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Food Sci Nutr
49(12), 1309～1318(202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https://doi.org/10.3746/jkfn.2020.49.12.1309

고구마껍질을 주원료로 한 식물혼합물의 면역증강 및 항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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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mune-enhancing activity and anticancer effects of a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including Platycodon grandiflorum, Codonopsis lanceolata and corn silk, on RAW264.7 macrophages
or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The product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pouches (M3E-A) made by plant
mixture extract, stick pouches (M3C-B) made using M3E-A concentrate and plant mixture tea (M3T-C). The M3A,
M3B, and M3C were in the form of freeze-dried powder after the extraction and concentration of M3E-A, M3C-B,
and M3T-C, respectively. The M3A, M3B, and M3C dose-dependently increas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 (IL)-1β and IL-6 in RAW264.7
macrophages. The NO and cytokine (TNF-α, IL-1β, and IL-6) levels in the M3A or M3C-treated RAW264.7 macrophage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M3B-treated RAW264.7 macrophages. Mice treated orally with M3C (100 mg/kg,
300 mg/kg), resulted in significantly increased splenocyte proliferation, NO levels and cytokine (INF-γ, IL-10) levels
compared to control mice. The M3A, M3B, and M3C (250 to 2,000 μg/mL), respectively, inhibited the growth of
AGS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may be used for immuno-enhancing and anticancer effects by healthy people and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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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 수년 전부터 항암물질 연구는 종양에
대항하는 면역반응을 강화하면서 기존 화학요법제의 기능을

대식세포(macrophage)는 외부 항원을 포식하고 면역 조

갖는 면역 치료 물질의 발견에 치중하고 있다(Sprengers와

절인자인 nitric oxide(NO)와 tumor necrosis factor-α

Janssen, 2005; Ghiringhelli 등, 2012). 면역항암제는 인체

(TNF-α), interleukin-1β(IL-1β), IL-6와 같은 염증성 사

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광범

이토카인을 분비하여 포식작용 증가 및 T세포의 활성화와

위하며 면역체계의 기억능력을 통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된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wig와 Rees, 1999;

다는 장점이 있다. 천연물에서 추출한 다당류 및 단백질과

Jiang 등, 2010; Cha와 Lim, 2014). 인체의 면역기능 저하

같은 고분자 물질들은 면역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물질로

는 감염에 의한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종양의 발생 및 암

서 생체 내에서 대식세포, 림프구, 자연살해세포 등 면역세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Yuan 등,

포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조절 활성을 증진한다고 알려져 있

2006; Hong 등, 2012).

고, 이들 물질의 면역조절 활성은 암 발생을 예방하거나 암

암 치료 시 화학요법제로 인한 부작용의 대부분은 면역력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들이 있다(Shim
등, 2003; Jiang 등, 2010; Hong 등, 2012; Yan 등, 2013).
선행연구에서 강한 면역증진 효과를 가진 고구마껍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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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개발하였고(Jeong 등, 2019), 본 연
구에서는 식물혼합물 가공 제품의 면역증진 효과를 in vitro
및 in vivo 모델에서 확인하였으며 항암효과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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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조건을 달리했을 때 면역증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티

재료 및 방법

백 침출차 분말에 시료 중량 10배의 증류수를 넣어 60°C,

재료

60 rpm 조건의 shaking incubator(JSSI-100C, JS Re-

본 연구에 사용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더
덕(Codonopsis lanceolata), 옥수수수염(corn silk)은 한약

search Inc., Seoul, Korea)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여과한
시료를 M3P-D라 하였다.

재 시장(Seoul, Korea)에서 2018년 10월 구입하여 세척 후

M3E-A, M3C-B, M3T-C, M3P-D를 감압농축기(N-

사용하였다. 고구마껍질은 전라남도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1200,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추출 용매를 제

2018년 10월에 광주광역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세척 후

거한 후 동결건조(Clean vac 8, Hanil, Incheon, Korea)한

약 1~5 mm 두께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였다.

