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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녹용 추출물에 의한 비장세포의 생존율 및 interleukin-12 생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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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ntlers have long been known in traditional Asian medicine.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ntlers on immun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fermented antler extract (FAE)
has immunomodulatory effects on spleen cells. FAE enhanced the activity of spleen cell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compared to antler extract. Interestingly, FA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duction of interleukin-12, a
representative cytokine of cell-mediated immunity, while it marginally increased that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Flow cytometry analysis demonstrated that FAE can protect spleen cells from spontaneous cell death without a
significant proportional change in subsets, mainly lymphocytes.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FAE has beneficial effects on spleen cells, a major type of immune cell, indicating that it can function as
an immunomodulator without significant cytotoxicity. These data may broaden the use of FAE in basic research
and clinic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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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용은 2,000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한방 치료 약재로

사용되었다. 여러 질병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되었으

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녹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16, 17]. 녹용은 항염증효과 [2]와 조혈기능 촉진 [9,

12] 등을 비롯한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용은 면역증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18],

현재까지 밝혀진 작용기전은 다음과 같다. 녹용 내의 물질인

phosphatidylcholine의 fatty acyl chains이 림프구의 증식에

영향을 주어 면역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6]. 또한 마우스

복강의 대식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녹용의 에틸알코올 추

출물은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촉진하였다 [15].

녹용은 세절 과정에서 많은 활성성분이 소실되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효녹용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

했다 [14]. 발효녹용은 최근 연구에서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

하는 사실이 보고되었지만 [1], 면역세포에 대한 효과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림프구를 포함한 주요 면역장기인 비장은 특히 혈액유래

항원을 처리하고 체내에서 주요한 면역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장세포를 사용하여 발효녹용의 면역세포에 대

한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과 시약

실험에는 8~12주령 사이의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오리엔트바이오(대한민국)에서 제공받았으며, 동

물실험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

행되었다(승인번호 2016-0001). 발효녹용 추출물(fermented

antler extract [FAE])은 맑은샘한의원(대한민국)에서 제공받

았다. 녹용추출물(antler extract [AE])은 절단된 건조 녹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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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넣어 100oC에서 3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고 찌꺼기를

여과한 맑은 액을 동결건조하여 얻었다. FAE는 1차 멸균시

킨 녹용을 함유하는 배양액에 Bacillus licheniformis KCCM

10885P를 가하여 33oC에서 72시간 동안 발효시킨 후, 여과,

2차 멸균, 동결건조하여 제조하였다(FAE 관련 특허; 대한민

국특허 등록번호 10-0808060).

비장세포의 분리와 처리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실험은 이미 확립된 방법

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5]. 비장의 부착세포

를 제거하기 위한 배양시간을 두지 않았고, 세포는 70 µm

cell strainer(BD Bioscience, USA)에 걸렀다. 이렇게 얻은

비장세포를 2 × 106 cells/mL의 농도로 96-well 또는 6-well

culture plates에 넣고 FAE를 처리한 후 3일간 배양하고 분

석하였다.

비장세포의 활성화와 세포생존율 측정

FAE를 마우스의 비장세포에 0~20 µg/mL의 농도로 처리

하여 3일간 배양하였다.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bromide(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생존

율을 측정하였다 [8].

유세포 분석

FAE와 함께 배양된 비장세포를 biotin-labeled anti-cluster

of differentiation(CD)4, -CD8a, -CD19 antibody로 처리하였

다 [4]. Streptavidin-phycoerythrin을 2차 항체로 처리하고

1%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고정했다(모든 항체는 BD

Biosciences). Rhodamine 123(Sigma, USA)으로 30분간 염

색하여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를 측정하였으며, propidium

iodide(PI; Sigma)로 5~15분간 염색하여 dead cell을 파악하

였다. 염색된 세포는 FACSCalibur와 CellQuest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로 분석하였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비장세포를 2 × 106 cells/mL의 농도로 96-well culture

plates에 넣은 후 FAE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3일간 배양

한 후 세포 배양 상층액을 얻었으며, ELISA kit(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interleukin(IL)-12, tumor necrosis factor

(TNF)-alpha의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7].

통계분석

Figure 1과 3은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ANOVA 분

석 후에 Turkey 검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0.05 미만의

p value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비장세포의 활성 및 생존율에 대한 FAE의 효과

MTT assay를 통해 비장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Fig.

1), FAE는 1.25 µg/mL을 제외한 나머지 농도에서 대조군보

다 비장세포의 활성을 1.25~20 µ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

가시킨 반면(p < 0.001), AE는 고농도(10~20 µg/mL)에서만

증가시켰다. 또한 FAE는 1.25~20 µg/mL 농도에서 AE에 비

해 높은 세포활성을 보였다(p < 0.001). 이는 FAE가 주요 면

역세포의 일종인 비장세포를 자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만, FAE는 기존에 잘 알려진 자극제인 lipopolysaccharide(B

cell), concanavalin A(T cell)처럼 강력한 mitogenic 효과는

아니고 중등도 이하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비장세포 subset의 구성에 대한 FAE의 효과

FAE가 비장세포의 subset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비장세포에 FAE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CD4,

