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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이 난소 출 마우스의 면역 기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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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Chungkukjang, on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soybean products, may 
improve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In this study, we sought to investigate the immunoenhancing effects 
of Chungkukjang in ovariectomized mice. For the first period, female SLC ddy mice were either sham-operated (Sham; 
n=27) or ovariectomized (OVX; n=27). As a basal diet, ovariectomized mice were fed low-calcium diet for faster 
induction of osteoporosis for six weeks, and those in the Sham group were fed AIN-76 diet. For the second period, 
half of the OVX group (n=9) and the Sham group (n=9) were fed a Chungkukjang-based diet (CKJ); whereas the 
other half (OVX; n=9/ Sham; n=9) were fed a casein-based diet (CSI) for 8 weeks. After a second period, we collected 
the blood via heart puncture and measured the splenocytes proliferation, T lymphocyte subsets by flowcytometry, 
and levels of serum cytokines (IL-2, IL-4, IL-6, IL-10, IFN-γ and TNF-α) by ELISA assay. The OVX+CKJ group 
showed higher splenocytes proliferation, higher ratio of CD4/CD8, and lower levels of IL-6 and TNF-α cytokines 
compared to the OVX+CSI group. The Sham+CKJ group showed cytokine productions, such as higher levels of IL-10 
and IFN-γ, and lower levels of IL-6 and TNF-α compared to the Sham+CSI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Chungkukjang may lower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levels in both the OVX and Sham groups. In addition, 
Chungkukjang could make a balance of T cell subset proliferations and enhance the splenocyte proliferations in the 
OV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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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서 콩을 발효시켜 만든 장

류는 조미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육류 섭취량이 많지 않

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단백질 급원이었다(1). 이 중 청국

장은 발효 기간이 짧은 장류로서 잘 씻어 18시간 이상 불려 

익힌 대두를 40~45°C에서 바실러스(bacillus) 계통의 미생

물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청국장에는 식이섬유소가 12%(수용성 식이섬유소 2.3%, 

불용성 식이섬유소 9.7%) 함유되어 있고 일반 콩 섭취 시보

다 소화 흡수율이 높다(2). 그러나 청국장은 간장, 된장, 고

추장과 달리 제조 과정에서 염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존이 어려울 뿐 아니라, 먹기에 거북함을 주는 불쾌취로 

인하여 생청국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3,4).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

국장환, 청국장 캡슐, 청국장 분말과 같은 제품들이 대량 생

산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청국장에는 이

소플라본(isoflavone), 피틴산(phytic acid), 사포닌(sapo-

nin), 트립신 저해제(trypsin inhibitor), 토코페롤(toco-

pherol),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의 각종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물질 및 혈전 용해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5,6),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청국장 관련 

제품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효 식품 

중 청국장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7), 이 중 많은 양의 이소플라본이 아글리콘(alycone)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8). 이 아글리콘으로 인하여 청국

장이 콩 자체보다 높은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9). 또한 청국장에 풍부한 콩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0-12), 제

니스틴(genistein), 다이드제인(daidzein), 글리시테인(gly-

citein) 등의 성분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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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design. OVX, ovariectom-
ized; Sham, sham-operated; CKJ, Chungkuk-
jang-based diet; CSI, casein-based diet.

로 알려져 있다(13). 뿐만 아니라 난소적출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에서 콩 이소플라본 보충이 노화 진행에 수반되는 항산

화능 감소와 만성 염증 진행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하지만 콩 자체보다 높은 생리활성을 갖는 것

으로 알려진 청국장이 난소적출 동물 모델의 면역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난소적출로 성호르몬 결핍 상태인 마우스에게 저칼슘식

이를 공급하여 골대사 약화 상태를 유도한 후 청국장 배합 

식이를 공급하여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인 청국장 분말이 

난소적출 마우스의 면역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식이

실험동물은 일본 SLC사(Japan SLC, Inc., Shizuoka, 

Japan)에서 공급된 ddY 마우스 암컷을 사용하였다. 공급받

기 전, 전문가에 의해 난소적출(n=27) 혹은 sham 수술(n= 

27)을 시행 받고, 수술 후 치료가 끝난 체중 22~25 g의 6주

령 ddY 마우스를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난소적출 마우스의 개복술에 대한 스트레스 변인을 제어하

