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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fermented goat milk (F-GM) on immunological activity and physical strength
were examined. Splenocytes obtained from mice administered with F-GM showed increased responsinveness to mitogens, concanavalin-A (ConA), and lipopolysaccharide (LPS). Treatment with F-GM also significantly augmented
production of interleukin (IL)-2 and interferon (IFN)-γ, but not IL-4 or IL-10 from ConA-stimulated splenocytes. The
activity of F-GM administration to enhance production of IL-2 and IFN-γ was confirmed based on mRNA expression
of these cytokines by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After immunization with keyhole limpet hemocyanin (KLH, 20 mg/mouse), mice administered F-G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ntibody titers against KLH than
those of phosphate-buffered saline-treated mice, and showed the highest titer 5 weeks after KLH immunization. Analysis
for determining isotypes of antibodies revealed that administration of F-GM elicited KLH-specific antibody titers of
IgG1, IgG2a, and IgM. In a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DTH) test carried out 7 weeks after the primary immunization,
F-GM-treated mice showed a higher DTH reaction than the control mice. Furthermore, the swimming test found that
administration of F-GM significantly increased swimming ti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ministration of F-GM
enhances not only immune responses against antigens but also physic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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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백의 또 다른 성분인 β-casein은 면역증강 효과를 나타낸
다고 알려졌는데, 산양유와 모유는 β-casein이 주 단백질원

모유를 비롯한 포유동물의 유(milk)는 생명체에 있어 성

이어서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뿐만 아니라 외래의 병원체로부터

또한 산양유는 유즙과 다양한 체액 중에 존재하며 비면역형

생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생리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생

생체방어 작용과 다양한 생체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

체방어 작용에 기여한다. 유즙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진 락토페린의 함량이 높고(4), 유지방구가 작아(산양유 2

등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유단

μm, 우유 25 μm) 소화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1,5,6).

백질 casein의 한 종류인 αs-casein은 소화 장애와 아토피

한편 산양유에는 인체에서는 생합성력이 낮아 외부로부

성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한편 이 α

터 공급받아야 하며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성을 가진 유리아

s-casein은 우유 중에는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지만 모유

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과, 높은 항산화 활성과 항암 효과

와 산양유는 우유에 비하여 이 단백질의 함량이 적어 알레르

그리고 면역증강 등의 기능을 가진 셀레늄, 암 발생 억제

기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asein

및 암세포 파괴 효과, 면역증진 효과,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CLA(conjugated linoleic acid) 등이 다량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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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7). 또한 산양유는 철분과 칼슘, 비타민 및 이온성
무기염류 등을 다량 함유하고 cholesterol의 함량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1,5,7).
이처럼 산양유는 성분의 조성과 생물학적 작용에서 우유

산양유 발효유의 면역 활성 및 체력증진 효과

175

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산양유와 산양

원심세척 한 후, RPMI-1640 완전 배지(10% fetal bovine

유를 소재로 한 유가공품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serum(FBS), 100 U/mL penicillin G, 100 μg/mL strep-

그다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tomycin)에 세포를 부유시켰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장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영양학적인 측면은 물론 인체기능 조

6
포 증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장세포 부유액(5×10 cells/

절 효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산양유의 생리활성을 조사하

well)을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mitogen인 ConA(con-

기 위하여, 산양유를 미생물로 발효한 산양유 발효유를 제조

canavalin A, Vector, San Mateo, CA, USA) 혹은 LPS

하여 마우스에 경구 투여한 후 면역세포의 활성화, 항원 특

(055:B5,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각

이적인 면역반응의 증강, 그리고 수영테스트를 통한 체력증

각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

강 효과 등을 측정하였다.

였다. 배양 후 MTT 용액(Sigma-Aldrich Co.)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CO2 배양기 안에서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재료 및 방법

reader를 사용하여 49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장세포의 증식 여부를 판정하였다. Cytokine 정량은 마우스

실험동물
6주령의 Balb/c female mice를 라온바이오(Yongin, Korea)에서 구입하여 케이지당 4~5마리씩 분리 수용하여 사

의 비장세포에 0.5 mg/mL의 ConA를 처리하여 48시간 배
양한 세포배양 상청액을 이용하여 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을 통해 정량하였다.

육하였으며, 1주일간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
의 사육과 동물실험은 건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으며,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하였다(승인번호 P13-05-A-01).

