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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lack garlic extract on the activation of spleen cells from a C57BL6 mouse was inves-
tigated to examine immune activities of of fermented black garlic containing a variety of bioactive
substances. xtract obtained from the concentration of commercial Namhae black garlic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immune activities. Treatment with the extract increased the expression of interleukin-2
(IL-2) cytokine. The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extract plus lipopolysaccharide (LPS) increased
the expression of IL-2,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interferon (IFN)-γ compared with that of
a control group. This result suggests that cellular immunity can be induced by macrophages, resulting
in the expression of T lymphocytes and T helper type 1 (Th1) cells. In addition, treatment with the
extract increased the late response of IL-6 cytokines, and the extract plus LPS augmented the ex-
pression of IL-4 and IL-6 compared with that of an LPS-treated group. Meanwhile, the extract plus
LPS decreased the late response of IL-10, suggesting that humoral immunity can be activated by stim-
ulating B lymphocytes, suppressing cellular immunity, and effectively modulating the conversion into
humoral immune respons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black garlic extract activates Th1 and
Th2 cells by stimulating T lymphocytes in mouse spleen cells and leads to immunomodulation by ac-
tivating cellular and humoral immune responses of the immu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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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은 인체가 끊임없이 침범하는 외부자극이나 병원체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생체방어 기구로서[3], 병원체 침입의

초기단계에 항원을 침입자로 인식하여 인체내의 면역세포들

에게 신호 전달을 통하여 면역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거나

외부 침입자를 직접 제거하게 된다. 면역세포들은 interleukin

(IL)과 같은 cytokine를 분비하여 분비된 cytokine의 종류에

따라 증가나 감소를 인식함으로써 면역기능을 순차적으로 수

행하게 된다[13]. 염증반응도 면역반응의 한 종류로서 생체 내

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국소적인

손상에 대한 혈관의 조직반응으로 다양한 cytokine이 관여하

고 있다[17]. 이러한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전달자로 작용하는

cytokine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 면역반응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면역은 자연면역과 적응면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주요 면

역반응인 적응면역은 B 림프구와 T 림프구에 의해 이루어 지

며 이러한 면역반응의 전환은 T 림프구의 활성화에 따른 매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11]. T 림프구의 활성화는 T 림프구

CD4+ 수용체가 면역반응에 의해 활성화되어 분비되는 cyto-

kine의 종류에 따라 T helper type 1 (Th1) 세포와 T helper

type 1 (Th2) 세포라 불리는 2종류의 림프구로 변환되어 이루

어진다. Th1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의 종류는 IL-1, IL-2,

IL-12, IL-15, IL-18, interferon-gamma (IFN-γ) and tumor ne-

crosis factor-alpha (TNF-α)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염증성 cyto-

kine으로서 세포독성을 나타내며, 세포성 매개성 면역반응을

가진다.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의 종류는 IL-4, IL-5,

IL-6, IL-10, IL-13 등을 분비하여 B세포 활성화에 따른 체액성

면역반응 조절 및 세포 외 병원체로부터 방어, 세포성 면역

하향 조절 및 Th1 세포 활성을 억제능을 가지게 된다[25].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liaceae)의 파속

(Allium)에 속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전세계 널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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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8]. 마늘의 기능성으로서 면역증강효과, 항산화,

항균 등의 생리기능성이 보고되어 있다[7, 10, 27]. 이러한 고기

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늘은 alliin, ajoene, diallylsulfide, di-

thiin, saponins, flavonoids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이 함

유되어 있다[29]. 마늘의 주요 성분 중 allicin (S-allyl cysteine

sulfoxide)은 특유의 향기성분으로서 오래된 마늘(aged garlic)

이나 조직이 파괴될 때 자체 효소인 allinase에 의해 allin이

분해되어 생기며, 항균, 항당뇨, 면역증강작용, 항산화 등의

높은 생리기능성이 알려져 있다[4, 9, 16, 20-22].

