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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발효차 제조에 따른 in vivo 상에서의 S-180 항암 및 항알레르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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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MLT (mulberry
leaf tea) and FMLT (fermented mulberry leaf tea) on the basis of the anti-cancer and anti-allergy activities
of various extracts. The inhibitory effect against S-180 solid cancer in vivo were measured as 16.67% for FMLT
and 17.78% for MLT. When the anti-allergy effects of the extracts of MLT and FMLT were evaluated, the
hot water extract was shown to block histamine secretion more effectively than the ethanol extract for both
groups. Furthermore, when the levels of the inflammatory cytokine of HMC-1 were measured, the ethanol extract
was found to inhibit the inflammatory cytokine more effectively than the hot water extract, and the FMLT
group was more effective than the ML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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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물 소재 중에서 뽕잎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성인병 예방 및 치료효과가 밝혀지면서

기능성식품의 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뽕나무

(Morus alba L.)는 뽕나무과(Moraceae)의 낙엽교목으로서

세계적으로는 130여종의 품종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에 재배

되고 있는 품종은 산상계(Morus bombysis Koidz), 백상계

(Morus alba L.), 노상계(Morus lhou Koidz)가 있다(1). 뽕

잎은 수천 년 동안 누에의 먹이로 이용되어 왔으며, 2,200여

년 전부터 섭취되어 왔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뽕

잎과 뽕나무 껍질인 상백피가(桑白皮) 약용식물로서 풍, 열,

두통, 기침 및 가래 등을 제거하며, 충혈, 안구 건조 및 통증

예방과 소갈증, 소담성, 이뇨, 완하, 진해 및 거담증 등에 효

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허준의 동의보감(東醫

寶鑑)에 ‘뽕잎은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각기(脚氣)와 수종

(水腫)을 없애주고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하기(下氣)하고

통풍(風痛)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다(3). 뽕나무는 전통적으

로 뽕잎뿐만 아니라, 뿌리, 글피, 어린가지, 글피의 액즙, 잎

의 흰 액즙 및 열매와 같은 부산물이 사용되고 뽕잎, 상백피,

오디의 생리활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뽕잎에는 25

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serine과 tyrosine이 함유

되어 있어 뇌의 혈액 순환과 노인성 치매를 예방해 주며,

녹차와 비교해 볼 때 각종 미네랄 중에서 뽕잎이 칼슘은 6배,

철분은 2배, 칼륨은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뽕잎에 존재하는 성분은 크게 휘발성 성분과 비휘발성 성

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휘발성 성분으로는 guaiacol, euge-

nol, methyl salicylate, benzaldehyde 및 phenylacetalde-

hyde(5) 등이 있으며, 비휘발성 성분은 rutin(6,7), querce-

tin(8), isoquercetin(9,10) 등의 flavonoid 화합물들이 있다.

이중 rutin은 인체 내 모세혈관 강화작용과 수축작용을 나타

내는 순환계 질환 치료제(11)와 혈압 강하제(12)로 이용되고

있다. 뽕잎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piperidin계 alkaloid

화합물의 분리, 대표적인 지표물질의 구조규명[1-deoxyno-

jirimycin(DNJ), N-methyl-1-eoxynojirimycin 등]과 γ-
aminobutyric acid(GABA)(13) 및 flavonoid 화합물(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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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 효과에 관한 것이 있다. 그 외 혈액 유동성 향상,

중금속의 흡착과 해독효과, 암 발생 억제, 노화억제(15,16)

및 뽕잎의 항산화효과 관련 연구결과가 보고(17)된 바 있다.

또한 Shim 등(18)은 뽕잎의 탁월한 약리 효과에서 염증세포

로부터 발생되는 활성산소종 및 환경호르몬이 유도한 염증

성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염증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식용식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뽕잎차와 뽕잎에 미생물 생균제

를 이용한 뽕잎발효차의 S-180 고형암의 항암성 및 항알레

르기 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 및

새로운 제품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의 재료는 영천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청일 뽕잎

(mulberry leaves)을 2008년 6월 중순에 채취하여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의 시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의 제조