고자 대조군으로 난소적출을 시행하지 않고 개복술만 시행

한 sham 수술 마우스를 선택하였다. 골대사 약화 실험군을 

설정하기 위해 난소적출과 동시에 저칼슘 식이를 6주간 공

급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난소적출 수술과 동일한 스트레스

를 주기 위하여 개복 수술을 시행한 Sham군에게 실험군 식

이와 동일한 칼로리 및 3대 영양소 함량의 AIN-76 식이를 

공급하였다. 6주간의 실험동물 형성 시기 후, 의도했던 골대

사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혈중 ALP 

(alkaline phosphatase)를 측정하였다. 이후 8주간 두 군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으로 각 군당 

9마리씩 나눈 뒤, 실험군에는 청국장 배합 식이를, 대조군에

게는 카제인 배합 식이를 공급하였다(Fig. 1). 

처음 6주 식이로 Sham군을 위한 AIN-76 사료와 난소적

출군을 위한 저칼슘 식이 사료를 제조하였으며, 이후 8주의 

식이로 대조군을 위한 카제인 배합 식이와 실험군을 위한 

청국장 배합 식이를 제조하였다(Table 1). 청국장 배합 사료

의 원료인 청국장 가루는 ㈜메주와 첼리스트(Yeoncheon, 

Korea)에서 공급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사료 배합을 

위한 각 원료 파우더는 미국 Dyets사(Bethlehem, PA, 

USA)에서 공급한 것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네 종류의 식

이 모두 약 3,800 kcal/kg의 열량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

며, 청국장 배합 사료와 카제인 배합 사료는 Kim 등(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식이로서 열량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총 식이섬유 함량을 동량으로 하고 복합당과 단순당의 

비율도 유사하도록 조제하였다.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1주일에 한 번 

측정하였다.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약 22±2°C, 습도 40~ 

60%, 명암주기(light and dark cycle) 12:12 시간으로 조절

된 실험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고, 실험 전 기간 동안 고

형 사료 및 음용수를 자유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96, USA)

에 준하여 취급하였다.

혈중 ALP(alkaline phosphatase) 측정

제 1단계 식이 6주가 완료된 후, 각 군에서 9마리씩 희생

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전혈을 4°C,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후 혈청만을 얻어 Kind-King법

을 이용하여 ALP 측정 실험에 이용하였다. ALP 활성 측정

은 kit(Siemans, Tarrytown, NY, USA)을 이용하였고 

ELISA reader(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래의 식에 따라 검량

선에서 ALP 값을 구하여 ALP 활성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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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diet

Ingredients (g/kg)
Period Ⅰ Period Ⅱ15)

AIN-76 diet Low calcium diet Casein-based diet Chungkukjang-based diet
Casein high nitrogen1)

Chungkukjang powder2)

Sucrose3)

Cornstarch4)

Corn oil5)

Soybean oil6)

Cellulose7)

DL-methionine8)

Choline bitartrate9)

Mineral mixture #20000010)

Mineral mixture #21326011)

Vitamin mixture #30005012)

Potassium phosphate13)

Potassium citrate14)

200
－

500
150
50
－
50
3
2
35
－
10
－
－

200
－

508.4
150
50
－
50
3
2
－

17.5
10
6.6
2.5

200
－

440
150
－
83
77
3
2

35
－
10
－
－

－
401
393
150
－
－
4
5
2

35
－
10
－
－

Total (g) 1,000 1,000 1,000 1,000
1)Protein 87.0%, fat 1.1%, ash 1.9%, moisture 10.0%, fiber 0.0%, energy 3.58 kcal/g; Dyets (Bethlehem, PA, USA).
2)Meju and Cellist Co. (Yeoncheon, Korea).
3)Protein 0.0%, fat 0.0%, fiber 0%, moisture 0.04%, ash 0.02%, carbohydrate 99.94%, energy 4.0 kcal/g; Dyets.
4)Protein 0.4%, fat 0.4%, ash 0.1%, moisture 8.5%, carbohydrate 90.6%, energy 3.6 kcal/g; Dyets.
5)Fat 100.0%, cholesterol 0.0%, melting point －13.00°C, density 0.92, energy 9 kcal/g; Dyets.
6)Samyang Co. (Seoul, Korea).
7)Protein 0.0%, fat 0.0%, moisture 5.0%, ash 0.1%, araban 0.2%, xylan 8.0%, mannan 1.7%, galactan 0.8%, glucan 89.2%; Dyets.
8)Dyets.
9)Dyets.
10)Calcium phosphate dibasic 500.00 g/kg, sodium chloride 74.00 g/kg, potassium citrate H2O 220.00 g/kg, potassium sulfate 52.00 

