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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fermentation to increase the 

anti-allergic activity of the extracts from Houttuynia cordata Thunb. H. cordata Thunb was fermented on 25, 30, 35 and 
40℃ for 5 days by two species of lactic acid bacteria,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and Lactobacillus sakei 383. 
The anti-allergic activity of water extracts of H. cordata Thunb was then analyzed both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Anti-allergic activity was determined in vitro assays by using 5-lipoxygenase (5-LO), cyclooxygenase-2 (COX-2) and β
-hexoseaminidase release of RBL-2H3 cells (degranulation marker). The extracts fermented at 35℃ by both bacteria ha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5-LO, and also higher than the control, and the one fermented at 30℃ by both 
bacteria ha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against COX-2. The degranulation of RBL-2H3 cells induced by IgE-antigen 
complex was estimated as β-hexoseaminidase release rate as reference of 100%, the release rates were inhibited in 25 
μg/ml of the extracts fermented at 30, 35 and 40℃ only by L. mesenteroides 439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ti-allergic 
activity of H. cordata Thunb is increased by lactic acid bacteria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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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레르기 반응은 시간과 초기 양상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인 비염과 아토피는 생체 

내에서 호흡기와 결합조직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만

세포가 Immunoglobulin E (IgE)에 의하여 탈과립이 

유도되는 것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생체에 침

입한 항원이 비만세포에 결합 되어 있는 IgE 항체와 

가교를 형성하여 세포막이 활성화되고, 효소반응을 

거쳐 탈과립되어 화학적 전달물질의 유리가 일어나게 

되며, 이 전달물질들에 의하여 평활근의 수축 등으로 

인한 조직 장애로 유발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Samuelsson, 1983; Choi, 2002).
5-Lipoxygenase (5-LO)와 inducible cyclooxygenase 

(COX-2)는 비만세포 내에 함유되어있으며, arachidonic 
acid를 변형시켜 leucotrienes와 prostaglandins를 생

성하게 되고, 이 물질들이 호흡기 내에 유입되면서 염

증세포를 활성화시켜 점막에서의 점액분비를 촉진시

켜 알레르기가 유발된다고 보고되었다(Fujiki et al., 
1996; Jew et al., 2003). Lipoxygenase (LO)는 현재까

지 많은 종류가 알려졌고, 특히 포유류에서는 5-LO에 

의하여 생성되어지는 leucotrienes 경우 제 형 알레

르기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Sekiya et al., 1982; Kemal et al., 1987), 
cyclooxygenase 는 두 종류가 존재하며, 그 중 

constitutive cyclooxygenase (COX-1)은 신체 내에서 

위벽을 보호하고,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여러 

조직에서 작용하는 물질이며, COX-2는 염증으로 인

하여 유도되는 발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신체

는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OX-2가 유도되어 

각각 nitric oxide와 prostaglandine이 증가하면서 염

증 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guchi et 
al., 1990; Tinker and Wallace, 2006). 따라서 알레르

기를 일으키는 leucotrienes와 prostaglandins를 생성

하는 물질인 5-LO와 COX-2를 억제하는 것은 제 형 

알레르기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알레르기의 억제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

로서 과일이나 채소, 약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는 삼백

초과(Sauru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약초로 한

국, 중국 및 일본이 원산지이며, 잎과 줄기에서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어성초라는 이름을 가지며, 또한 약모

밀이라고도 불려진다. 어성초는 전통적으로 약용 식

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수종, 진통, 해열, 이뇨, 매독, 
방광염, 자궁염, 폐염 등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Song et al., 2003; Cha et al., 2004).
근래 어성초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서 lectin, 

quercetin, quercetin의 배당체인 quercitrin 및 

isoquercitrin 등이 밝혀졌으며, 이 물질들은 혈관 수축 

작용, 항균, 이뇨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다고 보

고되었다(Cha et al., 2004; Chun, 1997). 또한, 어성초 

추출물이 마우스에서 대식세포의 항체 생성 능력을 

증가시키고 인체의 면역세포의 증식율을 향상시키며, 
어성초 추출물에서 분리된 lectin이 인체의 B 림프구

와 T 림프구의 활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Chun, 
1997).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한약재 등 천연물의 생

