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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ine (Pinus densiflora) needles were fractionated into cold water (PD-CW), hot water (PD-HW) and
methanol extract (PD-M), PD-M showed potent simulating activity (1.19-fold of the saline control) for
proliferation of bone marrow cells mediated by Peyer's patch cells in vitro. MeOH extracts were prepared by
homogenization, stirring or reflux to identify the method of methanol extraction, and MeOH extract by reflux
method showed significantly highest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ing activity (1.30-fold) in vitro. The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ing effect of orally administered PD-M fractionated from pine needles also
were studied in mice. Analyzing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ing activity mediated Peyer's patch cells
from C3H/He mice which had been fed with PD-M at different doses for 7 days, 1.0 g/kg of BW/day indicated
that the bone marrow cells had proliferated (3.65-fold of 3% EtOH administered group). In addition, the amounts
of IL-6 in the culture supernatant of Peyer's patch cells at 1.0 g/kg of BW/day were increased (1.13-fold)
whereas the production of GM-CSF was not dose depend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ral administration
of PD-M enhances the secretion of hematopoietic growth factors such as GM-CSF and IL-6 from Peyer's patch
cells, and these cytokines also act on modulator of bone marrow cell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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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프구와 항원간의 접촉과 림프구간의 상호작용이 용이

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2차 림프조직계 중 점막림

프기관(mucosa-associated lymphatic tissue, MALT)은

immune defense system에서 immunological barrier로서 중

요한 생체 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 MALT 종류 중 소화

기관에 위치하고 있는 장관 관련 림프상조직(gut-asso-

ciated lymphatic tissue, GALT)은 생체 내에서 가장 큰

lymphoid tissue로 장관의 점막 부위에 존재하고 장관면역

계 내 IgA response를 비롯하여 생체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2). 특히, 넓은 표면적을 갖는 소화관

점막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많은 양의 미생물, 이종 단백질

또는 화합물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감작된다고 볼 때, 면역

조직으로서의 의의는 매우 높다. GALT에서 쉽게 관찰되는

Peyer's patch는 소장과 회장(ileum)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장관 내 핵심적인 림프기관일 뿐만 아니라 IgA 생산

을 위한 inductive site로 알려져 있다(3). 이러한 Peyer's

patch는 T와 B 세포, 마크로파지 및 dendritic 세포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특히 Peyer's patch의 lumen dome은

항원의 uptake와 handling에 중요한 M 세포(micro enfold

cell)로 구성된 flattered epithelium으로 덮여 있다(4,5). 이러

한 M 세포는 lumen으로부터 가용성 항원, 세균 또는 바이러

스 등을 pinocytosis나 phagocytosis에 의해 섭취(engulf-

ment)하여 림프세포에 이동시킴으로써 세포의 활성화에 관

여한다(6,7). 이와 같이 활성화된 면역세포 및 이들이 생산하

는 cytokine 등은 장관막림프절(mesenteric lymph node,

MLN)을 거치고 흉관(thoracic duct)을 통해 순환 면역계 또

는 골수세포나 leukocyte 등 조혈계 세포의 성장, 이동, 분화

등을 조절하여 장관의 방어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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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ic inflammation을 조절하여 결과적으로 알레르기반응,

자가면역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8,9).

최근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면역 활성성분이 Peyer's patch

세포 중 특히, T 세포를 활성화시켜 조혈계 세포의 성숙 및

분화에 필요한 hematopoietic growth factor를 생산하게 함

으로써 골수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

다(10,11). 따라서 대부분의 식품, 한약재 및 의약품 등은 경

구섭취에 의해 투여되기 때문에 최초로 생체 내에서 흡수되

는 장에서의 면역반응으로서 Peyer's patch를 비롯한 장내

면역기관에 의한 장관면역은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

한다.

