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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utilization of Korean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in the functional drink, we prepared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mushroom mycelia (Ganoderma lucidum; WG-GL, Hericium erinaceum; WG-HE and Phellinus
linteus; WG-PL) by solid culture. A proximate analysis showed that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contained
significantly more crude fat (4.66~12.02%) than Korean ginseng (WG, 1.61%) whereas crude protein content of WG
(13.64%) was higher value than those of the ferments (7.60~12.57%). When we also evaluated effects of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on the mitogenic activity, hot-water extract from WG-P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WG or mycelia only fermentation (GL, HE and PL) as analyzed by IL-2 production (1.64-fold of the saline control)
and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1.47-fold). In addition, the lysosomal phosphatase activity (WG-HE; 1.32-fold) and
NO/TNF-α production (WG-HE; 2.27-fold of the saline control at 50 μg/mL, WG-PL; 3.56-fold, respectively) from
macrophage in the presence of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ere higher than those of WG or mycelia ferment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mushroom mycelia by solid
culture contain chemical ingredients different from the Korean ginseng, and that it might provide beneficial
immunostimulat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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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변

화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사회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감염성

질환이 감소하는 반면에 선진국형 성인병의 비중은 높아가

고 있어, 생명공학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은 미래의 생명공

학산업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생물의 천연소재 발효물로부터 새로운 생리활성물

질을 탐색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연물질

소재중에서도 인삼에는 각종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약 4천여 년 전부터 민간의약의 중요

한 의약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며(1), 오늘날에는 기능성식품

소재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2). “신농본초경”이나 “본초

강목” 등의 고서에서 인삼은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유목적으

로 단일 또는 복합제재로 사용되는 생약이라 하였으며, 인삼

은 인체와의 친화성이 있어서 인체에 완만한 작용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인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

는데, 인삼에는 사포닌, 알칼로이드, 페놀성분, 유기산, 아미

노산, 펩타이드, 다당류, 비타민 등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3-5), 이 가운데에서도 사포닌은 신경

계 흥분 및 진정작용과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 등

여러 가지 약리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6).

한편, 버섯은 지구상에 수 만종이나 존재하는 귀중한 생물

자원으로, 예로부터 한방 및 민간생약으로써 강장, 진정, 혈

압강화, 강심, 이뇨, 간염 등의 약효는 물론 암 등 난치병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왔다(7). 최근에 들어오면서 버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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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체 추출물이나 균사체 배양물이 체질개선이나 각종 질

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의

약품 및 건강식품으로서 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8-10). 특히, 버섯류는 항균․항바이러스작용, 콜레스테

롤 저하작용, 혈압 강화작용, 항혈전작용, 인터페론 유도작

용, 면역증강작용, 항종양작용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11-13), 이들 생리활성 물질의 탐색과 개발 및 이용

에 대한 산업적 관심은 매우 고조된 상태이다. 현재

Schizophyllan, Lentinan, PS-K(또는 Krestin)는 버섯으로

부터 추출한 성분으로 이미 면역증강제로 시판되고 있으며,

Agaricus blazei, Phellinus linteus, Lentinus edodes,

Ganoderma lucidum, Hericium erinaceum, Cordyceps si-

nensis 등의 버섯류는 기능성식품 소재 또는 부가가치가 높

은 천연 생리활성을 갖고 있어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6).

따라서 생리활성 작용이 탁월한 버섯 균사체가 약리작용

이 뛰어난 인삼을 영양원으로 이용하여 생육할 수 있다면,

균류가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변환능력(biotransformation)

에 의해 인삼이 지니고 있는 약리 활성성분과 균류 생리활성

성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

려진 수삼에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을 가지고 있는 유용균사

체 고등균류를 고체발효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후 발효물의

화학적 조성의 특성과 함께 각종 면역 활성 등의 생리활성을

측정하여 새로운 수삼가공품의 기능성소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및 수삼

본 연구에 사용한 영지버섯(G. lucidum), 노루궁뎅이버섯

(H. erinaceum)과 상황버섯(P. linteus) 등의 유용균사체 균

주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분양을 받아 상황버섯

과 영지버섯은 30oC, 노루궁뎅이버섯은 25oC에서 일정기간

동안(20～30일)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천연배지로 사용한 수삼은 충북 증평지역에서

2007년도에 수확한 4～5년근 수삼을 증평 영농조합인삼연

구회를 통하여 구입하여 부패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

여 -5oC의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유용균사체의 수삼 고체발효물 배양조건

수삼배지에서의 유용균사체 생육(고체발효)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균사체만의 배지종류에 따른 액체배양을 검토

한 결과, mushroom complete medium(MCM) 배지에서 가

장 우수한 건조균체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CM

을 기본배지로 하고 3% 수삼 엑기스(고형분 65%)를 첨가한

액체배지에서 3종의 버섯 균사체를 수차례 계대배양 하여

영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및 상황버섯 등 3종의 종균을 조

제하였다. 이와 같이 조제된 종균을 이용하여 수삼 고체발효

물 제조의 최적화를 위한 생육조건을 검토하였다. 수삼을

수세한 다음 실온에서 3～4일간 건조시켜 수분함량을 조절

하고 조직을 연화시킨 후 121
o
C에서 20분 멸균시킨 5년근

수삼배지에 3종의 종균을 10% 접종하고 30oC에서 20일간

배양한 결과, 영양분이 첨가되지 않은 수삼배지에서의 균사

체의 생육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미분말 10%를

첨가하여 수삼과 함께 혼합한 후 멸균한, 영양분이 첨가된

수삼배지에서는 동일조건에서 배양한 3종의 종균을 접종하

고 30
o
C에서 20～30일간의 배양으로 모든 균사체의 생육이

우수한 수삼 고체발효물을 조제할 수 있었다.

