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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균으로 발효한 인삼잎에서 분리한

중성다당의 면역활성 및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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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lucidated the biological activiti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ysaccharides isolated from
ginseng leaves fermented using Cordyceps sinensis (GLF). GLF comprised at least 18 glycosyl linkages, including 4-linked
glucose residues (24.0%). To characterize the neutral polysaccharides in GLF, it was further fractionated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the unabsorbed fraction (GLF1) was isolated. Peritoneal macrophages stimulated with GLF1 produced
various cytokine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properties and activities of the four subfractions (PHI, PHIA1-PHIA3)
obtained after sequential enzymatic digestion were examined. PHI and PHIA3 primarily comprised glucose, whereas PHI
exhibited an iodine-color reaction. Furthermore, the PHIA1-3 fractions indicated that cytokine production was completely

inhibited. These results suggest at the immune activities of GLF1 may be due to the α-(1→4)-glucan branched at the
C(O)6 position, which was produced by C. s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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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의 외부 오염원들로 인해 각종 알레르

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및 만성 대사성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 예방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Hwang, 2020; Díaz 등, 2020).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통 약초로써 면역 조절, 항혈전, 항염증, 항산화, 뇌기능항진 및

노화억제 등 다양한 약리학적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Attele 등, 1999; Jung 등, 2019; Shin 등, 2002). 이러한 인삼의

주요 약리활성은 ginsenosides라 불리는 인삼사포닌 성분들에 의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면역활성의 경우 인삼의 산성다당

체가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wak, 2012; Lee

등, 2020). 하지만 인삼 활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인삼뿌리

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 과정 중 얻어지는 인삼잎, 줄

기 및 열매와 같은 농산 부산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Shi 등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인삼잎에는 인삼

뿌리와 유사한 정도의 다량의 ginsenosides가 함유되어 있으며, 사

포닌 함량은 인삼뿌리보다 4-5배, 줄기보다 9배 이상 높다고 보

고된 바도 있다. 하지만 인삼잎의 모든 활성이 단지 ginsenosides

에서 기인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최근 천연물로부터 분리한 고

분자 다당 성분의 약리활성에 대한 많은 보고와, 특히 식물 유래

다당이 갖는 낮은 독성에 기인하여, 다당을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Zhang 등, 2019).

버섯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세포벽

성분 중 fungal polysaccharides는 면역활성 및 항암활성이 우수하

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영지버섯(Gan-

oderma lucidum), 붉은갓주름버섯(Agaricus blazei) 및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and)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표고버섯의

다당체인 letinan은 C(O)-6에서 분지 구조를 갖는 β-1,3-glucan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항암보조제로 시판되고 있다. 버섯의

약리활성은 버섯의 종류와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β-glucan의 함

량 및 분지 비율 등에 의해 활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Giavasis, 2014; Wasser, 2002).

Cordyceps속의 동충하초균은 겨울철에는 곤충의 몸 속에 있고

여름에는 곤충을 숙주로 삼아 자실체를 형성하는 약용버섯의 일

종으로(Sung 등, 1993) 세계적으로 약 8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도 80여종이 채집 및 연구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Lee 등, 2017). 동충하초균(Cordyceps sinensis)은 균사체 내에 여

러 약리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Winkler, 2008; Zhang 등,

2008) cordycepin, cordycepic acid, 아미노산, 다당류 및 비타민 등

이 활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Ng과 Wang, 2010; Wang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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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다당류는 버섯에서 가장 풍부한 성분 중 하나로 자실체,

배양된 균사체 및 발효액으로부터 추출, 분리되며(Yan 등, 2014)

항산화, 항종양 및 면역 조절 효과와 같은 광범위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등, 2017). 또한 미생물을 이

용하여 발효과정을 거침으로써 약리성분 함량의 증가, 잔류농약

제거, 장내 유익균의 증가 및 면역기능 강화 등의 약리 활성 성

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Ahn 등, 2013; Martens-

son 등, 2002). 이와 같이 C. sinensis의 약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을 나타내는 활성 본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다(Nie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인삼잎을 C. sinensis로 발효하여 중성다당을 분리 및 정제하였으

며, 이들의 면역활성과 구조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을 기능

성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잎은 2018년 가을 충남 금산군의 6년산

인삼 지상부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C. sinensis 균주는 고려대학교 의생명융합과학과에서 분양 받

아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

실험에 사용한 Inbred BALB/c mouse (6주령, 암컷)는 새론바

이오(Uiwang,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일주일의 순화 기간을 거

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육을 위한 조건으로 온도는 23±3oC

로 하였고, 습도는 55~70%를 유지하였으며 자유 급식 형태로 사

료(Cargill Agri Purina Inc., Minneapolis, MN, USA)와 물을 공

급하였으며 인공조명 아래 1일 12시간 간격으로 명암 교대 하였

다. 모든 동물실험은 경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2019-

008)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을 진행하였다.

