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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separat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from Imsil province and to test the

effect of immunological activity on RAW 264.7 cells. The colostral whey protein contained TGF-β 7, 475 pg/g in total. We

first tested the effect of the colostral whey protein on the proliferation of RAW 264.7 cells and it demonstrated cytotoxicity

at concentrations greater than 20 mg/mL. Therefore, the immunological activities of colostral whey protein were investi-

gated in maximum concentration of 10 mg/mL on LPS-induced RAW 264.7 cells. Results indicated that colostral whey pro-

tein inhibited the LPS-indu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colostral whey protein also

suppressed the productions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1β, IL-6)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addition to

the immunological activity, colostral whey protein led to the expression of heme oxygenase-1 (HO-1) in RAW 264.7 cells.

In conclusion, colostral whey protein containing TGF-β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O, TNF-α, IL-1β, and IL-6 via expres-

sion of 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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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유는 분만 후 72시간 동안에 분비되는 것으로 필수

영양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많은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

으며, 특히 면역과 성장 및 상처 치유인자와 항균인자 등

생체방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활성인자를 다

량 함유하고 있다(Ahn and Park, 2010; Uruakpa et al.,

2002). 또한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풍

부한 에너지원이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 미성숙한

장관의 발달, 각종 장기와 조직의 성장, 그리고 면역체계

의 발달 등에 관여하는 면역조절인자, 항균인자, 성장호르

몬, 성장인자, 세포분열 활성인자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

다(Simmen et al., 1990; Sugisawa et al., 2001).

초유 내에 존재하는 면역학적 및 생리활성 특성을 지니

는 물질과 인자들은 주로 초유 유청에 함유되어 있다. 대

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immunoglobulin 가운데 IgG,

cytokine으로는 tumor necrosis factor, interlukin-1, -2, -6

등이 있으며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 insulin-like

growth factor(IGF-I,II), epidermal growth factor(EGF),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PDGF) 등이 보고되어 있다(Elfstrand

et al., 2002; Kang, 2007; Rodriguez et al., 2008).

특히,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는 세포의 성

장, 분화 및 조직 복구 등의 기능을 하는 구조적으로 관

련된 다양한 기능을 하는 cytokine 중의 하나이다. 중요한

면역억제 작용으로는 T cell, B cell, NK cell, 그리고 대

식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Koo et al., 1991; Su et al.,

1991; Teintenier-Cousin et al., 2009). 또한 만성염증 작용

을 억제하며 특히 자가면역질환의 염증반응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Liblau et al., 1995).

현재 국내산 초유의 현황과 이용에 관한 연구 등의 보

고가 있으나 초유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Choi et al., 2009;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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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and Lee, 2006).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초유관련 건

강보조식품 형태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유를

이용한 것은 거의 없으며 수입된 초유분말을 이용한 제품

들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초유도 일부만이 송아지에 급여되고

대부분이 그 기능적 우수성과 충분한 이용가치에도 불구

하고 모두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유의 면역활성 기능성을 규명하여 임실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잉여 초유를 산업적으로 적절하게 이

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는 임실 지역 낙농가에서 사육중인 분만 젖소

의 초유를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초유는 최대 72

시간 이내에 분비된 것을 소분하여 냉동고에 보관 후 필

요 시마다 해동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초유 내 TGF-β

의 정량 및 heme oxygenase-1의 발현(EIAab, China), 염증

성 사이토카인 IL-1β, IL-6 및 TNF-α 발현(R&D System,

USA)은 ELISA kit를 각각 구입하여 정량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RPMI 1640, FBS와 PrestoBlueTM cell

viability reagent는 Gibco(USA), Griss reagent system은

Promega(USA), lipopolysaccharide를 비롯한 기타 분석 시

약은 Sigma(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아 형태

를 관찰하며 10회 이하로 계대배양한 세포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RAW 264.7 세포는 10% FBS(Gibco, USA)가 첨

가된 RPMI 1640 배지(Gibco, USA)를 사용하여 37oC, 5%

의 CO
2
 incubator에서 2-3일마다 계대배양하며 실험에 사

용하였다.

