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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모델에서 발효작두콩 추출물의 아토피 억제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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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Canavalia gladiata has anti-inflammatory properties, the use of Canavalia gladiata is limited because it
contains antinutritional and allergy causing proteins. Thus, we fermented Canavalia gladiat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xtract (FCE) in atopic dermatitis (AD) using in vitro model. HaCaT cells
were each treated with 200, 500, 700 μg/mL of FCE, immediately followed by stimulation with 20 ng/mL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20 ng/mL interferon (IFN)-γ for inflammation development. We found that
treatments with FCE decreased the mRNAs expression of chemokines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HaCaT
cells. Moreover, FCE treatment caused the suppression of Th2 cytokines and IgE secretion from AD-induced
primary splenocytes. We showed that FCE treatment resulted in a decrease in histamine secretion in the PMA
and A23187-simulated MC/9 cells. According to our present results, we suggest that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may be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AD by the attenuation of allergic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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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못하여 그에 따른 치료법 개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면역조절제

피부는 외부 환경에 대한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등의 약물로 일시적인 치료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으며

병원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역할을 한다. 아토피 피

이러한 치료제의 장기적인 사용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부염(Atopic dermatitis)은 피부장벽 손상으로 물리적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Werfel et al.,

장벽 기능 비정상화와 함께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복합

2014). 따라서 대체 의학적 보완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

적으로 작용하여, ‘가려움증 - 긁기’ 악순환 발생으로 만

가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로부터 기능성을

성적인 염증성 질환을 일으킨다(Spergel & Paller, 2003).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

아직까지 정확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

효한 친환경 작두콩(Canavalia gladiata) 추출물을 이

았으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면역 기능의 불

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을 세포실험을 통하여

균형 등의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보고되고

입증시키며 기전연구를 통하여 기능성소재로서의 개발

있다(Matsudaet et al., 1997).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은 immunoglobulin (Ig) E와 연관된
면역기전에 의해 발생되는데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즉

Ⅱ. 실험방법

시형 면역반응보다 T세포 이상에 의한 지연형 면역반
응이 관여하여 만성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van
Reijsenet et al., 1992, Santamaria Babi et al., 1995). 피

1. 발효 및 추출물의 제조

부 표피의 주요 세포인 keratinocyte는 아토피 피부염 발
생 중 CCL17/thymus,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TARC)와 Eotaxin (CCL11)과 같은 케모카인 및 전염
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혈중 백혈구를 피부 조직
으로 유인한다(Yasukochi et al., 2014, Yawalkar et al.,
1999). 지속적인 백혈구의 피부 조직 침투는 피부의 수
지상 세포인 랑게르한스 세포(Langerhans cells)에 의한
T 세포 활성화를 포함하는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특히
Th (T helper) 1 과 Th2 세포 기능의 불균형으로 사이

무안(Korea)에서 재배된 작두콩을 3% Aspergillus
oryzae로 25±2℃, 55±5%의 온도에서 36 시간 동안 발
효시킨 후 건조시켰다. 발효된 작두콩은 환류 장치 2
0℃에서 12 시간 동안 30% 주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
물을 여과하고, 진공상태에서 농축시킨 후 동결 건조기
에서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발효작두콩 주정 30%추출
물(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thanol 30%
extract; FCE)의 수율은 6.1%였다.

토카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Th1의 IL (Interleukin)-2, IFN (Interferon)-γ등의 사이

2. 세포독성 실험(MTT assay)

토카인 분비 감소가 일어나고 Th2의 IL-4, IL-5, IL-10

본 실험에 사용한 FCE이 HaCaT cell (keratinocyte)

등의 사이토카인 분비의 증가로 인하여 T 세포 의존적

에 독성을 나타내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MTT (3-(4,5-

B 세포(T cell-dependent B cell)의 isotype switching을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유도되어 결과적으로 IgE의 분비를 증가시킨다(Grewe

assay를 수행하였다. MTT solution (5 mg/mL)은 PBS

et al., 1998, Homey et al., 2006). 분비된 IgE에 의해

에 녹인 뒤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HaCaT cell을 96 well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히스타민 등

plate에 1×104 cells/well로 총 용적을 100 μL이 되도록

의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혈관과 피부를 자극시켜 알레

분주하였으며, 배양액은 10% FBS를 함유한 DMEM을

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80% 이상

사용하였다.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FCE을 100-1000 μ

에서 혈청 IgE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질병의 정도와

g/mL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Liut et al., 2011).

