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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ctoferrin (LF) is an iron-binding glycoprotein that is present in colostrum, milk, and other 
body secre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actoferrin 
hydrolysates (LHs) on the production of immunomodulatory factors, including inflammatory 
related cytokines. The nuclear factor (NF)-κB reporter assay using human embryonic kidney 
293 cells (HEK-293) revealed that NF-κB activ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1, 50, and 
100 μg/mL of LH and the fractions above and below the 10 kDa LH. The mRNA expression 
of interferon (IFN)-γ in rat basophilic leukemia mast cells (RBL-2H3) treated with the fraction 
above the 10 kDa LH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but the cells treated with 
LH and the fraction below the 10 kDa LH showed an increased expression of IFN-γ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level of cyclooxygenase (COX)-2 expression decreased dose-
dependently in RBL-2H3 cells treated with LH and the fraction above the 10 kDa LH, but the 
cells treated with the fraction below the 10 kDa LH showed an increased COX-2 express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mRNA expression of interleukin (IL)-4) was dose-dependently 
decreased by the fraction below the 10 kDa LH in human mast cells (HMC-1). The mRNA 
expressions of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IL-6 were significantly dose-dependently 
decreased by the fractions above and below the 10 kDa LH, but was dose-dependently 
increased by LH. The production of IL-4 was a little increased by the fraction above the 10 kDa 
LH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but was decreased with LH and the fraction below the 
10 kDa LH in HMC-1 cells. It was concluded that LF hydrolysates had an immunomodulating 
effect on anti-, pro-inflammatory and anti-allergic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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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Lactoferrin (LF)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반응의 유해성을 낮출 수 있다. 조직이 감염되
면 괴사 조직으로부터 방출된 유리 철에 의해 생성되거나 활성화된 과립구에 의해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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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반응성 산소가 풍부하게 생성된다. 이러한 염증성 파열은 전 염증성 cytokine의 과도한 방출과 함
께 주로 interleukin (IL)-1과 tumor necrosis factor-a (TNF-a)가 패혈성 쇼크의 병인에 크게 기여한다(Annane 

et al., 2005). LF는 대식세포와 상호작용하는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세포에 의한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항 염증성 cytokine과 유사한 방식으로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조절한다(Crouch et al., 

1992; Yamaguchi et al., 2001). LF는 인간 단핵 세포에서 TNF-α, IL-1β, IL-6 및 IL-8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aversen et al., 2002).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LF가 방출되고 염증부위에서 LF의 농도는 염증반응의 feed-back 기전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0.4 - 2.0 μg/mL에서 200 μg/mL로 증가한다(Farnaud and Evans, 2003). LF의 선천적 

및 적응성 면역 반응은 병원체에 대한 1차 숙주방어 기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Kruzel et al., 2002; 

Legrand et al., 2005). Cytokine 및 산화질소(NO)의 생성 증가에 의한 대식세포의 활성화는 세포 내 병원체의 

증식을 감소시킨다(Wakabayashi et al., 2003; Kawai et al., 2007).

Bioactive peptides (BPs)는 신체 기능이나 상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단백질 조각으로 정의된다(Kitts and Weiler, 2003). BPs 연구 중 우유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bioactive peptides (BPs)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BP는 일반 식품, 식이 보조제, 기
능성 식품 또는 의료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이들 생물 활성 BPs는 항균활성, 항고혈압제, 항
산화제, 항세포독성제, 면역조절제, 아편유사제 및 무기물 운반활성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활성 

및 기능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식이단백질로부터 유래된 BPs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Clare and Swaisgood, 2000; 

FitzGerald and Meisel, 2003; Li et al., 2004). BPs는 단백질 서열 내에서는 비활성이지만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첫째, 소화 효소에 의한 가수 분해를 통해, 둘째, 단백질 분해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의 

가수분해를 통해, 셋째, 미생물 또는 식물로부터 유래된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통한 방법이다(Korhonen 

and Pihlanto, 2007). 한편 Park and Nam (2015)은 주요 우유단백질로부터 BPs 형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알칼리성 protease에 의해 생성된 LF 가수분해물이 항염증성 cytokine과 전염증성 cytokone 

(interleukin-13, tumor necrosis factor-α)을 포함하여 면역조절 및 cytokine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에 있다. 