동충하초균에 의한 인삼잎의 발효

C. sinensis 균주를 이용한 인삼잎의 발효는 top-driven 형식의

14 L (Kobiotech, Incheon, Korea) 배양기를 이용하여 working

volume 10 L로 하여 배양하였다. 인삼잎(500 g)을 분쇄하여 1%의

CSL (corn steep liquor,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을

보강한 PDB (potato dextrose broth) (BD Pharmingen Co., San

Diago, CA, USA) 배지 10 L에 첨가하여 현탁한 후, 살균하고,

PDB 배지에서 전배양한 동충하초 배양액 500 mL를 접종하여

25oC, 300 rpm에서 5일간 본 배양하였다.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다당(GLF)의 분리 및 정제

발효 종료 후 C. sinensis 균을 사멸시키기 위해 배양액은 살균

처리하고, 상등액에 4배 부피(v/v)에 해당하는 95% ethanol을 가

해 24시간 동안 교반하며 다당을 침전시켰다. 그 후 원심분리

(6,000 rpm, 15 min, 4oC)하여 침전물을 회수하였고, 이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dialysis tubing (MW cut-off 14,000)

(Sigma Aldrich)을 이용하여 3일간 투석을 행하였다. 이후, 동결

건조(FreeZone 12Liter, Labconco, Kansas City, MI, USA)하여

C. sinensis로 발효한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 (the crude poly-

saccharide of ginseng leaf fermented by C. sinensis)를 얻었다

(Fig. 1).

한편 대조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삼잎 유래 열수 추출 조다

당(GLW)은 인삼잎을 증류수로 가열 추출 후, 동일한 방법으로

ethanol 침전, 투석 및 동결건조를 통해 얻었다. GLF로부터 중성

다당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소량의 증류수에 조다당 GLF

를 용해한 후, 증류수로 평형화된 DEAE-Sepharose FF (Cl- form,

5.5×25 cm) (GE Healthcare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

column에 흡착하였으며, 이후 증류수로 용출함으로써 비흡착 중

성다당 획분 GLF1을 분리하였다(Fig. 1). 용출액은 농축, 투석 및

동결건조를 거쳐 dessicator에 건조보관하여 이후의 실험에 사용

하였다.

일반분석

발효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의 일반성분 분석을 위해 중성

당, 산성당, 2-keto-3-deoxy-D-manno-octulosonic acid (KDO), 단

백질 및 polyphenol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일반분석은 phenol-

sulfuric acid 법(Dubois 등, 1951), m-hydroxybiphenyl 법(Blumen-

krantz과 Asboe-Hansen, 1973), thiobarbituric acid 법(Yamada 등,

1984), Bradford 법(Bradford, 1976) 및 Folin-Ciocalteu (F-C) 법

(Singleton과 Rossi, 1965)의 방법을 실험 여건에 맞게 일부 변형

하여 진행하였다.

구성당 분석

다당 시료의 구성당 분석은 Honda 등의 방법(1989)을 일부 변

형하여 실시하였다. 2 M TFA (trifluoroacetic acid) (Sigma

Aldrich)로 다당 시료를 121oC, 1.5시간 가수분해한 후, 각 구성당

을 PMP (1-phenyl-3-methyl-5-pyrazolone) (Sigma Aldrich)를 이용

하여 유도체화하고, DIW와 choloroform을 이용하여 상분리한 후,

aqueous layer만을 회수하여 여과하였다. 이후, 0.1 M phosphate

buffer (pH 6.7):acetonitrile=82:18의 용출액으로 평형화된 Acclaim

C
18

 column (Waters, St. milford, MA, USA)을 장착한 HPLC-

UVD로 254 nm에서 측정하였고, 각 구성당의 mole%는 internal

standard에 대비하여 시료의 peak 면적과 분자량으로부터 환산하

였다.