MTT 시약을 20 μL처리하여 MTT 환원을 최소화하기 위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해서 호일로 빛을 차단하고, 최대 3시간 37℃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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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양한 후 배지와 MTT 시약을 제거하고, 각 well

PCR 반응은 총 20 μL 내에 cDNA 2 μL와 2X SYBR

당 DMSO 200 μL를 첨가하여 배양기에서 용해 시켰으

mix 10 μL, forward, reverse primer는 각각 100 pmol/

며, 20분 후 iMARKTM Microplate Reader (Bio-Rad

μL를 1 μL씩 첨가하였고, 나머지는 H2O로 채워주었다.

Laboratories Headquarters, Hercules, CA, USA)를 이

PCR 증폭 단계는 다음과 같고 증폭 cycle은 40 cycle을

용하여 56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실시하였다. Hot start를 위해 95℃에서 8분, 증폭 단계
의 denaturation을 95℃에서 15초, annealing을 55℃에

3.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의한 전염

서 1분30초, extension을 72℃에서 1분간 반복하며, 각
cycle의 extension 후에 값이 기록되었다. 모든 cycle이

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발현 측정
FCE을 처리하였을 때 피부 과민 반응에 관여하는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
해 real time PCR을 실시하였다. HaCaT cell은 6 well
plate에 각 well당 1×10⁶ cells/well을 2 mL 씩 분주 후

완료된 후 primer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melting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Applied
Biosystems에서 제공하는 One step system software
v2.1로 분석하였다.

TNF-α (20 ng/mL)와 IFN-γ (20 ng/mL)로 자극시킨
후, FCE을 각각 200, 500, 700 μg/mL로 24시간 동안

4.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의 splenocyte에서 사이토카

처리한 뒤, 세포를 수집하여 RNeasy extraction kit

인와 IgE 분비 측정

(Qiagen, Gaithersburg, Maryland, USA)로 제조사의

실험동물인 수컷 6주령의 NC/Nga mice와 정상대조

protocol에 따라 RNA 추출을 실시하였다. iScript cDNA

군에 사용할 Balb/c mice를 중앙실험동물(주)(seoul,

synthesis kit (Bio-Rad Laboratories Headquarters,

korea)에서 공급 받아 동물 사육실에서 일정한 조건(온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도: 23±2℃, 상대습도: 50±5%, 명암: 12시간 light/dark

유전자들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YBR Green (iQ

cycle)으로 1주일 동안 주위 환경에 적응 시킨 후 사용

SYBR Green Supermix, Bio-Rad Bio-Rad Laboratories

하였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Inc.)을 이용한 실시간 정량 PCR을 실시하였고, 기기는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KHUASP(SE)-14-007). 아토피

Real-Time PC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피부염 동물모델인 NC/Nga mice는 specific pathogen

US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PCR

free (SPF) 환경에서는 정상이지만, 일반 환경에서는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1에 나타냈다. Real time

3-4주 후 가려움증을 수반하며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real time PCR quantification of mRNA
Gene
GAPDH
TARC
Eotaxin
IL-6
TNF-α

Primer sequences
F 5’-ATGGAAATCCCATCACCATCTT-3’
R 5’-CGCCCCACTTGATTTTGG-3’
F 5‘-GAAGACGTGGTACCAGACATCTGA-3’
R 5‘-CCCTGCACAGTTACAAAAACGA-3’
F 5‘-GCGACTAGAGAGCTACAGGAGAATC-3’
R 5‘-GGTCTTGAAGATCACAGCTTTCTG-3’
F 5‘-AGGGCTCTTCGGCAAATGTA-3’
R 5‘-GAAGGAATGCCCATTAACAACAA-3’
F 5‘-CCACTTCGAAACCTGGGATTC-3’
R 5’-TTAGTGGTTGCCAGCACTT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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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에서 분리한 비장은 PBS로

100-1000 μg/mL농도로 처리한 결과, 800 μg/mL에서

세척한 후 0.45 μm cell strainer를 사용하여 단일 세포

부터 세포 독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세

부유액을 만들었다. 부유액에서 red bllod cell lysing

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인 200, 500, 7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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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여 keratinocyte에서 피부과민반응 억제 효능

혈구를 용혈시켜 splenocyte 부유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을 검정하였다(Fig. 1).