분말을 각각 M3A, M3B, M3C, M3D라 명명하였고 세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구마껍질이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한 액상 파우치,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 및 티백 침출차 제조

세포배양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고구마껍질을 주원료로 한 식물혼합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와 AGS 세포는

물(Jeong 등, 2019)을 액상 파우치(pouch of extract con-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tain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M3E-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AW264.7 세포는 10

A) 및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stick pouch of concentrate

% 비활성화 우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Gibco

contain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BRL, Carlsbad, CA, USA) 및 1% penicillin과 strepto-

M3C-B)로 제조하였다. 재료는 세척 후 물기만 제거하고

mycin(PEST; WelGene Co., Gyeongsan, Korea) 용액을

건조과정 없이 도라지, 더덕, 옥수수수염 및 고구마껍질을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Wel-

1:1:0.5:3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티백 침출차(sweet potato

Gene Co.) 배지를 이용하였고, AGS 세포는 10% FBS와

peel-based plant mixture tea: M3T-C)를 제조할 때는

1% PEST를 함유한 RPMI 1640(WelGene Co.) 배지를 이

세척한 재료를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40°C에서 표면 수분

용하여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Thermo Fisher Scien-

을 40분 동안 제거한 후 50°C에서 고구마껍질 4시간, 더덕

tific, Waltham, MA, USA)에서 37°C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및 도라지 6시간, 옥수수수염 2시간씩 각각 건조하였고, 고
구마껍질, 더덕, 도라지는 150°C, 옥수수수염은 100°C에서
각각 30분간 로스팅 후 분쇄 과정을 거쳐 같은 비율로 혼합
하였다(Table 1).

세포 생존율 측정
RAW264.7 세포 또는 AGS 세포를 1×104 cells/well 농
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

M3E-A 및 M3C-B 제조용 추출물은 일정 크기로 자른

료 처리를 하였다. 2시간 이상 기아 상태를 유지시킨 다음

식물혼합물 22 kg과 생수 220 L를 추출기(bd-e250a, Ko-

시료를 우태아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성장 배지로 희석하여

ryeo Industry, Hwaseong, Korea)에 넣고 80°C에서 3시

RAW264.7 세포는 24시간, AGS 세포는 48시간 배양하여

간 추출하였다(Table 1, M3E-A). 추출물은 감압농축기

세포 생존율을 알아보았다.

(SS-C-200, Sung-Su Science Co., Ltd., Ansan, Korea)

세포 생존율은 Chung 등(2016)이 사용한 3-(4,5-di-

를 이용하여 50°C에서 3배 농축하였다(Table 1, M3C-B).

methylthiazol-2-yl)-2,5-dipheylterazolium

티백 침출차는 식물혼합물 2 g을 함유한 티백 6개를 추출기

(MT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환원 방

(TP-1002, Foshan Shunde Litlon Electrical Appliance,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well에 MTT 용액(5 mg/mL)

Guangdong, China)에 생수 220 mL와 함께 넣고 80°C에서

을 성장배지의 10분의 1을 가해주고 다시 37°C에서 4시간

3시간 1회 추출하였다. 티백 침출차를 완전히 분말화한 후

더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an이 배지에

bromide

Table 1. Extracting condition of production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Samples
2)

M3E-A
M3C-B3)
M3T-C4)
M3P-D5)
1)

Amount of M31)
(g)

Volume of water
(mL)

Extraction condition

Concentration
(fold)

22,000 (raw)
22,000 (raw)
12 (dried)
12 (dried)

220,000
220,000
240
240

80°C/3 h/one time
80°C/3 h/one time
80°C/3 h/one time
60°C/24 h/one time/shaking (60 rpm)

1
3
1
1

M3: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Platycodon grandiflorum : Codonopsis lanceolata : corn silk : sweet potato peel＝1:1:0.5:3).
M3E-A: pouch made by M3 extract.
M3C-B: stick pouch made by M3E-A concentrate.
4)
M3T-C: M3 tea.
5)
M3T-D: extract of M3 powder.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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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가지 않도록 배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남아있

PEST)으로 2회 세척하였다. 이를 세포 배양접시로 옮겨 10

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mL의 배양액을 가하여 멸균한 슬라이드글라스로 눌러 분쇄

후 di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 Co.)를 이

한 후, 40 μm nylon cell strainer(BD Biosciences, San

용하여 용해한 시료를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Jose, CA, USA)를 이용해 균질화하여 세포를 유리시켰다.