리활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천연물의 발

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물의 발효시 인

체의 장내에서 쉽게 흡수 될 수 없는 생리활성물질의 

배당체들이 당과 분리되어 생리활성물질의 체내흡수

율이 높아지게 되어 그 활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et al., 2004; Lee et al., 
2006). 

본 연구는 몇 가지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성초의 항알레르기 활성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자, 유산균인 Lactobacillus casei 383 및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를 이용하여 어성초를 발효하고, 
5-Lipoxidase (5-LO), COX-2 및 hexosaminidase의 

방출 감소량으로서 탈과립 억제효능을 측정하여 어성

초의 항알러지 효능과 그 발효물의 효능 증대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어성초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2014년 수확하여 

건조한 것을 구입하여 4 에서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어성초의 항알레르기 활성 측정에 사용된 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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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Aldrich, USA), 
Folin-Ciocalteu Reagent (Junsei, Japan), sodium 
carbonate (Junsei, Japan), gallic acid (Aldrich, USA), 
quercetin (Aldrich, USA), 0.1N-hydrogen chloride 
(Junsei, Japan), pyrogallol (Aldrich, USA )를 사용하

였다.
어성초 추출물 발효에 사용된 균주는 부산대학교 

식품 미생물 실험실에서 분리 되어 보관중인 

Lactobacillus casei 383,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를 MRS broth (Difco, USA) 에서 30 , 6시간 

종 배양 후에 30 , 6시간 주 배양하여 종균으로 사용

하였다.

2.2. 시료의 추출 및 발효

건조 된 어성초를 분쇄기(HMF-3100S, Hanil 
Electric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마쇄하였고, 
마쇄물 10 g을 취해 증류수 200 ml와 혼합하여 고온

멸균기로 121 에서 15분간 멸균하여 4 에서 24시
간 추출하였다.

멸균한 추출물에 배양된 Lactobacillus casei 383,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를 각각 접종하여, 
발효온도 25, 30, 35 및 40 에서 5일간 발효한 발효

액을 각각 취하여 여과지(Whatman No.2)로 감압 여

과한 후 rotary evaporator (EYELA, N-N series,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25 에서 냉동 보관

하면서 시료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시료액을 농축

한 건고물로서 각 균종, 발효온도 및 처리농도별 항알

레르기활성의 측정에 사용하였다.

2.3. 5-LO 억제 효능 측정

각 추출물을 0.1 및 0.25 mg/ml의 수용액으로 조제

하여 시료액으로 하였으며, 0.1 M Tris-HCl buffer 
(pH 8.5) 1 ml에 시료액 0.1 ml와 5-LO 0.1 ml를 최종

농도가 200 unit/ml이 되도록 맞추고 25 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최종용량이 0.1 ml가 되도록 linoleic 
acid를 넣고 25 에서 3분간 20초 간격으로 23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EGCG를 사용하였다.

 LO억제율 

 대조군의 초기반응속도
대조군의 초기반응속도시료의 초기반응속도 ×

2.4. Cyclooxygenase-2 (COX-2) 억제 효능 측정

시료의 항알러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Yoo and 
Jeong(2009)의 방법에 준하여 COX-2 억제 효능을 측

정하였다. 즉, 각 추출물의 0.1 및 0.25 mg/ml의 시료

액 0.1 ml, 30 unit/ml의 COX-2 0.2 ml, 0.1 M 
Tris-HCl buffer (pH 8.0) 0.5 ml, 30 μM EDTA 0.1 
ml, 0.15 mM hematin 0.1 ml를 혼합하여 25 에서 5
분간 반응시킨 후, 5 mM TMPD 30 μL, 20 mM 
arachidonic acid 30 μl를 첨가하여 25 에서 5분간 반

응시킨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으로는 EGCG를 사용하였다.

