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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which individuals are classified into 
four constitutional types, Taeyangin,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To develop new functional Saengsik products, 
we investigated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ies of raw materials of Saengsik (milled rice, barley, Job's tears, soybean, 
adzuki bean, millet, eggplants, radish, carrot, Lentinus edodes, Agaricus bisporus, and Auricularia auricula-judae) 
and Saengsik products (Mix 1～6) in primary immune cells (lymphocytes and macrophages) isolated from blood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types. Increased cell proliferation as well as NO and TNF-α protein production by 
immune cells treated with extracts of materials of Saengsik and Saengsik products were measured as immunostimulatory 
parameters. We chose milled rice, adzuki bean, radish, and Lentinus edodes to study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Teaumin, barley, soybean, eggplants, and Agaricus bisporus to study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Soyangin, 
as well as Job's tears, adzuki bean, carrot, and Auricularia auricula-judae to study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Soeumin. The mixtures (Mix 1～6) were made with different kinds and ratios of Saengsik materials based on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ies of Saengsik materials.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Taeumin was highest in 
Mix 2 (rice 60%, adzuki bean 20%, radish 10%, and Lentinus edodes 10%) extract-treated immune cells among all 
six mixtures. The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Soyangin responded best to Mix 4 (barley 60%, soybean 20%, eggplants 
10%, and Agaricus bisporus 10%) among the six extracts (Mix 1～6). The increased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Mix 6 (Job's tears 60%, adzuki bean 20%, carrot 10%, and Auricularia auricula-judae 10%)-treated immune cells 
was higher than the other five extracts (Mix 1～5). Accordingly, Mix 2, Mix 4, and Mix 6 may be useful as mixtures 
for Saengsik products having personalized immunostimulato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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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식(Saengsik)은 곡류, 두류, 과채류, 버섯류, 해조류 등

의 원료를 사용하여 가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온 건조

해 분말화하여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생식은 식품

에 열을 직접 가하지 않아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및 건강

기능성을 그대로 보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물 등과 

혼합하여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성을 가지고 있다(1). 따

라서 생식은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기능

성을 가진 식사대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1). 

쌀(Oryza sativa L.) 중에 겨층을 완전히 도정한 백미

(white rice)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높고 이들 폴

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물질로 free radica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phenolic ring이 존재함으로써 뛰어난 항산화력을 

나타내었으며(2,3), DPPH radical 소거 작용이 있었다(3). 

보리(Hordeum vulgare L.)는 우리 식생활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 식량으로써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

테롤 수치 저하, 비만에 의한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 및 보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알려져 있다(4,5). 율무(Coix 

lachryma-jobi L.)는 다른 곡류에 비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

부하고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6) 자양강장제, 

이뇨제, 건위제, 진통제, 소염제 및 폐결핵, 관절통 등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대두(Glycine max Merr.)는 항암 작용, 항고혈압 활성,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항산화 작용 등 여러 생리활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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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mixtures                                       
Mixtures                               Composition (%)

Mixture 1 (Mix 1)
Mixture 2 (Mix 2)
Mixture 3 (Mix 3)
Mixture 4 (Mix 4)
Mixture 5 (Mix 5)
Mixture 6 (Mix 6)

Milled rice 70, adzuki bean 20, radish 5, Lentinus edodes 5
Milled rice 60, adzuki bean 20, radish 10, Lentinus edodes 10
Barley 70, soybean 20, eggplants 5, Agaricus bisporus 5
Barley 60, soybean 20, eggplants 10, Agaricus bisporus 10
Job's tears 70, adzuki bean 20, carrot 5, Auricularia auricula-judae 5
Job's tears 60, adzuki bean 20, carrot 10, Auricularia auricula-judae 10

는 성분들을 다양하게 함유하여 기능성식품의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8-10). 팥(Vigna angularis var. nipponen-

sis)은 우리나라에서 콩 다음으로 중요한 두류작물이다. 팥

은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쌀의 제한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

이 높아 쌀에 혼반할 경우 단백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기병 

예방 및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11). 조(millet)의 품종 중 

하나인 차조(waxy foxtail millet)는 쌀과 함께 밥으로 이용

하거나 선식, 생식 등의 원료로 일부 소비되고 있다(12).