최근에는 고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마늘이 특유의

향기성분과 매운 맛으로 인해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맛과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60~90℃의 고온에서 장시간 숙성

하여 흑마늘(Black garlic)을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다[26]. 흑마

늘은 malliard reaction의 비효소적 작용에 의해 갈색을 띄며,

pH나 수분함량이 감소되고, 점도나 단맛이 증가되어 생마늘

과는 다른 이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alliinase가 열처리

에 의해 효소반응의 저해되었기 때문이다[24]. 또한 흑마늘은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이 생마늘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가장 활성을 가지는 물질은 수용성의 S-allyl cysteine으로서

생마늘보다 5~6배 높은 함량을 가지며, 숙성온도와 기간이 증

가할수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보

고되어 있다[6, 26]. 하지만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 함유한 흑마

늘의 연구는 항산화와 세포보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으

나 마늘에 대한 연구보다는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 많은 연

구가 요구된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에 대한 연구로서 마늘이 가지

고 있는 주요 기능성인 면역활성을 마우스 비장세포에 흑마늘

추출물을 작용하였을 때 cytokine의 분비에 대한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흑마늘 추출물의 제조는 남해섬 흑마늘 액기스(농업회사법

인 남해섬흑마늘, 한국)를 구입하여 Rotary Evaporator (Buchi

Labortechnik, Flawil, Swiss) 로 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마우스 비장세포는 생후 6~8주령, 체중 25 g 내외의 C57BL/6

마우스를 대한바이오링크(음성군, 충청북도)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우스 비장세포를 얻기 위하여 마우스를

CO2 gas처리하여 희생시켜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유출

된 비장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를 함유하고 있는

RPMI 1640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에 세포의

농도가 2×105 cells/ml이 되도록 현탁하여 24 wells tissue cul-

ture plate (Costar, Cambridge, MA. USA)에 각각 1 ml씩 분주

하였다. 준비된 세포배지에 lipopolysaccharide (LPS)는

Escherichia coli (serotype 026:B6)에서 분리정제 된 제품

(Sigma-Aldrich Corp., USA)과 흑마늘 추출물을 최종농도가

10 μg/ml과 2 μg/ml가 되게 각각 처리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6, 24, 48, 72 시간 배양 하였다. 이 때 흑마늘 추출

물 10 μg/ml에서 비장세포의 세포독성은 없었으므로 이 농도

를 처리농도로 하였다. 배양한 배양액은 3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그 상층액을 취하여 -20℃에서 보관하여 사용

하였다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부터 분비되는 마우스 cytokine 의 측

정은 ELISA MAX™ Deluxe set kit (BioLegend,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cytokine IL-2, 4, 6, 10, TNF-α, IFN-γ
를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은 96 wells microplate에 마우스 cy-

tokine IL-2, 4, 6, 10, TNF-α, IFN-γ의 capture 항체를 coating

buffer에 희석하여 100 μl를 분주하여 4℃에서 16-18 시간 방치

하였다. capture 항체를 코팅한 plate는 washing buffer (1 M

Phosphate buffer containing 0.5% Tween 40)으로 4회 wash-

ing한 후 assay diluent 200 μl를 분주하여 실온에서 1 시간

shaking하였으며, 다시 washing buffer으로 세척한 후 세포

배양 상등액을 100 μl 분주하여 2 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

후 washing buffer으로 세척하여 detection 항체를 100 μl 분주

하여 1 시간 동안 반응하였으며, 다시 washing buffer으로 세

척 후 avidine-horseradish peroxidase를 100 μl 분주하여 30분

간 반응하였다. 반응한 plate를 washing buffer으로 세척하여

tetramethylbenzidine액을 넣은 후 20분간 정치하여 반응한

후 stop solution (0.5% H2SO4)을 분주하여 반응을 정지시켰으

며, optical density는 microplate reader (Bio-Rad, Richmond,

V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분석은 동일 실험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성적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군의 통계학적

검정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P값이 0.05 미만 수준에

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체의 면역작용은 T 림프구의 활성화로부터 작용하며, 특