g/kg, magnesium oxide 24.00 g/kg, manganous carbonate 3.50 g/kg, ferric citrate U.S.P 6.00 g/kg, zinc carbonate 1.60 g/kg, 
cupric carbonate 0.30 g/kg, potassium iodate 0.01 g/kg, sodium selenite 0.01 g/kg, chromium potassium sulfate 12 H2O 0.55 
g/kg, sucrose (finely powdered) 118.03 g/kg; Dyets.

11)Sodium chloride 74.00 g/kg, potassium sulfate 52.00 g/kg, magnesium oxide 24.00 g/kg, manganous carbonate 3.50 g/kg, ferric 
citrate U.S.P 6.00 g/kg, zinc carbonate 1.60 g/kg, cupric carbonate 0.30 g/kg, potassium iodate 0.01 g/kg, sodium selenite 0.01 
g/kg, sodium selenite 0.01 g/kg,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5 g/kg, sucrose (finely powdered) 338.03 g/kg; Dyets.

12)Thiamine HCl 0.60 g/kg, riboflavin 0.60 g/kg, pyridoxine HCl 0.70 g/kg, niacin 3.00 g/kg, calcium pantothenate 1.60 g/kg, folic 
acid 0.20 g/kg, biotin 0.02 g/kg, vitamin B12 (0.1%) 1.00 g/kg, vitamin A palmitate 0.80 g/kg, vitamin D3 0.25 g/kg, vitamin 
E acetate 10.00 g/kg, menadione sodium bisulfite 0.08 g/kg, sucrose (finely powdered) 981.15 g/kg; Dyets.

13)Astaris Inc. (St. Louis, MO, USA).
14)Jungbunzlauer Inc. (Newton, MA, USA).
15)Kim et al. (15).

ALP 활성치(A-K 단위)=
검체의 흡광도

×20
표준의 흡광도

시료 수집 및 전처리

총 14주간 사육한 마우스를 희생하여 혈청과 비장을 취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식이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은 12시

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 마취하에 개복하여 심장 천자(heart 

puncture)에 의해 채혈하고 비장을 채취하였다. 혈액은 실

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전혈을 4°C, 3,000 rpm에서 30분

간 원심분리를 하여 혈청을 분리한 뒤 분석 시까지 -70°C에 

보관하였다. 

비장세포 증식능 측정

비장세포 증식능 측정은 MTT assay(16)를 변형하여 이

용하였다. 각 군별로 마우스 비장세포 현탁액을 5.0×106 

cell/mL가 되도록 희석하여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90 

μL씩 분주하였다. 또한 미토젠으로 Con A(5 μg/mL)(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LPS(15 μg/mL) 

(Sigma-Aldrich Co.)를 10 μL씩 분주하고 이에 대한 대조

군으로는 미토젠 대신 세포 배양액(10% FBS-RPMI 1640)

을 동량 분주하였다. 37°C, 5% CO2 incubator(SANYO 

Electric Co., Osaka, Japan)에서 44시간 배양 후 MTT 

(Sigma-Aldrich Co.)를 10 μL 가하고, 암조건에서 4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여 formazan crystal 형성을 유도하였다. 

4시간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150 μL의 di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 Co.)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Epoch Microplate Spectropho-

tometer, BioTek Instruments)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식능은 다

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Proliferation index=
Sample의 흡광도

Media control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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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 before operation]

        …◆… OVX  …×… Sham

    week [week of period 2
    (week of total period)]

 …○… OVX+CKJ  …□… OVX+CSI
 …▲… Sham+CKJ  …●… Sham+CSI

Fig. 2. Body weight of mice orally provided with
(a) low calcium diet for ovariectomized group or 
for AIN-76 diet Sham-operated group for 6 weeks
and (b) Chungkukjang-based diet or casein-based 
diet for 8 weeks. OVX, ovariectomized; Sham, 
sham-operated; CKJ, Chungkukjang-based diet; 
CSI, casein-based diet.