초유의 유청 단백질 분리

초유를 4oC에서 15,000 g로 60분 동안 초고속 원심분리

기(Beckman, USA)를 이용하여 지방층을 제거한 탈지유를

pH 2가 될 때까지 2.5 N HC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60분

동안 방치하여 활성화시켰다. 활성화된 탈지유를 4oC에서

30,000 g로 90분 동안 초고속 원심분리하여 유청 단백질

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유청 단백질의 pH를 3 N NaOH로

중화시킨 후 4oC에서 15,000 g로 60분 동안 초고속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동결건조를 위해 -70oC 초저

온 냉동고에서 overnight하였다. 동결된 초유는 동결건조

하여 분쇄한 후 분말상태로 밀폐 포장하여 냉장(4oC 보관

하며 필요 시 덜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TGF-β 정량

초유 유청 단백질 내의 TGF-β1과 TGF-β2는 ELISA kit

(EIAab, Chin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GF-β1의 농도는

2,500 pg/mL, TGF-β2의 농도는 1,000 pg/mL까지 2배씩 희

석하여 얻은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세포 증식능 측정

초유 유청 단백질이 RAW 264.7 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판정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4×105 cells/well의 수로 계대배양하고 24시간 안정화시켰

다. 초유 유청 단백질을 0-4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24시간 반응 후 PrestoBlueTM 시약(Gibco, USA)을 각각

10 µL씩 첨가하였다. 반응 20분 후 ELISA reader(DYNEX,

USA)로 570 nm(reference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RAW 264.7 세포의 증식 정도는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냈다.

NO 생성량 측정

초유 유청 단백질이 RAW 264.7 세포에서 LPS(Sigma,

USA)자극을 통해 생성되는 NO를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4×105 cells/

well의 수로 계대배양하고 24시간 안정화시켰다. 세포독성

실험을 통해 독성을 보이지 않는 초유 유청 단백질의 농

도인 0-1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2시간 후

1 µg/mL의 농도로 LPS를 처리하여 24시간 더 반응시킨

다음 배양액 100 µL와 동량의 Griess reagent(Promega,

USA)를 첨가하여 20분 후 ELISA reader(DYNEX, USA)

로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te의 농도는

sodium nitrite를 이용하여 64 µM까지 2배씩 희석하여 얻

은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초유 유청 단백질이 RAW 264.7 세포에서 LPS(Sigma,

USA)자극을 통해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 IL-

6 및 TNF-α)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4×105 cells/well의 수

로 계대배양하고 24시간 안정화시켰다. 초유 유청 단백질

을 0-1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2시간 후 1

µg/mL의 농도로 LPS를 처리하여 24시간 더 반응시킨 다

음 ELISA kit(R&D System, USA)를 이용하여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발현 량을 측정하였다. IL-1β의 농도는 400

pg/mL, IL-6의 농도는 250 pg/mL, 그리고 TNF-α의 농도

는 700 pg/mL까지 2배씩 희석하여 얻은 표준곡선과 비교

하여 계산하였다.

Heme oxygenase-1 발현

RAW 264.7 세포 내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한 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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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ase-1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

포를 96 well plate에 4×105 cells/well의 수로 계대배양하

고 24시간 안정화시켰다. 초유 유청 단백질을 0-10 mg/mL

의 농도로 희석하여 18시간 반응 후 ELISA kit(EIAab,

China)를 이용하여 heme oxygenase-1의 발현 량을 측정하

였다. 또한 LPS(Sigma, USA)자극에 대한 heme oxygenase-

1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초유 유청 단백질을 농도

별로 처리하고 2시간 후 1 µg/mL의 농도로 LPS를 처리하

여 18시간 더 반응시켰다. LPS 자극에 대한 heme oxygenase-

1의 발현 량은 ELISA kit(EIAab, Chin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Heme oxygenase-1의 농도는 5 ng/mL까지 2배씩

희석하여 얻은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초유 유청 단백질에 함유된 TGF-β 정량

초유 유청 단백질 내의 TGF-β1과 TGF-β2를 정량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초유 유청 단백질 g당 TGF-β1은 875

pg, TGF-β2는 6,600 pg이었으며 실험에 사용한 초유 유청

단백질 내 총 TGF-β의 양은 7,475 pg이었다. 본 실험의

결과로 소의 초유 유청 단백질 내 TGF-β2가 TGF-β1보다

다량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의 초유인 경

우 TGF-β2가 TGF-β1보다 다량 존재하고 사람의 초유에

는 TGF-β1이 더 많다는 Jeon 등(2001)의 보고와 일치한

다. 또한 Jeon 등(2001)에 따르면 TGF-β1의 경우 분만 첫

날 최고 121.6 ng/mL, TGF-β2는 최고 574 µg/mL 정도의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TGF-β의 함