COX억제율 
 대조군의 초기반응속도
대조군의 초기반응속도시료의 초기반응속도 ×

2.5. 탈과립 억제효능  측정

Rat RBL-2H3 cell을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 ATCC, Manassas, VA )에서 분양 받았으

며 5% CO incubator에서 37 에 배양하였다. 그리

고 RBL-2H3 세포를 열에 불활성화된 10% (v/v) Fetal 
Bovine Serum (FBS), 100 units/ml penicillin, 50 μ
g/ml streptomycin, 2 mM glutamine 그리고 1 mM 
sodium pyruvate 를 포함한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 현탁 시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항알러지효과는 Dearman(2005)의 연구

를 바탕으로 RBL-2H3 세포로부터 β-hexosaminidase
의 방출량 감소율로서 탈과립 억제효능을 측정하였

다. 즉, RBL-2H3 cell (2×105 cells/well)을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cell에 dinitrophenyl-immunoglobulin 
E (DNP-IgE, 0.5 μg/ml)를 처리하여 5% CO2 
incubator에서 37 로 12시간 배양 하였다. 각 well의 

세포들을 PIPES buffer (25 mM PIPES, 110 mM 
NaCl, 5 mM KCl, 5.6 mM glucose, 0.4 mM MgCl2, 
0.1% BSA 그리고 1 mM CaCl2의 각 농도로 용해하

여 pH 7.2로 조정)로 DNP-IgE를 제거하기 위해 2회 

수세하였다. 그런 후 각 well에 PIPES buffer 500 μ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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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rate (%)

Concentration 0.1 mg/ml 0.25 mg/ml

Control 30.52 ± 3.10d 80.16 ± 1.92b

25℃ 33.17 ± 2.74cd 85.31 ± 4.86b

30℃ 39.55 ± 1.96b 80.39 ± 4.26b

35℃ 37.01 ± 2.08bc 87.93 ± 3.90b

40℃ 30.85 ± 5.55d 84.83 ± 1.05b

EGCG 54.81 ± 2.76a 96.45 ± 1.52a

*The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5-Lipoxygenase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fermented on various temperatures by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각 추출물 10 μl 씩 로딩 후 5% CO2 incubator에서 3
7 로 60분간 반응시켰다. 이 때 각 추출물은 PIPES 
buffer로 10 및 25 μg/ml로 희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 각 well에 탈과립을 시키기 위해 10 mg/ml 의 

human dinitrophenyl serum albumin (DNP-HSA, 
A6661 Sigma, St. Louis, USA) 300 μl를 반응 시킨 후 

1시간 20분 동안 37 에서 배양하였다. 각 well의 상

층액 50 μl를 96-well plate에 옮겼고, 0.1 M sodium 
citrate buffer에 1 mM p-nitrophenyl-N-acetyl-β-D 
-glucosaminide (N9376, Sigma, St. Louis, USA)와 

0.5% Triton X-100를 반응시킨 50 μl를 37 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0.05 M sodium 
carbonate buffer (0.05 M Na2 CO3와 0.05 M NaHCO3

의 각 농도로 용해하여 pH 10.0로 조정) 250 μl를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1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β-hexosaminidase 방출량

으로서 탈과립량을 측정하였다. 탈과립(%)는 총 β

-hexosaminidase activity에 대한 방출된 β

-hexosaminidase 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2.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통계처

리는 mean±SD로 표시하였고, SPSS (IBM SPSS 
statistics ver. 21, SPSS Inc.,Chicago, IL, USA)를 이

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

석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수
준에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5-LO 억제 효능

