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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결핍 동물모델에서 잣피 추출물의 면역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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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mune system is a complex process within the body that protects against disease. Recently, many 
studies have attempted to discover immunomodulative compounds from natural sources. Pinus koraiensis (PK) cone 
shell is a by-product of PK. One of the major compounds of PK cone shell is dehydroabietic acid, which has bioactivity, 
including antiulcer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mmuno-
modulative effects of PK cone shell. The immunomodulatory effects of PK cone shell extracted with 20% ethanol 
(EtOH) in vivo were examined initially by measuring the natural killer (NK) cell activity, phagocytic activity, Th1/Th2 
cytokines release, serum immunoglobulin, and T/B cell proliferation. The NK cell activity and phagocytic activity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by a treatment with a 20% EtOH extract of PK cone shell. Th1 type cytokine and T 
cell proliferation increased and Th2 type cytokine, B cell proliferation and serum immunoglobulin A, G, and E decreased 
after a treatment with PK cone shell extract. The 20% EtOH extract of the PK cone shell normalized the unbalanced 
production of Th1/Th2 type cytokine. This suggests that a 20% EtOH extract of PK cone shell has great potential 
as a health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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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체계(immunity system)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다양

한 감염원과 해로운 물질, 알레르겐 등으로부터 신체에 불필

요한 산물 등을 제거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여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어체계이다. 이러한 면역체계의 항상성이 불

균형을 일으켜 면역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역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

기 위해 중요하다(1,2).

감염성 질환 중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질환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 결

핍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AIDS(acquired immune defi-

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로, 기회감염과 

혈액암인 림프종 등을 유발시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

로 알려져 있다(3,4). AIDS의 진행과정은 세포 내에서 많은 

변화를 유발하는데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cytokine의 변화는 T helper 1(Th1)/T 

helper 2(Th2) cytokine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Th1/Th2의 

불균형은 T와 B 세포의 성장과 활성을 감소시키고, B 세포

의 활성을 자극하게 되어 면역글로불린 생산을 증가시켜 질

병에 대한 면역 반응이 억제된다(5-7). MAIDS(murine ac-

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마우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는 인간 AIDS와 유사한 면역 체계 이상을 보이

는 질환으로, LP-BM5 MuLV(murine leukemia viruses) 

감염에 의한 동물 질환이다(8).

환경오염, 고령화, 산업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면역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면역력 저하 인구도 급증

함에 따라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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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         (n=6/group)

Group LP-BM5
injection Diet

NC
Infection
PK250

PK500

－
+
+

+

AIN 93G
AIN 93G
20% EtOH PK extract 250 mg/kg 

b.w+AIN-93G
20% EtOH PK extract 500 mg/kg 

b.w+AIN-93G

‘면역력 증진’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고려하는 건강문제로 

답한 응답자가 46.9%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면역 

증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 

증진 소재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9-11). 잣나무

(Pinus koraiensis)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목으로 경남

지역과 우리나라 중부 이북에 널리 생장하고 있으며, 잣나무

의 열매인 잣은 오랫동안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

다. 잣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철분 및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항균, 항암,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잣 생산량은 연간 약 2,500~3,000톤이나 잣 생산 시 

발생하는 잣송이 부산물 및 잣나무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실정으로 잣은 수확 후 잣 알갱이만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부산물은 그대로 버려지며, 이는 환경오염원으로 방

치되고 있다(12-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BM5 MuLV 

감염 동물모델에서 잣의 부산물인 잣피의 20% 주정 추출물

이 면역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잣피 추출물은 한국인스팜(주)(Hwasun,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경기도 가평에서 수확한 

후 시료를 분말화하여 20% 주정에 첨가하여 4시간 동안 95 

°C에서 환류 추출하였다. 여과지(whatman filter paper No. 

6, Whatman, Newton Centre, MA, USA)를 이용하여 추출

물을 여과한 후 여과액을 회전진공농축기로 감압 농축하였

다. 농축액을 동결 건조한 다음 -20°C에 보관하였으며, 수

득률은 약 2%였다.