Cytokine RT-PCR
RT-PCR법에 의해 cytokine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기 위
하여 대조군과 F-GM 처리군 마우스의 비장세포(2×106/
well in 6-well plate)를 ConA(0.5 mg/mL)와 함께 24시간

산양유 발효유의 제조

동안 배양하였다. RNA 분리는 TRIzol(Thermo Fisher

산양유 발효유의 제조는 산양유((주)카프로바이오텍, 강

Scientific)을 이용하여 상법에 따라 행하였다. 분리한 RNA

원도, 한국)를 60~65°C에서 30분간 살균시킨 후, 68~72

는 0.1% diethyl pyrocarbonate(DEPC)가 첨가된 증류수

cmHg 감압/70~75°C의 조건에서 30분간 처리하여 유청 단

에 녹이고 55~60°C에서 10분간 반응시켜 UV spectro-

백질을 불활성화시키고 36~40°C로 냉각시켰다. 그 후 불활

phot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cDNA의 합성은 RNA

성화 산양유에 포도당, 과당, 설탕, 유당분해효소 및 정제수

에 Oligo(dT) 16 primer 2.5 mU, reverse transcription

등을 혼합하여 80~85°C/28~32초의 조건으로 살균하고

buffer, 5 mM MgCl2, 1 mM dATP, 1 mM dGTP, 1 mM

38~40°C에서 냉각하였다. 이 산양유에 Streptococcus

dCTP, 1 mM dTTP, 1 U/mL RNAase inhibitor, 2.5 U/mL

thermophilus(KCTC 2185) 및 Lactobacillus bulgaricus

MuLV reverse transcriptase(Perkin Elmer, Boston, MA,

(KCTC 3188) 균주를 0.2%(w/w)로 접종하여 pH가 4.4가

USA)를 가하여 총 20 μL가 되도록 혼합하고 PCR을 통해

될 때까지 배양한 후(약 24시간), 상온으로 냉각하여 균질화

실시하였다. 합성된 cDNA에 대한 각각의 cytokine primer

함으로써 산양유 발효유(F-GM)를 완성하였다.

를 사용하여 PCR을 통해 각 cytokine 유전자를 증폭하였
다. PCR 반응에는 PCR Thermal Cycle Dice(Takara Bio,

산양유 발효유 투여

Shiga,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증폭된 PCR 유전자 산물은

비장세포를 이용하여 면역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

1.0%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한 후 관찰하였다. 각

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임의로 마우스 각각 7마리씩을 배정

band의 발현은 densitometry를 통해 actin 발현량 대비 각

하였다. 실험군은 F-GM을 각 마우스당 1일 2회, 연속적으

cytokine 발현량의 비율로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사용한

로 7일간 1회에 500 μL씩을 경구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은

oligonucleotide primer의 염기배열은 다음과 같다. Mouse

동일 조건으로 PBS를 투여하였다. 한편 항원을 투여하여

β-actin(5'-TGG AAT CCA GTG GCA TCC ATG AAA

항체면역 유도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그룹당 마우

C-3' and 5'-TAA AAC GCA GCT CAG TAA CAG TCC

스 수를 5마리로 하여 1차 항원면역 7일 전부터 항원을 2차

G-3'), mouse IL-2(5'-TGA TGG ACC TAC AGG TCC

면역하는 시점까지 1일 2회 연속적으로 F-GM을 500 μL씩

TGA G-3' and 5'-GAG CCC TTG GGG CTT ACA AAA

경구 투여하였다.

AGA A-3') and mouse IFN-γ(5'-AGC GGC TGA CTG
AAC TCA GAT TGT AG-3' and 5'-GTC ACA GTT TTC

비장세포 활성화와 cytokine의 정량

AGC TTG TAT AGG G-3').

F-GM을 7일간 투여한 후 다음날 마우스의 비장을 적출
하여 단일세포로 분리하고 RPMI 1640 medium(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으로 4°C에서 1회

면역 및 항체가 측정
항원에 대한 특이 면역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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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격으로 KLH(keyhole limpet hemocyanin) 항원을

한 후 세포의 증식반응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F-GM

20 mg/mouse로 피하주사하고, 1차 면역 후부터 2주 간격

을 급이시킨 마우스에 있어서 mitogen을 첨가하지 않은 비

으로 채혈하여 KLH에 대한 항체역가를 enzyme-linked

장세포에서는 물론 ConA 및 LPS 등의 mitogen을 처리한

immunosorbent assay(ELISA)법에 의해 측정하였다(8).

비장세포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증식반응을 나타내었다(Fig.