한편, 솔잎(pine needle)은 국내에 자생하는 상록침엽교목

인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잎으로 바늘과 닮았다고 해

서 침엽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신선한 잎을 따서

그대로 쓰여 왔는데 괴혈병, 어린이 영양실조증, 피부질병,

공기정화제 등을 제조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솔잎차를 만들

어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마비,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에 사

용되었던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12). 솔잎에는 비타민 C

와 K, 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안, 탄닌 및 정유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칼로이드 성분은 들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terpene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최근 솔잎의 항당뇨 효과, 솔잎

증류액의 암세포에 대한 in vitro 세포독성, 지질저하 및 항

산화 효과와 항균효과 등 많은 연구들이 보고(14-16)되면서

솔잎은 다양한 약리활성을 가진 천연식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식물시료검색으로 선정된 솔잎으

로부터, 섭취 후 Peyer's patch 세포를 자극하여 면역계 및

조혈세포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하여, 다양

한 용매추출물로부터 활성 획분을 분리하고 이를 실험동물

에 직접 경구투여 하여 활성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솔잎은 강원도 홍천산으로 경동 한약재

시장(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면역활성

측정의 동물세포 배양을 위한 RPMI-1640 medium과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으로부터 입수하였다. 또한, pen-

icillin-streptomycin, amphotericin B, fetal bovine se-

rum(FBS)은 Gibco-BRL Co.(Grand Island, NY, USA)로부

터, lipopolysaccharide(from E. coil, LPS)는 Sigma-

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한편, 골수세포 증식을 측정하

기 위한 Alamar BlueTM는 Alamar Bio-Sciences Inc.

(Sacramento, CA, USA)의 제품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솔잎으로부터 용매추출물의 조제

동결건조한 각각의 솔잎 5 g에 20배의 증류수를 가한 후

냉수추출물(PD-CW)은 균질기(Ultra-turrax T-50; Janke

& Kunkel GmbH & Co. KG-IKA-Labortechnic, Staufen,

Germany)로 파쇄(5,000 rpm, 5분, 6,000 rpm 5분, 7,000 rpm

20분) 후 원심분리(7,000×g)하고 상등액을 농축, 동결건조

하여 조제하였으며, 열수추출물(PD-HW)은 균질기로 파쇄

후 2회 반복으로 decoction 처리하고 여과한 후 농축, 원심분

리 및 동결건조 하여 조제하였다. 한편, 솔잎의 MeOH 추출

물은 5배의 MeOH을 솔잎에 첨가한 후 환류장치에 연결하

여 2시간씩 5회 추출하고 농축 및 동결건조 하여 MeOH 추

출물로 조제하였다(PD-M). 가장 우수한 장관면역 활성을

보인 MeOH 추출물의 최적 추출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솔

잎에 MeOH을 첨가한 후 상기의 균질기로 파쇄 및 균질화시

킨 방법, 솔잎과 MeOH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reciprocal

shaker에서 교반시킨 방법 및 솔잎을 환류장치에서 MeOH

로 2시간씩 5회 추출시킨 방법 등을 사용, 추출한 후 농축,

동결건조 하여 MeOH 추출물을 조제하였다.

실험동물

생후 5주령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C3H/He의 암컷 마우스

를 (주)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료는 제일제당의 펠렛사료를 사용하였고 물

은 정제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은 항온,

항습조건(온도 22oC±0.5oC, 상대습도 55%±5%)이 유지되

는 chamber를 사용하였고, 인공조명하에서 명암교대(1일

11시간씩, 오전 9시～오후 8시)를 유지하였다. 한편, 세포배

양을 위한 5%-CO2 incubator는 Vision Scientific(Bucheon,

Gyeonggi-do, Korea)의 제품을, 형광도 측정은 TECAN의

Spectrafluor plus(Grödingen, Austri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Peyer's patch를 경유한 장관면역 활성 측정

