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1, No. 5, pp. 560~565 (2009)

560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산 겨우살이 유산균 발효 추출물의 독성 및 면역증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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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Korean mistletoe extract (KM-110) was fermented with two strains of Lactobacillus (FKM-110)
and then toxicity, lectin content, and immune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The lectin content of FKM-110 was about 53-
71% lower than that of KM-110. When mice were subcutaneously administered with KM-110 and FKM-110, the LD

50

obtained for KM-110 treatment was 50-100 mg/kg as compared to 150-200 mg/mL for FKM-110. Each preparation
stimulated macrophages directly and enhanced productivity of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NF-α and IL-1β. FKM-
110 treatment resulted in lower cytokine production compared to KM-110. When mice were immunized with Keyhol
limpet hemocyanin (KLH) antigen along with KM-110 or FKM-110 administration, higher antibody titers to KLH were
observed in the KM-110 or FKM-110 groups compared to mice immunized with KLH alone, thereby showing no
difference between KM-110 and FKM-110. Therefore, fermentation of Korean mistletoe extract with these Lactobacillus

strains decreased toxicity in vivo while the enhancement of immune activity by KM-110 and FKM-110 was similar. These
data suggest that KM-110 fermentation tended to decrease lectin content and in vivo toxicity. In addition, other components
in the fermented mistletoe extract appear to stimulate immuno-adjuvant activity instead of l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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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겨우살이(Mistletoe, Viscum album)는 세계 전역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숙주로 하여 생장하는 반기생식물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한 동아시아 및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민간의학 물질로 사용하여

왔다(1-3). 여러 종류의 겨우살이 중에서 민간 약제로 이용한 것

은 주로 Viscum속의 식물로서 유럽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은 Viscum

alum loranthacea이며, 한국에서 서식하는 것은 Viscum alum col-

oratum으로 분류학상 그 차별성이 인정되고 있다(4). 특히, 유럽

지역에서 서식하는 겨우살이는 1920년대부터 여러 회사에서 항

암치료제/보조제로서의 주사제 및 기타 기능성 식품의 형태로 시

판되고 있다(2,5).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한방에서 겨우살이(Viscum

album Coloratum)를 숙주나무에 따라 상기생, 기생목, 해기생이

등 여러 이름으로, 요통, 고혈압, 유산방지, 치통 등에 대한 약제

로 사용하여 왔고(3), 최근에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암활성이 발

표되면서 겨우살이의 응용 및 주 활성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3,6-9).

한국산 및 유럽산 겨우살이에서 면역증강 및 세포독성 활성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렉틴(lectin)이 관여한다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3,4,6,7,10,11). 겨우살이 렉틴 성분은 그들

의 당 특이성 및 분자량의 차이에 의하여 렉틴-I, -II 및 -III로 구

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 특이성을 가지는 B-chain 및 cytotoxic

A chain으로 구성되는 hetero dimmer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10,11). 렉틴에 의한 세포독성은 A-chain에 의한 60S의 ribosomal

subunit의 불활성에 의한 단백질 합성의 억제가 원인(12)이며, 결

국 렉틴에 의한 암세포의 사멸은 apoptosis에 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13). 또한 겨우살이 렉틴은 면역세포와 렉틴-당 결합

을 유도함으로서 면역세포로부터 tumour necrosis factor-α(TNF-

α), interleukin-1β(IL-1β) 및 interferon-γ(IFN-γ)과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cytokine들을 생산하는 비특이적 면역자극활성이 있어 생

체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활성이 있다(11). 겨우살이 렉틴의 염증

성 cytokine들의 생산 양식은 발열반응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

에 렉틴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는 주로 추출물 형태의 겨우살이가 사용되고 있다(11,14). 따라서

겨우살이 추출물을 임상에 적용할 경우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세포독성 및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적정한 양의 렉틴 함량의 결

정 및 이들의 표준화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유

럽에서는 겨우살이 추출물을 유산균으로 발효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왔다(2,11,14).

