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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억제 마우스에서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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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raji, the root of Platycodon grandiflorum (PG), has been used as a food and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to treat immune-related diseases, such as asthma and bronchitis. Platycodin D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functional components of PG. This study evaluated the immunomodulatory effects of a PG extract (PGD) with eight
times the amount of platycodin D using a new extraction protocol on immunosuppressed mice induced by cyclophosphamide (CPA). The immune-stimulating effects on six groups were compared: one normal control group without
CPA (NOR) and five CPA treated groups (NC, negative control; PC, positive control treated with β-glucan 50 mg/kg
body weight (BW); PG, PG extract 150 mg/kg BW; PGD1 and PGD2 with PGD at 75 and 150 mg/kg BW, respectively).
After 10 days of oral administration, the body weight gain increased in the PGD groups compared to the NC group,
and PGD2 was comparable to the NOR group. PGD significantly and effectively controlled the IgG, IL-1β, and TNF-α
levels than PG. The peritoneal NK cell activity was improved in the PC and PGD2 groups. Therefore, the PGD
with a high platycodin D value may be a good supplement to stimulate the immune system in immunodepress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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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중 cyclophosphamide(CPA)는 DNA 및 단백질을 알킬화
하고 교차결합을 생성하는 반응성 대사산물의 형성으로 세

면역은 외부의 여러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을 방어할 뿐만

포독성 반응이 나타나고(Sakthivel과 Guruvayoorappan,

아니라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기본적인 세포 증식 조절 능력

2015) 세포 증식을 나타내는 장기조직에 치명적인 독성을

도 상실하기 때문에 건강한 인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일으킨다(Huang 등, 2013). 여러 실험에서 CPA를 마우스

(Cortese, 2009). 면역 반응에는 감염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모델에 복강 투여하였을 때, 동물의 면역을 억제하여 면역

대식세포와 자연살해(Natural killer, NK) 세포 등이 체내의

인자들의 변화가 보고되었다(Wang 등, 2012; Lee 등, 2019;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선천성 반응과 항원-항체 반응을 통

Choi 등, 2019).

해 방어 하는 후천성 반응이 있다. 이것은 B 세포가 관여하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당질과 섬유질 및

는 체액성 면역과 T 세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으로 구분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알칼리

된다(Tomar와 De, 2014). 한편, 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고

성 식품이다. 국내에서 생채, 정과, 나물 등의 식품으로 사용

감염병에 저항하는 면역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

되어 왔으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보고되면서 건강기능

가 임상 의학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Kumari와 Sahoo, 2005).

식품 소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Kang 등, 2015; Lee 등,
2013). 도라지 추출물은 면역이 저하된 마우스에서 혈중

Received 7 July 2020; Accepted 9 August 2020
Corresponding author: Sung Hyen Lee, Department of Agrofood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Jeonbuk 55365, Korea
E-mail: lshin@korea.kr, Phone: +82-63-238-3681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IgM과 IL-1β의 증가 효과(Lee 등, 2019)를 보였고, 도라지
의 맛과 플라티코딘 D(platycodin D) 함량 증진을 위해 숙성
처리한 홍도라지는 CPA에 의해 감소한 체중을 증가시키며,
혈중 IgG 및 IL-6 수준을 개선하였다(Choi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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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의 생리활성 물질로 flavonoids, phenolic acids,

Table 1. HPLC condition for the platycodin D analysis

polyacetylene, sterols, amino acids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platycodin A와 platycodin D의 triterpenoid계 사포
닌의 기능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Ji 등, 2020). 도라지의 사

HPLC system
Column

포닌 중 주요 성분인 platycodin D는 LPS로 염증이 유도된
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었다(Wang 등, 2004). 또한
암 유발 마우스 모델에서는 platycodin D를 투여하였을 때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비롯한 면역 조절에 영향을 주었다는
Mobile phase

codin D의 면역 조절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유효성분의 추
출 함량 증가를 통해 기능성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출물의 기능성 물질은 추출 용매의 종류, 추출 온도 및
추출 시간 등에 따라 다르다(Lim 등, 2019). 에탄올 추출물
의 경우 메탄올, 헥산 등 독성이 높은 유기용매 추출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온 용매 및 환류냉각 추출