혈중 T 림프구 아형(CD3+4+, CD3+8+) 측정

면역세포 및 면역세포 아형을 분류하고 정량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유세포 분석 기술(fluorescence ac-

tivated cell-sorted technology)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분

석하고자 하는 세포에 형광 물질을 부착시켜 정량 및 정성하

는 방법이다(17). 형광 물질은 FITC(CD4)와 PE(CD8)를 사

용하였다. 식이종료 후 얻은 혈청을 100 μL를 넣고 4°C에서 

보관된 단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BD Biosci-

ence, San Jose, CA, USA) CD3+, CD4+, CD8+를 각각 

20 μL씩 넣어 섞은 후 실온 암소에서 15분간 방치하였다. 

방치 후 OptiLyse C solution 500 μL를 넣고 잘 섞은 후 

실온 암소에서 다시 10분간 방치하고, lyse가 완료되면 

PBS(0.1% NaN3 함유) 3 mL를 넣고 잘 섞은 후 3,000 rpm

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버린 후 PBS(0.1% 

NaN3 함유) 500 μL를 넣어 잘 섞은 후 flow-cytometer 

(Coulter Epics XL, Beckman Coulter, Inc., Brea, CA, 

USA)를 이용하였고 분석은 FCAP ArrayTM software(BD 

Bioscience)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혈중 사이토카인 분비능 측정

식이종료 후 얻은 혈청으로 혈중 사이토카인 IL(inter-

leukin)-2, IL-4, IL-6, IL-10, IFN(interferon)-γ, TNF(tu-

mor necrosis factor)-α 분비량을 cytokine ELISA kit 

(BioSource International Inc., Camarillo, CA, USA)의 각 

사이토카인 별 프로토콜을 따랐고 흡광도는 450 nm 파장에

서 ELISA reader(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AS 9.1(Sta-

tistic Analysis System,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각 군 간의 비교에서 각각의 

요인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α=0.05 수준에서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체중 변화 및 장기 무게  

실험 기간 동안 마우스의 체중 증가량 및 체중 변화를 

Fig. 2(a), (b)에 제시하였다. 제 1단계에 해당하는 첫 6주간

의 체중 증가량은 Sham군이 9.6±3.4 g이었고, 난소적출군

은 16.4±3.4 g으로 나타났다. 초기 체중은 각 군간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6주차부터 난소적출군의 체중이 Sham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의

성은 제 1단계 완료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며, 제 2단계 사료 

투여에 앞서 각 군을 청국장 배합 사료군(CKJ군)과 카제인 

배합 사료군(CSI군)으로 분리하였다. 제 2단계에 해당하는 

8주의 사료 투여 종료 후 각 군의 체중 변화를 살펴보면, 

Sham군은 CKJ군과 CSI군 간의 체중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

던 것에 반하여, 난소적출군에서는 CKJ군의 체중 증가량이 

청국장사료 투여 4주 후부터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체

중 증가량의 차이는 제 2단계 완료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나, 

완료 시점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장기 무게의 경우 

제 2단계 완료 후 간, 신장, 비장 등 장기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각 군 간의 장기 무게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혈중 ALP 농도

혈중 ALP 수치는 제 1단계 완료 후, 난소적출과 저칼슘 

식이를 통해 유도했던 골대사 변화가 유발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난소적출군과 Sham군에서 각 9마리씩 희생시켜 

흡광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난소적출군의 혈중 

ALP 수치가 10.72±4.57 K-A단위, Sham군의 수치가 

5.57±1.18 K-A단위로 난소적출군의 혈중 ALP 수치가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096).

비장세포 증식능

본 연구에서는 난소적출 유무 하에서 CKJ군과 CSI군의 

비장세포 증식능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장세포 

증식능 관련 데이터를 (CKJ군/CSI군)의 형태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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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lenocyte proliferation of (a) OVX+CKJ compared to
that of OVX+CSI orally provided with Chungkukjang-based diet
or casein-based diet for 8 weeks and (b) Sham+CKJ compared
to that of sham+CSI orally provided with Chungkukjang-based
diet or casein-based diet for 8 weeks. OVX, ovariectomized;
Sham, sham-operated; CKJ, Chungkukjang-based diet; CSI, ca-
sein-based diet. *P<0.05.