흡광도 측정 시 DMSO를 blank로 하여 시료의 흡광도를 측

세포 현탁액을 800×g 조건에서 4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

정하였으며, 세포의 생존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층액을 제거하고 red blood lysis buffer(Sigma-Aldrich

세포 생존율(%) ＝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Co.)를 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적혈구를 제거하
였다. 적혈구가 완전히 제거된 비장세포는 배양액에 현탁하
였다. 0.04% trypan blue로 염색한 후 세포 수를 측정하였

NO 및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다(Kim 등, 2018).

RAW264.7 세포를 1×105 cells/well 농도로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동결건조 분말 시

비장 내 사이토카인 분석

료를 농도별로 각각 24시간 배양하였다. 양성대조군은 시료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된 비장은 protease inhibitor cock-

대신 0.1 μg/mL LPS(lipopolysaccharide, Sigma-Aldrich

tail(Sigma-Aldrich Co.)을 함유한 PBS를 넣은 후 tissue

Co.)를 처리하였다. 세포배양액 0.5 mL에 동량의 Griess

grinder(Sigma-Aldrich Co.)로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시

시약(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와 1% α-

료는 원심분리(13,000 rpm, 4°C, 20 min)한 다음 상층액을

naphtylamide in H2O) 0.5 mL를 넣고 혼합하여 암실에서

취하여 사이토카인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그 상층액의

10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단백질 농도를 Bio-Rad protein kit(Hercules, CA, USA)

의 농도는 sodium nitrite(NaNO2)를 사용하여 얻은 검량선

으로 측정하였고, bovine serum albumin(BSA; Sigma-

으로 산출하였다(Jeong 등, 2019). 세포배양액 중 TNF-α,

Aldrich Co.)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얻은 후 정량하였다. 정

IL-1β, IL-6 농도는 ELISA kit(eBioscience, Inc., San

량된 단백질량으로 비장 내 사이토카인양을 보정하였다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 지침에 따라 micro-

(Chung 등, 2015).

plate reader(AMR-100, Allsheng Co., Ltd., Hangzhou,
China)로 측정하였다.

비장세포의 증식능 측정

동물실험

포가 5×106 cells/well이 되도록 희석하여 24-well plate

비장세포의 증식능은 MT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비장세
생후 6주령 수컷, Balb/c 마우스(25~30 g)를 오리엔트바

에 분주하였다. 분주 후 mitogen이 없는 배지, 5 μg/mL

이오(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

concanavalin A(Con A)를 함유한 배지, 15 μg/mL LPS를

할 마우스는 온도 23±2°C, 상대습도 50±5%와 12시간 간

함유하도록 배지 조성을 조정하였다.

격의 명암주기 및 200 Lux의 조도가 유지되는 동물실에서

세포를 5% CO2가 포함된 습도 90%, 37°C 배양기에서

무균음료와 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사육하였고 실험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은 NO, IL-10, INF-γ 측정을

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켰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세계

위한 시료로 사용하기 위해 원심분리(10,000 rpm, 10 min,

김치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하에 실험동물의 사육

4°C)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배양액을 제거한 세포는 각 well

및 처치를 수행하였다(WIKIM IACUC 201938).