유럽에서 암환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겨우살이 추출물 중의 하

나인 Iscador는 Lactobacillus plantarum으로 발효시킨 겨우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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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렉틴 함량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4). Iscador와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유산균 발효에 의

하여 렉틴 성분의 함량은 발효를 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 적게 함유되어 있으나, 겨우살이가 가지는 가장 중요

한 고유한 활성인 면역증강 활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11,14,15). Iscador의 독성관련 연구결과, 유산균 발

효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감소되는 이유는 유산균 발효에 의

하여 dimer 형태인 렉틴이 A 및 B chain으로 분리됨으로서 독성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과 렉틴 단백질을 peptides로 분해

시킴으로서 세포독성과 관련된 부위가 변형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15). 또한, 유산균 발효 이후에도 면역증강 효과가 유지

되는 것은 겨우살이 성분에 의한 효과와 더불어 유산균에 의한

면역증강 효과가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11,14).

이러한 Iscador의 항암 활성을 요약하면 첫째, macrophage 및

natural killer cell(NK-cell)과 같은 종양에 대항하는 선천면역계의

활성화, 둘째, 종양 특이적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증강활성의 유

도, 셋째, 겨우살이 성분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독성 효과에 의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11,14,15). 결국 Iscador는 인간에 대한 임

상 실험 결과, 종양세포에 대하여 직접적이 세포독성 효과 및 면

역계의 활성화에 의한 암세포의 성장억제에 의하여 암환자의 생

존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16,17).

최근에 국내에서도 겨우살이 추출물 및 그 활성성분에 의한 항

암, 면역증강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3,6-

9,13), 이미 본 연구실에서는 한국산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종양

효과를 종양세포 비특이적 및 특이적인 관점에서 조사하였으며

(3,8) 그 활성 성분으로 한국산 겨우살이 렉틴이 관여한다는 것

을 보고한 바 있다(9,1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 겨우살이 추

출물의 강한 항종양 활성을 근거(8,9,18)로 유산균으로 발효된 겨

우살이 추출물의 in vivo 독성효과 및 면역증강효과를 발효되지

않은 겨우살이 추출물과 비교 조사함으로서, 발효된 겨우살이 추

출물의 기능성 재료로서 응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겨우살이 추출 및 발효

본 실험에 사용한 겨우살이는 강원도 지방에서 참나무를 숙주

로 하여 자라는 겨우살이로서 12-1월에 채취하였고, 겨우살이의

추출에 의한 추출물(KM-110)은 기 보고된 방법(2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KM-110의 발효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은 2종

의 유산균주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약술하면,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103을 1%가 되도

록 20 mg/mL의 KM-110에 접종 후, 그 균주의 최적 온도인 37oC

및 30oC에서 각각 1일, 2일 및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후,

각 유산균주로 발효된 겨우살이를 동결건조하였고, 편의상 각각

FKM-LC 및 FKM-LP로 칭하였다. 이 동결건조물은 PBS를 이용

하여 50 mg/mL의 stock solution으로 만든 후 −20oC에 저장하면

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생후 6-8주령의 자성 BALB/c 및 ICR 마우스를 (주)대한실험

동물(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한동대학교 실험동물장에서 사

육하였다. 마우스는 사육조에 각 군별로 5마리씩 넣어 정수된 물

과 실험 동물용 펠렛사료(Samyang Co Ltd, Incheon, Korea)를 자

유 공급하였고, 온도 22oC, 습도 50%, 12시간 간격으로 자동 조

명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육하였다.

시약 및 세포배양

종양세포의 배양을 위한 RPMI-1640과 Eagle’s minimal essen-

tial medium(EMEM) 배지, fetal bovine serum(FBS), vitamin

solution, non-essential amino acid, L-glutamic acid, thiogly-collate

등은 Gibco(Carlsbad, CA, USA)사에서 구입하였다. 종양세포주인

clon26-M3.1 lung carcinoma의 배양은 7.5% FBS, vitamin solu-

tion, sodium pyruvate, non-essential amino acid, L-glutamine이

함유된 EMEM 배지를, lymphocytes의 배양은 7.5% FBS가 함유

된 RPMI-1640 배지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5% CO
2
, 95% 습도 및

37oC의 배양기(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에서 배양하였다. 항원으로 사용한 keyhol Lympet hemocyanin