Table 2. The percentages and ratio of lymphocyte CD3+4+ and
CD3+CD8+ of mice orally provided with Chungkukjang-based
diet or casein-based diet for 8 weeks

Group1) CD3+CD4+
(%)2)

CD3+CD8+
(%)

CD4+/CD8+
ratio

OVX+CKJ
OVX+CSI
Sham+CKJ
Sham+CSI

24.09±6.08
22.80±6.94
48.74±3.55*

39.90±10.13

 9.95±3.50
10.48±4.86
15.55±2.40
13.95±2.00

3.56±1.80
2.62±1.20
3.19±0.28
2.84±0.16

1)OVX, ovariectomized; Sham, sham-operated; CKJ, Chungkuk-
jang-based diet; CSI, casein-based diet.

2)Data are mean values±SD from 9 mice in each group.
*P<0.05.

비교하였다. 각 군 간의 비교 데이터는 Fig. 3(a), (b)에 제시

되어 있으며, 100%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난소적출군에 청국장 배합 사료를 투여한 경우와 카

제인 배합 사료를 투여한 경우의 비장 증식능을 비교해보면

(Fig. 3(b)) 미토젠 자극이 없을 경우와 ConA 혹은 LPS로 

자극하였을 경우 모두 CKJ군의 비장 증식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ConA로 자극한 경우 CKJ군(198.02± 

50.92%)이 CSI군(100±17.2%)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비장 증식능을 보였다(P=0.0143). 이에 반하여 Sham군에

서는 CKJ군의 비장 증식능이 CSI군에 비하여 대체로 낮았

다(Fig. 3(a)). 특히 미토젠 자극이 없는 경우 CSI군의 비장 

증식능인 100±12.03%를 기준으로 했을 때 CKJ군(75.54± 

16.75%)이 유의적으로 낮은 분비량을 보였다(P=0.02). 

혈중 T 림프구(CD3+4+, CD3+8+) 아형 분포 

혈중 T 림프구 아형 분포화 CD3+4+/CD3+8+의 비율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력 T 세포(helper T cell; CD4 

T cell)는 난소적출군 중 CKJ군이 24.09±6.08%, CSI군이 

22.80±6.94%로 두 군간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0.7382). 그러나 Sham군 내 비교 분석에서 CKJ군의 조

력 T 세포 분포가 48.74±3.55%로 CSI군의 39.90±10.13 

%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P=0.0313). 

세포독성 T 세포(cytotoxic T cell; CD8 T cell)의 경우 

난소적출군, Sham군 모두에서 CKJ와 CSI 간 유의적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조력 T 세포와 세포독성 T 세포의 비율

(CD4/CD8 ratio)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

나 난소적출군과 Sham군 모두 CKJ군이 CSI군보다 높은 경

향의 CD4/CD8의 비율을 보였다.

혈중 사이토카인 분비능(IL-2, 4, 6, 10, IFN-γ, TNF-α

분비량)

각 군 마우스 혈중 IL-2, IL-4, IL-6, IL-10 분비량은 

Fig. 4(a), (b), (c), (d), (e), (f)에 나타내었다. 혈중 IL-2와 

IL-4 분비량은 난소적출, Sham군 모두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혈중 IL-6 분비량은 난소적출군 내의 비교 분석 결

과 CKJ군 30.86±3.11 pg/mL, CSI군 39.65±1.73 pg/mL

로 CKJ군이 유의적으로 낮은 IL-6 분비량을 보였으며(P< 

0.0001), Sham군 내 비교에서도 CKJ군 31.01±4.65 pg/ 

mL, CSI군 39.42±2.45 pg/mL로 CKJ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IL-6 분비량이 관찰되었다(P=0.0002). 혈중 IL-10 분

비량은 난소적출군 내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으나, Sham군 내에서는 CKJ군 57.60±8.92 pg/mL, CSI군 

42.20±3.85 pg/mL로 CKJ군의 IL-10 분비량이 유의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6). 혈중 IFN-γ 분비량은 

난소적출군 내 비교에서는 CKJ군 15.07±0.85 pg/mL, CSI

군 11.83±0.50 pg/mL로 CKJ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분비량

을 보였으며(P<0.0001), Sham군 내에서 또한 CKJ군 5.10 

±0.17 pg/mL, CSI군 3.70±0.67 pg/mL로 통계적 유의성

이 관찰되었다(P=0.0002). 