동물처리

중앙실험동물(주)(Seoul, Korea)에서 16 g 내외의 4주령 

암컷 C57BL/6 마우스를 공급받았다. 본 실험은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KHUASP(SE)-15- 

007)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명암은 12시간(light/dark cy-

cle), 온도는 23±2°C, 상대습도는 50±5%인 조건에서 1주 

동안 적응기를 거쳐 실험에 이용하였다. 적응기간 동안 AIN- 

93G 식이와 음용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적응기

간 중 건강하다고 판정된 동물에 대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평균체중에 가까운 개체를 선택하여 무작위법을 이용하여 

군당 6마리로 분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LP-BM5 바이러스 감염 및 식이 제작

면역파괴 유발 동물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마우스에서 면

역체계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인 LP-BM5를 SC-1세포의 

배양액으로부터 얻은 후, 병원균에 민감한 종류인 C57BL/6 

마우스에 복강 내 주사하여 1차 감염시키고 5일 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감염시켜 LP-BM5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시

켰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 체계가 붕괴된 마우스를 

12주 동안 20% 주정 잣피 추출물이 함유된 식이를 제공하

면서 식이량, 체중을 매주 2회씩 측정하고 12주 후 희생시켰

다. 잣피 20% 주정 추출물의 식이 농도는 250 mg/kg b.w 

(PK250)와 500 mg/kg b.w(PK500)가 되도록 조절하여 제

작하였다(Table 1). 

혈청 및 조직 처리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마취시켜 안와동맥을 통

해 채혈하였다. 혈액은 원심분리(16,000 rpm, 20 min, 4°C) 

한 다음 상층액 혈청 부분만을 분리하였다. 복강대식세포를 

분리하기 위해 3일 전 마우스에 thioglycollate medium(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 2 mL를 복강에 주사하

였다. 마우스를 경추 탈골하여 High-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HyClone Laborato-

ries, Logan, UT, USA) 5 mL를 주사한 후 회수하여 이용하

였다. 혈액과 복강대식세포를 분리한 후 개복하여 장기(비

장, 간, 림프절)를 적출한 다음 중량을 측정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 G(IgG), immuno-

globulin A(IgA), immunoglobulin E(IgE)를 분석하는 데 이

용하였다. 비장은 적출 즉시 Roswell Park Memorial In-

stitute medium 1640(RPMI-1640; HyClone Laborato-

ries)으로 세척하여 0.45 μm cell strainer(BD Bioscien-

ces)를 사용하여 얻어진 세포 부유액을 Red blood cell 

lysing buffer(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 

적혈구를 용혈시켰다. 분리된 비장세포를 cytokine과 T, B 

세포 증식능 측정에 이용하였다. 분리한 복강대식세포는 대

식세포 활성화 측정에 이용하였다.

세포 증식능 측정

분리한 비장세포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1×106 

cells로 분주하였다. T 세포 mitogen인 ConA(Sigma-Al-

drich Co.) 5 μg/mL와 B 세포 mitogen인 lipopolysaccha-

rides(LPS; Sigma-Aldrich Co.)를 5 μg/mL 처리한 후 37 

°C, 5% CO2에서 배양하였다. 48시간 후 Ez-Cytox(Dugen, 

Seoul, Korea) 용액 20 μL를 첨가하고 ELISA reader 

(VERSAMAXSL-20, Molecular Devices, Downingtown, 

P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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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for ex-
perimental groups for 12 weeks                (n=6/group)

Group1) Weight gain2) Food consumption3) FER4)

NC
Infection
PK250
PK500

6.93±0.85b5)

6.45±0.49b

7.55±1.40ab

8.70±1.54a

1.98±0.54a

1.74±0.54a

1.82±0.22a

1.93±0.19a

5.46±0.67b

5.08±0.38b

5.95±1.10ab

6.86±1.21a

1)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2)Weight gain (g/12 weeks)＝final body weight (g)－initial body 
weight (g).