Solvent (%)
ACN
Water
10
90
10
90
22
78
28
72
35
65
60
40
95
5
95
5
50
50
10
90
10
90

Time (min)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 nitric oxide와 TNF-α의 생성을 억

것을 확인하였다(Li 등, 2016). 이와 같이 도라지에서 platy-

Conditions
Waters e2695
Kinetex XB-C18 (4.6×250 mm, 5 µm)

0
5
25
50
65
70
76
83
89
94
105

시 수율이 낮고 열변성의 문제점이 있다(Kim과 Kim, 2020;

Flow rate,
injection volume

0.8 mL/min, 10 μL

Yu 등, 2007). 이를 보완한 초고압 추출법, 초음파 추출법,

Detector

UV (204 nm)

마이크로파 추출법 등이 사용되었고 초음파를 이용한 추출
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13). 또

도라지 추출물의 platycodin D 함량은 HPLC-DAD법을

한, 식품을 열처리 추출하게 될 경우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도라지 추출분말 2.5 g을 50% 에탄

하여 기능성을 높일 수 있다(Hwang 등, 2011). 따라서 본

올 25 mL에 녹여 0.20 µm nylon syringe filter(Whatman,

연구에서는 먼저 도라지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platyco-

Clifton, NJ, USA)로 여과한 후 HPLC 분석용으로 사용하였

din D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추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

으며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고 면역 저하된 마우스에 이 추출물을 급여하여 기존의 방법
에 의해 처리된 도라지 일반 추출물(Lee 등, 2019)의 면역
조절 효과와 비교하였고 경제성이 향상된 면역 증진 소재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동물의 관리 및 체중 측정
본 시험에 사용된 마우스는 specific-pathogen free(SPF)
상태의 6주령 수컷 C57BL/6 48마리로 (주)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사육기간 중에는 일반 고

재료 및 방법

형사료와 물을 자유섭취 시켰으며 온도 23±2°C, 습도 50±
10%, 12시간 단위로 명암 주기를 조절하였다. 매일 실험동

도라지 추출물의 준비

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실험식이 섭취량과 체중을 주 2

본 연구에 사용된 도라지(P. grandiflorum)는 충북 영동

회 측정하였다. 처리별 체중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시험

에서 구입하였고, 증거 표본(RDAPG01)은 국립농업과학원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체중 차이를 체중 증가량으로 표시

에 보관하였다. 도라지는 세척 후 열풍건조(60°C 이하, 48

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에 관한 모든 내용은 농촌진흥청

시간) 하고 분쇄(FM909T, Hanil, Wonju, Korea)한 후, 30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NAS-201906)

mesh 체에 통과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방법에 의한

절차와 윤리 규정에 따랐다.

추출물은 도라지 분말을 70% 주정으로 실온에서 24시간 2
회 추출하였고, 여과 후 농축 및 동결건조하여(PVTFD 10R,

면역 저하 마우스 모델 및 시료 투여

Ilsin Lab, Yangju, Korea) 시료(PG)로 사용하였다. Platy-

실험동물은 CPA(Sigma-Aldrich Co., St. Louis, MO,

codin D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라지 분말 10 g에 증류

USA)로 면역 저하를 유도한 후 사용하였다(Lee 등, 2019;

수 100 mL를 첨가하고 60°C에서 120분간 전처리하였다.

Choi 등, 2019; Diehl 등, 2017). 마우스를 1주일 동안 실험

전처리한 시료에 99% 에탄올 100 mL를 가한 다음 30분간

환경에 적응시키고 정상군 8마리를 제외한 40마리 마우스에

초음파 추출, 원심분리(3,000 rpm, 10분) 및 여과하고 추출

경구 투여 실험 시작 3일 전에 CPA를 150 mg/kg, 하루 전에

물 잔사에 50% 에탄올 200 mL를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출,

110 mg/kg를 복강 투여하였다. 마지막 복강 투여가 끝난 24

원심분리(3,000 rpm, 10분) 및 여과하였다. 최종 추출물은

시간 뒤 실험동물의 체중을 측정하고 난괴법(randomized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PVTFD 10R) 기능성 평가를 위

complete block design)에 따라 정상군(NOR), 음성대조군

한 시료(PGD)로 사용하였다(특허등록번호 10-2040502).