혈중 TNF-α 분비량은 난소적출군 내의 비교 분석 결과 

CKJ군 27.08±6.50 pg/mL, CSI군 40.88±4.52 pg/mL로 

CKJ군이 유의적으로 낮은 분비량을 보였으며(P<0.0001), 

Sham군 내 비교에서도 CKJ군 29.38±4.09 pg/mL, CSI군 

38.44±2.47 pg/mL로 CKJ군에서 통계상 유의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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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ytokine production in serum 
of mice orally provideded with
Chungkukjang-based diet or casein- 
based diet for 8 weeks. (a) IL-2 pro-
duction, (b) IL-4 production, (c) IL-6
production, (d) IL-10 production, (e) 
IFN-γ production and (f) TNF-α pro-
duction. OVX, ovariectomized; Sham,
sham-operated; CKJ, Chungkukjang- 
based diet; CSI, casein-based diet. Data
are mean values±SD from 9 mice in 
each group. **P<0.001, ***P<0.0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난소적출과 저칼슘 식이 공급으로 골대사 

약화가 유발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청국장이 세포성 면역능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단계 식이의 6주차부터 난소적출군의 유의적인 체중 증

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단계 완료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실험동물의 난소적출 후 체중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낸

다는 기존의 보고(18-21)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체중이 체지방 증가로 인하여 연간 

0.8 kg 정도씩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2). 폐경 후 난소에서 합성하는 여성 호르몬의 양

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포함한 말초

조직에 의해 순환되는 안드로겐이 대사되어 폐경기의 에스

트로겐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과 에스트론

(estrone)이 합성된다. 그러므로 체지방의 증가는 폐경 후 

난소에서 생산되는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제 2단계 식이에 들어가면서 

난소적출군과 Sham군을 난괴법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각각 

청국장 배합 사료와 카제인 배합 사료를 8주간 공급하였다. 

Fig. 2(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 군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난소적출을 시행한 후 CSI군의 체중 

증가량에 비해 CKJ군의 체중 증가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제 2단계 종료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나, 종료 

시점에서의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난소적출 CKJ군의 개체 

편차가 5.15 g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난소적출 시 청국장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개체별 수용 및 

적응의 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Sham군의 경우 CKJ군과 CSI군의 체중 증가가 비슷하게 이

루어졌으며 난소적출군에서 나타난 청국장 사료의 체중 증

가 억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장 배합 사료

의 체중 증가 억제 효과는 정상군보다 난소적출술을 시행한 

군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난소적출

술과 저칼슘식이를 통한 골대사 약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하

여 1단계 식이 종료 후 ALP 수치를 측정하였다. 일반식이를 

섭취한 sham군에 비하여 저칼슘식이를 섭취한 OVX군의 

ALP 수치가 유의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Lee 등(25)의 연

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뼈 무기질 

함량이나 대퇴골 파단력 등의 지표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ALP 수치로 보아 골대사 약화상태가 유도된 것으로 판단된

다.   

청국장 배합 식이가 비장 세포의 증식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제 2단계 식이가 끝난 후, M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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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를 이용하여 비장증식능을 측정하였다. 골대사와 면

역능은 상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염

증성 사이토카인 분비와 같은 경우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높아지면서 골대사 약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비장 세포 증식능의 경우, 골대사와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골대사 약화 상태 자체가 비장 세포 증식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본 지표를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난소적출 혹은 Sham군 내에서 CKJ군과 CSI군의 

비장세포 증식능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장세포 

증식능 관련 데이터를 (CKJ군/CSI군)의 형태로 변환하였

다. CKJ군의 비장 증식능 촉진 효과는 Sham군에 비하여 

적출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난소적출군의 CKJ군과 CSI

군의 비장 증식능을 비교해보면(Fig. 3(b)) 미토젠 자극이 

없을 경우, ConA 혹은 LPS로 자극하였을 경우 모두 CKJ군

의 비장 증식능이 상당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ConA로 자극한 경우 CKJ군(198.02±50.92%)이 CSI군