Methylation analysis

다당 시료의 당쇄 결합 양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Hakomori의

방법(1964)을 일부 변형하여 methylation analysis를 행하였다. 다

당 시료 1 mg/mL 농도 수용액으로 조제하고 500 mL에 glycerol

20 μL를 첨가하여 N
2 

gas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였다. 이후, 무

수 DMSO를 가하고 용해시킨 후, methylsulfinyl carbanion

(MSCA) 500 μL를 가하여 다당이 polyalkoxide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CH
3
I (Iodomethane)

(Sigma Aldrich) 1 mL을 가해 메틸화하였고, N
2
 gas를 이용하여

잔존하는 CH
3
I를 제거한 뒤, Sep-pak C

18
 cartridge (Waters, Mill-

ford, MA, USA)를 사용하여 methyl화 된 다당 시료를 회수하였다.

그 후, 2 M TFA 1 mL을 처리하여 90분간 반응시켜 단당으로

가수분해하고, NaBH
4
로 4시간 동안 단당을 환원시켰다. 이후,

acetic anhydride 1 mL을 가하여 121oC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partially methylated alditol acetate로 치환하였다. 이를 chloroform

및 DIW의 2상 용매계로 분리 및 추출하여 건조한 후 소량의

acetone에 용해하여 GC-MS로 분석하였다.

GC-MS 분석은 SP-2380 capillary column을 장착한 Agilent

6890N GC system과 5973N mass spectrophotometer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60oC

(1 min), 60°C→180°C (30oC/min), 180°C→250°C (1.5oC/min),

250°C (5 min)]의 조건으로 splitless injection mode로 진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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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arrier gas (N
2
)의 flow rate는 1.5 mL/min로 설정하였다.

Peak 면적 및 molecular response factor로부터 환산하여 각 peak

의 mole%를 구하였다(Sweet 등, 1975).

대식세포(macrophage)의 cytokine 분비능 측정

BALB/c (6 weeks, 암컷) mouse의 복강에 5% thioglycollate

medium (TG) 1 mL를 주입하고 96시간 동안 유도된 macrophage

(2.0×106 cells/mL) 100 μL를 96-well microplate에 분주한 후, 배

양기(37oC, 5% CO
2
)에서 2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으로 희석된 시료와 면역활성

양성대조군인 1 μg/mL의 lipopolysaccharide (LPS from E. coli

O127:B8, Sigma Aldrich)를 96-well microplate에 100 μL씩 분주

한 후 37oC, 5% CO
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Janeway,

1968). 배양 종료 후 원심분리(900 rpm, 5 min, 4oC)하여 세포 배

양액 150 μL를 회수하고 회수된 상등액은 mouse interleukine (IL)-

6, IL-12 (p40) ELISA kit (BD) 및 mouse tumor necrosis factor

(TNF)-α ELISA kit (eBioscience, San Diego, CA, USA)를 이용

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분비된 cytokine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다당의 구조 특성 분석을 위한 효소 처리 및 분해율 확인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얻은 비흡착 획분 GLF1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yticase (β-1,3-glucanase, 30oC, pH 7.0), β-glu-

cosidase (β-1,4-glucanase, 37oC, pH 5.0) 및 α-glucoamylase (α-

1,4-1,6-glucanase, 50oC, pH 4.8) 10 unit을 각각 처리한 후 2일간

반응하였다. 각 효소에 대한 분해율을 확인하기 위해 효소 처리

한 반응액을 dinitrosalicylic acid (DNS)법(Luchsinger과 Cornesky,

1962)을 이용하여 시료 1 mL과 DNS 3 mL을 첨가하고 15분간 가

열 및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측정함으로써 효소 처리 후 환

원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구조 특성 확인을 위한 Isoamylase 및 α-amylase의 처리

및 단편 조제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얻은 비흡착 중성다당 획분 GLF1의 구

조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isoamylase (from Pseudomonas sp.)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 및 α-

amylase (from Aspergillus oryzae, Sigma Aldrich)를 사용하여 연

속적인 효소 가수분해 처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저분자의

oligo당을 정제하고 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0.1 M sodium acetate

buffer (pH 4.5)에 용해한 GLF1 시료에 10 unit의 isoamylase를 처

리하여 45oC 항온수조에서 72시간 가수분해 처리하고, 15분간 중

탕가열하여 효소 반응을 종결시켰다. 이를 원심분리한 후, 상등

액을 50 mM ammonium formate (pH 5.5) 용매로 평형화된

Fig. 1.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immunostimulating polysaccharides from ginseng leaf fermented by Cordyceps s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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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dexTM 75 GL column (GE Healthcare, Uppsala, Sweden)을