(KLH)는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Lecin의 정량

한국산 겨우살이 렉틴(KML-C) 정량을 위하여 기 발표된 two-

site sandwich ELISA법을 이용하였다(19). 약술하면, KML-C에 대

한 단일크론항체 8E12-3E9(10 µg/mL)를 50 mL씩 ELISA plate

(Rochester, NY, USA)의 각 well에 coating 후, washing 및 BSA

용액을 이용한 blocking를 실시한 후, 표준물질로 50 ng-5 µg/mL

의 KML-C를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KML-C의 정량을 위한

detetion 항체로는 표지물질로 horseradish peroxidase(HRP: Sigma,

St. Louis, MO, USA)가 접합된 8B11-2C5-HRP 항체를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반응 완료 후 각 well을 세척하고 HRP의 발색을 위

한 기질로 3,3',5,5' tetramethylbenzidine(TMB; Sigma,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반응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n vivo 독성 조사

독성 조사는 group당 7마리의 ICR 마우스(웅성, 7 주령)에 KM-

110, FKM-LP 또는 FKM-LC를 각각 200, 150, 100 및 50 mg/kg

의 농도로 피하 주사하였고, 주사 후 5일간 사육관리하면서 매일

마우스의 외형상 변화 및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Macrophage로부터 Cytokine의 유도 분비 조사

BALB/c 마우스에 1% thioglycollate를 1 mL 복강주사하고 3일

후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복강에 RPMI-1640 배지를 이용하여

복강 내 세포(peritoneal exudative cells, PEC)를 수집하였다. 수획

한 PEC를 24 well culture plate에 1.5×106/mL의 농도로 조정하

여 분주하였다. 그 후 각 시료를 첨가(10 µg/mL)하고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각 cytokine의 생산을 위한 대조군으로는 동일 농

도의 lipopolysaccharide(LPS: Sigma, St. Louis, MO, USA)를 사

용하였다. 배양완료 후, macrophage의 배양 상등액을 회수하고,

배양 상등액에 유도 분비된 TNF-α 및 IL-1β는 각 cytokine에

ELISA kit(Pharmingen, CA, USA)을 구입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마우스에 대한 면역 및 항체가 측정

항체생산을 위한 항원으로 KLH를 사용하였다. 6주령의 BALB/

c 마우스에 10 µg의 KLH 단독 혹은 KLH에 100 µg의 KM-110

및 두 가지 유산균으로 각각 발효된 겨우살이인 FKM-110을 혼

합하여 2주 간격으로 총 2회 피하주사법으로 면역하였다. 첫 번

째 면역 후 1주일부터 7주까지 2주 간격으로 마우스로부터 채혈

하였고, 혈청을 분리 후 항체가 측정 시까지 −20oC에 보관하였

다. 혈청내의 KLH에 대한 총 항체가는 기 보고된 indirect ELISA

법(20)으로 측정하였고, 항체가는 정상마우스의 혈청에 대한 OD

값의 2배가 되는 희석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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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Microsoft Excel

프로그램(Redmond, WA, USA)의 Student’s two-tailed t-test로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산균으로 발효한 한국산 겨우살이의 lectin의 변화

2종의 유산균주를 이용하여 한국산 겨우살이를 1-3일간 발효시

킨 후, lectin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1). 10 mg/mL의 KM-

110의 경우 약 600 ng/mL의 lectin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KM-

110을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로 24, 48, 72시간 발효된

FKM-LC들의 경우 lectin 함량은 각각 428, 398, 383 ng/mL인 결

과를 보임으로 발효시간에 따라 lectin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KM-110을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103 유산균을 이용하

여 24-72시간 발효시킨 FKM-LP의 경우, 발효시간에 상관없이 모

두 약 320 ng/mL의 lectin이 함유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FKM-LC의 lectin의 함량은 KM-110에 비하여 71.3-63.8%의 수준

이었고, FKM-LP의 경우는 약 53.3%인 결과를 보였다. 유산균 발

효에 의한 겨우살이 lectin 함량과 관련된 이전의 보고에서 유산

균의 종류에 따라 발효 후에도 lectin 함량에는 변화가 없는 결과

를 보여준 경우도 있고, lectin의 함량이 감소와 비례하여 면역자

극 효과도 감소된 경우도 있었다(5,17,21). 따라서 겨우살이를 발

효시킬 경우, 유산균의 선택은 그들의 생리활성 및 독성 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겨우살이에서 lectin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면역기구