에 MTT 용액(5 mg/mL)을 성장 배지의 10분의 1을 더하여

1주 동안 적응기를 거친 후 Balb/c 마우스를 6~8마리씩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액을 제거하여 건조한 후 DMSO

총 3군으로 나누었다. 즉, 시료 대신 물을 투여한 대조군

로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control, n=6), 저농도 M3C 투여군(n=6, 100 mg/kg), 고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농도 M3C 투여군(n=8, 300 mg/kg)이다. 10일 동안 일정한
시간에 존대를 이용하여 이들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였고,

비장세포에서 nitric oxide와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10일에 절식 후 실험 11일에 isoflurane(10 mg/kg, 흡입)으

세포배양액 0.5 mL에 동량의 Griess 시약(1% sulfanila-

로 마취하여 혈액을 취한 다음 절개하여 비장을 취하였다.

mide in 5% phosphoric acid와 1% α-naphtylamide in

일부 비장은 primary cell culture를 위해 냉장을 유지한

H2O) 0.5 mL를 넣고 혼합하여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킨

세포배양액(RPMI 1640, 10% FBS, 1% PEST)에 넣어 둔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의 농도는 sodium

후 사용하였고, 일부 비장은 ELISA 분석을 위해 액체질소에

nitrite를 사용하여 얻은 검량선으로 산출하였다. 세포배양

급속 냉동시켰다.

액 중 IL-10과 INF-γ 농도는 ELISA kit(eBioscience Co.)
을 이용하여 제조사 지침에 따라 microplate reader(AMR-

비장세포 분리 및 비장 내 세포 수 측정
분리한 비장은 세포배양액(RPMI 1640, 10% FBS, 1%

100, Allsheng Co., Ltd.)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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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cell viability in RAW
264.7 macrophage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g)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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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결과들은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

고구마껍질이 주원료인 식물혼합물 제품 추출물이 NO 생성
에 미치는 영향

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실험군간 평균의 차이는 one-

M3A, M3B, M3C, M3D를 10, 50, 100, 250, 500 μg/mL

way ANOVA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ple

농도로 RAW264.7 대식세포에 24시간 처리한 후 NO 생성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RAW264.7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stat-

대식세포에서 M3A, M3B, M3C, M3D 처리군 모두 각각

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7.0 프로

농도 의존적으로 NO 함량이 증가하였고, M3A와 M3C 처리

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에 의한 NO 생성량이 M3B와 M3D 처리에 의한 NO 생성량

다.

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NO는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결과 및 고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과도한 형성은 염증 매개체의
생합성을 촉진하며 염증반응을 악화시키고 조직의 손상, 유

고구마껍질이 주원료인 식물혼합물 제품 추출물이 RAW
264.7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전자 변이,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킨다(Lee 등, 2019). 따라서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NO의 증가는 면역기능을 활성화

M3A, M3B, M3C, M3D를 10, 50, 100, 250, 500 μg/mL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로 RAW264.7 대식세포에 24시간 처리하여 세포 생존

농도(10, 50, 100, 250 μg/mL)의 M3A, M3B, M3C, M3D

율을 알아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M3A와 M3C 500 μg/mL

를 각각 처리했을 때 NO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은 91.9±6.3%와 91.5±1.6%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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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이 있었지만, 그 외의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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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μg/mL 처리군과 주정 추출물 25, 50 μg/mL 처리군에서
무처리군인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다(Kim 등, 2018). 이와 같은 결과들은(Park 등,
2015; Kim 등, 2018) 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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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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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 다당류는 RAW264.7 대식세포의 증식률을 증가시
켰고(Park 등, 2015), 괭생이모자반 열수 추출물과 주정 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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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 처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RAW
264.7 대식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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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production of NO in RAW264.7 macrophage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n=4);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l)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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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한 추출물들은 대식세포의 면역 활성을 증가

M3B와 M3D보다 TNF-α 생성량이 높았다(Fig. 3). 100 μg/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M3A 500 μg/mL를 RAW264.7

mL의 M3A, M3B, M3C, M3D를 각각 RAW264.7 대식세포

대식세포에 처리했을 때 NO 생성이 세포독성이 없는 M3C

에 처리한 결과 TNF-α 함량은 각각 234.4, 107.6, 226.4,

250 μg/mL 처리군보다 적었으므로 M3A 500 μg/mL 처리

142.8 pg/mL였다.