가지(Solanum melongena Linne)는 우리나라 식단의 부

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식이섬

유가 풍부하다(13). 장운동 촉진, 변비 예방, 항균, 항종양, 

항돌연변이, 피부 보호 효과 및 항암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7). 무(Raphanus sativus L.)는 우리나

라에서 김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담, 혈담, 천식 및 

늑간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당

근(Daucus carota var. sativa)은 β-carotene과 α-carot-

ene, lutein과 같은 carotenoid 성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채소이다(19).

국내에서 식용 및 약용되고 있는 버섯들에 대한 약리 효과

를 알아보면,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항산화력, 항균 

및 항암, 혈당 강하, 고혈압, 콜레스테롤 저하, 항비만 효과 

등이 알려져 있고(20-25),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

은 항돌연변이 효과(26), 장내 유산균 증식 효과 등이 알려

져 있다(27). 목이버섯(Auricularia auricula-judae)은 지

질과산화 및 간 손상 억제 효과(28), 항돌연변이 효과(29) 

등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을 사상체질로 분류하여 체질에 맞

게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에 근거하여 지원자들

을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혈액에서 분리한 사상체질 면역세포 모델을 이용하여 먼저 

생식 원료(쌀, 보리, 율무, 가지, 무, 당근, 표고, 양송이, 목

이)의 면역 활성을 알아보았고, 생식 원료의 면역 활성 결과

를 활용하여 최상의 면역 활성을 가진 체질 맞춤형 생식제품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생식 원료인 쌀(백미), 보리, 율무, (노

란)콩, 팥, 차조, 가지, 무, 당근,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목이

버섯은 춘천 시내 대형마트(Chuncheon, Korea)에서 구입

하였거나 체질식 전문 업체 (주)쓰리앤포바이오(Wonju,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체질 맞춤형 생식의 최적 배합비 개발 

본 실험에 사용한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즉 배합비 

1(Mix 1)은 쌀 70%, 팥 20%, 무 5% 그리고 표고 5%, 배합

비 2(Mix 2)는 쌀 60%, 팥 20%, 무 10% 그리고 표고 10%, 

배합비 3(Mix 3)은 보리 70%, 콩 20%, 가지 5% 그리고 

양송이 5%, 배합비 4(Mix 4)는 보리 60%, 콩 20%, 가지 

10% 그리고 양송이 10%, 배합비 5(Mix 5)는 율무 70%, 

팥 20%, 당근 5% 그리고 목이 5%, 배합비 6(Mix 6)은 율무 

60%, 팥 20%, 당근 10% 그리고 목이 10%였다.

생식 원료 및 생식제품 추출물의 조제

생식 원료 및 생식제품 200 g을 70% 에탄올 2 L에 넣고 

25°C 수욕조상에서 24시간 동안 진탕추출을 2회 반복한 후 

추출액을 감압여과장치로 여과하였다. 여액을 회전식진공

농축기(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4°C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위

의 방법으로 제조된 생식 원료 추출물을 dimethyl sulf-

oxide(DMSO;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에 녹인 후 RPMI 1640(Gibco-BRL, Grand Island, NY, 

USA) 배지에 첨가하여 500 μg/mL 농도로 제조한 후 0.45 

μm Millipore membrane filters(Sartorius, Goettingen, 

Germany)로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체질 분류 및 혈액 채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전공 재

학생들 중 질병이 없고 건강한 지원자들 중 Choi 등(30)이 

개발한 체질 감별법을 통해 정확한 체질이 판별된 태음인

(Taeumin), 소양인(Soyangin) 그리고 소음인(Soeumin) 각

각 6명씩 선발하였다. 선발된 지원자들(나이: 20∼25세)에

게 실험 전 본 연구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았다.