(100±17.2%)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비장 증식능을 보

였다(P=0.0143). 이는 난소적출군에서 청국장을 단백질 급

원으로 공급한 청국장 배합 사료가 카제인 배합 사료에 비하

여 비장 세포 증식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여 면역 세포를 성

숙 변환시키고 면역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Sham군의 경우, 미토젠 자극이 없을 때 CSI군의 

비장 증식능이 CKJ군에 비하여 더 높은 비장 증식능을 보이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a)). 이는 난소적출군의 비장 

증식능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적출군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인 카제인이 식물성 단백질 급원인 청국장, 즉 콩 단백질보

다 비장 증식능에 대해 더 높은 효율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난소적출로 인하여 골대사 약화 상태가 

유발된 경우에는 콩 단백질 급원으로서의 청국장이 더 효과

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청국장 배합 식이가 T 림프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D3+4+ T 림프구와 CD3+8+ 

T 림프구의 분포를 측정하고 CD4/CD8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최근 골대사와 노화, 면역 연구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

는 분야 중 하나로 노화로 인한 골대사에 T 림프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26). 특히 면역계에 의해 골형성과 골 

재흡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27)이 밝혀지면서 더 주목

을 받고 있다. 이 면역계에서 T 림프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골수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28,29) 골

대사와 관련된 연구의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D8 

T 림프구는 골 재흡수(30,31)와 골다공증성 골절(32)에 연

관 있는 지표이다.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Pietschmann 

등(32)의 연구에서 CD8 T 림프구 분포의 증가와 골다공증

성 골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T 림프구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통해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TNF-α나 IL-6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과량 분비되면 파골세

포의 성숙을 촉진하고 노화와 관련된 골 대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26). 본 연구에서 유의성은 없었으나 CKJ군이 CSI

군보다 높은 경향의 CD4+/8+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난소적출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Teitel-

baum(33)은 T 림프구가 전반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골손실

과 에스트로겐에 의한 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시스템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토카인 분비 양상에 청국장 배합 사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토카인 중 특히 IL- 

6, IL-1β, TNF-α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골대사 측면에

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성 스테로이드의 결핍으로 인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형

성이 가속화되고 파골작용 혹은 조골작용에 관여하는 사이

토카인 분비에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4-36). 

특히 사이토카인 중 IL-6은 에스트로겐 혹은 안드로겐

(androgen)과 같은 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에

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은 IL-6의 분비를 억제하고 IL-6 수

용체(IL-6 receptor)의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37).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이 IL-6의 과다한 분비를 초래

하며, 이러한 이유로 과다 IL-6 분비량은 골 대사와 면역 

연구 분야의 생화학적 지표가 되기도 한다. TNF-α는 조골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여 파골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에스트로겐 결핍 상황에서 이러한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면 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38). 

특히 T 림프구에서 분비된 TNF-α는 직･간접적으로 파골 

신호에 영향을 미쳐 RANK(receptor activator of NFĸB)와 

RANKL(receptor activator of NFĸB ligand)을 통해 파골

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3). 본 연구에서도 골

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대표적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과 TNF-α의 마우스 혈중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난소

적출군 내 비교에서(IL-6, Fig. 4(c); TNF-α, Fig. 4(f)) CSI

군에 비하여 CKJ군의 IL-6과 TNF-α의 분비량이 유의적으

로 낮게 관찰되었다. 난소적출군 내에서 청국장 식이로 인해 

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것은 청

국장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함으로 하여 골대

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IL-6과 

TNF-α 외에도 IL-2, IL-4, IL-10, IFN-γ 등 네 가지 사이

토카인을 측정하였다. 먼저 IL-2는 T 림프구 성장인자이자 

B 림프구, NK cell, 단핵구(monocytes), lymphokine acti-

vated killer cell(LAK cell)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준다

(44). IL-2의 분비는 난소적출 유무에 관계없이 CKJ군과 

CSI군 간의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4(a)), 이러한 

분비 양상을 보완하기 위해 CD56을 이용한 NK 세포의 측

정이 병행되었다면 청국장 배합 사료가 초기 면역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

다. 다음으로, Th2림프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 사이토카인

인 IL-4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 천식, 림프구의 성장, 활성화

(45) 및 대식세포 기능 조절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6-49). 골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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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IL-4가 in vitro와 in vivo 연구에서 골 재흡수