뽕잎차는 생 뽕잎을 수돗물에 세척한 것을 음건한 다음,

5분간 찌는 과정을 거친 후, 2회에 걸쳐 건조, 비빔 증제하였

다. 그리고 90oC에서 3분간 볶은 후 80oC에서 30분간 건조하

여 포장하였다(Fig. 1). 그리고 뽕잎발효차는 생 뽕잎을 세

척, 음건한 다음 5분간 찌는 과정을 거친 후, 찐 뽕잎에 발효

용 종균(MGW-1, 대구한의대 모가웰)을 접종하여 37oC에서

2일간 발효하였다. 2회에 걸쳐 건조, 비빔 증제과정을 거친

후 90
o
C에서 3분간 볶는 과정 거친 뒤, 80

o
C에서 30분 건조한

후 포장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시제품은 냉장

보관하면서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Fig. 2).

in vivo 상에서의 S-180 항암 효과

S-180 고형암 성장억제 실험은 Jo(19)의 방법을 변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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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berry leaf tea

Fig. 1. Preparative process of the mulberry leaf tea.

실시하였다. ICR 마우스는 항온항습시스템에서 1주간 적응

하여 S-180 세포를 7주령 된 ICR 마우스의 복강에서 계대

배양하였다. 즉 in vivo 계대 중인 S-180 세포를 채취하고

RPMI 1640 배지로 희석하여 S-180 세포의 농도가 4×107
cells/mL가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희석한 S-180 세포액을

50 μL(2×106 cells)씩 ICR 마우스 우측 서혜부에 피하 이식

하였다. 각 시료 20 g에 대하여 증류수를 2 L 가하고 약탕기

(NPM-1302, (주)엔유씨전자, 대구, Korea)로 1시간 30분, 2

회 반복 추출하여 30 mL/kg/day(0.15
o
Brix) 급식하였다. 종

양세포 이식 29일째 되는 날 치사시켜 생성된 고형암을 적출

하고, 그 무게를 측정한 후, 종양 성장 저지 백분율(tumor

growth inhibition ratio, I.R.: %)을 계산하였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HMC-1(human mast cell)은

37oC 습윤한 5% CO2 incubator에서 Iscove's Modified Dul-

becco's Medium에 10% FBS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탈

이온화된 3차 증류수로 배지를 제조하여 0.22 μm membrane

filter(Corning, Cambridge, USA)로 무균 처리하여 사용하

였고, sodium bicarbonate(NaHCO3), 2-ME(2-mercaptoe-

thanol)는 Sigma Co.(St. Loui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Histamine 측정: 배양한 HMC-1을 모아 PBS로 세척하

고 PBS에 현탁하여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3×106 cells의 세

포를 tyrode buffer에 현탁하여 37oC에서 5분간 배양한 다음

sample을 넣고 30분 배양한 뒤 compound 48/80을 처리하여

20분 배양하고 4oC에서 5분간 반응을 종결시켜 원심분리 하

여 상등액을 수거하였다.

상등액 속에 포함된 histamine의 양은 Shore 등(20)의 방

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즉, 상등액 500 μL에 0.5 N H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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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parative process of fermented mulberry leaf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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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μL을 넣고 혼합한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2 μL에 6 N NaOH 0.2 μL, buthanol-chloro-

form(3:2) 3.3 μL과 NaCl을 넣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한 상등액 3 μL에 n-heptane 3 μL과

0.1 N HCl 1.2 μL을 넣고 혼합한 후 100oC에서 10분간 가열

처리하였다.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아래층을

수거한 다음 0.1 N HCl 1 μL과 1 N NaOH 0.3 μL, 0.2%

OPT 0.2 μL 넣고 냉암소에서 45분 반응시켰다. 그 다음에

0.5 N H2SO4 0.28 μL을 넣어 반응을 종결시킨 뒤 형광광도

측정기(Spectro-fluorophotometer, Shimadzu, Tyoko, Ja-

pan)로 excitation 350 nm, emission 440 nm에서 측정하였다.

염증성 cytokine 측정법: 사람 비만 세포주 HMC-1

(5×105 cells)에 시료를 100 μg/mL로 처리한 후, 3시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비만 세포

를 활성화시키는 PMA(phorbol-12-myristate 13-acetate,

Sigma Co., 25 μg/mL), PMACI(calcium ionophore A23187,

1 μM)을 20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상등액을 수거하여 상등

액에 포함된 IL-6, IL-8, TNF-α, GM-CSF의 양을 효소항

체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21). 즉, 1차 항체(2 μg/mL)를 coating