이용해 HPLC상에서 정제하여 PHI 획분을 얻었다(Fig. 1). PHI

시료는 0.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9)에 용해하고

100 unit의 α-amylase를 가하여 20oC 항온수조에서 48시간 가수

분해하고, 15분간 중탕가열하여 효소 반응을 종결시켰다. 이를 원

심분리하여 상등액을 50 mM ammonium formate (pH 5.5) 용매로

평형화된 SuperdexTM 75 GL column을 이용해 PHIA1, PHIA2

및 PHIA3 3개의 획분으로 분리하였다(Fig. 1).

전분 반응 검사

아이오딘 전분반응법(iodine-starch reaction)으로 발효 인삼잎 유

래 조다당 GLF와 중성다당획분 GLF1 및 단편획분들의 전분 존

재유무를 확인하였다(McGrance 등, 1998). 요오드액(I
2
-KI)은 0.2 g

I
2
 (iodine)와 2 g KI (potassium iodide)를 증류수 100 mL에 녹인

후 암소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를 1,000 mg/mL의 농도로

제조해 3-4방울의 I
2
-KI

 
용액을 가한 후 반응색을 관찰하였다. 표

준물질은 1,000 mg/mL의 soluble starch를 사용하여 시료와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시료 및

처리 농도 간 유의적인 차이는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효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의 일반 분석 및 구성당 분석

동충발효 균사체를 이용하여 발효한 조다당 GLF의 경우, 6.08%

의 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인삼잎으로부터 분리한 단순 열수

추출 조다당 GLW (yield: 2.48%)보다 약 2.5배 더 높은 수율임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충하초에 의한 인삼잎 발효에

의해 인삼잎 유래 다당 뿐 아니라 동충하초에 기원한 다당이 함

께 분리되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얻은

조다당 GLF의 일반 화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Table 1), neutral

sugar 58.5%, uronic acid 36.9%로 구성되어 있으며, 2.9%의

KDO가 검출되었으며, protein과 phenolic compounds가 각각 0.6%

와 1.1%로 미량 검출되었다. 또한,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얻은 조

다당 GLF의 구성당 분석 결과(Table 1), galacturonic acid

(32.5%), glucose (28.0%), galactose (15.8%) 및 arabinose (11.9%)

의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GLF 시료에서 glucose가 다

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발효과정 중에 C. sinensis

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glucan이 배양액으로 용출되어 glucose의

함량이 높게 검출된 것이라 사료되었으며 galacturonic acid, galac-

tose 및 arabinose가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식

물체 유래 pectin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발효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의 당쇄 결합 양식 분석

당쇄 결합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 Hakomori의 방법(1964)을 일

부 변형하여 methylation analysis를 행하였다. Phosphodiester bond

혹은 peptide bond (amide bond)와 같은 동일한 결합 양식으로 연

결되는 핵산이나 단백질과는 달리, 다당은 구성당 간 1→2, 1→

3, 1→4, 1→6 등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며 각 탄소에서 분지된

형태로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생체 분자보다

구조 해석이 어려우며, 다당의 구조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 결합

양식의 분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methylation analysis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탄소에 붙은

hydroxyl기를 methyl기로 치환하고 단당으로 가수분해한 후, 부분

적으로 methyl화 된 구성당의 ring을 개환하여 남아있는 hydroxyl

기를 acetyl기로 치환하여 GC-MS를 사용해 fragment ion을 분석

하여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발효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에 대한 당쇄 결합 양식의 분석

결과(Table 2), 총 18종류의 서로 다른 당쇄 결합이 확인되었다.

특히, 4-linked glucose (p)가 24.0%로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α-

1,4 또는 β-1,4 형태로 연결된 glucan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였

다. 따라서 GLF는 C. sinensis 유래의 glucan을 함유하며 이외에

도 인삼잎 유래의 pectic substances가 혼재되어 있음을 재차 추

정할 수 있었다.