3)Food consumption (g/d)＝food consumption (g/d).
4)FER (food efficiency rate)＝[weight (g)/food intake (g)]×100.
5)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

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Table 3.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for ex-
perimental groups for 12 weeks                (n=6/group)

Group1) Weight (g) Spleen (g) Lymph 
node (g) Liver (g)

NC
Infection
PK250
PK500

24.13±1.20a2)

24.28±0.37a

24.42±0.82a

25.20±0.91a

0.07±0.01c

0.97±0.07a

0.64±0.06b

0.57±0.09b

0.02±0.01c

1.63±0.17a

1.25±0.22b

1.03±0.03b

0.93±0.03b

1.24±0.10a

1.27±0.14a

1.26±0.20a

1)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2)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
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Cytokine 분비량 측정

분리한 비장세포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1×106 

cells씩 분주하였다. IL-2, IL-4, IL-10, IFN-γ는 ConA를 

각 5 μg/mL로 처리하였다. IL-6, TNF-α는 LPS를 각 5 

μg/mL로 처리하였다. 37°C, 5% CO2에서 배양하여 IL-2, 

IL-4, IL-6, IL-10, TNF-α는 24시간 후, IFN-γ는 72시간 

후에 상층액을 수거하여 Duoset ELISA kit(R&D System,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ELISA reader로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면역글로불린 측정

분리한 혈청으로 IgG, IgA, IgE mouse ELISA kit(Abcam, 

Massachusetts, UK)을 이용하여 ELISA reader로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Yac-1 세포에 대한 natural killer cell(NK 세포, 자연살해세

포) 활성화 평가

분리한 NK 세포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5×105 

cells씩 분주하였다. 표적 세포는 Yac-1 세포로 1×104 

cells/well씩 분주하여 37°C, 5% CO2에서 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 상층액 50 μL를 새로운 plate에 분주하고 

CytoTox 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kit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식세포의 활성화 측정

분리한 복강대식세포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8× 

104 cells씩 분주한 후, 37°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Cytoselect 96-well phagocytosis assay(zy-

mosan substrate) kit(Cell Biolabs,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 프로그램(IBM, New York, NY,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은 3반복으로 진

행되었으며,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

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P<0.05 수

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잣피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체중변화와 식이효율에 미치는 

영향

LP-BM5 MuLV에 마우스가 감염되면 MAIDS가 발병되

는데 이는 인간 AIDS와 유사하게 면역체계가 붕괴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6). 또한, LP-BM5를 통하여 MASID가 

발생될 경우 쥐의 체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본 

실험에서는 실험기간 12주 동안 잣피 20% 주정 추출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와 식이 효율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잣피 추출물을 식이로 공급한 결과 일반 AIN-93G를 섭취한 

NC군 6.93±0.85 g에 비해 PK250군과 PK500군에 각각 

7.55±1.40 g, 8.70±1.54 g으로 체중 변화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Lee 등(17)의 쥐 AIDS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험동물의 장기무게 변화

MAIDS가 발병된 마우스는 비장비대증과 림프절 장애 등

의 변화가 나타나고 바이러스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

하여 간에 염증이 유발되고 간질환이 발병하여 조직의 무게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19). 본 실험에서 실

험동물의 장기무게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장(spleen)

은 바이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

tion군이 0.97±0.07 g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NC군 

0.07±0.01 g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잣피 2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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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T and B cell proliferation from splenocytes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A) T cell proliferation, (B) B cell proliferation. 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Splenocytes (1×106 cells/well) were incubated. After 24 h of cultured, cytokine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All data are mean±SD, each was performed in sextuplet (n=6).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정 추출물 섭취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식이의 

추출물 첨가량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림프절

(lymph node)은 NC군 0.02±0.01 g에 비해 Infection군은 

1.63±0.17 g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잣

피 20% 주정 추출물 섭취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간(liver)은 NC군에 비해 바이러스를 주입한 모든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동물은 비장과 간, 림프절이 비대해지며 잣피 20% 주정 