buffer(0.1 M NaHCO3, pH 8.2)에 희석하여 50 μL/well로

분주하고 4
o
C에서 하룻밤 둔 다음, 세척 용액(0.05% Tween

20/PBS)으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micro-well은 10% FBS

가 첨가된 PBS로 blocking 하였으며, 실험에서 채취한 배양

상등액을 적당한 비율로 희석한 후 각 well에 분주하여 상온

에서 반응시켰다. 그 다음에 biotin이 부착된 2차 항체(1 μg/

mL) 100 μL/well을 일정 시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avi-

din-peroxidase(2.5 μg/mL) 100 μL/well을 첨가하였다. 마

지막으로 기질(2,2'-azino-bis, 0.1 M citritic acid, H2O2)을

첨가하여 발색시킨 후에 microplate reader(Tecan Sunrise-

Basic Tecan, Grödig, Austria)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IL-6, IL-8, TNF-α의 측정 한계치는 10

pg/mL이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ro-

gram(SPSS, Chicago, USA)을 이용(22)하여 통계처리 하여

실험군당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중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in vivo 상에서의 S-180 항암효과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열수 추출물의 항암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ICR 생쥐의 고형암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Table 1). S-180 세포를 ICR 생쥐의 우측 서혜부에 피하

접종한지 28일이 지난 후 마우스로부터 적출한 대조군의 고

Table 1. Effect of the mulberry leaf tea and fermented mul-
berry leaf tea on the growth of solid form tumor induced by
sarcoma 180 ICR mice

Group
Tumor
weight (g)

Inhibition
rate (%)

Control
Mulberry leaf tea

Fermented mulberry leaf tea
F-value

1.80±0.30a
1.50±0.13b
1.48±0.15b
4.409

*

－
16.67
17.78

The results are means±SD of 6 mice.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형암괴 무게는 1.80 g이었고, 뽕잎차의 열수 추출물을 급여

한 군의 고형암괴 무게는 1.50 g이었다. 뽕잎차군의 고형암

괴 무게가 대조군에 비하여 16.67% 억제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뽕잎발효차군의 고형암괴의 무게는

1.48 g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고형암괴의 무게가 17.78% 감

소하였다. 뽕잎차군과 뽕잎발효차군의 고형암괴 억제율 차

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효과가 있는 소재를 발효시켜 그 발효물에서 항암효

과를 높인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한 연구결과의 예를 다른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ae 등(23)의 황기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형암괴의 무

게가 대조군에 비하여 황기 추출물 섭취군이 37%, 황기균사

체 발효 추출물 섭취군이 47%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e 등(24)의 감초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의 항암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고형암괴 무게가 대조군에 비하여 감초

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 37% 억제되었고, 감초균사체 발효

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 56% 억제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의 열수 추출물에 대한 고형암괴의 증식 억제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항암활성의 가능성이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

HMC-1에서 histamine 정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알레

르기 질환 환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는 대부분 합성제품으로 염증제거를 위하여 스테로

이드 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

용이 문제되고 있다(25,26).

알레르기는 제 1형 과민반응이 가장 대표적이고 IgE 항체

와 비만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27) 본 연구에서는 비만

세포의 탈 과립을 유도하는 인자 중에서 compound 48/80을

사용하였다. Compound 48/80은 formaldehyde에 의하여

cross linked 된 phenethylamine의 mixed polymer로 비만세

포 수용체에 작용하여 세포외 칼슘을 세포내로 유입시켜서

증가된 자유칼슘이 비만세포의 탈과립 및 히스타민 유리를

강력하게 일으키며, 세포내 cAMP-phosphodiesterase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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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extracts from various samples on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for 3 hours incubation

Conditions
Cytokines, pg/mL

IL-6 Inhibition (%) IL-8 Inhibition (%) TNF-α Inhibition (%)

Control
PMA/A23187
A (100 μg/mL)
B (100 μg/mL)
C (100 μg/mL)
D (100 μg/mL)

<10
273.0±23.6
213.0±21.2
258.0±24.9
228.0±27.3
213.0±21.2

－
0
21.97
5.49
16.48
21.97

103.6±0.8
953.5±27.2
1,020.8±62.6
1,034.2±5.4
1,020.8±62.6
1,145.8±43.5

－
0
-7.05
-8.46
-7.05
-20.17

<10
303.0±19.5
293.0±17.1
338.0±28.3
213.0±15.1
158.0±14.1

－
0
3.3

-11.55
29.70
47.85

Symbols are the same as those in Table 2.
The results are mean±SD.