요약하면 96-well ELISA plate에 KLH(2 mg/mL in car-

1). 한편 F-GM 투여군에 있어서 세포증식 증강 효과는 7회

bonate-bicarbonate, pH 9.6 with 0.02% NaN3)를 coat-

투여 후 1일째가 가장 높았으며, 2일째까지도 그 효과가 유

ing 하고, 3% bovine serum albumin(BSA)-PBS 용액으로

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GM을 투여한 마우스

blocking 한 후 PBS-0.05% Tween-20으로 3회 세척하였

비장세포에서 ConA와 LPS 모두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진

다. 마우스 혈청을 1,000배 희석하여 각 well에 첨가하고

것으로 보아, F-GM 투여는 T림프구는 물론 B림프구의 활

37°C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Plate를 3회 세척하고 1,000

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 희석한 2차 항체(Goat anti-mouse IgG+A+M-HRP;
R&D Systems)를 넣어 37°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3회

비장세포로부터 cytokine의 유도

세척 후 ABTS 기질용액(2,2'-azino-di-3-ethylbenzo-

F-GM 경구 투여에 의한 cytokine 유도 활성을 조사하기

thiazoline-6-sulfonic acid, 0.2 mM)을 첨가하고 30분간

위하여 F-GM을 투여한 마우스 비장세포에 ConA를 처리하

반응시킨 다음 발색 정도를 ELISA reader(Bio-Rad, Philadelphia, PA, USA)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항체의 isotype은 면역개시 5주째의 혈청과 2차 항체(Goat

A) None

mouse immunoglobulin-HRP, R&D Systems)를 이용하
여, mouse IgG1, G2a, G2b 및 M 항체가를 ELISA법을 통
해 분석하였다.

지연형 과민반응 측정
항원에 대한 지연성 과민반응(DTH)은 최초 면역 7주 후
에 KLH(50 mg in 50 mL)를 마우스의 발바닥(footpad)에
주사하고 항원에 대하여 유도되는 footpad swelling 반응에
의해 판정하였다(8). DTH 증가반응은 대조군에 대한 주사

B) +ConA

부위 footpad swelling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수영 시험
F-GM을 5주간 경구 투여시킨 마우스(그룹당 7마리)를
이용하여 수영 시험을 통해 체력증진 효과를 측정하였다. 수
영 시험은 윗면이 개방된 아크릴 통에 25 cm의 높이로 수온
23±2°C의 물을 채운 뒤, 실험동물을 욕조에 넣어 수영을
포기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9).

C) +LPS

통계학적 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tudent's two-tailed t-test 혹
은 Mann-Whitney U probability test에 의해 대조군에 대
한 통계학적 유의차를 통해 수행하였다.

결

과

비장세포 증식유도 활성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장세포 증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7
일간 PBS 혹은 F-GM을 500 μL씩 경구 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다음날 마우스로부터 비장을 분리하였다. F-GM 경구
투여가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은 ConA나
LPS 등 mitogen을 첨가한 경우와 mitogen 첨가 없이 배양

Fig. 1.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responsiveness
6
of splenocytes to mitogens. Splenocytes (5×10 cells/well) were
co-cultured with mitogen, ConA or LPS (1 mg/mL), for 48 h.
The responsiveness of splenocytes to mitogens was determined
*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P<0.05;
**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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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PCR

B) IL-2

Fig. 2.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cytokine production by splenocytes in mice. The culture supernatant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of Fig. 1 were used for cytokine
assay. The level of cytokines was determined by ELISA kits.
*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C) INF-γ

여 배양한 후, 배양 상청 중에 분비되어 있는 cytokine
(IL-2, IFN-γ, IL-4, IL-10)의 농도를 ELISA kit을 이용하
여 정량하였다. Fig. 2에 나타나듯이 F-GM을 투여한 마우
스에서 대조군 마우스에 비해 Th1-type cytokine인 IL-2
와 IFN-γ의 분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Th2-type cytokine인 IL-4와 IL-10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한편 RT-PCR을 통해 IL-2와 IFN-γ에 대해 유전자
(RNA) 수준에서의 분석을 행한 결과 ELISA에서 나타난 결
과와 동일하게 이들 cytokine의 RNA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KLH에 대한 항체반응 상승효과
F-GM 투여가 항원에 대한 특이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Fig. 3.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the expression
of IL-2 and IFN-γ mRNA in ConA-stimulated splenocytes. The
splenocytes were co-incubated with mitogen, ConA (0.5 mg/
mL) for 24 h. Subsequently, total RNA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RT-PCR analysis for IL-2, IFN-γ, and β-actin mRNA
level.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은 마우스에 대해 이종 단백질 항원인 KLH의 면역에 의해
유도되는 KLH에 대한 특이항체가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F-GM을 경구 투여하며 KLH 항원을 면역한 마우스
에서 면역개시 3주째부터 KLH만을 면역한 마우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었으며, F-GM 투여에 의한
항체면역 증강 활성은 면역개시 10주째까지도 지속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4). 또한 면역개시 5주째의 마우스 혈
청을 이용하여 KLH에 대한 항체의 isotype을 조사한 결과
F-GM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IgM, IgG1 그리고 IgG2a가
KLH 단독투여 마우스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5). 즉 F-GM을 경구 투여함으로써 이종항원에 대한
항체유도 활성이 증가하며, Th1 type 항체인 IgG2a와 Th2
type 항체인 IgG1의 분비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DTH 반응의 상승