Human embryonic kidney 293 cells (HEK-293), rat basophilic leukemia mast cells (RBL-2H3) 및 human mast 

cells (HMC-1) 세포를 이용하여 염증반응에 관련된 cytokine으로 TNF-α, IL-1β, IL-6 및 IL-8의 발현을 조사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LF 가수분해
LF 분말은 Sindayikengera and Xia (2006)과 Stancius et al. (2010) 방법에 따라 가수분해하였다. LF를 1.0 

N NaOH로 pH 9.0에 2% 용액으로 조정하였다. Shaking incubator (KMC-8480SFN No. 50, Vision Scientific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단백분해효소인 Alcalase (Alcalase® CLEA, Sigma Aldrich, St. Louis, 

USA)와 LF를 1 : 100 (w/w)으로 조정하고 50℃에서 5시간 반응시킨 후 90℃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가수분
해를 정지시켰다. 가수분해물을 12,000 × g에서 2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침전물을 제거한 후, 가수분해물을 

cut off 10 kDa의 centricon (Vivaspin20, GE Healthcare, Chicago, USA)을 사용하여 4℃에서 3시간 동안 8,000 

× g 원심분리하였다. 가수분해물을 10 kDa 미만과 10 kDa 이상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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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HEK-293, RBL-2H3, HMC-1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Daejeon, Korea)에 분양받았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Rockville, MD, USA), 과 1% (100 U/mg) 

penicillin/streptomycin (Sigma Aldrich, St. Louis, USA)을 첨가하고, 37℃, 5% CO2와 대기 습도가 유지되는 

배양조건에서 배양하였다. 24-well (Sigma Aldrich, St. Louis, USA)에 4 × 105 cells/mL 조정하여 24시간 배
양 후 LF 가수분해물 50 μg/mL 처리하였다.

MTT 분석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의 formazan으로 mitochondrial 의존적
인 감소는 세포 생존의 지표로서 세포 호흡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18시간 동안 배양 한 후, 세포를 MTG 0.5 mg/mL를 함유하는 DMEM 배지에
서 3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이어서 매질을 제거하고 isopropanol을 첨가하여 formazan을 용해시켰다. 5,0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각 시료의 상등액을 96-well plate에 옮기고, Versa Max TM Tunable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Corporation, Sunnyvale, US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판독했다. LPS 단독으로 

처리한 배양액의 흡광도를 100% 세포 생존력으로 간주하였다.

Nuclear factor (NF)-κB 활성에 관한 luciferase 분석
HEK-293 세포에 NF-κB 프로모터가 접합된 luciferase report 유전자로 구성된 재조합 DNA plasmid p-κB3-

tk-Luc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USA)을 Attractance Transfection Reagent (Qiagen, Hilden, Germany)

를 사용하여 HEK293 세포에 transfection한 다음 제조사의 실험방법을 따랐다. Transfected-HEK293 세포
는 96-well plate (1 × 105 cells/mL)에 넣고 37℃에서 5% CO2 습식배양기에서 배양했다. 6시간 후, ONE-glo 

luciferase 분석(Promega, Madison, USA)을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검출은 luminometer (Berthold 

Technologies, Bad Wildbad, Germany)에서 수행하였다.

IL-4 측정
HMC-1 세포를 24-well plate (5 × 105 cells/mL, completed medium)에서 배양한 후, PMA 1 μg/mL (PMA, 

Sigma Aldrich, St. Louis, USA)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고, 시료 1, 50, 100 μg/mL을 처리하였다. 6, 

12, 24 시간 배양 후, 상등액을 수집하고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Biolegend, USA) 방
법으로 IL-4를 분석하였다. IL-6, TNF-α, IL-1β는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ELISA kit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Cytokines은 SOFT max 곡선적합 프로그램(Molecular Devices, California, USA)을 사용하여 표준곡선으로부
터 정량하였다.