Splenocyte를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1×10⁶
cells/well을 100 μL 씩 분주 후, Con A 5 μg/mL를 처
리하여 사이토카인 생성을 자극시켰다. 상층액의 사이
토카인의 양은 DuoSet sandwich ELISA mouse kit
(R&D System, McKinley Place NE, MN,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IL-4 (50 ng/mL)와 LPS (10
μg/mL)로 IgE의 생성을 자극시켜 상층액의 IgE를 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한 IgE ELISA ki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thanol
30% extracts (FCE) on cell viability in kera-

5. MC/9 cell에서 히스타민 측정

tinocyte. Keratinocyte were incubated with

MC/9 cell은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1×10⁶ cells/

FCE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for 24 hr.

well을 100 μL씩 분주 후, phorbol 12-myristat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13-acetate (PMA) (50 nM)와 A23187 (1 μM)로 히스타

Data were expressed as percent growth rate

민의 생성을 자극시킨 후, FCE을 각각 200, 500, 700

of cells cultured in presence of FCE, compared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동안 배양하여 상층액을 수

with untreated control (NC) cells, taken as

집하여 mouse histamine ELISA kit (LDN, Nordhorn,

100%. The results were presented means±SD.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All data are presented as

6. 통계처리

mean±standard deviation.

본 실험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mean±SD로 표

2. FCE의 keratinocyte 케모카인 mRNA 발현에 미치는

시하였고,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Duncan’s multiple

영향

range test로 실시하여 유의성 p < 0.05수준에서 검정하
였다.

피부 표피에서 각질층을 형성하는 keratinocyte는 표
피세포의 95%를 차지하는 구성성분이며, 과립층에서 각
질층으로 이동하면서 핵이 없는 세포로 변형되면서 각질
세포외막이 형성되어 각질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Ⅲ. 실험결과 및 고찰

기능을 수행한다(Boukamp et al., 1988). Keratinocyte는
염증 자극에 의해 다양한 케모카인을 분비하여 면역세포

1. FCE의 세포독성

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Keratinocyte에서 분비하는

FCE을 keratinocyte (HaCaT cell)에 24시간 처리하

대표적인 케모카인 TARC와 Eotaxin은 아토피 발병 초

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CE을

기에 eosinophil과 Th2 세포를 불러들이는 염증과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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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TARC와 Eotaxin은

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케모카인과 마찬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 표피에서 분비가 증가되어

지로 다양한 피부 염증반응을 일으킨다(Kong et al.,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Jahnz-Rozyk et al., 2005,

2015). 본 연구에서는 TNF-α와 IFN-γ의 처리로 kera-

Horikawa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FCE가 TNF-α

tinocyte의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FCE가 전염증성 사이

와 IFN-γ의 처리로 자극된 keratinocyte에서 TARC와

토카인 TNF-α와 IL-6의 mRNA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Eotaxin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

살펴보았다. TNF-α의 mRNA발현은 정상대조군에 비

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TNF-α와 IFN-γ의 처리한 그룹

교하여 TNF-α와 IFN-γ를 처리한 군에서 5배 정도 유

에서 TARC와 Eotaxin모두 mRNA발현이 유의적으로

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증가된 TNF-α의 mRNA발현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FCE를 농도별로 처

FCE를 처리하여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리한 군에서는 모두 TARC와 Eotaxin의 mRNA발현이

(p < 0.05). IL-6의 mRNA발현은 TNF-α와 IFN-γ를 처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Fig. 2).