추출물 섭취 시 대표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인 비장과 

림프절의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포 증식능 측정

T 세포와 B 세포의 활성은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

senting cell, APC)에 의하여 활성화된 CD4+ helper T 

cell이 활성화되어 면역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 LP-BM5 vi-

rus는 T 세포를 파괴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B 세포

는 활성화시켜 일정기간 B 세포의 증식을 급증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 세포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20).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식이 공급한 실험동물의 T와 B 세포 증식능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T 세포 증식능 측정 결과 바이

러스 감염이 안 된 NC군에 비해 바이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tion군의 증식능이 유의적으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B 세포 증식능을 측정한 결과 NC군에 비해 Infection

군의 증식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잣피 20% 주정 추출

물 공급 시 PK500군에서 Infecti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NC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바이러스 감염 시 감소되는 T 세포의 증식능과 증가되

는 B세포의 증식능을 잣피 20% 주정 추출물 식이를 섭취 

시에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1 type cytokine 분비량 측정

마우스가 LP-BM5 virus에 감염되어 MAIDS가 발병되

면 retrovirus의 T 세포 파괴 및 B 세포의 과증식으로 인하

여 Th2 type cytokine이 과량 분비되고 이로 인하여 Th1 

type cytokine의 분비량이 과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식이로 공급한 

실험동물의 Th1 type cytokine 분비량 결과는 Fig. 2에 나

타내었다. IL-2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NC군에 비해 바이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tion군의 분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지만 추출물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IFN-γ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Infection

군은 NC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만 추출물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IFN-γ는 

Infection군에 비해 PK군에서 모두 증가하였지만 PK250과 

PK500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바

이러스에 의하여 면역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때 Th1 type 

cytokine은 감소하게 되는데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섭취 

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2 type cytokine 분비량 측정

마우스가 LP-BM5 virus에 감염되어 MAIDS가 발병되

면 retrovirus의 T 세포 파괴 및 B 세포의 과증식으로 인하

여 Th2 type cytokine이 과량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식이로 공급한 

실험동물의 Th2 type cytokine 분비량 결과는 Fig. 3에 나

타내었다. IL-4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NC군에 비해 바이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tion군의 분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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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Th1 type cytokine (IL-2, IFN-γ) production from splenocytes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A) IL-2, (B) IFN-γ. 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Splenocytes (1×106 cells/well) were incubated. After 24 or 72 h of cultured, cytokine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All data are mean±SD, each was performed in sextuplet (n=6).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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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Th2 type cytokine (IL-4, IL-6, IL-10, TNF-α) production from spleno-
cytes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A) IL-4, (B) IL-6, (C) IL-10, (D) TNF-α. 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Splenocytes (1×106 cells/well) were incubated. After 24 h of cultured, cytokine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All data are mean±SD, each was performed in sextuplet (n=6).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지만 추출물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IL-6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Infection군

은 NC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고 농도 의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IL-10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Infection군은 N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

함을 확인하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

ti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농도 의존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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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immunoglobulin production from blood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Group1) IgG (μg/mL) IgA (μg/mL) IgE (μg/mL)
NC
Infection
PK250
PK500

  11.34±6.53d2)

122.78±3.15a

 74.67±0.74b

 25.07±4.12c

 30.00±1.39d

210.83±6.74a

143.98±3.70b

 86.02±3.45c

 25.33±17.50b

123.25±10.42a

 45.13±21.46b

 31.17±10.83b

1)NC: non in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2)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
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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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against Yac-1 from splenocytes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NC, non in-
fectious; Infec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NK cell (5⨉105 cells/well) were coincubated with Yac-1 cell 
(1×104 cells/well) and with various concentration (1, 5, 10 μg/ 
mL) of extracts. After 4 h of culture, cell activity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All data are mean±SD, each was performed 
in sextuplet (n=6).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과를 확인하였다. TNF-α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Infection

군은 N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고 농도 의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하여 면역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때 Th2 type cytokine은 

증가하게 되는데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섭취 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L-6, IL-10, TNF-α 분비량에서는 농

도 의존적인 결과를 확인하여 고농도로 섭취 시 회복 효능이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글로불린 측정