RT-PCR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IL-4, IL-6, cyclooxygenase (COX)-2, IL-13, interferon (IFN)-γ 및 TNF-α mRNA를 검출하기 위해 RT-PCR

을 수행하였다. 세포를 12-well (1 × 106 cells/mL, completed medium)에서 배양하고, 3가지 유형(LH, 10 kDa 

LH 미만, 10 kDa LH 이상)의 시료를 1, 50, 100 μg/mL로 세포에 처리하였고, positive control은 1 μ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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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를 처리하였다. 세포 회수 후 Trizol 시약(Invitrogen Corporato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USA)

을 사용하여 총 RNA를 분리했다. 전체 RNA 1 μg을 25 units/μL Oligo (dT) primer, 1 mM dNTPs, 1.75 unit/μ
L 리보뉴클레아제 억제제, 2.5 unit/μL M-MLV 역전사 효소, M-MLV RT 5X 완충액(Promega, Madison, USA)

를 사용했다. 사용한 primer는 Table 1과 같다. 사용한 PCR 기기는 Gene Amp PCR systeme-2700 (Applied 

Biosystems, Foster, USA) 이다.

RT-PCR kits (Promega, Madison, USA)에 Oligo dT, dNTP mix, Ribonuclease inhibitor, M-MLV Reverse 

Transcriptase, M-MLV RT 5X buffer를 사용하여 45℃에서 30분, 94℃에서 5분 동안 반응시킨 후 94℃에서 30

초 동안 denaturation 시키고, 55 - 62℃에서 30초 동안 annealing시킨 다음, 72℃에서 1분 동안 24 - 27 cycle 반
복한 다음, 마지막 extension은 72℃에서 5분 동안 PCR (Applied Biosystems, Foster, USA)을 수행했다. PCR 

산물은 2% agarose gel에 주입하고 100 V 조건에서 15분 동안 전기영동을 수행했다.

Cytokine 측정
각 세포를 24-well (Sigma Aldrich, St. Louis, USA)에 4 × 105 cells/mL로 조정 후 PMA (Sigma Aldrich, St. 

Louis, USA) 1 μg/mL을 처리하고, 대조군과 LF 시료 50 μg/mL을 각 세포에 처리하고, 0, 4, 8, 12시간 배양 

후 상층액을 모아 enzyme-linked immune-sorbent assay (ELISA) kit (BD Bioscience, Oxford, UK)를 이용하여 

TNF-α와 IL-6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t-테스트로 수행되었다. 신뢰 수준(p < 0.05)은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험군간 차이의 유
의성은 Student's un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표준오차(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값은 평균 

± SEM으로 표시했다. *p < 0.05 인 경우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고려되었다.

Table 1. List of primer set for RT-PCR.
Gene Primer Sequence 5' → 3'

HMC-1 cells (human) GAPDH Forward CCATCACCATCTTCCAGGAG
Reverse ACAGTCTTCTGGGTGGCAGT

IL-4 Forward TCTCACCTCCCAACTGCTTCC
Reverse CGTTTCAGGAATCGGATCAGC

INF-γ Forward CAGCTCTGCATCGTTTTGGGTTCT
Reverse TGCTGTTCGACCTCGAAACAGCAT

COX-2 Forward CGAGGTGTATGTATGAGTGTG
Reverse TCTAGCCAGAGTTTCACCGTA

RBL-2H3 cells (rat) IL-4 Forward ACCTTGCTGTCACCCTGTTC
Reverse TTGTGAGCGTGGACTCATTC

IL-13 Forward GCTCTCGCTTGCCTTGGTGGTC
Reverse CATCCGAGGCCTTTTGGTTAGAG

TNF-α Forward CACCACGCTCTTCTGTCTACTGAAC
Reverse CCGGACTCCGTGATGCTTAAGTACT

IL-6 Forward AGTAAGTTCCTCTCTGCAAGAGACT
Reverse CACTAGGTTTGCCGAGTAGATCTC

HMC, human mast cell; RBL, rat basophilic leukemia mast cells;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IL, interleukin; INF, interferrion; COX, cyclooxygenase; TNF, tumor necrosi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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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HEK-293에서 NF-κB 활성에 관한 luciferase 분석
LF를 alcalase로 가수분해한 시료의 양상은 Son et al. (20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알칼리 처리로 생성
된 LF 가수분해물은 다양한 크기의 펩타이드로 분자량은 대부분 10 kDa 미만으로 판단되었다. NF-κB 염증 

경로가 TNF-α로 자극되면 NF-κB 프로모터가 반딧불에서 발견되는 발광효소인 luciferase의 전사를 유발하
여 방출되는 빛의 양으로 NF-κB 활성을 확인하였다.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50, 100 μg/mL의 LH, 10 

kDa 및 10 kDa LH 미만으로 처리된 형질전환된 NF-κB 벡터 HEK-293 세포의 luciferase 분석에서 HEK-293

은 3 종류(LH, 10 kDa LH 이상 및 미만) 세포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 1b는 LH의 10 kDa 이상 및 