CD8, CD19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Fig. 2). 비장세포에

FAE를 처리하여 3일간 CO2 5%, 37oC의 조건으로 세포배

양기에서 배양한 후 특이항체로 염색하였고, FACSCalibur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유세포 분석에서 세 가지 표면마커

의 발현을 측정하였으나 특징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는

FAE가 비장세포의 주요 subset인 CD4, CD8 T림프구,

CD19 B림프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비장세포의 면역 cytokine 생산량에 대한 FAE의 효과

비장세포에 FAE를 처리한 후 3일간 배양하여 IL-12와

TNF-alpha의 생산량을 측정하였다(Fig. 3). IL-12는 세포성

면역을 조절하는 cytokine이고, TNF-alpha는 염증성 cytokine

이다. FAE를 비장세포에 처리한 후 IL-12와 TNF-alpha 모

두 생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TNF-alpha는 IL-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생산양은 적었다. 

Fig. 1. Fermented antler extract (FAE) increases the cellular
activity of spleen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Spleen cells were treated with antler extract (AE) or FAE for
3 days, and then MTT assay was performed. Data are mean ±

SD from four individual wells. * and *** indicate the signi-
ficant differences at p < 0.05 and 0.001, respectively compared
to each control (0 µg/mL), and ### indicates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01 between AE and FAE in the sam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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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세포에 FAE를 처리한 후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및

세포사 측정

비장세포에 FAE를 처리하여 3일간 CO2 5%, 37oC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Rhodamine 123, PI용액으로 각각 염색

한 후 FACSCalibur을 이용해 세포활성 또는 세포사의 정도

를 측정하였다(Fig. 4). Rhodamine 123염색은 미토콘드리아

의 활성 막전위를 측정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세포활성이 높

음을 의미하는데, 막전위 측정에서는 특이적인 결과가 나오

지 않았다. 세포사(cell death)를 측정하기 위해 PI 염색을

시행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죽은 세포 수가 많음을 의미한

다. FAE처리에 의해 비장세포의 세포사는 대조군보다 감소

하였다.

Fig. 2. FAE does not affect the population of major subsets in spleen cells. FAE was treated on spleen cells in 6-well culture plates
for 3 days. The treated cells were stained for CD4, CD8, and CD19 molecules by using their specific antibodies.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all stained cells was measured by a flow cytometer. The number on the histogram indicates the percentage of positive
cells. Data were obtained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ig. 3. FAE enhances the production of interleukin (IL)-12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alpha in spleen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FAE for 3 days.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used for ELISA. Two sets of pair antibodies were used
for determining the amounts of IL-12 and TNF-alpha in culture supernatants. Data are mean ± SD from four individual wells.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1 and  0.001, respectively compared to control (FAE 0 µ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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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발효녹용의 효능에 대해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면

역학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림프구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면역세포인 비장세포를 이용

하여 발효녹용의 면역적인 효능을 분석하였다. FAE를 비장

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활성도, 세포 표면마커의 발

현, 면역 관련 cytokine의 생산, 세포사멸 정도 등을 조사하

였다.

FAE는 농도 의존적(2.5~20 µg/mL)으로 세포활성도를 증가

시켰다. 이는 FAE가 비장세포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림프구의 표면마커인 CD4, CD8,

CD19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FAE 처리에 따른 특이적인 변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의 세 가지 분자는 T세포(CD4,

CD8)와 B세포(CD19)의 대표적인 표면마커이므로, FAE 처

리로 비장세포의 림프구 구성비율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AE 처리에 따라 비장세포의 기능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ELISA를 실시하였다. FAE는 농도 의존적으로 비장세

포에서 IL-12와 TNF-alpha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IL-12는

세포성 면역을 나타내는 cytokine으로서 T helper 1(Th1)

의존성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3]. TNF-alpha는 주요 염증성

cytokine으로 알려져 있으며 [10], FAE의 처리 때문에 비장

세포에서 생산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표적인 염증물질인

lipopolysaccharide에 비해 [11] FAE에 의한 TNF-alpha의

생산량이 적어(0~50 pg/mL), FAE의 염증 유도효과는 상대적

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PI 염색을 이용하여 비장세포의 세포사(cell death)를 분석

하였다. FAE(2.5~10 µg/mL) 처리군은 PI+(양성)세포의 비율

이 대조군보다 일관되게 낮았다. PI는 죽은 세포에 들어가

핵의 DNA와 결합하므로 PI+세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죽은 세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장세포는

분리한 후 생체 외에서 배양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체

내에서 공급받던 cytokine과 필수영양 요소가 부족해

cytokine-withdrawal cell death가 나타난다. 따라서 FAE는

cytokine의 공급 부족에 따른 세포사로부터 비장세포를 보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발효녹용이 면역계의 중심 세포인 비장세포의

활성을 유도하고 세포사를 줄이며 특정 cytokine의 생산을

촉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 얻은 발효녹용의

Fig. 4. FAE enhances the survival of spleen cells. FAE was treated on spleen cells in 6-well culture plates for 3 days. The treated
spleen cells were stained with Rhodamine 123 (for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or with PI solution (for cell death). The
number of histograms indicates geometric mean fluorescence intensities. Data were obtained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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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진 효과는 향후 발효녹용을 연구분야와 임상에서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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