군의 세포독성은 NO 과량 생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

이때 대조군의 TNF-α 함량은 3.0 pg/mL였고, 양성대조

다. 또한 M3C 500 μg/mL를 대식세포에 처리했을 경우 NO

군으로 사용한 0.1 μg/mL LPS 처리군의 TNF-α 함량은

의 과량 생성이 세포독성을 유발했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263.9 pg/mL였다. 개발한 티백 침출차 추출물의 동결건조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다.

분말인 M3C를 10, 50, 100, 250, 500 μg/mL 농도로 처리했

NO 생성량이 가장 적은 M3B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높은
NO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최적배합비를 이용하여

을 때 TNF-α 생성량은 64.5, 184.9, 226.4, 244.2, 248.3
pg/mL였다(Fig. 3).

만든 액상 파우치,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 및 티백 침출차

M3A, M3B, M3C, M3D를 각각 RAW264.7 대식세포에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이들 가공품을 섭취한 사람

처리했을 때 IL-1β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4와 같다.

들은 면역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무처리군인 대조군은 IL-1β 생성이 되지 않았고, 10과 50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산화질소는 L-arginine

μg/mL 시료 처리군 역시 모든 처리군에서 IL-1β 생성량이

으로부터 iNOS에 의해 생성되며 생체 내 감염을 일으키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M3A 처리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

군은 250 μg/mL 처리군부터, M3C 처리군은 100 μg/mL

서 NO 분비의 증가는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바이오마

처리군부터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IL-1β가

커로 주로 사용된다(Flurkey, 1991; Gao 등, 2000; Kim

생성되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500 μg/mL 농도의

등, 2017). 괭생이모자반 열수 추출물, 어성초 물 추출물 그

경우 M3A, M3B, M3C, M3D를 각각 처리한 군의 IL-1β

리고 주박에서 분리된 다당류를 각각 RAW264.7 대식세포

농도는 101.1, 14.2, 53.7, 34.2 pg/mL였다(Fig. 4).

에 처리했을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이 증가하였

M3A, M3B, M3C, M3D를 각각 RAW264.7 대식세포에

다고 보고했는데(Kim 등, 2012; Park 등, 2015; Kim 등,

처리했을 때 IL-6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5와 같다. 무처

2018)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리군과 비교하여 M3A와 M3C 처리군은 10 μg/mL에서,
M3B와 M3D 처리군은 10, 50, 100 μg/mL에서 IL-6 농도는

고구마껍질이 주원료인 식물혼합물 제품 추출물이 TNF-α
,
IL-1β
, IL-6 생성에 미치는 영향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M3A와 M3C는 50 μg/mL에서 대조
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율은

RAW264.7 대식세포에 M3A, M3B, M3C, M3D를 각각

높았다. 100 μg/mL 농도의 경우 M3A, M3B, M3C, M3D를

처리했을 때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TNF-α, IL-1β, IL-6의

각각 처리한 군에서 IL-6 생성량은 405.5, 5.5, 285.6, 5.7

함량이 증가하였다(Fig. 3~5).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pg/mL였다. 250 μg/mL 농도의 경우 M3A, M3B, M3C,

유사하게 10~100 μg/mL 처리군에서는 M3A와 M3C가

M3D를 각각 처리한 군에서 IL-6 생성량은 649.4,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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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production of TNF-α in RAW264.7 macrophage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l)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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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production of IL-1β in RAW264.7 macrophage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h)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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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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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계속되는 연구에서 개발된 티백 차의 면역증진 효과

Fig. 5.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production of IL-6 in RAW264.7 macrophage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i)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동물실험으로 알아보았다.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침출
차 추출물 섭취가 비장에서 총 비장세포, 비장세포 생존율
및 비장세포 NO 생성율에 미치는 영향
면역기능 관련 조직으로는 비장과 흉선이 있다. 비장은
혈액에서 유래되는 항원에 대한 주된 보호 면역반응을 담당
하는 장기로 B 및 T 림프구의 성숙과 항원의 자극에 의한

636.9, 259.2 pg/mL였다. M3A와 M3C 처리군에서 M3B와

림프구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림프 기관이다. 흉선은

M3D 처리군보다 IL-6 생성량이 증가하였다(Fig. 5).