리한 군에서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약 52배 증가되었
고, 모든 FCE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p < 0.05)(Fig. 3).이러한 케모카인과 전염증성 사이토
카인 결과를 통해 FCE가 keratinocyte에서 케모카인과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발현을 억제시켜 염증 유발을 감소
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Fig. 2.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xtracts
(FCE) on chemokines(TARC and Eotaxin)
from TNF-α and IFN-γ-stimulated keratinocyte.
Normal control, No treatment group; control,
TNF-α and IFN-γ (20 ng/mL) treatment group;
FCE200, TNF-α and IFN-γ (20 ng/mL)

Fig. 3.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xtracts
(FCE) on pro-inflammatory type cytokines

treatment group + FCE 200 μg/mL; FCE500,

(IL-6 and TNF-a) production from TNF-α and

TNF-α and IFN-γ (20 ng/mL) treatment group

IFN-γ-stimulated keratinocyte. Normal control,

+ FCE 500 μg/mL; FCE700, TNF-α and IFN-γ

No treatment group; control, TNF-α and IFN-γ

(20 ng/mL) treatment group + FCE 700 μg/mL.

(20 ng/mL) treatment group; FCE200, TNF-α

The results were presented means±SD.

and IFN-γ (20 ng/mL) treatment group + FCE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200 μg/mL; FCE500, TNF-α and IFN-γ (20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ng/mL) treatment group + FCE 500 μg/mL;

range test.

FCE700, TNF-α and IFN-γ (20 ng/mL)
treatment group + FCE 700 μg/mL. The results

3. FCE의 keratinocyte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

were presented means±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발현에 미치는 영향
Keratinocyte에서 IL-1α, TNF-α, IL-6, IL-8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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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의 splenocyte에서 FCE가
Th2 사이토카인 mRNA에 미치는 영향
Th (T helper)는 면역계에서 항원제시세포와 결합하
여 활성화되면 다른 면역 세포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게 한다. 활성화 되었을
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 면역반응이 달
라지는데 Th1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 활성을, Th2 사
이토카인은 B 세포에서 면역글로불린의 생산을 자극시
켜 혈중 면역글로불린을 증가시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
키게 한다(Fiorentino et al., 1989). 또한 분비하는 Th2

Fig. 4.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xtracts
(FCE) on Th2 cytokines (IL-4 and IL-10)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B 세포에서 생산하는

secretion in ConA-stimulated splenocytes from

면역글로불린이 달라진다(Coffman et al., 1988). 본 연

normal mice or atopic dermatitis(AD)-induced

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의 splenocyte

mice. Normal control, splenocytes from normal

에서 FCE을 처리하여 Th2 사이토카인의 발현의 비교

Balb/c mice; control, splenocytes from AD-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은

induced mice; FCE200, splenocytes from

동물의 splenocyte와 비교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AD-induced mice + FCE 200 μg/mL; FCE500,

splenocyte에서 Th2 사이토카인 IL-4와 IL-10이 모두

splenocytes from AD-induced mice + FCE 500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FCE를

μg/mL; FCE700, splenocytes from AD-induced

농도별로 처리한 군에서는 IL-4와 IL-10이 모두 유의적

mice + FCE 700 μg/mL. The results were

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p < 0.05)(Fig. 4). IL-4

presented means ± SD. Different letters

와 IL-10은 모두 아토피 피부염을 만성화로 발생시키는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혈중농도 증가는 피부의 장벽 손실을 더욱 악화시켜
가려움을 유발시켜 ‘가려움증 - 긁기’ 악순환을 발생시
킨다(Ohmen et al., 1995, Lesteret et al., 1995). 따라서
본 이러한 FCE의 Th2 사이토카인 감소 결과는 Th1/
Th2의 불균형을 감소시켜 면역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주어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2018, Ott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의 splenocyte에서 FCE을 처리
하여 IgE의 분비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상군
의 splenocyte에서 분비된 IgE와 비교하였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splenocyte에서 IgE의 생성량이 약 4
배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5.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의 splenocyte에서 FCE가

동물의 splenocyte에 FCE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에
는 IgE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p <

IgE 생성에 미치는 영향

0.05)(Fig. 5). 본 연구 결과로는, FCE의 처리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에서 혈청 IgE가 증가

Th 2사이토카인 분비 감소에 의한 B 세포의 IgE 분비

한 상태이다. 앞에서 설명한 Th2 사이토카인, 특히

감소를 유도하였는지, FCE의 처리가 B 세포에서 직접

IL-4,는 Th 세포가 과도하게 분비하면 B 세포에서 IgE

적으로 IgE의 분비를 감소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알 수

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혈

는 없다. 하지만 FCE가 결과적으로 IgE의 생성을 억제

중 IgE의 농도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토피 피부염 발병을 억제시킬 수

하는 중요한 바이오마커라고 주장하고 있다(Choi et al.,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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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반면 FCE 500 μg/mL과 700 μg/mL를 처리한
군에서는 PMA와 A23187의 자극으로 증가된 히스타민
의 분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p <
0.05)(Fig. 6).