Fig. 4.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induction of
KLH-specific antibody response. The antibody titers of serum
*
**
specimens were measured by ELISA method. P<0.05; P<
***
0.01; P<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F-GM 투여에 의해 항체 생산과 관련된 체액성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세포성 면역에 미

이용하여 지연형 과민반응(DTH)을 통해 세포성 면역에 미

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KLH 면역개시 7주째의 마우스를

치는 F-GM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F-GM을 경구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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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gG1

B) IgG2a

C) IgG2b

D) IgM

Fig. 5. Determination of sub-isotype of KLH-specific immunoglobulins. Antibody titers of each antibody isotype specific to KLH
were assayed using the serum specimens used in Fig. 4 by ELISA method. *P<0.05;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마우스에서 footpad swelling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지의 시간을 측정, 비교하였다. 그 결과 F-GM을 5주간 투여

나타났다(Fig. 6). 이상의 결과로부터 F-GM을 경구 투여함

한 마우스에서 대조군 마우스보다 수영시간이 유의하게 증

으로써 면역세포의 증식반응이 비특이적으로 증가하고, 또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이 결과로부터 F-GM의

한 항원을 면역할 경우 항원에 대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경구 투여는 면역기능의 향상뿐 아니라 운동능력도 증가시

면역이 모두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영능 시험

고

찰

동물이 물속에서 견디는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운동 유지
력, 체온 조절능력, 스트레스 저항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양유를 발효하여 만든 F-GM의 생리활성

(8). 본 연구에서는 F-GM의 경구 투여가 운동 유지력에 미

을 조사하기 위하여 F-GM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를 이용하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물속에서 수영을 포기할 때까

여 면역학적 활성과 운동능력 증강 효과를 검토하였다. 면역

Fig. 6.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induction of
KLH-specific DTH reaction. DTH reaction was represented as
*
**
the percentage increase of footpad swelling. P<0.05;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Fig. 7.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F-GM on swimming
activities in water. Each point represents the rate of swimming
mice of each group in water.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Mann-Whitney U prob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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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효과에서는 F-GM 급이에 따른 림프구의 비특이 면역

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Fig. 2의 실험은 F-GM을

과 항원에 대한 특이 면역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in vivo에서 투여한 마우스의 T세포를 in vitro에서 비특이

비장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증식반응 실험에서 F-GM 투

적으로 자극하여 얻은 실험 결과이고, Fig. 5는 F-GM을 투

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mitogen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여한 마우스에 항원인 KLH를 동시에 면역하여 항원 특이적

는 약 20%의 세포증식 상승효과가 관찰되었으며, ConA를

인 항체가의 상승을 측정한 것으로, 두 실험은 항원의 자극

첨가한 경우에는 약 40% 정도, 그리고 LPS를 첨가하여 배

과 실험방법에서 서로 다르므로 결과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

양한 경우에는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면역증강 물질을 항원과

1). 이 결과는 F-GM을 경구 투여함으로써 마우스의 면역담

함께 면역할 경우에도 간혹 나타나는 현상으로, in vitro와
in vivo 실험계에서의 차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15).

당세포(특히 T세포와 B세포 등의 림프구)의 활성화가 유도
되어 ConA 및 LPS와 같은 mitogen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

발효유는 milk 중의 성분과 발효균주의 생리활성이 합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F-GM을 급이시킨 숙주에

져 여러 다양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16,17). 본 연구에서

서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mitogen뿐만 아니라 외부로부

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F-GM을 제조하여 면역조절 기

터 침입한 항원물질과 병원균에 대한 면역세포의 반응성이

능과 운동능력 향상의 관점에서 F-GM의 생리활성을 조사

증가하여 생체의 저항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 산양유는 성분상에서 우유와는 다르며, 일부 유단백