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5,10,17,18). 그러나 한편에서는, lectin에 의한 강한 염증반응의

유도 문제 때문에 임상의 적용 시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11). 따라서 현재 겨우살이 추출물을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시판되는 겨우살이 추출물 주사제는 제한된 농도의

lectin이 함유된 표준화 제품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실재로 현재 유럽에서 주사제로 사용하고 있는 발효된 겨

우살이 추출물인 Iscador의 경우 렉틴 함량이 감소한 것임은 이

미 보고(11,14)되어 있고, 본 실험실에서 유럽산의 비발효 제품인

Isorel 및 Helixor 등에 대한 렉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산 겨

우살이 추출물에 존재하는 렉틴 함량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결과

가 나타났다(미발표 결과). 따라서 겨우살이 성분중에서 면역증

강 효과를 가지는 성분은 발효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변형된 렉

틴 성분 및 렉틴 외의 다른 성분이 관여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1차적으로 겨우살이 렉틴 성분의 면역

학적 특성 보다는 독성문제에 중점을 가지고 두 가지 유산균에

의하여 렉틴 성분이 감소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in vivo 독성 효

과를 KM-110과 비교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In vivo 독성 조사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겨우살이 추출물의 in vivo 독성시험을 실

시하였다. 독성시험에 적용한 시료는 3일간 발효된 겨우살이 추

출물을 이용하였다. 군당 7마리의 마우스에 체중 kg당 KM-110,

FKM-LC 및 FKM-LP를 각각 200, 150, 100 및 50 mg을 피하주

사하고 5일간 관찰하였다(Table 1). KM-110의 경우 200 및 150

mg/kg의 농도를 적용한 결과, 투여 2일 만에 실험에 7마리 모두

가 사망하였으며, 100 mg/kg의 경우 투여 1일에 1마리, 2일에 3

마리, 투여 3일에 2마리가 사망하여 실험종료 시 결국 1마리가

생존하였다. 50 mg/kg 투여 경우 2일 만에 1마리만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6마리는 모두 생존하였다. 따라서 KM-110의 투여에 의하

여 50%의 마우스가 사망할 수 있는 lethal dose(LD
50

)값은 50 mg/

kg에서 100 mg/kg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FKM-LC 및 FKM-

LP의 경우 200 mg/kg의 투여 경우 각각 1 및 3마리가 생존하였

고, 150 mg/kg의 경우에서는 각각 1 및 2마리가 사망하였다. 따

라서 겨우살이 추출물을 발효시킨 겨우살이 추출물의 경우 LD
50

은 150 mg/kg에서 200 mg/kg 사이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망한

마우스를 관찰한 결과, 주사 6시간 이후부터 운동성이 저하되면

서 발열반응에 의한 입모(piloeection)이 관찰되었으며 눈에서도

진물이 분비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료에 의하

여 생산되는 TNF-α와 같은 염증성 cytokine들의 대량 생산에 의

한 발열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22). 생존한 마우스에

서도 LD
50
에 가까운 농도의 투여의 경우 운동성 저하 및 일부

입모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투여 3일 이후에는 모두 정상적인 활

Fig. 1. Consentration of lectin in fermented KM-110 determined by two-site Sandwich ELISA. (A) FKM-LC;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B) FMK-LP;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plantanum KCTC 3103. *p<0.01 compared with the KM-110
group by student’s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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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보였다. KM-110의 경우 25 mg/kg 이하에서, FKMs의 경

우 100 mg/kg 이하의 농도에서는 별다른 임상적 이상이 관찰되

지 않았다. 여러 보고에서 겨우살이 성분 중에서 염증성 cytokine

을 분비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렉틴임을 지적하고 있고(10,11,18),

본 연구에서 발효된 겨우살이의 경우 렉틴 함량이 억제된 결과

를 보였다(Fig. 1). 겨우살이의 유산규 발효와 관련된 이전의 연

구보고에서 겨우살이 렉틴은 유산균 발효에 의하여 A 및 B chain

으로 분리되거나, 여러 peptides로 바뀌어 독성과 관련된 부위가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5,15). 따라서 in vivo 독성결과에서