In vitro에서의 장관면역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3H/He

마우스의 소장벽에 부착되어 있는 Peyer's patch를 잘라

HBSS가 채워진 cell culture용 petridish에 옮기고 주사기

고무마개로 누르면서 마쇄하여 Peyer's patch 세포를 현탁

시켰다. 이 현탁액을 200 mesh 금속체로 여과 후 HBSS로

세척하고 세포농도를 2×106 cells/mL RPMI-1640 medium
으로 조정하여 96 well plate에 180 μL씩 분주하고 적당히

희석된 시료 20 μL를 첨가하여 37oC-5% CO2 incubator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동시에 활성의 유무 및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시료 대신에 saline만을 첨가한 saline 대조군도 배양

하였으며, 시료 및 saline과의 배양 후 회수한 상등액을 골수

세포 증식용으로 사용하였다(17). 한편 활성 획분인 PD-M

을 0.5 g, 1.0 g과 2.0 g/kg of BW의 농도로 경구투여 하여

장관면역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조제는 시료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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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우스 독성을 고려하여 3% EtOH로 용해시키고 1군당

2마리씩 cage별로 나누어 1주일간 200 μL씩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으로서는 3% EtOH만을 동일 양으로 투여하였다. 경

구투여가 종료되면 마우스를 경추탈구 시킨 후 C3H/He 마

우스로부터 Peyer's patch 세포 현탁액을 조제한 후 200 μL

씩 분주하고 시료의 첨가 없이 배양한 후 상등액을 회수하여

골수세포와 반응시켰다(10). 또한, 동일종 마우스의 양다리

대퇴부 뼈로부터 골수세포를 회수하고 위와 같이 여과, 세척

하여 2.5×105 cells/mL RPMI-1640 medium의 골수세포 현

탁액을 조제하였다. 다음으로 in vitro에서의 Peyer's patch

와 시료의 반응으로부터 얻은 상등액 또는 경구투여 한 마우

스로부터 채취한 Peyer's patch만의 배양 상등액과 골수세

포 현탁액 및 RPMI-1640 medium을 각각 50 μL, 100 μL

및 50 μ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
o
C-5% CO2 in-

cubator에서 6일간 배양시켰다. In vitro 및 경구투여에 의한

골수세포의 증식도 측정은 Alamar Blue
TM
reduction assay

를 사용하였다(18). Alamar Blue
TM

는 fluorogenic redox in-

dicator로서 배양 중인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측정할 수 있는

시약으로 Alamar Blue의 산화된 형태는 검푸른 색이고 형광

성이 약한 반면, 환원된 형태는 적색으로 형광성이 높기 때

문에 세포의 viability를 반영해 줌으로써 optical density와

형광성에 의거하여 측정할 수 있다. 즉, 배양 종료 18시간

전에 Alamar Blue
TM

용액 20 μL를 첨가한 다음, 형광세기를

excitation 544 nm와 emission 590 nm에서 측정한 후

Spectrafluor plus로 측정하고 대조군(in vitro, saline; ex

vivo, 3% EtOH)과의 차이로부터 골수세포의 증식도를 비교

하여 정량함으로써 장관면역 활성화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장관면역 활성은 마우스의 Peyer's patch 세포 및 골수세포

를 회수한 후 시료 또는 Peyer's patch 배양 상등액과의 초대

배양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Peyer's patch 및 골수세포배양

과 시료에 의한 세포들의 자극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와 시료의 활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endotoxin인 lip-

opolysaccharide(LPS, Sigma Co.)를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

여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경구투여에 의한 cytokine 측정

PD-M 획분을 다양한 농도에 따라 1주일간 경구투여 하

고 각각의 마우스에서 Peyer's patch를 회수한 후 배양한

상등액으로부터 골수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y-

tokine을 multiple sandwich 원리를 적용하여 ELISA(en-

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9). 측정 하루 전에 anti-mouse IL-6 monoclonal anti-

body(mAb, clones MP5-20F3, PharMingen, San Diego,

CA, USA)와 GM-CSF mAb(clones MP1-22E9, PharMingen)