5-LO는 arachidonic acid를 기질로 leukotriene류를 

생성시키며 과도하게 생성된 leukotriene류가 다양한 

염증 및 알레르기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1966). 어성초의 항알레르기 효능을 알아

보기 위한 실험 중 하나로 5-LO 억제 효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L. 
mesenteroides 4395로 발효한 어성초 추출물의 5-LO
억제효능을 Table 1에서 보면, 추출물의 농도를 0.1 
mg/ml 처리한 결과보다 0.25 mg/ml 농도로 처리한 

경우 억제효과가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서 억제 효

능이 농도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

고 발효하지 않은 대조구의 80.16%에 비해 발효물의 

효능이 전반적으로 조금 높았으며 특히 35 에서 발

효한 경우 87.93%으로 억제효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성대조구인 EGCG의 96.45%에는 미치

지 못하였다. 그러나, 감잎, 자근, 대추 추출물의 억제 

효능이 단일물질인 EGCG 효능의 50%에도 미치지도 

못한 것(Kim et al., 2007; Yoo and Jeong, 2009)에 비

하면 어성초의 효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리고 어성초를 L. sakei 383으로 발효한 추출물

의 5-LO 억제 효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서 보

면, L. mesenteroides 4395로 발효한 결과와 거의 대동

소이하여 두 균주간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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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rate (%)

Concentration 0.1 mg/ml 0.25 mg/ml

Control 30.52 ± 3.10c 80.16 ± 1.92b

25℃ 30.98 ± 2.84c 81.15 ± 1.12b

30℃ 33.31 ± 3.98bc 83.41 ± 7.41b

35℃ 36.87 ± 4.07b 87.91 ± 5.17b

40℃ 31.57 ± 2.33c 83.81 ± 2.59b

EGCG 54.81 ± 2.76a 96.45 ± 1.52a

*The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5-Lipoxygenase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fermented on various  temperatures by Lactobacillus sakei 
383

Inhibition rate (%)

Concentration 0.1 mg/ml 0.25 mg/ml

Control 27.54 ± 2.95b 50.36 ± 5.11b

25℃ 30.11 ± 3.48ab 53.14 ± 5.40b

30℃ 36.30 ± 1.96a 57.10 ± 3.51b

35℃ 35.89 ± 4.05a 56.93 ± 2.08b

40℃ 32.85 ± 2.65ab 52.13 ± 6.39b

EGCG
0.001 mg/ml 0.01 mg/ml

25.40 ± 6.84b 88.46 ± 5.06a
*The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yclooxygenase-2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fermented by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3.2. COX-2 억제 효능

신체조직에서 정상적 생리기능을 유지시키는 COX-1
에 비해 COX-2는 염증 자극원에 의해 염증성 세포에

서 유도되어 arachidonic acid로부터 염증 및 알레르

기반응을 유발하는 prostaglandine류를 생성시킨다

(Jew et al., 2003). 어성초 발효 추출물의 COX-2 억제 

효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L. 
mesenteroides 4395와 L. sakei 383로 발효한 추출물

의 COX-2 억제효능을 비교한 결과, 두 균주간의 차이

는 거의 없었으며, 5-LO의 결과와 동일하게 발효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두 균주로 발효한 추출물의 저해효

과가 다소 증가하여 발효가 기능성 증대에 조금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0.1보다 농도를 높게 처

리한 0.25 mg/ml에서 저해효과가 높았으나 그 차이가 

5-LO에서 나타난 차이만큼 크지 않았으며, 두 균주 

모두 30 에서 발효 한 시료의 저해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발효물의 처리농도 보다 훨씬 낮은 0.01 
mg/ml 처리한 양성대조구인 EGCG의 88.46%에 비

하면 COX-2의 억제 효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3.3. 탈과립 억제효능

RBL-2H3 cell에서 IgE로 유도된 β-hexosaminidase 
방출량을 100%로 기준하여 각 시험구의 방출율을 측

정한 결과로서 탈과립 억제효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발효하지 않은 대조구(control)
의 방출율은 10 μg/ml 처리시 110%, 25 μg/ml에서는 

96.7% 수준으로 억제 효능에 대한 유의성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Fig. 1에 나타낸 Lactobacillus sakei 
383로 발효한 추출물의 경우, 10 μg/ml로 처리했을 때 

30 에서 97.67%로 가장 낮은 방출율을 나타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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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Thunb 
extracts with and without Lactobacillus sakei 383 
fermentation on degranulation in RBL-2H3 cells 
by using measurement of β-hexosaminidase 
activity.