(negative control, NC),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 PC),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과

Table 2. 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effects of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s on the immune-related biomarkers in the
immunosuppressed mice

1)
3)

Groups

Treatment

Normal (NOR)
Negative control (NC)
Positive control (PC)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 (PG)
PG with platycodin D1
(PGD1)
PG with platycodin D2
(PGD2)

W/O CPA1)＋DW2)
CPA＋DW
CPA＋β-glucan 50 mg/kg BW3)
CPA＋PG 150 mg/kg BW

CPA: cyclophosphamide.
BW: body weight.

CPA＋PGD 75 mg/kg BW
CPA＋PGD 150 mg/kg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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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Th1 사이토카인(IL-1β)과 Th2 사이토카인 2종(IL
-6, TNF-α)을 ELISA kits(Abcam)로 분석하였다. Capture antibody가 부착되어 있는 96-well plate에 혈청 50
µL와 사이토카인 antibody cocktail 50 µL를 넣고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배양하고 3회 세척하였으며 각 well에 100
µL의 TMB 용액을 넣고 10분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well에 100 µL의 stop solution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사이토카인 농도는 ELISA
kit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용액에서 산출되어진 곡선으로부
터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

DW: distilled water.

복강 NK세포의 분리 및 활성 측정
마우스 복강 내 4% FBS-RPMI 1640(Difco, Franklin

일반적 추출법에 의해 처리된 시료 평가를 위한 PG군(150

Lakes, NJ, USA)를 5 mL 주사하고, NK세포가 모이도록

mg/kg 체중), 개선된 추출법에 의한 도라지 추출물의 수준

5분간 마사지한 뒤 복강 내부에서 세포를 채취하였다. 수집

에 따라 PGD1군(75 mg/kg 체중) 및 PGD2군(150 mg/kg

한 세포는 4°C,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체중)으로 구성하였다(n=8/group). NOR군과 NC군은 추출

cell pellet을 lysing buffer에 현탁시켜 적혈구를 제거하고

물의 용매로 사용한 증류수, PC군은 면역 증진에 효능이

다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척하였다. 세포를 10% FBS-

있다고 알려진 β-glucan(50 mg/kg 체중, Sigma-Aldrich

RPMI 1640으로 1×106 cells/mL가 되도록 희석하여 24-

Co.)을 용해시켜 경구 투여하였고(Sandvik 등, 2007), 두

well plate에 1,000 µL씩 분주하였다. 37°C, 5% CO2 in-

종류의 도라지 추출물은 PG군, PGD1군과 PGD2군에 10일

cubator에서 2시간 방치한 다음 각 well의 상층액은 걷어내

간 경구 투여(1회/일)하였다(Table 2).

고 부착성 세포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NK세포를 96-well
plate의 각 well에 1×105 cells씩 분주하고, 표적 Yac-1 세

혈액의 채취 및 분리

포를 1×104 cells씩 처리(effector-to-target 세포비 10:1)

10일 동안의 시험 물질을 경구 투여 후, 마우스의 체중을

하였다. 다음에 37°C, 5% CO2 incubator에서 16시간 동안

측정하고 CO2로 마취한 후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

배양한 다음 MTS(Promega Corporation, Fitchburg, WI,

다. 혈청은 혈액을 원심 분리용 시험관에 담아 2,000 rpm,

USA)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

4°C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었으며 면역 글로불린 및

er(Molecular Devices)로 49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

사이토카인 측정에 사용하였다.

였으며 NK세포의 활성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혈청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 측정
도라지 추출물(PGD)이 마우스의 혈청 IgA, IgM 및 IgG

NK cell activity (%)＝[1－(B－A)/A]×100
A (OD): NK cell only, B (OD): NK cell＋Yac-1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s(Abcam, London, UK)를 이용하여 분석하

통계처리

였다. 각 항체가 코팅되어있는 96-well plate에 혈청을 50

자료는 SPSS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

µL씩 분주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배양하였고, 세척 용액으로

ence ver. 24,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2번 세척 후 1×HRP antibody를 50 µL씩 분주하여 실온에

one-way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

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시 세척 후 TMB 용액을 50

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서 P<0.05 수준인

µL씩 분주하여 상온에서 15분 배양한 다음 색의 변화를 확

경우에 유의성을 표시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mean±SE로

인하고 stop solution을 50 µL씩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

나타내었다.