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Nam 등(2002)의 결

과에서도 TGF-β1의 함량이 분만 첫날 아침에 150 ng/mL

이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실험에 사용한

초유 유청 단백질 내 TGF-β의 양은 전반적으로 적은 양

이었지만, 지역적·개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분만 첫날뿐

만 아니라 72시간 이내의 초유를 모두 사용한 점을 감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한 RAW 264.7 세포 증식능 측정

RAW 264.7 세포에 초유 유청 단백질을 첨가했을 때

RAW 264.7 세포의 증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초유 유청 단백질을 0-4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RAW 264.7 세포에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결과, 10 mg/

mL의 농도까지는 초유 유청 단백질 내 TGF-β 및 IGF 등

다양한 성장인자를 포함하는(Pakkanen and Aalto, 1997;

Playford et al., 1999) 시료의 특성 상 10% 내로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20 m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성장을 억제

하였다. 특히, 40 mg/mL의 농도에서 49% 이상의 성장 억

제효과를 보였다. 또한 형태학적 관찰에서도 초유 유청 단

백질 10 mg/mL 농도까지는 RAW 264.7 세포의 형태가 변

하지 않은 반면, 20 mg/mL의 농도 이상에서는 세포의 형

태가 변하고 성장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따라서 RAW 264.7 세포에 대한 초유 유청 단백질의

면역관련 실험에 사용할 농도는 독성을 보이지 않는 안전

한 농도인 최대 10 mg/mL까지 실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하

였다.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한 NO 생성량 측정

초유 유청 단백질이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에 초유 유청 단백질을 0-10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2시간 미리 반응시킨 후 LPS

Table 1. Detection of TGF-β retained in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by ELISA analysis

Samples
Contents (pg/g)

TGF-β
1

TGF-β
2

Total

Colostral whey protein 875±88 6,600±282 7,475±601

Fig. 1.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depending upon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bovine colostral whey pro-

tein. Data shown are the means±SD. *p<0.05, **0.01

versus a media alone treated group.

Fig. 2. Morphological changes of RAW 264.7 cells after treat-

ment with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RAW

264.7 cells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light micros-

copy. Magnification, ×100. (A), None; (B), 1.25 mg/mL;

(C), 2.5 mg/mL; (D), 5 mg/mL; (E), 10 mg/mL; (F), 2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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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µg/mL의 농도로 24시간 더 자극하여 농도에 따른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와 같다. LPS를 단독 투여

한 대조군에서는 NO의 생성이 28.61±0.49 µM이었으나, 초

유 유청 단백질을 1.25, 2.5, 5 및 10 mg/mL의 농도로 처

리하였을 때는 각각 23.51±1.32 µM, 13.76±0.61 µM, 11.34

±0.53 µM, 3.56±1.72 µM로 측정되어 초유 유청 단백질이

농도 의존적으로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유 유청에 포함된 다양한 면역활성 물질들에 의한

효과로 보여진다. 특히, Matsuno 등(2001)과 Mitani 등

(2005)의 연구에서 유청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TGF-β가

RAW 264.7 세포에서 LPS 자극에 의한 NO의 생성을 억

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상기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LPS 자극으로부터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TGF-β

등의 면역 성분이 포함된 초유 유청 단백질이 외부 자극

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에서 LPS 자극에 의하여 염증성 사이

토카인(TNF-α, IL-1β, IL-6)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초유 유

청 단백질의 효과를 ELISA법으로 확인한 결과는 Fig. 4

와 같다. RAW 264.7 세포에 초유 유청 단백질을 0-10 mg/

mL의 농도로 처리하여 2시간 미리 반응시킨 후, LPS를 1

µg/mL의 농도로 24시간 더 자극하여 농도에 따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LPS를 첨가한 RAW

264.7 세포에서 TNF-α, IL-1β 및 IL-6의 농도가 모두 증

가하였으나 초유 유청 단백질을 첨가한 경우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 mg/mL의 농도 이상에서 LPS만을 첨가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초유 유청 단백질 5 mg/mL을 처리했을 때 TNF-

α는 39.7%, IL-1β는 43.7%, 그리고 IL-6는 22.1%의 감소

를 보였다. 이는 초유 유청 단백질이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켜 세

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An

등(2009)의 보고에서 초유가 HT-29 세포에서 IL-8과 ICAM-

1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Kwon 등(2010)의 보고에서도

초유가 동물모델에서 TNF-α, IL-1β 및 IL-6의 생성을 억

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

Fig. 3. Effect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on LPS-

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

tions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for 2 h prior to

the addition of LPS (1 µg/mL), and the cells were further

incubated for 24 h. Data shown are the mean±SD.