LP-BM5 virus에 감염된 마우스는 인간의 AIDS와 유사

한 형태로 마우스의 B 세포가 과증식되어 면역글로불린의 

과 분비와 B 세포의 짧은 수명으로 인해 B 세포의 교체가 

증가하여 면역글로불린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1).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식이

로 공급한 실험동물의 면역글로불린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NC군에 비해 바이

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tion군의 

IgG, IgA, IgE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Infection군에 비해 

IgG, IgA, IgE의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IgG와 IgA의 경우 추출물 간에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IgE의 생성량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불균형으로 면역글로불린

이 과생성되는데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c-1 세포에 대한 NK cell 활성화 평가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로,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AISD가 

유발된 마우스에서는 Th1 type cytokine의 분비량이 억제

됨으로 인하여 자연살해세포 활성화 cytokines이 억제로 연

결되고 이로 인하여 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가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

물을 식이로 공급한 실험동물의 자연살해세포 활성화 측정 

결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자연살해세포 활성화 측정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NC군에 비해 바이러스 주입 후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tion군의 활성능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자연살해세

포 활성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PK250군과 PK500

군에서 농도 의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바이러스

에 의해 자연살해세포 활성능이 감소하며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고농도로 섭취 시 더욱 뛰어난 효능을 확인하였다.

대식세포의 탐식능 측정

대식세포는 탐식작용으로 인하여 선천면역에서도 중요한 

면역세포지만 항원제시세포에도 속하는 면역세포로 후천면

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이다. MAISD가 

유발된 마우스에서는 LP-BM5 virus가 T 세포에 CD4+ 분

자를 표면에 제시하는 대식세포를 target으로 활성화를 억

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본 실험에서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식이로 공급한 실험동물의 대식세포 탐식능 

측정 결과는 Fig. 5에서 나타내었다. 대식세포 활성화 측정 

결과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zymosan을 처리한 NC+Zy

군에서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zymosan의 대식세

포 탐식능 활성화를 확인하였고 zymosan과 inhibitor를 함

께 처리한 NC+Zy+In군에서는 탐식능이 억제되어 inhibi-

tor의 정상적 작용을 확인하였다. Cell+Zy군의 탐식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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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Pinus koraiensis (PK) cone peel extracts on 
phagocytic activity from peritoneal macrophage in C57BL/6 
mice with or without LP-BM5 virus. NC, non infectious; Infec-
tion, infectious; PK25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25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K500, PK cone peel 20% EtOH 
extract 500 mg/kg b.w with virus infection. Peritoneal macro-
phage (1×105 cells/well)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
tration (1, 5, 10 μg/m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zymosan and inhibitor. After 24 h of culture, phagocytic activity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Data were expressed as percent 
growth rate of cells cultured in presence of extracts, compared 
with treated zymosan (NC+Zy) cells taken as 100%. All data 
are mean±SD, each was performed in sextuplet (n=6).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
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100%로 비교한 결과 일반 AIN-93G 식이를 섭취한 Infec-

tion군의 활성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대식세포의 탐식능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농도 의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바이러스에 의해 대식세포의 활성능이 감소하지만 잣피 

20% 주정 추출물 공급 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잣피의 주요성분인 phytoncide 중 limonene이란 성분

은 면역 시스템에서 치유 효능 및 특이 항체 반응과 림프구 

증식능의 증가 또는 억제 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잣피 20% 

주정 추출물 식이 섭취 시 붕괴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3).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잣피 20% 주정 추출물을 첨가한 식이로 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력이 결핍된 마우스에서 면역조

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T, B 세포의 증식능, Th1 type cyto-

kine과 Th2 type cytokine, NK cell activity, phagocytic 

activity를 확인하였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AIDS와 유사하

게 면역 결핍된 마우스 모델에서 cytokine의 불균형과 T 

세포와 B 세포의 proliferation이 균형적으로 회복됨을 확인

하였고 바이러스로 인해 자연살해세포와 대식세포의 활성

능이 감소하였지만 잣피 20% 주정 추출물의 공급 시 활성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잣피 20% 주

정 추출물은 LP-BM5 virus로 유도한 면역 결핍 마우스 모

델에서 면역조절작용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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