다.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San
Jose, CA, USA)로 450 nm에서 측정하였고, 각 면역 글로불

결과 및 고찰

린의 농도는 ELISA kit에 포함되어있는 표준 용액에서 산출
되어진 곡선으로부터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개선된 방법에 의해 추출된 PGD의 Platycodin D 함량
일반적인 방법과 개선된 방법에 의해 추출된 도라지의

혈청 사이토카인의 함량 측정
도라지 추출물의 혈중 면역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platycodin D 함량 측정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관
행적 방법으로 70% 주정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추출(P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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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tent of platycodin D in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s analyzed by the HPLC
Sample

Platycodin D contents (mg/g)

PG
PGD

0.40±0.04
3.20±0.02

Regression equation, y＝2686.8x－2581.1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999
PG: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 treated by a conventional
protocol.
PGD: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 with 8 times platycodin
D amount treated by a developed new protocol.

Fig. 2. Effects of PGD with high amount of platycodin D on
the body weight gains of C57BL/6 mice immunosuppressed by
cyclophosphamide. NOR, normal; NC, CPA treated negative control; PC, CPA＋β-glucan 50 mg/kg BW; PG, CPA＋PG 150 mg/
kg BW; PGD1, CPA＋PGD 75 mg/kg BW; PGD2, CPA＋PGD
150 mg/kg BW. The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and each bar presents the mean±SE (n=8).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
B
Platycodin D

투여되고 있는데(Yoo 등, 2020; Roh 등, 2016) 본 실험에
48.00

50.00

Fig. 1. Chromatograms of platycodin D analyzed by HPLC in
the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s using (A) a developed new
protocol (PGD) and (B) a conventional protocol (PG).

사용된 용량(75, 150 mg/kg 체중)은 인체적용시험 추진 시
성인이 하루 1 g 미만(375~750 mg/kg 체중)을 섭취하게
되므로 인체에 적용 가능한 용량이다(Nair와 Jacob, 2016).

혈중 면역 글로불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였을 때 platycodin D 함량이 0.4 mg/g이었으나 개선된 방

도라지 추출물 PGD의 급여가 면역 저하된 마우스의 혈중

법에 따라 60°C에서 120분간 유지하고 초음파 처리하였을

면역 글로불린 IgA, IgM과 IgG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때 추출물(PGD)의 platycodin D 함량은 3.2 mg/g으로 일

하였다(Fig. 3). 면역 글로불린은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되는

반적 추출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8배 증가하였다(Fig. 1).

것을 막거나 항원-항체 복합체(antigen-antibody complexes)를 형성하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조직에 결합하

PGD가 면역 저하 마우스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NOR)과 CPA로 면역 저하를 유도한 마우스에서

지 못하게 막고 불활성화하여 대식세포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돕는다(Lee 등, 2010).

식이 및 음수 섭취량과 행동 유형에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하였을 때 번식 진행 과정을

다. 그러나 CPA의 투여로 면역 저하가 유도되면서 부작용으

억제하는(Woof와 Kerr, 2006) IgA의 혈중 농도는 CPA를

로 인한 체중 감소(Wang 등, 2012; Lee 등, 2019; Choi

투여한 NC군에서 정상군(NOR) 대비 26.7% 감소하였다. 그

등, 2019)가 모든 실험군에서 나타났고 실험기간 동안 체중

러나 양성대조군과 모든 도라지 추출물 투여군에서 NC군보

증가량은 NC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β-glu-

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3개의 도라지 추출물 섭취군 중

can을 급여한 양성대조군(PC)과 모든 도라지 추출물 투여

에서 PGD1군이 PG군이나 PGD2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

군에서 체중 감소 문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발된

으나 모든 도라지 실험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방법에 의해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추출물을 급여한

않았다(Fig. 3A). 면역 글로불린에서 가장 큰 분자량을 가진

PGD1과 PGD2군에서는 NC군보다 유의적인 체중 개선 효

IgM은 전체 Ig에서 5~10%를 차지하며 항체의 체액성 면역

과를 보였고 고용량의 추출물을 투여한 PGD2군은 정상인

반응에서 가장 먼저 분비되는 물질이다(Wang 등, 2018).