10 kDa 미만의 50 μg/mL 처리구에서 NF-κB 활성이 1 및 100 μg/mL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 NF-κB 

활성은 LH 3 종류(LH, 10 kDa LH 이상 및 미만) 모두 50 μg/mL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luciferase 

저해 메커니즘은 LF가 NF-κb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aversen et al. (2002)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Fig. 1. Effect of lactoferrin (LF) hydrolysates on the cell viability and luciferase assay for nuclear 
factor (NF)-kB activity induced by LF hydrolysates in human embryonic kidney (HEK) 293cells. 
(a) Effect of LF hydrolysates on the cell viability. (b) Luciferase assay for NF-kB activity which 
is induced by LF hydrolysates.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was treated 1 μg/mL.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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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L-2H3에서 LH에 의한 세포생존율과 cytokine 발현
Fig. 2a는 LH가 RBL-2H3에서의 세포 생존력 및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생존
율은 3종류(LH, 10kDa LH 이상 및 미만) 모두 10 kDa 이상과 10 kDa 미만의 시료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
다. 그러나 100 μg/mL 농도의 LH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PMA를 처리한 RBL-2H3 

세포에서 LH에 의해 발현된 rat IFN-γ, COX-2, IL-4의 mRNA를 나타낸 것이다(Fig. 2b and 2d). IFN-γ mRNA

의 발현 억제는 LH 1, 50 μg/mL, 10 kDa 미만 1, 50 μg/mL 처리구에서 나타냈다(Fig. 2b and 2d). 또한 10 kDa 

이상 가수분해물에서는 100 μg/mL 처리구에서 억제되었다(Fig. 2c). 이는 염증관련 cytokine인 IFN-γ의 발현
에 LF 가수분해물의 적정양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COX-2 mRNA는 LH 처리구에서는 1, 50, 100 μ
g/mL에서 처리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현되었다(Fig. 2b). 그러나 10 kDa 이상 처리구에서는 농도 의존
적으로 발현이 감소되었고(Fig. 2c), 10 kDa 미만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었다(Fig. 2d). IL-4 

mRNA의 발현은 3 시간 자극 후 LH와 10 kDa LH 이상 처리구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지만(Fig. 2b 

and 2c), 10 kDa 미만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d).

이와 같이 LH 가수분해물은 RBL-2H3 세포에서 염증성 cytokine인 IL-4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COX-1은 COX-2와 달리 위장관 보호, 혈소판 생성, thromboxane과 같은 효소와 관련이 있
다. COX-2는 prostaglandin을 생산하여 통증과 염증을 일으킨다(Nadler et al., 2000).

Fig. 2. Effect of lactoferrin (LF) hydrolysates on the cell viability and mRNA expression by and RT-
PCR during 3 hours in rat basophilic leukemia mast cells (RBL)-2H3 cells.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was treated 1 μg/mL. (a) Cell viability (b) lactoferrin (LF) hydrolysates (c) above 
10 kDa LF hydrolysates (d) below 10 kDa LF hydrolysates. INF, interferrion; COX, cyclooxygenase; 
IL, interleukin;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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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1 세포에서 LH에 의한 세포생존율과 cytokine 발현
Fig. 3은 HMC-1의 세포생존력 및 mRNA 발현에 대한 3 종류(LH, 10 kDa LH 이상 및 미만)의 효과를 나타
낸 것이다. 세포 생존능력은 3종류의 LH 가수분해물의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0 kDa 이상 

및 10 kDa 미만의 LH로 처리된 HMC-1에서의 mRNA 발현은 Fig. 3b 와 3d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3b에 나
타난 바와 같이, LH 1, 50 및 100 μg/mL는 음성대조군보다 IL-4, TNF-α, IL-6, IL-13의 분비를 유의하게 증가
시켰다. 그러나 10 kDa LH 이상 및 미만 처리구인 Fig. 3c 및 3d는 양성대조군보다 IL-4, TNF-α, IL-6, IL-13