괴를 억제하여 cAMP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히스타민은 혈관확장과 근육 수축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compound 48/80 처리 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촉진된다. 무처리 대조군(0.81±0.06 ng/
mL)에 비해 히스타민 분비를 유도하는 compound 48/80을

처리하였을 때 히스타민의 분비량(5.39±0.03 ng/mL)이 증

가하였으며,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의 열수 추출물에서 일부

히스타민 분비량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즉

뽕잎차의 열수 추출물 군에서는 1 μg/mL, 10 μg/mL,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와 비례하여 히스타민 분

비량이 8.95%, 12.23%, 42.14%로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뽕잎차 열수 추출물에서 1 μg/mL, 10 μg/mL로 처리하였

을 때에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억제되지 않았으나, 100 μg/

mL로 처리하였을 때 히스타민의 분비가 20.96% 억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열수 추출물을 각각

1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뽕잎차 열수 추출물의 히스타

Table 2. Effect of various samples on the histamine release
of HMC-1 cell

Conditions
Concentration
(μg/mL)

Histamine
release
(ng/mL)

Inhibition
(%)

Control 0.81±0.06
Compound 48/80 5.39±0.03 0

A
1
10
100

4.98±0.84
4.83±0.39
3.46±0.69

8.95
12.23
42.14

B
1
10
100

5.82±0.45
5.54±0.59
4.43±0.57

-9.39
-3.28
20.96

C
1
10
100

5.91±0.22
5.98±0.81
5.58±0.17

-9.65
-10.95
-3.53

D
1
10
100

6.00±0.07
5.72±0.48
5.92±0.50

-11.32
-6.12
-9.83

A: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hot-water.
B: Extracts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by hot-water.
C: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80% ethanol.
D: Extracts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by 80% ethanol.
The results are mean±SD.

민 분비 억제율이 21% 더 높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뽕잎

차 및 뽕잎발효차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히스타민 분비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두

군 모두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물이 히스타민 분비

억제 효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HMC-1의 염증성 cytokine 측정 결과: 염증반응을 일으

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tokine들 중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은 TNF-α, IL-1, IL-4,

IL-6, IL-8, IL-13 등이 있으며,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염증을

보이는 천식이나 아토피환자에서 TNF-α, IL-4, IL-6, IL-8

의 농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29) 본 연구에서는 pro-in-

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L-8의 양을 측정하

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PMA 및 calcium ionophore A23187은

phosophatidylinositol(PI) cycle과 protein kinase C(PKC)를

활성화시키거나 칼슘 통로를 열어 세포질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로 비만세포를 자극시켜 생리활성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 한다(30). 따라서 사람 비만 세포주

HMC-1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배양한 후 비만 세포

를 활성화시키는 PMA 및 calcium ionophore A23187을 처

리한 다음, 3시간 배양 후 상등액을 수거하여 상등액에 포함

된 IL-6, IL-8, TNF-α의 양을 효소항체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IL-6은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21.97%, 5.49% 억제되었고,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각각 16.48%, 21.97%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뽕잎차 열수 추출물과 뽕잎발효 에탄올 추출물이

IL-6의 억제율이 2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으

로 분석되었으며, 뽕잎발효차의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

서 가장 낮은 억제율을 보였다. 뽕잎차에서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것이 에탄올을 처리한 것에서보다 IL-6의 억제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뽕잎발효차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것에서보다 IL-6의 억제율

이 16.48%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

차 열수 추출물 군 모두 TNF-α을 억제시키지 못하거나 미

미하였으나,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의 에탄올 추출물 군에서

는 각각 29.70%, 47.85%로 나타나서 TNF-α의 억제율이 높



뽕잎발효차 제조에 따른 in vivo 상에서의 S-180 항암 및 항알레르기 효과 341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뽕잎발효차 군이

뽕잎차 군보다 18.15% 더 높은 결과를 얻었다. 본 실험 결과

뽕잎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일부 염증성 cytokine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품개발의 소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식용식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가치

가 인정되는 뽕잎에 미생물 생균제를 이용한 뽕잎발효차 개

발을 통하여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새로운 제품 개발의 방안

을 제시하고자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S-180 고형

암, 항알레르기 활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in vivo 상에서

S-180 고형암 억제 효과는 뽕잎차에서 16.67%, 뽕잎발효차

에서 17.78%로 나타났다.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군 모두 에탄올 추출물보

다 열수 추출물이 히스타민 분비 억제에 더 효과적이었고,

HMC-1의 염증성 cytokine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 군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염증성 cytokine의 억제

율이 더 높았고 뽕잎발효차군이 뽕잎차군에 비해 더 효과적

이었다.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기능성이 더 우수한 것은 발효

를 통해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 점에 있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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