NOR군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Fig. 2). 따라서 개선된 추출

혈중 IgM 함량은 NC군에서 NOR군 대비 6.0% 유의한 감소

법에 의해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PGD는 75 및 150

를 보였고 모든 CPA 처리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mg/kg의 수준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CPA로 면역이 저하된

다. 혈중 IgM 함량은 두 도라지 추출물을 같은 용량(150

마우스의 체중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mg/kg 체중)으로 투여한 PG군과 PGD2군 사이에서 유의한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많은 연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GD군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에서 추출물은 100~500 mg/kg 체중 수준에서 실험동물에

는 경향을 보였고 PGD2군은 NOR군(4.12 μg/mL)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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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복되었다(Fig. 3B).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가장 작은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방법으로 처리된 도라지 추출물은

분자량이지만 전체의 75~80%를 차지하는 IgG는 주로 면역

저용량(75 mg/kg)에서 혈중 IgA, IgM 및 IgG 수준에 효과

력을 높이기 위해 대식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를 보이지 않았다(Lee 등, 2019; Choi 등, 2019). 그러나

(Wu 등, 2019). 혈중 IgG 함량은 NC군에서 NOR군보다 유

개발된 추출법에 의해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추출물

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모든 CPA 처리군 중에서 가장 낮은

은 낮은 수준(75 mg/kg)에서도 혈중 IgA, IgM 및 IgG 함량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PGD 섭취군에서 혈중 IgG 함량이

을 유의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C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PG군보다 높은 경향을

도라지 추출물 PGD는 저용량(75 mg/kg)으로 혈중 면역 글

보였으며 NOR군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Fig. 3C).

로불린 수준을 NC군 대비 유의적으로 개선하고 NOR군 혹
은 PC군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시켜 면역 증진에 도움

A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혈중 사이토카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 사용한 면역 억제제 CPA는 T세포의 수를 감소
시켜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면역 반응의 조절에 영향
을 미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한다(Kim 등, 2014).
Fig. 4A는 세포매개성 면역에 관련된 혈중 Th1 사이토카인
IL-1β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혈중 IL-1β는 CPA의 투여로
NC군(4.88 pg/mL)에서 NOR군(6.90 pg/mL)보다 29.2%
감소되었으나 PG군은 7.83 pg/mL였고, PGD군은 6.56,
9.56 pg/mL으로 NC군뿐만 아니라 β-glucan을 투여한 PC

B

군(6.45 pg/mL)과 유사하거나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PGD1군은 절반(75 mg/kg 체중) 용량으로 투여하여도 PG
군(150 mg/kg 체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용량(150 mg/kg 체중)으로 투여한 PGD2군은 PG군보다
22.1% 향상된 IL-1β 수준을 보였다. 또한, 투여 용량 의존
적으로 PGD2군에서 PGD1군보다 45.6% 유의적으로 향상
되었다. CPA 투여로 인해 억제된 면역의 회복을 위해 PGD2
군에서 혈중 IL-1β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
데 CPA로 인해 저하된 사이토카인은 동충하초(Kim 등,
2012)나 블루베리(Jeong 등, 2019)를 급여함으로써 사이

C

토카인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여 음성대조군뿐 아니라 정
상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체액성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Th2 사이토카인 IL-6와
TNF-α 함량을 분석한 결과, 혈중 IL-6 수준은 NC군(42.5
pg/mL)에서 NOR군(17.0 pg/mL)보다 149.6% 증가하였으
나 PC군(20.2 pg/mL), PG군(30.5 pg/mL), PGD군(30.3~
31.1 pg/mL)에서 NC군보다 27.0% 이상 감소하였다(Fig.
4B).
혈중 TNF-α 함량은 NC군(51.4 pg/mL)이 NOR군(30.8
pg/mL)보다 67.0%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PC군(26.8 pg/
mL), PG군(44.8 pg/mL)과 PGD군(27.5 pg/mL)은 NC군보