림프구의 분화 및 성숙에 관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비장세

M3A와 M3B는 동일 시료 및 동일 추출조건에서 추출하였
으나 M3B는 M3A보다 3배 농축한 시료였다. M3A와 M3B

포의 증식은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Park과 Ryu, 2013; Kang 등, 2014).

의 제조공정의 차이는 추출물을 대용량 농축하는 과정 외에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도라지, 더덕, 옥수수수염 및 고

차이점이 없었으므로 농축과정이 M3B의 면역증진 효과에

구마껍질을 1:1:0.5:3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농도에서 M3B가

제조한 M3C를 섭취한 실험동물에서 분리한 비장에서 총

M3A보다 NO, TNF-α, IL-1β 및 IL-6의 생성량이 적었지

세포수 및 배양한 비장세포의 수가 증가할수록 면역기능이

만 M3B는 농도 의존적으로 이들 물질을 증가시켰다. 500

개선됨을 의미한다. M3C 100 mg/kg[M3C(100)]과 300

μg/mL M3B의 경우 NO, TNF-α 및 IL-6 생성량이 M3A,

mg/kg[M3C(300)]의 투여가 비장 총 세포수 및 비장세포

M3C, M3D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낮았지만 대조군과 비

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Fig. 6A, B에 나타내었다.

교해서는 높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M3B도 강한 면역증진

분리한 비장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한 뒤 비장 내 총 세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M3B에 함유된 면역증진

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6A와 같다. M3C 섭취군은 물을

효과를 나타내는 생리활성 물질이 추출, 농축, 포장 등 공정

섭취한 일반 마우스(normal)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비장

과정에 일부 파괴될 수 있지만 파괴율이 낮거나 대부분 안정

내 세포수가 증가하였다.

한 물질들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개발된 제품들은

Mitogen은 특정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면역세포 활성을

모두 NO, TNF-α, IL-1β 및 IL-6의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촉진해 주는 물질들의 총칭이다(Mischell과 Shiigi, 1980).

강한 면역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들이라는 것을 알 수

비장세포에서 Con A는 T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증식을 유도

있었다.

하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LPS는 B 세포를 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최적배합비인 도라지, 더덕, 옥수

극하여 세포 활성을 유도한다(Kim 등, 2010). 따라서 이러

수수염, 고구마껍질을 1:1:0.5:3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물을

한 mitogen의 병용처리는 시료처리에 대한 세포의 민감성

이용하여 제조한 액상 파우치,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 그리고

을 증가시켜 세포 활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해 줄 수

티백 침출차 모두 면역 활성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을

있다.

알 수 있었고, 개발된 최적배합비는 면역력 향상을 위한 다
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M3C를 투여한 마우스 비장세포에 mitogen을 처리하지
않고 세포증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조군 비장세포와 비교

면역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소재 발굴을 위한 연구들

하여 고농도 섭취군에서 증식능이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중에 가시여지 잎 에탄올 추출물 및 조다당 분획물을 RAW

6B). Mitogen Con A 또는 mitogen LPS를 함유한 배지로

264.7 대식세포에 처리했을 경우 TNF-α, IL-1β 및 IL-6

배양한 비장세포의 세포증식률은 대조군과 M3C 투여군을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Kim 등, 2017), 주박에

비교한 결과 M3C 투여군의 비장세포 증식능이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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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A