발효 인삼잎 유래 중성다당획분 GLF1의 glucanase 효소 처

리를 통한 구조 특성 확인

앞선 일반화학적 특성 및 당쇄 결합 양식 분석으로 GLF에는

인삼잎 유래 pectic substances와 C. sinensis 유래 β-glucan으로 구

성될 것이라 사료되어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중성다당 획분, GLF1

을 분리한 후 구성당 분석을 행한 결과, glucose가 78.1%로 구성

Fig. 2. Effect of GLF and GLF1 on IL-6, IL-12 and TNF-α production by murine peritoneal macrophage. Macrophages (2.0×105 cells/
well) were treated at flat-bottomed 96-well microplate with GLF and GLF1 at a series of concentration (0.06-1,000 μg/mL) for 24 h. Not treated
sample was used as the NC and LPS (1 μg/mL) as the P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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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3). 또한 GLF의 당쇄 결합 양식에

서 4-linked glucose (p)가 24.0%로 다량 검출되어 α-glucan

(starch) 및 β-glucan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분해

특성이 상이한 3종의 glucanase 처리 후 DNS법을 이용하여 환원

당 측정을 진행함으로써 GLF1의 구조 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Fungi 유래 세포벽 성분인 β-1,3-glucan을 가수분해하는 lyticase,

α-1,4/1,6-glucan을 가수분해하는 α-glucoamylase와 β-1,4-glucan을

가수분해하는 β-glucosidase 각각을 10 unit씩 처리한 후 DNS법

으로 유리된 환원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β-glucosidase와

lyticase 처리한 GLF1에서 적은 양의 가수분해로 인해 환원당의

농도가 약간 증가함을 확인한 반면, α-glucoamylase 처리한 군에

서는 환원당의 농도가 크게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GLF1은 일부 β-form의 glucan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α-form의

glucan 다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대식세포(macrophage)에 대한 cytokine 분비능 측정

대식세포(macrophage)는 대표적인 선천면역세포로, 여러 가지

의 cytokine을 분비하여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및 이물질을 탐

식, 제거하고 면역현상을 조절하며 림프구의 비특이적 면역작용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식작용에 의해 분해되지 않

은 펩타이드 단편은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major histocom-

patibility complex (MHC)와 결합하여 항원을 제시하고, 이후 T

세포가 이를 인지하여 증식 및 분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LPS

또는 활성 물질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T cell 및 B cell의

증식, phagocytosis, IL-1, IL-6 및 TNF-α와 같은 다양한 cytokine

의 분비를 통해 후천면역계를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Singleton

과 Rossi, 1965; Wang 등, 2003).

발효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와 중성다당획분 GLF1의 mac-

rophage cytokine 분비능을 in vitro에서 확인한 결과(Fig. 2), IL-6

분비능의 경우 GLF는 0.98 μg/mL, GLF1은 15.6 μg/mL 이상의 농

도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IL-12 및

TNF-α의 경우 GLF는 0.24 μg/mL, GLF1은 3.9 μg/mL 이상의 농

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

든 cytokine 분비능에서 GLF는 3.9 μg/mL, GLF1은 62.5 μg/mL의

농도 이상에서 양성대조군 LPS에 준하는 높은 분비능을 보여주

었으며 이를 통해 C. sinensis로 발효한 인삼잎 유래 조다당 GLF

뿐만 아니라 GLF에서 분리한 중성다당획분 GLF1도 면역활성에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GLF isolated from ginseng leaf

Chemical composition (%) GLF

Neutral sugar 58.5±3.0

Uronic acid 36.9±0.9

Protein 00.6±0.4

KDO-liked materials 02.9±0.9

Phenolic compounds 01.1±0.1

Component sugar (Mole%)