각 지원자들로부터 혈액 채취는 강원대학교 부속 병원 임

상병리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혈액 50 mL씩 2회 채취한 

후 신속히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20분 이내 실험실로 운반하

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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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세포(lymphocyte, monocyte) 분리

Choi 등(30)의 방법에 따라 혈액 50 mL를 두 개의 50 

mL conical tube에 나눈 후 동량의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DPBS; Cambrex Bio Science Verviers 

Sprl, Verviers, Belgium)을 25 mL씩 넣어 잘 섞이도록 혼합

하였다. 이 혼합액을 다시 4개의 50 mL-conical tube에 반

으로 나눈 후 혈액과 DPBS 혼합층이 ficoll 층 위로 뜰 수 

있도록 ficoll-paque(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를 conical tube 아래로 조심스럽게 넣어준 후 원

심분리(53×g, 15 min) 하였다. 원심분리 후 혈액에서 ficoll 

층 위쪽의 면역세포층을 얻어 DPBS로 3회 세척과 원심분리

를 반복하여 순수한 면역세포를 얻었다. RPMI 1640 배지로 

두 번 더 세척하여 남아있는 DPBS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10% fetal bovine serum(FBS; Sigma-Aldrich Co.)이 첨

가된 RPMI 1640 배지로 부유시켜 cell culture dish에 분주

한 다음 37°C와 5% CO2 조건 하에서 약 1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1시간 배양 후 부유된 림프구(lymphocyte)를 분리하

여 RPMI 1640 배지로 3회 세척하여 모아 배양하였다. 부착

된 monocyte는 대식세포(macrophage)로 활성화시키는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GM- 

CSF; Sigma-Aldrich Co.) 10 μL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림프구는 시료의 세포 증식능 변화를 보기 위해 사용하였

고, 부착된 monocyte를 대식세포로 활성화시켜 시료 처리 

후 NO 생성능과 TNF-α 분비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

하였다. 

림프구의 세포 증식능 측정

림프구 세포 증식능을 측정하기 위해 1×105 cell/mL 농

도의 세포를 96-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한 후 시료

(500 μg/mL) 20 μL와 LPS(2 μg/mL)를 첨가하여 다시 44

시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은 B세포 mitogen인 LPS만 처리

하였다.

Choi 등(30)의 방법에 따라 배양 후 MTT[3-(4,5-di-

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Sigma-Aldrich Co.] 용액을 DPBS에 5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20 μL씩 각 well에 첨가하여 4시간 동안 재배양 

하였다. 재배양 후 0.1 N HCl에 용해시킨 10% SDS를 100 

μL 넣어주고 암실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

난 96-well plate를 ELISA reader(ELx808 BioTek 

Instruments, Vinooski, VT, USA)로 57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대식세포의 nitric oxide(NO) 활성 및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생성능 측정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O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96-well plate에 대식세포를 1×106 cells/mL를 100 μL씩 

각 well에 분주하고 2시간 동안 전 배양을 하여 비부착 세포

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500 μg/mL의 농도의 시료(500 μg/ 

mL)를 각 well에 20 μL씩 더하였고, 동시에 대식세포를 활

성화시키는 LPS를 2 μg/mL 넣고 37°C, 5.0% CO2 조건에

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대조군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

키는 LPS만 처리하였다.

시료의 NO 생성 저해 활성은 Nitrite Assay(30)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즉 배양된 세포에 배지 100 μL와 Griess 

reagent 시약 100 μL를 혼합하여 570 nm에서 ELISA 

reader(BioTek Instrument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배

양한 후에 생성된 NO는 Griess법으로 측정하였다.