Fig. 2.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Thunb 
extracts with and without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fermentation on degranulation in RBL-2H3 
cells by using measurement of β-hexosaminidase 
activity.

Inhibition rate (%)

Concentration 0.1 mg/ml 0.25 mg/ml

Control 27.54 ± 2.95bc 50.36 ± 5.11b

25℃ 32.81 ± 5.71abc 55.98 ± 1.36b

30℃ 36.03 ± 0.69ab 57.69 ± 2.74b

35℃ 37.10 ± 4.08a 55.71 ± 7.04b

40℃ 31.92 ± 4.45abc 52.07 ± 3.75b

EGCG
0.001 mg/ml 0.01 mg/ml

25.40 ± 6.84c 88.46 ± 5.06a

*The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yclooxygenase-2 inhibitory activity of Houttuynia cordata fermented by Lactobacillus sakei 383

발효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역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Lactobacillus sakei 383 발
효 추출물을 25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에는 35
에서 89.86%로 방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 역시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로 발효한 추출물

의 결과를 Fig. 2에서 보면, 10 μg/ml을 처리하였을 때 

40 에서 87.38%로 가장 낮은 방출율을 나타낸 결과

를 보였으나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에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로 30 , 35 그리고 40 에서 발효한 추출물을 

25 μg/ml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각각에 대한 방출율은 88.69%, 
90.23% 그리고 89.06%이었다. 이 중에 알레르기 억

제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30 에서 발효

한 추출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어성초 추출물의 

β-hexosaminidase 방출 감소율에 의한 탈과립 억제효

능의 측정결과가 강화 싸주아리쑥(Lee et al., 2006), 
머위(Choi, 2002) 및 김치유산균(Kim, 1966)에서 나

타난 결과에 비할 때 다소 낮거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경우와 비할 

때 추출용매(Lee et al., 2006), 추출물의 농도(Choi, 
2002), 또는 상용 표준품인 luteolin  및 chlor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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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를 처리(Kim, 1966)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의 항알러지 효

능을 더욱 증대시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기능성 식

품의 원료로 활용하고자, 유산균인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및 Lactobacillus casei 383를 이

용하여 어성초를 발효시키고, 5-LO, COX-2 및 

RBL-2H3 cell의 탈과립 억제효능을 측정하여 발효에 

의한 항알러지 효능 증대 여부를 조사하였다. 5-LO 
억제 효능 측정 결과에서는 35 에서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에 의한 어성초 발효물의 억제율

이 87.93%, Lactobacillus sakei 383에서 87.91%로 발

효하지 않은 대조군의 80.1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

고, COX-2 억제 효능에서도 대조군의 50.36%보다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 57.10%, Lactobacillus 
sakei 383 발효물에서 57.69%로 더 높게 나타났다. 
RBL-2H3 cell에서 IgE로 유도된 β-hexosaminidase 
방출량을 100% 기준으로 한 방출율로 탈과립 억제효

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Leuconostoc mesenteroides 
4395로 30 , 35 그리고 40 에서 발효한 추출물을 

25 μg/ml을 접종 했을 경우, 각각에 대한 방출율은 

88.69%, 90.23% 그리고 89.06%이었으며, 이 중에 알

러지 억제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30 에

서 발효한 추출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유산균 발효에 의하여 어성초의 항알러지 

활성을 증대시켜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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