Mannose 03.1±0.2

Rhamnose 05.5±0.4

Glucuronic acid 02.2±0.1 

Galacturonic acid 32.5±3.4 

Glucose 28.0±1.2 

Galactose 15.8±0.7

Xylose 00.6±0.0 

Arabinose 11.9±0.6

Table 2. Glycosidic linkage analysis of GLF isolated from fermented ginseng leaf

Glycosyl residues Deduced linkages Mole% Polysaccharides Deduced origin

Mannose 2,4-linked 0.8 Mannan CS

3,4-linked 2.5 Mannan CS

Rhamnose Terminal (f) 0.6 Pectin GL

2-linked 2.6 Pectin GL

2,4-linked 1.3 Pectin GL

Glucose Terminal (f) 4.1 α/β-glucan CS/GL

3-linked 1.1 β-glucan CS

4-linked 24.0 α/β-glucan CS/GL

6-linked 0.6 α-glucan CS

4,6-linked 2.2 α-glucan CS/GL

Galactose Terminal (f) 2.2 Pectin CS/GL

4-linked 1.2 Pectin GL

6-linked 4.9 Pectin GL

3,6-linked 2.7 Pectin GL

4,6-linked 0.5 Pectin GL

Arabinose Terminal (p) 1.6 Pectin GL

Terminal (p) 2.1 Pectin GL

5-linked 3.4 Pectin GL

1)CS; Abbreviation of Cordyceps sinensis, 2)GL; Abbreviation of ginseng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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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공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 인삼잎 유래 정제 다당 GLF1의 효소 처리에 의한 단편

화 조제 및 구조 특성 해석

본 연구진은 앞선 lyticase, α-glucoamylase 및 β-glucosidase 효

소 처리를 통해 발효 인삼잎 유래 중성다당획분 GLF1은 α-glucan

다당의 형태로 구성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Yalin 등 (2006)의 연

구에 따르면, 동충하초인 C. sinensis 균은 균사체에 α-glucan을 포

함하며, 이는 α-(1→4)-glucan 주쇄(main chain)에 glucose의 C(O)-

6 위치에서 측쇄(side chain)가 분지된 전분과 유사한 구조를 갖

는다고 기 보고된 바 있다(Wang, 2017).

따라서 본 연구진은 GLF1의 단편획분을 얻기 위해 α-1,4/1,6-

glucan의 α-1,6-glucose를 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하는 isoamylase와

α-1,4-glucose를 endo type으로 가수분해하는 α-amylase를 처리한

후, 얻어진 단편획분(Fig. 1)들을 대상으로 일반 화학적 특성 및

cytokine 분비능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발효 인삼잎으로부터 정제한 중성다당 GLF1의 isoamylase 및

α-amylase 효소 처리를 통해 얻은 획분인 PHI과 PHIA1, PHIA2

및 PHIA3의 구성당 분석을 진행한 결과(Table 3), PHI의 경우

glucose는 72.8%로 GLF1의 glucose 함량인 78.1%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isoamylase 처리로 인해 α-(1→6) 결합

인 측쇄의 glucose가 가수분해되어 일부 제거되었을 것이라 사료

되었다. 또한 α-amylase 처리로 얻어진 PHIA1과 PHIA2는 galac-

tose 및 arabinose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GLF1

혹은 PHI 획분에 일부 혼재하고 있는 인삼잎 유래 pectic sub-

stances가 효소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며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반해, PHIA3는 glucose만이 96%로 구

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α-amylase 처리로 인해 α-(1→4) 결합인 주

쇄의 glucose가 가수분해되어 저분자 획분으로 검출된 것으로 사

료되었다.

한편 발효 인삼잎 유래 정제 다당 GLF1과 이를 효소 처리하

여 얻은 획분인 PHI, PHIA1, PHIA2 및 PHIA3의 전분 반응 검

사를 진행한 결과(Fig. 4), isoamylase에 의해 α-glucan의 측쇄가

분해된 PHI 획분에서 iodine-starch 반응이 증가되었다. 이는 α-

glucan에서 α-1,6 결합으로 연결된 측쇄가 제거되면서 직선 구조

의 glucan 주쇄가 helix 구조를 형성함에 의한 것으로 추론하였

다. 한편, PHI 획분이 α-amylase에 의해 α-glucan의 주쇄가 분해

된 PHIA1, PHIA2 및 PHIA3 획분에서는 iodine-starch 반응이 일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GLF1 and its subfractions derived by sequential enzymatic degradation

Chemical composition (%) GLF1 PHI PHIA1 PHIA2 PHIA3

Mannose 2.2±0.1 2.9±0.0 9.2±0.1 10.4±0.1 0.6±0.0

Rhamnose - - 1.7±0.1 1.0±0.0 -

Glucuronic acid - - 1.6±0.3 1.1±0.0 -

Glucose 78.1±0.0 72.8±0.1 8.3±0.2 7.0±0.0 96.0±0.1

Galactose 11.0±0.0 13.9±0.1 48.7±0.5 45.3±0.0 1.6±0.0

Arabinose 8.6±0.1 10.4±0.1 30.5±0.1 35.3±0.0 1.9±0.1

Fig. 3. Reducing sugar measurement for confirmation of enzyme

digestibility for GLF1 by lyticase, β-glucosidase and α-

glucoamylase of GLF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
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Iodine-starch reaction of GLF1 and its subfractions derived by sequential enzymatic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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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앞선 구성당 분석의 결과로부터