*p<0.05, **p<0.01 versus a LPS alone treated group.

Fig. 4. Effects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on LPS-

induced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the RAW 264.7 cells by ELISA analysis, (A), TNF-α;

(B), IL-1β; (C), IL-6.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

tein for 2 h prior to the addition of LPS (1 µg/mL), and

the cells were further incubated for 24 h. Data shown are

the mean±SD. *p<0.05, **p<0.01 versus a LPS alone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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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초유 유청 단백질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RNA 및 단백질 수준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한 heme oxygenase-1 발현

초유 유청 단백질이 RAW 264.7 세포에서 heme oxygenase-

1의 발현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유 유청 단백질

을 농도별(0-10 mg/mL)로 처리하여 heme oxygenase-1의

발현 여부를 ELISA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초유 유청 단백질을 첨가하고 18시간 후 heme oxygenase-

1의 농도는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0.25 ng/mL)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다. 특히, 5 mg/mL

의 농도에서 0.8 ng/mL, 10 mg/mL의 농도에서 1.1 ng/mL

로 발현량이 증가되어 대조군과 비교하여 3-4배 이상의 발

현 증가를 보였다. 또한, LPS 처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초유 유청 단백질을 처리하고 2시간 후 LPS(1

µg/mL)를 처리하여 heme oxygenase-1의 발현 정도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LPS에 의한 자극으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초유 유청 단백질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보다 heme oxygenase-1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PS 단독 투여 시 0.47 ng/mL에 비해 LPS와

초유 유청 단백질 10 mg/mL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2.4

ng/mL로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RNA 및 단

백질 수준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초유 유청 단백질은 10 mg/mL 이하의 농도에서 농도 의

존적으로 heme oxygenase-1의 발현을 유도하였으며, NF-

κB에 의해 조절되는 NO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IL-1β 및 IL-6의 생성(Jeong et al., 2008; Jin et al., 2010;

Srisook et al., 2011)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6).

요 약

분만 후 3일 이내에 분비되는 임실 지역의 젖소 초유에

서 유청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RAW 264.7 세포

의 증식 및 면역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에 사용한 초유의 유청 단백질 g당 TGF-β1은 875 pg/mL,

TGF-β2는 6,600 pg/mL이었으며 실험에 사용한 초유 유청

단백질 내 총 TGF-β의 양은 7,475 pg/mL이었다. RAW

264.7 세포에 대한 초유 유청 단백질 첨가에 따른 세포증

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10 mg/mL의 농도까지는 세포성장

을 유도하였으나 20 m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성장

을 억제하였다. 이에 RAW 264.7 세포에서의 초유 유청

단백질의 면역관련 실험에 사용할 농도는 최대 10 mg/mL

까지로 결정하였다. RAW 264.7 세포에 초유 유청 단백질

(0-10 mg/mL)과 LPS(1 µg/mL)를 차례로 반응시키고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초유 유청 단백질이 농도 의존적으

로 NO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LPS 자극에 의한 염증

Fig. 5. Effect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on expres-

sion of heme oxygenase-1 in the RAW 264.7 cells by

ELISA analysis. (A)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

tein for 18 h. Data shown are the mean±SD. *p<0.05,

**p<0.01 versus a media alone treated group. (B)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for 2 h prior to the

addition of LPS (1 µg/mL), and the cells were further

incubated for 18 h. Data shown are the mean±SD.

*p<0.05, **p<0.01 versus a LPS alone treated group.

Fig. 6. Model for the anti-inflammatory action of the bovine

colostral whey protein through heme oxygenase-1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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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초유 유청 단백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LPS를

단독으로 첨가했을 때 TNF-α, IL-1β, IL-6의 농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초유 유청 단백질을 첨가한 경우에는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초유 유청 단백질에 의해 NO를 비롯한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 heme oxygenase-

1의 발현과 관련하는지 알아보고자 초유 유청 단백질을

농도별(0-10 mg/mL)로 처리하여 heme oxygenase-1의 발현

여부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3-4배 이상의 발

현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LPS로 자

극된 RAW 264.7 세포에서 TGF-β 등을 함유한 초유 유

청 단백질은 10 mg/mL 이하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heme oxygenase-1의 발현을 유도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TNF-α, IL-1β, IL-6 및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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