TNF-α능은 상업적 human TNF-α ELISA kit(Amer-

sham Biosciences, Glattbrugg, Switzerland)을 사용하여 

Amersham Biosciences 사에서 제공한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TNF-α ELISA kit에서 제공하는 희석

용액 50 μL를 96-well plate에 분주한 후 배양액 시료 또는 

제공된 표준용액을 각각 50 μL씩 첨가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제거한 후 washing buffer로 세척하

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를 plate에 각각 넣고 1시간 동

안 반응시킨 후 세척한 다음 enzyme working reagent를 

넣어 30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세척한 후 substrate sol-

ution으로 실온에서 발색시킨 다음 stop solution을 넣어 

발색반응을 정지시키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분산분석(one- 

way ANOVA test) 후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 보리 및 율무 추출물의 면역 활성 

태음인(Taeumin), 소양인(Soyangin) 그리고 소음인

(Soeumin)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에 쌀(백미; milled 

rice), 보리(barley) 및 율무(Job's tears) 추출물을 처리하

였을 때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Fig. 1과 같다.  

태음인과 소음인 혈액에서 분리한 림프구에 쌀, 보리 그

리고 율무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보리와 율무 추출물보다 

쌀 추출물 처리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림프구 증식율이 증가

하였으나, 소양인에서 분리한 림프구에서는 보리 추출물이 

쌀과 율무 추출물 처리군보다 더 높은 림프구 증식율을 나타

내었다(Fig. 1A). NO 생성과 TNF-α의 단백질 생성량도 세

포 생존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으나 소음인에서 분리한 

대식세포의 경우 쌀과 율무 추출물 처리군은 NO 생성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보리 추출물보다 높았다. 그리

고 TNF-α의 단백질 생성량은 태음인에서 분리한 대식세포

에 쌀과 율무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비슷하게 증가하였으나 

보리 추출물 처리군보다 높았다. 소음인의 혈액으로부터 분

리한 대식세포는 3가지 추출물들 중 율무 추출물 처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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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milled rice, barley, 
and Job's tears on cell proliferation, NO and TNF-α protein of 
lymphocytes or macrophages isolated from the blood of Taeu-
min, Soyangin, and Soeumin volunteers. The increase of im-
munostimulatory activities in the treated cells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orresponding mean value of the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9).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the bars in the same constitu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해 가장 높은 TNF-α의 단백질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태음인은 세 가지 곡류 추출물들과 비교하여 쌀 추출물 

처리에 의해 면역 활성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소음인은 

세포 생존율 결과를 제외하고 율무 추출물에 의해 면역 활성

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소양인은 보리 추출물 처리에 

의해 면역 활성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쌀은 태음

인의 면역 활성에 좋은 곡류이고 율무는 소음인 그리고 보리

는 소양인에게 좋은 곡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 활성의 개인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최근 연구

보고(30)는 1984년 동무 이제마 선생이 도입한 사상의학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 사상의학은 한국 고유의 전통체질의학

으로 사람의 체질은 어떤 약물이나 외부자극에 의하여 개개

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의 치료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31). 사상의학

에서는 사람들은 각 개인의 체격, 얼굴형태, 성격, 정서 및 

약물에 대한 반응성 등의 차이에 의해 4가지 체질 즉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분류하며 이들 각 체질마다 약

에 대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체질마다 처방하는 약을 다르

게 하였고(32), 체질에 맞는 약을 섭취하였을 때 체질이 맞

지 않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보다 면역 활성이 증가하여 질병

이 예방되거나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체질에 따른 체질 맞춤형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은 최상의 건

강기능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품 개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상의학 개념을 도입하였

다. 그리고 태음인, 소양인 및 소음인 지원자의 혈액에서 얻

은 면역세포 모델이 체질 특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연구보고들(30,33)에 의해 본 연구에서도 태음인, 소양인 

및 소음인 지원자의 혈액에서 얻은 세포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상체질 중에서 태양인을 제외한 태음인, 소양

인 그리고 소음인 그룹뿐인 것은 태양인은 한국인의 전체 

인구의 0.03∼0.10%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30), 본 

연구 지원자들 중 정확한 태양인 체질을 가진 지원자는 없었

으므로 본 연구에서 태양인은 제외되었다. 