발효된 겨우살이의 독성효과가 낮아진 것은 기 발표된 내용과 같

이 첫째, 발효 중에 렉틴을 구성하는 A- 및 B-chain의 분리에 의

한 독성 감소 둘째, 염증성 cytokine을 생산하는 렉틴구조의 변형

이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Macrophage로부터 염증성 cytokines의 유도분비 조사

한국산 혹은 유럽산 겨우살이 추출물이 macrophage를 활성화

시키는 능력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3,8,14,16). 활성화된 mac-

rophage는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cytokine을

생산함으로서 면역 세포가 외래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유도할 수

있게 작용하여 항원에 대한 작동세포로 분화 및 증식시키는 역

할을 담당한다(8,11,23). 따라서 외래물질에 대항하는 면역기구의

활성화 기전에서 일부의 염증반응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cytokine

의 분비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여 과량 생산되면 cachexia,

autoimmune disorder 및 생명에 치명적인 septic shock(패혈성 쇼

크)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수반되기도 한다(24). 대식세포가 생산

하는 염증성 cytokine의 대표적인 것은 TNF-α 및 IL-1β이며, 특

히 TNF-α는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cytokine으로 알

려져 있다(24,25). 본 실험은 Table 1에 제시한 발효된 겨우살이

의 in vivo 독성 감소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macrophage로부터

염증성 cytokine인 TNF-α와 IL-1β 생산에 미치는 각 겨우살이 추

출물의 효과를 검토하였다(Fig. 2). 실험결과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유산균으로 발효된 FKM-LP 및 Lactobacillus plan-

Table 1. Motality in mice administered subcutaneously with KM-110 or FKM-110s

Dose (mg/kg)
Days after treatment

1 2 3 4 5 Final mortality

200

KM-110 4/7 7/7 0 0 0 7

KM-LC 2/7 5/7 6/7 6/7 6/7 6

KM-LP 1/7 3/7 4/7 4/7 4/7 4

150

KM-110 3/7 7/7 0 0 0 7

KM-LC 0/7 2/7 2/7 2/7 2/7 2

KM-LP 0/7 1/7 1/7 1/7 1/7 1

100

KM-110 1/7 4/7 6/7 6/7 6/7 6

KM-LC 0/7 0/7 0/7 0/7 0/7 0

KM-LP 0/7 0/7 0/7 0/7 0/7 0

50

KM-110 0/7 2/7 2/7 2/7 2/7 2

KM-LC 0/7 0/7 0/7 0/7 0/7 0

KM-LP 0/7 0/7 0/7 0/7 0/7 0

Fig. 2. Comparison on the induction of cytokines from peritoneal macrophage stimulated with mistletoe and fermented mistletoe

extracts. Each mistletoe extracts was co-cultured with macrophage for 24 h. The content of cytokines in cultured supernatant was assayed by
ELISA. (A) FKM-LC;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B) FMK-LP;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plantanum KCTC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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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um KCTC 3103 유산균주로 발효된 FKM-LP은 KM-110에 비

하여는 낮은 cytokine의 생산성을 보였고,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효에 의하여 렉틴 성분이 감소되었기 때문

일 것으로 사료되었다(11,14,16). 따라서 발효된 겨우살이 추출물

의 염증성 cytokine의 생산 양식이 감소된 결과는 Table 1의 발

효된 겨우살이의 in vivo 독성 효과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주

요한 기구로 생각되었다(11,16,24).

FKMs-110의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증진 효과

겨우살이 추출물의 주요한 활성중의 하나는 항원에 대한 면역

증강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5,20). 본 실험은 겨우살이 혹은 발

효된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체생산과 관련된 체액성 면역계에 미

치는 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항원 KLH와 각 겨우살이 추

출물을 동시에 면역 후 KLH에 대한 항체 생산능을 마우스에서

검토하였다(Fig. 3). 이전의 연구결과, 마우스에서 항원에 대한 적

응면역을 높이는 KM-110의 농도는 마우스당 100 µg의 투여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기에 본 실험에서도 KM-110 및 발효된 겨우살

이의 농도는 동일한 농도를 적용하였다(20). 즉, 항원 KLH 단독

혹은 각 겨우살이 추출물과 혼합하여 면역 후 7주까지 마우스로

부터 채혈 후, 항혈청의 KLH에 대한 항체가를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Fig. 3의 결과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겨우살이 추