Fig. 5.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extracts
(FCE) on IgE secretion in IL-4 and LPSstimulated splenocytes from normal mice or
atopic dermatitis(AD)-induced mice. Normal
control, splenocytes from normal Balb/c mice;
control, splenocytes from AD-induced mice;

Fig. 6. Effect of fermented Canavalia gladiata

FCE200, splenocytes from AD-induced mice

extracts (FCE) on histamine secretion in PMA

+ FCE 200 μg/mL; FCE500, splenocytes from

and A23187-stimulated MC/9 cells. Normal

AD-induced mice + FCE 500 μg/mL; FCE700,

control, No treatment group; control, PMA

splenocytes from AD-induced mice + FCE 700

and A23187 treatment group; FCE200, PMA

μg/mL. The results were presented means±SD.

and A23187 treatment group + FCE 200 μ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g/mL; FCE500, PMA and A23187 treatment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group + FCE 500 μg/mL; FCE700, PMA and

range test.

A23187 treatment group + FCE 700 μg/mL.
The results were presented means±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6. MC/9 cell에서 FCE가 히스타민 분비에 미치는 영향

difference at p < 0.05 as determined by

비만세포(mast cell)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일으키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요한 면역세포로서, 활성화가 자극되면 과립을 분비
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Supajatura et al., 2002). 고
전적인 비만세포 활성화는 고친화성 IgE 수용체(FcεRI)

Ⅳ. 결 론

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IgE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
질 경우 활성화가 자극된다. IgE이 항원에 결합되면 교
차 연결을 통해 비만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작두콩을 포함한 콩과 식물은 식물 단백질의 좋은 원

비만세포 탈과립화를 일으켜 세포내의 히스타민의 분비

천이지만 많은 콩과 식물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과 관

가 자극되고 eicosanoids,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유발물

련되기 때문에 제품의 상업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 분비가 일어나 염증반응을 유도한다(Galli SJ and

아시아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된장, 낫토 등 다양한 발효

Tsai, 2012). 따라서 IgE와 함께 알레르기 증상을 평가

콩과 식물 식품을 개발해왔다. 음식 발효는 알레르기 반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비만세포인 MC/9 cell line을 사

응과 관련된 단백질을 포함하여 영양소를 분해하여 알

용하여 PMA와 A23187을 처리하여 활성화를 자극시켰

레르기 반응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Yeh et al.(2014)의

을 때 히스타민 방출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

연구에 따르면 Saccharomyces cerevisiae에 의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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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콩 제품이 피부의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고 아토피

Thepen, T., Langeveld-Wildschut, A.G., Ruzicka,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효능이 있음을

T., Krutmann, J. (1998). A role for Th1 and Th2

보고하였다. 또한 Sung Yeh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cells in the immunopathogenesis of atopic

발효 콩을 이용하여 생산한 두부가 아토피 피부염의 특

dermatitis. Immunol Today, 19, 359-361.

징인 과한 피부 진피 두께 발생을 감소시켰음을 보여주

Homey, B., Steinhoff, M., Ruzicka, T., Leung, D.Y.

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한 작두콩의 아토피 피부염 억

(2006). Cytokines and chemokines orchestrate

제효능을 세포실험 모델에서 살펴 본 결과, FCE의 처

atopic skin inflammation. J Allergy Clin Immunol,

리가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성이 있는 피부 keratinocyte

118, 178-189.

의 염증반응 뿐만 아니라 비장세포에서의 Th2 사이토

Horikawa, T., Nakayama, T., Hikita, I., Yamada, H.,

카인 및 IgE 생성 억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방출

Fujisawa, R., Bito, T., Harada, S., Fukunaga, A.,

억제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보고된 연구들과 함께 본 연

Chantry, D., Gray, P.W., Morita, A., Suzuki, R.,

구결과로 과민성 면역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발

Tezuka, T., Ichihashi, M., Yoshie, O. (2002).

효 작두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된다.

IFN-gamma-inducible expression of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macrophage-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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