면역세포가 자극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 IL-6, TNF-α 

등) 및 전염증성 매개체(pro-inflammatory mediators; 

iNOS, NO 등) 등을 분비하고 이들 물질들은 면역반응 과정 

동안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 사이의 신호전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따라서 천연소재의 면역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면역세포(림프구, 대식세포 등)의 세포 생존

율 증가, TNF-α 단백질 분비 증가, NO 생성량 증가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30). 

Choi와 Oh(34)의 보고에 의하면 쌀(백미)은 태음인과 소

음인의 면역세포 증식율을 다른 곡류와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증가시켰고 보리는 소양인의 면역세포 증식율을 다른 곡

류와 비교하여 더 높게 증가시켰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콩, 팥 및 차조 추출물의 면역 활성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

에 콩(노란콩; soybean), 팥(adzuki bean) 및 차조(millet) 

추출물 처리에 의한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림프구에서 팥과 

차조 추출물 처리가 콩 추출물보다 세포 생존율이 더 증가하

였으나 콩과 팥 추출물은 통계학적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2A). 콩 추출물 처리는 소양인의 세포 생존율이 

태음인과 소음인보다 높았다(Fig. 2A). 태음인, 소양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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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dzuki 
bean, and millet on cell proliferation, NO and TNF-α protein 
of lymphocytes or macrophages isolated from the blood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volunteers. The increase of 
immunostimulatory activities in the treated cells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orresponding mean value of the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9).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on the bars in the same constitu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고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대식세포에 콩, 팥 그리고 차

조 추출물 처리에 의한 NO 생성량과 TNF-α 단백질 생성량 

변화는 세포 생존율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B, 2C). 

태음인과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는 팥 추출

물과 차조 추출물 그리고 소양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

포는 콩 추출물이 다른 추출물보다 세포 생존율, NO 생성량 

그리고 TNF-α 단백질 생성량이 높았다. 세포 증식율, NO 

생성율 증가 및 TNF-α 단백질 수준 증가율 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태음인과 소음인의 면역 활성을 위해서는 3가지 

추출물들 중 팥과 차조 섭취가 좋고,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

은 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urev 등(33)과 Choi와 Oh(34)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식

품의 종류에 따라 개인적 면역 활성의 차이와 체질별 면역 

활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콩을 주원료로 한 발효식품인 간장에서 분리한 다당은 IgA 

함량과 IL-6 증가에 의해 장관면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5), Lee 등(36)은 된장의 면역반응으로 위장

관도에서 T-림프구의 강한 면역반응과 공장과 결장에서 

NO 생성에 관련하는 NOS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가지, 무 및 당근 추출물의 면역 활성

Fig. 3은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림프구, 대식세포)에 가지(eggplants), 무(radish) 

및 당근(carrot) 추출물 처리에 의한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태음인과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

된 림프구에 무와 당근 추출물을 처리하면 가지 추출물 처리

보다 더 높은 세포 증식율을 나타내었고, 소양인은 가지와 

무 추출물이 당근 추출물보다 림프구 증식율을 더 증가시켰

다(Fig. 3A). 가지, 무 그리고 당근 추출물을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NO 

생성량과 TNF-α 단백질 생성량을 알아본 결과 세포 증식율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B, 3C). 즉 태음인과 

소음인은 무와 당근 추출물을 처리한 군이 가지 추출물 처리

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NO와 TNF-α 단백질 생성량을 증가

시켰고, 소양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대식세포에 가지와 무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군은 당근 추출물 처리군보다 NO와 

TNF-α 단백질 생성량이 높았다. 따라서 가지는 태음인과 

소음인보다는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이고 당근은 태음인과 

소음인 같은 음인에게 좋은 음식이며, 무는 체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늘과 흑마늘 연구에서 마늘과 흑마늘은 림프구의 세포 

증식율 증가 및 대식세포의 NO와 TNF-α 단백질 생성량을 

증가에 의해 면역 활성을 증가시켰다(33). 또한 마늘은 체질

에 영향을 나타내지만 흑마늘은 체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

들에게 유익한 음식이라 보고한 연구 결과(33)는 본 연구에

서 체질에 영향을 주는 음식과 체질에 상관없이 모든 체질에 

유익한 음식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고, 양송이 및 목이버섯 추출물의 면역 활성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