면역작용의 활성화를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 면역세포들

질의 조성에 있어서는 인유(human milk)와 유사한 것으로

의 활성화와 면역작용의 조절에 기여하는 cytokine의 분비

알려져 있다(2,4,6). 하지만 산양유를 발효하여 만든 산양유

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특히 T세포는 여러 종류의

발효유의 생리활성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는 상태이다. 단지

cytokine을 분비하여 면역기능을 조절하게 되며, 이 중 Th1

Salva 등(18)은 Lactobacillus rhamnosus를 접종하여 만

형 T세포는 IL-2, IFN-γ 및 tumor necrosis factor(TNF) 등

든 산양유 발효유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산양유

을 생산하여 세포성 면역을 촉진하며 대식세포나 단핵구 활

발효유를 투여함으로써 영양실조 상태가 회복되고 장과 호

성에 관여한다. 한편 Th2형 T세포에 의해 조절되는 면역반응

흡기 감염에 대해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은 IL-4, IL-5, IL-6 및 IL-10 등의 cytokine을 분비하여 항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산양유 발효유의 투여가 면역력

체 생산으로 대표되는 체액성 면역을 촉진하게 된다(10-13).

증강에 직접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므로, 본 연

또한 이들 두 종류의 cytokine은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하여

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산양유 발효유의 유용성을

면역기능의 억제와 제어를 통해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기도

입증한 연구 결과이다.

한다. Fig. 1의 실험 결과에서 F-GM 경구 투여 때문에 ConA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산양유 발효유는 숙주의 면역

의 자극에 의한 T세포의 증식작용 상승이 관찰되었으므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효능을 지닌 식품이며, 면역기능

F-GM에 의한 T세포의 활성화를 cytokine 분비 유도의 관점

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응용 가능

에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F-GM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의

성이 큰 유제품임을 제시하였다. 이 산양유 발효유에 의한

T세포로부터 IL-2 및 IFN-γ와 같은 Th1 type의 cytokine

면역기능 증강 효과와 운동능력 향상에 관련하는 활성물질

분비는 비특이적으로 증가하지만, IL-4나 IL-10과 같은

의 동정과 생리학적 작용기전 해석은 현재 연구 중이다.

Th2 type의 cytokine 분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요

약

항원이 숙주에 들어오면 숙주는 항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이 면역반응은 크게 두

본 연구에서는 산양유 발효유(F-GM)의 급여가 면역 활성

가지 즉, 체액성 면역반응과 세포성 면역반응으로 작동하게

과 체력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GM을 경구

된다(14). 본 연구에서 F-GM이 항원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는 림프구 유사분열 촉진인자인

과 세포성 면역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F-

ConA와 LPS에 대한 증식반응의 상승을 나타내었다. ConA

GM을 급이시킨 마우스에 항원(KLH)을 투여하고, 이 KLH

를 처리한 비장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을 ELISA법

에 대한 특이항체의 유도와 항원에 대한 DTH 반응의 증강

에 의해 정량한 결과 F-GM 투여에 의해 IL-2와 IFN-γ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F-GM을 급이시킨 마우스에서

생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IL-4 및 IL-10의 생성은

KLH에 대한 항체가와 DTH 반응의 상승이 확인되었다(Fig.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RT-PCR을 이용한 이들

4, Fig. 6). 즉 F-GM을 경구 투여함으로써 항원 특이적인

cytokine mRNA의 정량실험에서도 F-GM 투여로 IL-2와

체액성 면역의 상승은 물론 세포성 면역의 증가도 유도할

IFN-γ의 mRNA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KLH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항체의 isotype 별로 분석한 결과

(20 mg/mouse)를 정상 대조군 마우스 혹은 F-GM을 급이

에서는 F-GM 투여군에서 Th1 및 Th2 type 항체가 모두

한 마우스에 각각 면역하고 5주째에 KLH에 대한 항체가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in vitro 실험계에서의 cytokine

측정한 결과 F-GM을 급이한 마우스에서 항체가가 유의하

분석에서 관찰된 Th1 type 반응의 증가(Fig. 2)와는 일치하

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H에 대한 항체의 is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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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실험에서는 KLH에 대한 IgG1, IgG2a 그리고 IgM
특이항체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F-GM 경구 투여가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면역개시 7주째의
마우스를 이용하여 KLH에 대한 지연형 과민반응(DTH)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GM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에서 DTH
의 유의한 상승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수영시험을 통해
F-GM의 경구 투여가 체력증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
과 F-GM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매우 유의한 수영시간의 연
장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F-GM은 면역세포
의 활성화를 통한 면역력 강화는 물론 체력을 증가시키는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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