히 helper T 세포의 발현이 면역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Th1 세포는 세포 매개성 면역을 매개하여 국소적 염증작용에

관여하게 되며, Th2 세포는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에 작용하

며 Th1 세포의 발현의 억제조절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

을 하는 Th1과 Th2 세포는 생성되는 cytokines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Th1세포는 cytokine IL-2, TNF-α, IFN-γ,

Th2 세포는 IL-4, IL-6, IL-10 를 분비에 의해 활성화된다. 이러

한 T 림프구의 활성화에 의한 면역조절 작용은 Th1/Th2 세포

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 진다[28].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

대에 따라 인체의 면역에 중요한 T 림프구의 작용에 의한 면역

증강에 대한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역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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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를 가지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

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예로부터 많이 이용되어온 식품 중 하나인 마늘은

면역증강과 항암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12], 이를 이용

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 기능성을 가지는 마늘을 고온에서 장시간 숙성하여 발효시

킨 흑마늘을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흑마늘은 마늘의 주

요 성분인 S-allyl cysteine과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6, 31]. 하지만 많은 성분이 보고

되어 있는 흑마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흑마늘을 이용하여 면

역증강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흑마늘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로부터 분리된 비장세포에 흑마늘 추출물, LPS, LPS와

흑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여 생성되는 Th1 cytokine (IL-2,

TNF-α, IFN-γ)과 Th2 cytokine (IL-4, IL-6, IL-10)의 분비량으

로 확인하였다. 흑마늘 추출물과 LPS은 최종농도가 10 μl/ml

과 2 μl/ml이 되도록 하여 처리한 후 배양시간에 따라6, 24,

48, 72 시간 동안 측정하였으며, 배양 직후 cytokine의 농도는

함량은 측정되지 않았다.

Th1 cytokine 인 IL-2, TNF-α, IFN-γ의 생성에 있어서 IL-2

의 생성은 흑마늘 추출물만을 처리한 군보다 초기 생성은 같

았으나 시간에 따라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생성이 증가하였

으며(Fig. 1), LPS와 흑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초기

생성은 LPS만 처리군과 같았으나 72시간인 후기생성이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Fig. 2A). TNF-α는 6시간에 LPS처리군보다

낮은 생성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에 따라 생성이 증가하였다

(Fig. 2B). 그리고 IFN-γ의 생성은 LPS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반응에서 LPS만 처리하였을 때 보다 생성이 현저히 높았으며

시간에 따라 분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C). 이러

한 cytokine들은 오래된 마늘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LPS 자극에 의해 IL-2 생성이 유도가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Fig. 1. Production of IL-2 cytokine by black garlic extract (BG)

in mouse spleen cells. Spleen cells were cultivated with

10 μg/ml black garlic extract for 24, 48, 72 hr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p<0.05.

(A) 

(B)

(C)

Fig. 2. Production of Th1 cytokines by black garlic extract (BG)

and LPS in mouse spleen cells (A: IL-2 cytokine, B: TNF-

α cytokine, C: IFN-γ cytokine). Spleen cells were culti-

vated with 10 μg/ml black garlic extract and 2 μg/ml

LPS for 6, 24, 48, 72 hr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LPS)

p<0.05.

그리고 흑마늘에 대해서도 TNF-α, IFN-γ의 생성이 유도된다

고 보고되어 있다[19, 30]. 이들 Th1 cytokine의 분비는 주로

자연면역에 의해 활성화되며 그 중 IL-2와 IFN-γ는 주로 T

림프구의 성장인자로 작용하며, TNF-α는 대식세포와 같은 백

혈구를 유도하여 급성염증반응과 적응면역반응의 중요한 연

결자로서 자연면역과 적응면역의 매개반응에 작용한다고 알

려져 있다[1,2,5]. 따라서 흑마늘은 Th1 세포의 발현에 작용하

는 cytokine의 면역작용에 있어 대식세포나 T림프구의 발현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매개성 면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염증작용

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h2 cytokine 의 생성에 있어서 IL-6는 흑마늘 추출물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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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duction of IL-6 cytokines by black garlic extract (BG)

in mouse spleen cells. Spleen cells were cultivated with

10 μg/ml black garlic extract for 6, 24, 48 hr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LPS) p<0.05.