를 bicarbonate buffer(pH 8.5)에 첨가한 후 well 당 100 μL씩

분주하고 미부착된 mAb는 0.05% Tween 20이 함유된

phosphate-buffered saline(PBST)으로 세척하여 제거한 다

음, 적당히 희석된 시료를 mAb-coated well에 첨가한 후

biotinlyated anti-mouse IL-6 mAb와 GM-CSF mAb

(MP5-32C11과 MP1-34D15, PharMingen)가 포함된 10%

FBS 함유 PBS(PBSF)를 각각의 well에 분주한다. 최종적으

로 96 well plate를 PBST로 다시 세척하고 alkaline phos-

phatase-streptoavidin(Gibco-BRL Co.)을 가한 후 chro-

mogenic substrate 용액(p-nitrophenyl disodium salt in

10% diethanolamine buffer pH 9.8)을 첨가하고 배양하였다.

배양 30분 후 3 M NaOH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405 nm에서

microplate reader(3550-UV,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cytokine 생성능을 확인하

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들은 4개 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평균치±SD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고 Student's t-test를 이

용, p<0.05 또는 p<0.01 수준에서 대조군(saline 또는 3%

EtOH)과 각각의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솔잎으

로부터 분획된 MeOH 추출물의 Peyer's patch를 경유한 장

관면역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솔잎으로부터 분획한 MeOH 추출물의 장관면역 활성

식용식물을 대상으로 Peyer's patch를 경유한 장관면역

활성을 검색하고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기능성식품의 소재

로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식용식물을 대상으로 1차,

2차 검색과정을 거쳐 장관면역 활성이 높은 후보시료를 선

정하였다(data not shown). 1∼2차 검색과정에서 선정된 시

료를 대상으로 장관면역 활성을 재검색한 결과(시료농도

100 μg/mL), 냉수추출물에서는 귤피(Citrus unshiu peels,

saline 대조군의 1.29배), 둥글레(Polygonatum japonicum,

1.19배)와 두충(Eucommia ulmoides Oliver, 1.16배)이, 열수

추출물에서는 귤피(1.20배)가 각각 유의적으로 saline 대조

군(시료 없이 saline만의 장관면역 활성)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MeOH 추출물 중에서는 솔잎(P . densiflora

needles)이 1.19배로 가장 높았으나 saline 대조군과 통계학

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Table 1A) 다시 솔잎만을

계통추출 하여 활성을 검토한 결과, saline 대조군보다 유의

적으로 높은 7.2배의 활성을 나타내어(Table 1B) 솔잎의

MeOH 추출물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약으로부터 분획된 냉수 및 열수추출물의 경우에는 다당

또는 단백다당 등이 면역 활성에 관여한다고 보고(20,21)되

고 있으나 MeOH 추출물의 면역 활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MeOH 추출물

의 경우에도 상당한 장관면역 활성을 나타내고 있고(Table

1) 최근 polyphenol 화합물 등의 면역 활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22,23), 본 연구에서는 MeOH 추출물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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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ing activity
through Peyer's patch and yield of solvent extract from var-
ious herbal medicines

Herb
Solvent extract
(100 μg/mL)

Fluorescence
intensity
(mean±SD)

A) Activity of solvent-extracts from various edible plant

Control
1)

－ 21,112±184

Eucommia
ulmoides Oliver

Cold-water (CW)
MeOH (M)

Hot-water (HW)

24,424±163**
24,156±6,112
22,541±119

Polygonatum
japonicum

Cold-water
MeOH
Hot-water

25,214±7,142*
21,847±244
23,141±207

Citrus unshiu
peels

Cold-water
MeOH
Hot-water

27,242±6,954*
23,259±187*
25,321±429**

Pinus densiflora
needles

Cold-water
MeOH
Hot-water

18,856±99
25,089±2,613
20,542±201

LPS2) － 23,859±684*
B) Activity of solvent-extracts from P. densiflora needles

Control － 4,754±524

Pinus densiflora
needles

Cold-water (CW)
MeOH (M)

Hot-water (HW)

6,742±983
34,145±12,864*
7,589±2,784

LPS 29,242±1,649**
1)
Saline control without sample.
2)LPS; lipopolysaccharide (positive control, 10 μg/mL).
*p<0.05,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ach
solvent extract by Student's t-test.