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μg/mL 처리구에서는 발현 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3종류(LH, 10kDa LH 이상 및 미만) 가수분해물을 RAW264.7 cell (macrophage)에 처리하여 

IL-13과 IL-6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는 1, 50, 100 μg/mL 처리구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았다. 또한 TNF-α는 

LH와 10 kDa LH 이상에서는 1 μg/mL 처리구에서 발현되었으나 50 μg/mL와 100 μg/mL 처리구에서는 전
혀 발현되지 않았고 10 kDa LH 미만 처리구에서도 전혀 발현되지 않았다(Son et al., 2018). 인간 비만세포인 

HMC-1는 IgE (FcεRI) (Moon et al., 1998)에 대한 고친화성 수용체의 교차결합에 반응하여 다수의 염증촉진 

매개체를 방출함으로써 allergy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TNF-α, IL-6, IL-8, GM-CSF도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잠재적인 유도인자이다(Galli et al., 1992). IL-6는 또한 IL-4와 같은 보조인자로도 불린다. IL-6는 

체내의 국소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고, 인간 호중구, T-림프구, 호산구로부터 분비된
다(Metcalfe et al., 1997). 한편 Togawa et al. (2002)는 LF의 경구 투여 시 TNF-α와 IL-10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3. Effect of lactoferrin (LF) hydrolysates on the cell viability and mRNA expression by treated 
with LF hydrolysates treated human mast cell (HMC)-1 cells. Above 10 kDa LF hydrolysates and 
below 10 kDa LF hydrolysates were trea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s during 3 hours.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was treated 1 μg/mL. (a) Cell viability (b) LF hydrolysates (c) above 
10 kDa LF hydrolysates (d) below 10 kDa LF hydrolysates. IL, interleukin; TNF, tumor necrosis 
factor;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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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1 세포에서 LH에 의한 IL-4 생산
Allergy 관련 cytokine인 IL-4의 생산에 대한 LH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 상등액에 함유된 cytokine의 

양을 측정한 결과는 Fig. 4a - 4c와 같다. Fig. 4a와 4c는 반응 4, 8, 12시간에는 양성대조군보다 현저히 적은 양
의 IL-4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Fig. 4b는 8시간 반응 때는 50 μg/mL 처리구에서 양성대조군 25 ng/mL 보다 높
은 27.4 ng/mL의 IL-4를 생산하였고, 12시간 반응 때는 100 μg/mL 처리구에서 양성대조군 24 ng/mL 보다 높
은 26.4 ng/mL의 IL-4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LH 가수분해물 중 10 KDa 미만은 allergy 증상과 직접 관련이 있
는 cytokine인 IL-4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allergy 증상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LH 가수분해
물의 peptide 분자량에 따라 비만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조절되어 IL-4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Conclusion
HEK-293 세포에 LH, 10 kDa 이상과 미만 처리구 모두 NF-κB 생성은 양성대조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
다. RBL-2H3 세포에서 LH 및 10 kDa 이상 LH 100 μg/mL 처리구는 IL-4 및 COX-2의 발현을 감소시켰지만 

10 kDa 미만 처리구는 농도의존적이다. IFN-γ의 mRNA 발현은 양성대조구에 비해 10 kDa 이상 LH 처리구
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고, LH와 10 kDa 미만 LH 100 μg/mL 처리구만 낮게 발현되었다. Allergy 관련 

cytokine인 IL-4, IL-6, IL-13 및 TNF-α의 발현은 HMC-1 세포에서 발현을 확인하였다. IL-4의 발현은 10 kDa 

이상 LH에서 증가하였고 10 kDa 미만 LH 처리구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IL-13은 LH 처리구는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하였고 10 kDa 이상과 미만에서 전혀 발현되지 않았다. TNF-α의 발현은 LH 처리구는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하였으나 10 kDa 이상과 미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저해되었다. IL-6도 TNF-α와 같
은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lactoferrin 가수분해물 peptides는 염증반응 관련 cytokine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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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ncentration of interleukin (IL)-4 production by treated with in lactoferrin (LF) hydrolysates in human 
mast cell (HMC)-1 cells. Incubation time was 0, 4, 8, 12 hours.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concentration 
was treated 1 μg/mL. (a) LF hydrolysates (b) above 10 kDa LF hydrolysates (c) below 10 kDa LF hydrolysat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 < 0.05,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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