스 비장 세포를 자극하여 면역

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이토카인 생성량

을 증가시켜 면역세포 활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박고구마 물 추출물이 면역세포 활성에 효과가 있

는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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