를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50,51), 콜라겐

으로 유도된 류머티스 관절염 모델에서 IL-4가 골 침식

(bone erosion)을 예방했다는 보고(52)도 있다. 이에 반하

여 lck-IL-4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IL-4의 과다 

분비는 암컷, 수컷 마우스에게 심각한 골다공증을 일으켰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53). 본 연구에서 측정된 IL-4의 분비 

양상은 절대 분비량 수치 비교 시 난소적출군의 IL-4 분비

가 비적출군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4(b)). 향후 

난소적출 자체가 IL-4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마지막으로 IL-10(Fig. 4(d))과 IFN-γ(Fig. 4(e))

의 분비 양상을 살펴보면, 두 사이토카인은 난소적출군 내 

비교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ham군에서는 

CKJ군이 CSI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분비 양상을 보

였다. IFN-γ는 최근 골대사와 면역의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사이토카인으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파골

작용이 촉진되는 것과 과다한 IFN-γ의 분비가 관련이 있다

고 보는 연구도 있다. IFN-γ 수용체가 결핍된 마우스를 이

용한 실험에서 LPS 등을 이용한 염증 자극을 가했을 때 파

골세포의 수가 증가했다(54). 본 연구에서 난소적출군 내에

서 식이의 종류에 따라서 IL-10 분비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IL-4와 유사하게 난소적출 자체가 분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Takayanagi 등(54)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L-10, IFN-γ 분비량과 난소적출로 인한 

골대사 간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소적출군 내 혹은 Sham군 내 비교 분석

을 통하여 청국장 배합 사료와 카제인 배합 사료가 미치는 

면역 활성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난소적출 

자체가 면역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난소적출 자체가 유

발할 수 있는 면역학적 변화를 예측해 보면, 비장 세포 증식

능 저하, T 림프구 아형(CD3+4+, CD3+8+) 분포의 변화, 

사이토카인 IL-10, IFN-γ의 분비량 증가 등이 관찰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호르몬 결핍을 동반하지 않은 골

대사 약화 상태에서 청국장의 섭취가 골대사 개선 및 면역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와 청국장에 의한 

RANK의 활성 평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국장 자

체뿐 아니라 청국장에서 추출된 개별 성분이 면역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청국장 혹은 특정 성분의 기능성 식품으로

서의 인정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골대사 약화 혹은 골다

공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연 식품으로부터 면역증진능을 갖는 식품 

소재를 검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골대사 약화 상태의 

마우스에게 청국장 배합 사료를 투여했을 때 카제인 배합 

사료에 비하여 가질 수 있는 세포 매개성 면역능의 증강 효

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제 1단계로서 난

소적출군은 저칼슘 식이, Sham군은 AIN-76 식이를 6주간 

공급한 후, 각 군을 청국장 배합 사료군 혹은 카제인 배합 

사료군으로 나누어 8주간 제 2단계의 식이를 공급하였다. 

면역 지표로는 비장세포 증식능, 혈중 T 림프구 아형수와 

혈중 사이토카인(IL-2, IL-4, IL-6, IL-10, IFN-γ, TNF-

α)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난소적출군에서 청국장 

배합 사료군의 비장 세포 증식능이 카제인 배합 사료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혈중 T 림프구 아형 비율인 CD4/ 

CD8의 비율도 청국장 배합 사료군에서 더 높았다. 혈중 사

이토카인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난소적출군에서 청국장 배

합 사료 투여군의 IL-6와 TNF-α 분비량이 카제인 배합 사

료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난소적출 마우스의 

면역능에 청국장 배합 사료가 미치는 영향으로 카제인 배합 

사료에 비하여 비장 세포 증식능 활성화, 골 대사와 연관 

있는 대표적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α 분비 억제 및 조

절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청국장 배합 사료는 

난소적출 마우스 면역계의 조절 기전에 작용하여 면역세포 

활성을 촉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 식품 개발에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청국장의 면역 활성 

물질의 분리 및 동정을 위한 연구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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