리하였을 때 초기 생성은 대조구보다 낮거나 유사한 생성을

보였으나 48시간 이후 생성이 증가하였으며(Fig. 3), LPS와 흑

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IL-4와 IL-6의 생성은 LPS

만 처리하였을 때보다 초기 생성은 낮았으나 48시간부터 생성

이 증가하였다(Fig. 4A, Fig. 4B). 그리고 IL-10은 24, 48시간에

서 초기 생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72시간에 생성이 LPS처

리군보다 감소하였다(Fig. 4C). 이들 cytokine의 분비는 태반

세포로부터 마늘 추출물에 의해 IL-6의 분비유도와 IL-10의

분비억제작용 및 흑마늘 추출물이 IL-4의 생성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23,30]. 이들 Th2 cytokine은 적응면역

의 매개자로 작용하면서 IL-4는 CD4+ T 세포의 발현을 증대시

키며, IL-6은 B 림프구의 성장인자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IL-10

활성화된 림프구에 의해 생성되어 염증성 면역반응유도와 cy-

tokine의 생성을 조절하여 자연면역 매개성 T 림프구의 활성

을 조절하게 됨에 따라서 B 림프구의 활성화에 따른 항체생성

면역작용인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를 조절한다[1, 2, 5, 14, 15].

이로부터 흑마늘 추출물은 Th 2 cytokine의 생성에 따른 B

림프구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T 림프구의 활성을 조절하여 B

림프구의 활성화에 따른 항체생성 면역작용인 체액성 면역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흑마늘은 대표적인 면역작용인 세포 매개성 면역과

항체생성인 체액성 면역을 조절하여 면역증진에 높은 효과를

가지는 대표적인 기능성식품으로서 다양한 제품의 개발가능

성이 있으며, 추후 마늘과 주요 기능성 비교 및 흑마늘이 가지

는 주요성분을 분리․정제하여 유효성분으로부터 면역활성

을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 식품, 수산) 기술개발사

업(610003-03-1-SB110)의 연구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

다.

(A)

(B)

(C) 

Fig. 4. Production of Th2 cytokines by black garlic extract (BG)

and LPS in mouse spleen cells (A: IL-5 cytokine, B: IL-6

cytokine, C: IL-10 cytokine). Spleen cells were cultivated

with 10 μg/ml black garlic extract and 2 μg/ml LPS for

6, 24, 48, 72 hr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L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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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흑마늘(Black garlic) 추출물이 마우스 비장세포의 Cytokine 생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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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물질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마늘의 발효산물인 흑마늘의 면역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

비장세포를 이용하여 흑마늘이 비장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흑마늘 추출물은 시판되는 남해

흑마늘 액기스를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IL-2에서 흑마늘 추출물만 처리한 군에서 생성이 증가하였으며,

LPS와 흑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IL-2와 TNF-α, IFN-γ의 생성이 LPS만 처리한 군보다 증가하여 대식

세포나 T림프구의 발현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성 매개 면역을 활성화를 유도하는 Th1 세포의 발현을 활성화 하였

다. 그리고 IL-6는 흑마늘 추출물만 처리하였을 때 후기생성이 증가하였으며, LPS와 흑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

한 경우 LPS만 처리한 군보다 IL-4와 IL-6의 생성이 증가하였다. IL-10은 LPS와 흑마늘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후기 생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B 림프구의 활성화에 따른 항체생성 면역을 활성화하며 Th1 세포로부터 유도

되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억제함으로서 항체유도 체액성 면역반응으로 전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흑마늘 추출물은 마우스 비장세포에서 T 림프구의 활성화에 따른 Th1 세포와 Th2 세포가 활성화되

어 면역계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반응을 활성화하여 면역조절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