어 분획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식물의 MeOH 추출물에 대한

1∼2차 장관면역 활성 검색과정을 통하여 활성이 가장 높은

시료는 솔잎으로부터 확인되었고, 솔잎의 활성은 식용식물

용매추출물 중 가장 활성이 우수한 귤피의 냉수추출물과도

비교될 수 있는 활성을 나타내었다. 선정된 솔잎의 MeOH

추출물(PD-M)의 최적 추출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솔잎에

MeOH를 5배 첨가한 후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추출방법

에 따라 조제한 각각의 MeOH 추출물을 대상으로 장관면역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인 추출

방법은 원료에 대한 5배의 MeOH을 첨가한 후 2시간씩 5회

환류과정을 반복처리 한 획분(saline 대조군의 1.30배)이었

으며, 교반처리가 그 다음으로 유의적인 활성(1.25배)을 나

타내어 처리방법에 따라 장관면역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일반적으로 식물로부터 유효성분

을 추출하는 경우 다양한 추출방법에 따라 수율 또는 활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24,25)되고 있기 때문에 추출방

법의 선택은 기능성소재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로서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솔잎 MeOH 추출물의 경구투여에 의한 마우스의 장관면

역 활성

구강을 통하여 섭취된 식품 또는 추출물의 유효성분이 소

Fig. 1. Effect of MeOH extraction method on intestinal im-
mune system modulating activity.

1)
Saline control without

sample. 2)Extraction method to prepare MeOH extract from pine
needles. 3)LPS; lipopolysaccharide (positive control, 10 μg/mL).
**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ach MeOH
extract.

장의 Peyer's patch를 자극하게 되면 활성화된 Peyer's

patch 세포들은 다양한 면역 활성화 물질, 즉 cytokine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게 되고 활성화된 세포와 물질이 순환하면

서 전신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장관면역 활성은 체내 면역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26).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솔잎 등의 생약

은 생식 또는 일부 가공한 후 구강을 통하여 섭취하기 때문

에 생리활성을 갖는 유효성분의 동물실험에 있어서도 다른

투여방법보다는 경구투여에 의한 효과의 확인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식용식물로부터 분획된 활성 획분은 in

vitro와는 달리 섭취되었을 때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체내에서의 면역 활성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in vitro실험에서 유의적

(p<0.05)인 장관면역 활성을 보인 솔잎의 MeOH 획분도 식

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기에 솔잎 MeOH 추출물을 마우스에 경구투여한 후 활성

을 검토하게 되었다. 활성 획분인 PD-M을 마우스 체중

(body weight, BW)에 대하여 0.5 g, 1.0 g과 2.0 g/kg of

BW의 농도로 경구투여하기 위하여 시료의 용해도와 마우

스 독성을 고려한 후 3% EtOH로 용해시키고 대조군으로

3% EtOH을 사용하여 한 군당 마우스 2마리씩 cage별로 나

누어 일주일간 200 μL씩 경구투여한 후 Peyer's patch 상등

액의 골수세포 증식도를 측정하였다. 솔잎 MeOH 추출물을

0.5 g, 1.0 g 및 2.0 g/kg of BW의 농도로 경구투여한 후

ex vivo로 장관면역 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2A), 3% EtOH

대조군(시료 없이 3% EtOH만을 동일 양 경구투여한 후 장

관면역 활성)에 비하여 1.75배, 3.65배 및 3.18배의 활성증가

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한 동물의 개체수가 적고 MeOH 추출물이 정제된 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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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s of A) doses and B) periods of orally administered MeOH extract (PD-M) on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
ing activity.