Fig. 3. Effects of PGD on the serum (A) IgA, (B) IgM, and
(C) IgG levels in C57BL/6 mice immunosuppressed by cyclophosphamide. NOR, normal; NC, CPA treated negative control;
PC, CPA＋β-glucan 50 mg/kg BW; PG, CPA＋PG 150 mg/kg
BW; PGD1, CPA＋PGD 75 mg/kg BW; PGD2, CPA＋PGD 150
mg/kg BW. The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and each bar presents the mean±SE (n=8).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PG군의 혈중 TNF-α 함량
은 NOR군보다 여전히 45.3% 높게 나타났으나, PGD군은
PG군보다 유의적으로 38.6% 낮게 나타났고 NOR군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Fig. 4C).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방법에 의한
도라지 추출물은 고농도 투여군(150 mg/kg)에서만 혈중
IL-1β 함량 증진 효과를 보였고(Lee 등, 2019), 혈중 IL-6
및 TNF-α 함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Choi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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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PGD on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against
Yac-1 cells in peritoneal of C57BL/6 mice immunosuppressed
by cyclophosphamide. NOR, normal; NC, CPA treated negative
control; PC, CPA＋β-glucan 50 mg/kg BW; PG, CPA＋PG 150
mg/kg BW; PGD1, CPA＋PGD 75 mg/kg BW; PGD2, CPA＋
PGD 150 mg/kg BW. The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and each bar presents the mean±SE (n=8).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면역 저하 마우스의 복막 NK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와 NK세포는 병원균의 침입과 같은 위험 요소로

C

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선천성 면역세포군이다
(Yang 등, 2015). NK세포는 항체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스
트레스를 인식하여 활성화되고 자극 특이적으로 세포의 투
과 및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ivier 등, 201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추출법으로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PGD)이 선천성
면역의 핵심 요소인 NK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Fig. 5). NK세포 활성은 NOR군에서 66.9%였으나 면
역 저하에 의해 NC군에서 40.6%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C군 70.7%, PG군 49%, PGD1군 50.3%, PGD2군 86.2%
로 NC군보다 NK세포의 활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고,

Fig. 4. Effects of PGD on serum (A) IL-1β, (B) IL-6, and (C)
TNF-α levels in C57BL/6 mice immunosuppressed by cyclophosphamide. NOR, normal; NC, CPA treated negative control;
PC, CPA＋β-glucan 50 mg/kg BW; PG, CPA＋PG 150 mg/kg
BW; PGD1, CPA＋PGD 75 mg/kg BW; PGD2, CPA＋PGD 150
mg/kg BW. The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and each bar presents the mean±SE (n=8).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PGD2군은 NC군보다 유의적 수준에서 향상되었으며 PC군
보다도 21.9%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방법으로 처리된 도라지 추출물은 NK세포 활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Lee 등, 2019; Choi 등, 2019)
본 실험에서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PGD는 농도 의존
적으로 NK세포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개발된 기술에 의해 추출된 PGD의 급여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선천 면역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그러나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추출물은 낮은 경구 투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수준(75 mg/kg)에서도 이들 사이토카인 함량 조절에 유
의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platycodin

요

약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PGD)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도라지 추출물보다 면역 저하 마우스의 Th1/ Th2 사이

최근 면역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할

토카인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면역 증진에 영향을

수 있는 식품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면역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대표적 기능성 소재인 도라지(Platycodon gran-

diflorum)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 platycodin D는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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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도라지로부터 platycodin D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추출물(PG)보다 약
8배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PGD)의 기
능성을 평가하였다. CPA로 면역 저하된 마우스에 PG 및
PGD 도라지 추출물을 10일 동안 경구 투여하고 면역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PA 투여로 실험동물의 체
중이 감소되었으나 PGD는 CPA로 인한 체중 감소 증상을
유의적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PGD를 섭취할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CPA에 의한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PGD1는 PG군(150 mg/kg 체중)에
서 투여한 용량의 절반 수준(75 mg/kg 체중)으로 면역이
저하된 마우스에서 감소된 혈중 IgA 및 IgG 수준을 PG군
혹은 β-glucan을 투여한 PC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
켰다. PGD는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h1 사이
토카인(IL-1β)의 함량을 높이고, 체액성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Th2 사이토카인(TNF-α, IL-6) 함량을 감소시켜 면
역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PGD는 면역 저하로 감
소된 NK세포의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정상 수준까지 향
상시켰고, PGD2군은 같은 용량(150 mg/kg 체중)에서 PG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개선된 기술로
platycodin D 함량이 증가한 도라지 추출물은 면역 조절 효
과가 우수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후보 소재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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