Fig. 6. Total cells number in spleen (A), splenocyte proliferation
(B), and splenocyte NO production (C) of mice administered
with water extracts from M3C for 10 days. M3C orally treated
for 10 days (onc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M3C (100)] and 300 mg/kg body weight [M3C (300)].
The M3C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T-C in Table 1. Isolated splenocyt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concanavalin A (Con A) or LPS] for 24 h. Th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8), and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same mitogen or without mitogen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PS

증가하였다(Fig. 6B).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Fig. 7). 저농도

여러 면역 활성 관련 연구에서 천연소재의 비장세포 증식

및 고농도 M3C 추출물을 투여 받은 마우스의 비장에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itogen으로 Con A와

무처리군인 대조군(normal)과 비교하여 INF-γ와 IL-10 생

LPS를 사용하였다(Kim 등, 2005; Kim 등, 2019). Kim 등

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Fig. 8).

(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mitogen 없이 어성초 추출물의

이상의 결과로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통해 도라지,

메탄올 분획 및 헥산 분획은 비장세포 증식을 증가시켰고,

더덕, 옥수수수염 및 고구마껍질을 각각 1:1:0.5:3 비율로

Kim 등(2019)은 괭생이모자반 추출물이 mitogen 없이 비

섞어 제조한 티백 차는 면역증강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장세포 증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mitogen Con A와

였고, 추후 이들 추출물의 주요 물질을 이용하여 같은 시스

괭생이모자반 추출물 동시 처리군, mitogen LPS와 괭생이

템의 대식세포 모델 및 동물 모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모자반 추출물 동시 처리군에서도 괭생이모자반 추출물 처

Kim 등(2019)은 비장세포 배양 상등액에서 사이토카인

리에 의해 비장세포 증식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

의 분비능에 관해 관찰한 결과, 비장세포의 증식능 결과와

는데 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유사하게 mitogen 무처리구와 mitogen Con A 처리구에서

M3C 추출물 경구 투여가 비장세포의 NO 생성에 미치는

괭생이모자반 섭취 마우스의 비장세포에서 IL-2와 IFN-γ

영향을 Fig. 6C에 나타내었다. M3C 추출물을 투여 받은 마

의 분비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괭생이모자반이 면역

우스 비장세포의 NO 생성은 대조군(normal)과 비교하여 모

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들

두 유의적으로 NO 함량이 높았다.

과 유사하였다.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침출
차 추출물 섭취가 마우스의 비장세포 및 비장에서 INF-γ와
IL-10 분비에 미치는 영향

활용했을 때 암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

후속 연구로서 개발된 제품을 암 환자들의 식단에 음료로

고구마껍질이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이 항암효과가 있다면 항암
환자에게 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제품의 항암
효과를 알아보았다.

M3C를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으로부터 분리한 비장세포 및
비장의 사이토카인 함량은 Fig. 7, 8과 같다.
저농도 및 고농도 M3C 추출물을 투여 받은 마우스의 비장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생성을 측정한 결과 INF-γ와 IL-10

암 환자의 면역력 증진 치료는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면서

생성이 mitogen 무처리구와 mitogen Con A 처리군에서

항암치료 부작용 완화, 재발 및 전이 방지에 도움을 주어 최

정인선 ․ 강경순 ․ 김은혜 ․ 박승만 ․ 정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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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lenocyte INF-γ (A, B) and IL-10 (C, D) of mice administered with water extracts from M3C for 10 days. M3C orally
treated for 10 days (onc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M3C (100)] and 300 mg/kg body weight [M3C (300)].
The M3C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T-C in Table 1. Isolated splenocyt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concanavalin A) or without mitogen for 24 h. Th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8), and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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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γ (A) and IL-10 (B) in spleen of mice administered with water extracts from M3C for 10 days. M3C orally treated
for 10 days (onc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M3C (100)] and 300 mg/kg body weight [M3C (300)]. The
M3C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T-C in Table 1. Th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8), and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근 대부분의 암 치료에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의

티백 침출차의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3A, M3B, M3C,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암세포의 분열과

M3D 각각을 100, 250, 500, 1,000, 2,000 μg/mL 농도로

증식을 억제하고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Ka-

48시간 동안 위암세포 AGS에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을 알

sibhatla와 Tseng, 2003).