PHIA1과 PHIA2에 소량의 glucose가 존재하고 이는 인삼잎 유래

의 고분자 다당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상응함을 확인하였

으며 PHIA3에서 검출된 다량의 glucose는 α-glucan이 모두 가수

분해되고 oligo당 형태의 glucan이 존재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GLF1은 인삼잎 유래의 소량의

arabinogalactan과 함께 α-(1→4)-glucan을 주쇄로 하며 측쇄로 α-

(1→6)-glucose가 연결되어 있는 동충하초 기원의 α-glucan의 구조

로 존재함을 최종 확인하였다(Fig. 5). 이상의 결과는 Wang 등

(2017)의 보고와 잘 일치하였다.

Isoamylase 및 α-amylase 효소 처리를 통해 얻은 단편획분

의 cytokine 분비능 측정

발효 인삼잎 유래 중성다당획분 GLF1의 활성 본체를 규명하

기 위해, 효소 처리를 통해 얻은 단편획분들을 대상으로 cytokine

분비능을 측정하였다(Fig. 6). 실험 결과, α-glucan의 측쇄를 가수

분해할 목적으로 isoamylase 처리하여 얻은 PHI 획분의 경우

cytokine 분비능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이는 GLF1과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α-glucan의 주쇄를 가수분해할 목적으로

α-amylase를 처리하여 얻은 PHIA1, PHIA2 및 PHIA3 획분의 경

우 어떠한 활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

과로부터 중성다당 GLF1의 면역활성은 주로 α-glucan 전체 구조

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발효 인삼잎 유래

다당류에 존재하는 인삼잎 유래 pectic substances (산성다당)와 함

께 면역활성에 일부 공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진은 현재 발효 인삼잎 유래 산성다당체의 활성 및 구조 특성을

연구 중에 있다.

요 약

동충하초균으로 발효한 인삼잎의 면역활성과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다당(GLF)를 분리하고 구성당과 당쇄 결합양식을 확인

한 결과 C. sinensis 유래의 glucan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인삼잎

유래 pectic substances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 GLF로부터 중성다당체(GLF1)를 분리하였으

며, 이를 lyticase, β-glucosidase 및 α-glucoamylase 효소를 처리한

결과, GLF1은 α-glucoamylase에 의해 가수분해되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주로 α-glucan을 함유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대

식세포 분비능을 측정한 결과, 동충하초균으로 인삼잎을 발효하

여 얻은 조다당 GLF가 단순 열수추출 조다당인 GLW보다 더 우

수한 활성(Data not shown)과 수율을 보여주었으며, GLF와 GLF1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면역활성이 증가하는 경향과 동일 농도에

서 유사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한편 GLF1의 전체구조의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isoamylase 및 α-amylase 효소를 처리한 결

과, isoamylase 처리 획분인 PHI가 72.8%의 glucose로 구성되며

iodine-starch 반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PHI의 α-

amylase 처리 후 분리한 PHIA1, PHIA2 및 PHIA3 획분에서는

iodine-starch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대식세포 분비능

을 확인한 결과 세 가지 획분 모두 어떠한 활성도 나타내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충하초 발효 인삼잎

유래 중성다당은 α-(1→4)-glucan을 주쇄로 존재하며 C(O)-6 위치

에서 측쇄가 연결되어 존재하는 α-glucan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

며, 이들의 면역활성은 α-glucan 전체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Fig. 5. A possible structure of GLF1 purified from ginseng leaf fermented by Cordyceps sinensis.

Fig. 6. Effect of GLF1 and its subfractions derived by sequential enzymatic degradation on IL-6, IL-12 and TNF-α production by

murine peritoneal macrophage. Macrophages (1.4×105 cells/well) were treated at flat-bottomed 96-well microplate with sample at different
concentration (25, 100 μg/mL) for 24 h. Not treated sample was used as the NC and LPS (1 μg/mL) as the P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h)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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