1)
Oral administration of 3% EtOH without sample.

2)
0.5 g, 1.0 g and 2.0 g of PD-M/kg of body weight (BW) were

orally administered per day for 1 week and 2 weeks.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each PD-M dose
or period by Student t-test.

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구투여에 의한

장관면역 활성의 ex vivo 실험에서 PD-M 1.0 g이 2.0 g/kg

of BW의 농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2A). 이러한 결과는 Koh 등(27)이 보고한 동충하초 열수추

출물 경구투여에 따른 장관면역 활성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PD-M 또한 crude fraction으로서 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투여양의 증가와 함께 활성 성분과 비활성 성분과

의 함량비 등에 따른 결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PD-M의 정제에 따른 활성성분

의 규명과 다수의 실험동물에 경구투여한 후 장관면역 활성

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ex vivo

결과, 유의성은 없었으나 0.5 g/kg of BW의 적은 농도로도

EtOH 대조군보다 활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Fig. 2A), 경구

투여 기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EtOH 대조군보다 높은 장관면역 활성을 나타낸

PD-M 0.5 g/kg of BW의 농도로 1주일과 2주일 경구투여한

후 실험동물에 대한 장관면역 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주간 투여한 군(1.4배)은 1주간 투여한 군(1.28배)에 비하여

유의적(p<0.05)으로 높은 활성을 보여주어(Fig. 2B), 활성물

질의 지속적인 투여로 활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Hong 등(28)이 십전대보탕(Juzen-

Taiho-To)으로부터 분획한 획분을 경구투여한 후 Peyer's

patch를 경유한 전신 면역력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골

수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내용에서 제시한 것처

럼 PD-M 획분의 경우에도 경구섭취 되어도 소화효소의 영

향을 받지 않거나 분해되더라도 활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

면서 장관벽에 도달하여 장관면역계를 자극한 후 순환하여

골수세포 증식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Hong 등(28)은 또한 십전대보탕의 경구투여를 통한 골수

세포 증식활성에서 시료가 Peyer's patch의 T 세포를 자극

하고 이를 통하여 골수세포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IL-6

또는 CSF(colony-stimulating factor) 등의 다양한 cytokine

의 생산이 촉진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솔잎

으로부터 분획된 MeOH 추출물인 PD-M을 1주일간 경구투

여한 후 실험동물로부터 분리한 Peyer's patch의 배양상등

액의 cytokine 생성능을 ex vivo에서 확인하였다. PD-M을

농도별로 경구투여한 후 분리한 Peyer's patch를 6일간 배양

한 후 배양상등액 중에서 골수세포 증식활성에 영향을 미치

는 IL-6와 GM-CSF의 생성능을 측정해 비교한 결과, 1.0

g/kg of BW 투여군은 3% EtOH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

(p<0.05)으로 IL-6 cytokine의 분비가 증가(1.13배)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0.5 g(1.04배) 또는 2.0 g/kg of

BW(1.10배)의 투여군과 마찬가지로 IL-6 분비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수세포 증식활성의 직접

적인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았다(Fig. 3).

Hong 등(28)의 연구에서도 GM-CSF 등의 CSF 관련 cyto-

kine의 증가도 투여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saline 투여군의 1.1배 정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PD-M 획분을 0.5 g/kg of BW의 농도로 1주와

2주간 경구투여 한 마우스로부터 Peyer's patch를 분리하여

배양한 후 상등액의 IL-6와 GM-CSF의 생성능을 측정비교

한 결과(Fig. 4), IL-6와 GM-CSF의 모든 경우에서 1주 및

2주간의 경구투여로 모두 EtOH 대조군보다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주간 경구투여로 최대 생산능을 보였던