(림프구, 대식세포)에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양송이

버섯(Agaricus bisporus) 및 목이버섯(Auricularia auric-

ula-judae) 추출물 처리에 의한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본 결과(Fig. 4), 표고버섯과 목이버섯 추출물은 태

음인과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림프구의 세포 증식율을 

소양인의 그것보다 높게 증가시켰으나, 소양인의 림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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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eggplants, radish, 
and carrot on cell proliferation, NO and TNF-α protein of lym-
phocytes or macrophages isolated from the blood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volunteers. The increase of immun-
ostimulatory activities in the treated cells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orresponding mean value of the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9). Mean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a-c) on the bars in the same constitu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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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Lentinus edodes, 
Agaricus edodes, Agaricus bisporus, Auricularia auricula-judae
on cell proliferation, NO and TNF-α protein of lymphocytes or 
macrophages isolated from the blood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volunteers. The increase of immunostimulatory activ-
ities in the treated cells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orre-
sponding mean value of the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n=6～9).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the bars in the same constitution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세포 증식율은 양송이버섯 추출물 처리에 의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Fig. 4A). NO 생성량 및 TNF-α 단백질 생성량 

증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추출물을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대식세포에 처리한 결과 

세포 생존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B, 4C).

표고버섯과 목이버섯 추출물 처리군은 세포 증식율, NO 

생성량 및 TNF-α 단백질 생성량이 소양인에서 분리된 면역

세포에서보다 태음인과 소음인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에서 

더 높이 증가되었고, 소양인의 면역세포에 양송이버섯 추출

물을 처리했을 때 다른 체질에서 분리된 면역세포에 처리한 

것보다 더 높았다(Fig. 4). 따라서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은 

태음인과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이고 양송이버섯은 소양인

에게 좋은 음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차가버섯으로부터 분리된 분획물의 장관면역 활성 및 대식

세포 활성을 알아본 결과 중성당과 소량의 산성당을 포함한 

다당류가 면역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따

라서 표고, 양송이 및 목이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다당류의 종

류들이 체질의 면역 차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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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Mixture 1～6 (Mix
1～6) on cell proliferation, NO and TNF-α protein of lympho-
cytes or macrophages isolated from the blood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volunteers. The increase of immun-
ostimulatory activities in the treated cells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orresponding mean value of the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9). Mean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a-c) on the bars in the same constitu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ix 1～6: See the Table 1.

생식제품 개발을 위한 혼합 원료의 면역 활성

생식 원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식제품 개발을 위한 

혼합 원료를 제조하였고 이들 혼합 원료의 면역 활성을 알아

보았다. 즉 태음인,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림프구, 대식세포)에 배합비 1∼6(Mix 1∼6) 추

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증식율, NO 생성량 및 TNF-α 단백질 

생성량을 알아본 결과는 Fig. 5와 같다.

태음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림프구와 대식세포에 배합비 

1∼6의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결과 배합비 1과 2의 추출물

이 다른 추출물보다 더 높은 림프구 증식율을 나타내었다.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NO 생성량과 TNF-α 생성량도 배합

비 1과 2의 추출물 처리군이 다른 처리군보다 높았다.

배합비 3과 4를 처리한 소양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림프구

와 대식세포는 다른 처리군보다 림프구 증식율이 높았고, 

대식세포의 NO 생성량과 TNF-α 단백질 생성량도 다른 처

리군보다 배합비 3과 4 추출물 처리군에서 높았다.