아본 결과는 Fig. 9와 같다.

도라지, 더덕, 옥수수수염 및 고구마껍질을 각각 1:1:0.5:

M3A, M3C, M3D는 모든 처리군에서 무처리군인 대조군

3 비율로 섞어 제조한 액상 파우치,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

보다 유의적으로 위암세포 AGS를 사멸시켰고, M3B는 250

식물혼합물 제품의 면역증진 및 항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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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products using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on the cell viability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Products developed
with sweet potato peel-based plant mixture. The
M3A, M3B, M3C, and M3D were freeze-dried
powder after extraction and concentrate of M3EA, M3C-B, M3T-C, and M3T-D, respectively, in
Table 1. The AGS cells were treated with extract
for 48 h.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j)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3D

요

약

포를 사멸시켰다. M3A와 M3C가 M3B와 M3D보다 효과적
으로 위암세포 AGS를 사멸시켰다. 1,000 μg/mL M3A,

도라지, 더덕, 옥수수수염을 포함한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

M3B, M3C, M3D 각각의 처리군에서 AGS 세포 생존율은

물혼합물의 RAW264.7 대식세포 및 AGS 인체 위암세포에

44.8, 66.5, 48.0, 52.4%였다. 즉, 1,000 μg/mL M3A, M3C

서 면역 활성 증진 효과 및 항암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처리에 의해 위암세포인 AGS가 55.2, 52% 사멸하였으므로

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강한 항암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

함유한 액상 파우치(M3E-A),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M3C-

은 고농도는 암세포 사멸 효과가 뛰어날지라도 다른 세포들

B) 그리고 티백 침출차(M3T-C)이다. M3A, M3B, M3C는

에 세포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발 제품의 섭취량 설정

각각 M3E-A, M3C-B, M3T-C를 추출 및 농축 후 동결

관련 연구들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건조한 분말이다. M3A, M3B 및 M3C는 RAW264.7 대식세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통해 과다 증식하는 특

포에서 NO 및 전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

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암세포

생산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고, NO 및 사이토카인

를 사멸할 수 있는 천연추출물을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TNF-α, IL-1β, IL-6) 수준은 M3A 또는 M3C를 처리한

진행되고 있다(Lee 등, 2016; Shin 등, 2016; Park 등,

RAW264.7 대식세포에서 M3B를 처리한 RAW264.7 대식

2018). Park 등(2018)은 삼채 추출물을 AGS에 투여한 결

세포보다 높았다. 마우스에 M3C(100 mg/kg, 300 mg/kg)

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므로 항암 천연

를 구강으로 투여하였다. M3C를 섭취한 마우스는 비장세포

소재라고 보고하였고, 황칠 나무잎 추출물은 4가지의 암세

증식, NO 수준과 사이토카인(INF-γ, IL-10) 수준이 대조군

포주(MCF7, A549, Hep3B, AGS)에서 50% 이상의 저해율

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50~2,000 μg/mL M3A,

을 나타내었다. 면역세포 실험에서 IL-6와 TNF-α 분비를

M3B 및 M3C를 각각 AGS 세포에 처리했을 때 농도 의존적

증가시켜 면역 활성을 증가시키는 면역력 증진 천연소재라

으로 AGS 세포 성장을 억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고

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들이

개발된 고구마껍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을 이용한 액상 파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의 면역 활성 증진 및 항암효과를 위

우치, 농축액상 스틱 파우치 및 티백 침출차는 암 환자에게

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면역력 증진 천연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 가장 효과가 좋았던 고구마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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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주원료인 식물혼합물 티백 침출차를 일상적으로 섭취하
는 암 환자의 식단과 함께 제공하여 암 환자의 면역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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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티백 침출차가 암 환자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므로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다양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차(tea)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암 예방을 위해 마실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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