GM-CSF(1.11배)와 달리 IL-6의 경우에는 1주(1.02배)보다

2주(1.11배)간의 경구투여로 계속 생산능이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 PD-M에 의한 Peyer's patch 세포에서의 IL-6와

GM-CSF 생산 기작이 다르게 관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D-M의 경구투여에 의한 장관

면역 활성의 경우처럼 실험동물의 개체 수가 적었고 조획분

으로서 다양한 화합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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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orally administered PD-M doses on cyto-
kine production in the culture supernatant of Peyer's patch.
1)
Oral administration of 3% EtOH without sample (□: IL-6, ▨:
GM-CSF). 2)0.5 g, 1.0 g and 2.0 g of PD-M/kg of BW were orally
administered per day for a week. ▧: IL-6, ▩: GM-CSF.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each PD-M
dose by Student t-test.

Fig. 4. Effects of orally administered period of PD-M on cy-
tokine production in the culture supernatant of Peyer's patch.
1)
Oral administration of 3% EtOH without sample.

2)
0.5 g of

PD-M/kg of BW was orally administered per day for a week or
2 weeks. ●: IL-6, ▽: GM-CSF. *p<0.05, **p<0.01; significant dif-
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each PD-M period by
Student t-test.

유의적인 값들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PD-M의 경구투여

는 Peyer's patch의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골수세포의 증식

에 관련되어 있는 cytokine 등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이러한

cytokine류가 전신순환 후 최종적으로 조혈세포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Peyer's patch는 주로 T 세포와 B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

고 T 세포는 마크로파지와 함께 다양한 cytokine과 CSF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29), PD-M과 같은 활

성물질의 경구투여에 의한 T 세포 활성화는 Peyer's patch

세포로부터 IL-6와 GM-CSF 등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L-6와 GM-CSF는 순환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 cytokine으로서(30), 경구투여 된 PD-M은 장

관 내 점막면역조직 뿐만 아니라 Peyer's patch를 경유한

기작에 의해 순환면역계를 조절할 수 있는 biological re-

sponse modifier(BRM)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부터 ex vivo에서 냉수 또는 열수

의 물 추출물이 아닌 MeOH 추출물에 의한 장관면역 활성은

새로운 생체 조절성 물질의 소재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활성에 관여하는 물질의 분리 및 구조

규명과 함께 기능성소재로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요 약

동결건조된 솔잎(Pinus densiflora needles)으로부터 냉

수(PD-CW), 열수(PD-HW)와 메탄올추출물(PD-M)을 분

획하여 in vitro에서 Peyer's patch를 경유한 장관면역 활성

을 측정한 결과, PD-M 획분에서 유력한 골수세포 증식활성

을 나타내었다. 메탄올 추출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MeOH

추출물을 균질화, 교반 또는 환류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였을

때, 환류방법으로 조제된 MeOH 추출물에서 유의적

(p<0.05)으로 가장 높은 장관면역 활성을 in vitro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솔잎으로부터 분획된 PD-M을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고 Peyer's patch를 분리하여 ex vivo에서의 장관면

역 활성도 관찰하였다. 다양한 농도로 1주일 동안 PD-M을

경구투여 한 결과, 1.0 g/kg of BW/day의 용량으로 경구투

여 한 C3H/He 마우스의 Peyer's patch로부터 얻은 세포배

양 상등액에서 saline 대조군보다 2.5배의 높은 장관면역 활

성을 보여주었다(p<0.05). 또한 다양한 농도로 경구투여 된

Peyer's patch 세포의 배양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IL-6 생산

능은 1.0 g/kg of BW/day의 용량에서 1.13배로 증가하였으

나 GM-CSF는 처리 용량에 따라 유의적인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D-M의 경구투여가 Peyer's patch

세포로부터 GM-CSF와 IL-6 등의 조혈세포 증식인자의 분

비를 촉진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cytokine들이 골수

세포 증식의 조절인자로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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