소음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림프구와 대식세포에 배합비 

1∼6의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결과 배합비 5와 6이 다른 

처리군보다 림프구 증식율, 대식세포의 NO 생성량과 TNF-

α 단백질 생성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배합비 6 추출물 처리

는 세포 증식율, NO 생성량과 TNF-α 단백질 생성량 모두 

다른 처리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태음인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배합비 1(Mix 

1: 쌀 70%, 팥 20%, 무 5%, 표고 5%)과 배합비 2(Mix 2; 

쌀 60%, 팥 20%, 무 10%, 표고 10%)가 적당하고 특히 무와 

표고버섯의 비율이 높은 배합비 2가 배합비 1보다 태음인의 

면역 증진에 더 좋은 배합비로 판단된다. 소양인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배합비 3(Mix 3: 보리 70%, 콩 20%, 가지 

5%, 양송이 5%)과 배합비 4(Mix 4: 보리 60%, 콩 20%, 가지 

10%, 양송이 10%)가 적당하고 특히 가지와 양송이버섯 비

율이 높은 배합비 4가 배합비 3보다 소양인의 면역 증진에 

더 좋은 배합비로 판단된다. 소음인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는 배합비 5(Mix 5: 율무 70%, 팥 20%, 당근 5%, 목이 5%)

와 배합비 6(Mix 6: 율무 60%, 팥 20%, 당근 10%, 목이 

10%)이 적당하고 특히 당근과 목이버섯 비율이 높은 배합

비 6이 배합비 5보다 소음인의 면역 증진에 더 좋은 배합비

로 판단된다. 

Seo 등(38)의 연구에서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

스에게 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및 청고추 혼합물을 섭

취시켰을 때 몸무게 감소와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되었으므

로 이들 혼합물 섭취가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다. Seo 등(38)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에서 최적 배합비

에 의한 혼합물 섭취가 다양한 영양소 제공, 건강기능성 효

과 상승, 맛의 상승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

로 생식 개발을 위한 혼합비 연구는 생식의 상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사상의학은 한국 고유의 전통 한의학으로 4가지 체질 즉 태

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기능성 

생식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태음인(Taeumin), 소양인

(Soyangin) 그리고 소음인(Soeumin)의 혈액으로부터 분리

한 면역세포(림프구와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생식 원료(쌀, 

보리, 율무, 콩, 팥, 차조, 가지, 무, 당근, 표고버섯, 양송이버

섯, 목이버섯)와 생식제품의 면역 활성을 연구하였다. 생식 

원료와 생식제품 추출물들을 처리한 면역세포에서 세포 증

식율, NO와 TNF-α의 증가를 면역 활성의 지표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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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쌀(milled rice), 팥(adzuki bean), 무(radish) 그리고 표

고버섯(Lentinus edodes)을 태음인을 위한 생식 원료로 선

택하였고, 보리(barley), 콩(soybean), 가지(eggplants) 그

리고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을 소양인을 위한 생

식 원료로 선택하였으며, 율무(Job's tears), 팥(adzuki 

bean), 당근(carrot) 그리고 목이버섯(Auricularia auric-

ula-judae)을 소음인을 위한 생식 원료로 선택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근거하여 생식제품 개발을 위하여 생식 원료의 

종류와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배합비 1∼6(Mix 1∼6)을 개

발하였다. 태음인의 면역 활성은 배합비 1, 배합비 2, 배합비 

3, 배합비 4, 배합비 5 또는 배합비 6 추출물을 처리한 면역

세포 중에서 배합비 2(Mix 2; 쌀 60%, 팥 20%, 무 10%, 

표고 10%) 추출물을 처리한 면역세포에서 가장 높았다. 소

양인의 면역 활성은 6개의 배합비(Mix 1∼6) 추출물 중에서 

배합비 4(Mix 4: 보리 60%, 콩 20%, 가지 10%, 양송이 

10%) 처리에 의해 최고로 높았다. 배합비 6(Mix 6: 율무 

60%, 팥 20%, 당근 10%, 목이 10%)를 처리한 면역세포의 

면역 활성 증가는 다른 5개의 추출물들(Mix 1∼5)보다 높았

다. 따라서 배합비 2, 4 그리고 6은 체질 맞춤형 면역 활성 

생식제품을 위한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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