출물과 항원으로 KLH를 동시에 면역한 후, KLH에 대한 항체가

를 측정한 결과 발효된 겨우살이의 경우 발효되지 않은 겨우살

이 추출물인 KM-110과 유사한 면역증강 효과를 보였다. 동시에

본 실험에 적용한 겨우살이 발효 유산균주 및 발효시간에 비례

하는 차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유럽산 유산균 발효 겨

우살이 추출물인 Iscador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보

인 바, 발효 이후에도 면역증강 효과가 유지되는 것은 겨우살이

성분에 의한 효과 외에도 유산균에 의한 면역증강 효과가 같이

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5,15). 본 연구에서도 유산균

발효에 의한 렉틴 성분의 감소가 유도됨에도 불구하고 면역증강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렉틴의 발효산물인지에 혹은 비 렉틴 성

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Fig. 3의 결과는 겨

우살이 추출물 중의 렉틴 성분이 면역증강효과를 가지는 주 활

성성분으로 보고되고 있음(6,10,14,18)에도 불구하고, 발효에 의하

여 렉틴 함량이 감소된 발효물이 발효되지 않은 KM-110과 유사

한 면역증강활성을 나타낸 것은 첫째, 면역증강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래형태(native form)의 렉틴 성분 외에도 변형된 렉틴

성분도 관여할 수 있음과 둘째, 면역자극활성을 가지는 겨우살이

성분은 비 렉틴 성분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16,26-28). 따라서 겨우살이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자극

활성을 가진 성분이 렉틴이라 할지라도, 본 연구결과 겨우살이가

가지는 면역학적 활성을 렉틴 성분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되었다(26-28). 일반적으로 겨우살이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렉틴 외에 polysaccharides, oligosaccharides,

peptides 및 alkaloids 등이 보고되어 있다(4,26-28). 이들 중에서

생체 면역능을 매개하는 성분으로 polysaccharides 혹은 oligosac-

charides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26,28)되고 있으나, 겨우살

이 추출물의 경우 렉틴의 강한 활성 때문에 겨우살이 다당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앞으로 유산균으로 발효된 겨우살이 추출물의 임상으로 혹은

기능성 식품으로 응용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발효

균주의 선정 및 발효 방법의 확립을 통하여 렉틴 및 비 렉틴 성

분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

에 유산균은 항암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

가 있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

고(29-31) 오랫동안 전통식품으로 동서양에서 이용되고 있는 우

수한 식품인 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성을 부여한 새로운 유산

균 기능성 식품개발에 겨우살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근

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및 Lact. plantarum KCTC

3103으로 발효된 한국산 겨우살이 추출물인 FKM-110의 렉틴 성

분의 함량 변화, 독성 및 면역증강 효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두 가지 유산균을 이용하여 KM-110을 1-3일간

발효시킨 결과, 렉틴 성분은 발효 전에 비하여 53-71% 정도의

함량을 나타냄으로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우스에 대한 시

Fig. 3. Comparison on the production of KLH-specific antibody between mistletoe and fermented mistletoe extracts. Five Balb/c mice
per group were immunized s.c. twice at the interval of 2 weeks with KLH with or with each mistletoe extracts. (A) FKM-LC;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casei KCTC 2180, (B) FMK-LP;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plantanum KCTC 3103. The fermentation time by each
Lactobacillus was adjusted to 24, 48, and 7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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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독성시험을 위하여 각 시료를 피하 주사하고 LD
50

 값을 측

정한 결과, KM-110은 50-100 mg/kg인 반면 유산균으로 발효된

겨우살이 추출물인 FKM-110은 150-200 mg/kg인 결과를 보임으

로 발효에 의하여 in vivo 독성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시료를 macrphage에 직접 자극하여 염증성 cytokine인 IL-1β

및 TNF-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결과, FKM-110이 KM-110에 비

하여 낮은 cytokine의 생산양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FKM-110의

항원 KLH에 대한 면역증가 효과를 항체 생산능으로 조사한 결

과, KM-110과 차이 없이 항원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높은 역가

의 항체가 생산되었다. 따라서 겨우살이 추출물을 유산균으로 발

효시킨 결과, in vivo 독성은 감소하였으나 면역증강 활성은 KM-

110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겨우살이의 면

역증강 활성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렉틴 이외에 물질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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