유용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의 일반성분 분석

수삼 고체발효물에 대한 일반성분은 AOAC법(17)에 준

하여 정량하였는데,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FD 240;

Kett Electric. Lab., Tokyo, Japan)를 사용한 상압가열건조

법으로 조회분은 550
o
C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조단백

질은 Kjeldahl 분해장치로 시료를 분해한 후 질소자동분석

기(behr S-3; behr Labor-Technik, Düsseldorf, Germany)

로, 조지방은 Soxhlet 지방추출기(C-WBS-1; Chang Shin

Co., Incheon, Korea)로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며 탄수화물은

상기에서 구한 일반성분 총합을 100에서 감하여 계산하였다.

유용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의 열수추출물 조제

수삼을 천연배지로 배양된 유용균사체 고체발효물은 동

결건조를 통하여 회수한 후 고체발효물의 열수추출물을 조

제하기 위하여 각 발효물에 소량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ho-

mogenizer(Ultra-turrax T-50; Janke & Kunkel GmbH &

Co., KG-IKA-Labortechnik, Staufen, Germany)로 5,000

rpm에서 10분간 분쇄한 후 발효물 중량의 20배 증류수를

가하여 3회 열수추출 하였다. 이후 추출액은 원심분리(7,600

×g)를 통하여 상등액을 회수하고 농축기로 여과 후 동결건

조 하여 3종의 유용균사체를 이용한 수삼 고체발효물의 열

수추출물로 조제하였다.

마이토젠 활성 및 IL-2 생성능

6주령의 Balb/c 마우스(Nara Biotech., Kyonggi-do, Korea)

를 경구 탈추시킨 후 멸균적으로 비장을 적출하고 비장세포

(splenocyte)를 회수하여 2×105/mL의 농도로 조정한 후

96-well plate 각 well에 180 μL씩 분주하였다. 그 후 여러

농도로 조정된 시료를 20 μL 첨가하고 3일간 배양함으로써

정상세포에 미치는 시료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수삼의 균사

체 고체발효물 등의 시료에 대한 비장세포의 마이토젠 활성

은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

razoliumbromide] assay법으로 수행하였다(18). 한편, 비장

세포가 생산한 사이토카인 중 림프구 활성화에 중요하게 관

여하는 interleukin-2(IL-2)를 multiple antibody sandwich

ELISA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1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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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정제된 anti-mouse IL-2 monoclonal antibody

(mAb, clone JES6-1A12,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bicarbonate buffer(pH 8.5)를 이용하여 well에 분

주하고 미부착된 Ab는 0.05% Tween 20 함유 phosphate-

buffered saline(PBST)으로 washing하여 제거하였다. 시료

와의 비장세포 배양액 100 μL와 함께 biotinylated anti-mouse

IL-2 mAb(in PBS-10% FBS, JES6-5H4, PharMingen)를

Ab가 부착된 well에 100 μL씩 넣고 PBST로 6회 세척한

후 alkaline phosphatase-labelled streptoavidin(Gibco,

Grand Island, NY, USA)을 각각의 well에 첨가하였다. 다음

으로 150 μL의 chromogenic 기질용액(1 mg p-nitrophenyl

disodium salt in 1 mL 10% diethanolamine buffer at pH

9.8)과 함께 배양한 후 microplate reader(3550-UV; Bio-

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40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크로파지 활성 및 NO와 cytokine 생성능 측정

마크로파지 활성도는 마크로파지의 lysosomal phospha-

tase의 활성측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6주령 웅성 BKW

마우스(Nara Biotech.)의 복강에 1 mL의 thioglycollate me-

dium을 주입한 뒤 48～72시간 후에 RPMI-1640 medium으

로 마크로파지를 복강으로부터 회수하였다. 회수된 마크로

파지를 RPMI-1640 medium으로 세척 후 세포수가 1×106
cells/mL RPMI-1640이 되도록 RPMI-1640 medium에 재

분산시켰다. 이 분산액을 96-well plate의 각 well에 200 μL

씩 분주한 후 37
o
C, 5% CO2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

여 마크로파지 세포가 각각의 well plate의 기벽에 부착하여

monolayer를 형성시켰다(20). 두 시간 후, non-adherent cell

들은 세척하여 제거하고 10% fetal bovine serum(FBS)을

함유한 RPMI-1640 medium을 각 well에 180 μL씩 분주하고

시료 20 μL을 가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재

배양하여 마크로파지를 활성화시켰다. 활성화된 마크로파

지의 monolayer에 0.1% triton X-100(25 μL)을 가하여 마크

로파지의 세포막을 용해시키고 분비되는 lysosome의 phos-

phatase에 기질로서 100 mM p-nitrophenyl phosphate(150

μL) 및 0.1 M citrate buffer(50 μL)와 같이 넣어주었다. 1시

간 동안 산성상태에서 반응시킨 후 0.2 M borate buffer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켜 ELISA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phosphatase의 활성을 측정하였다(21).

한편, 시료와 마크로파지 배양상등액으로부터 마크로파

지의 NO 생성능은 안정한 산화형인 nitrite를 Griess re-

agent[1% sulfanamide and 0.1% N-(1-naphthyl) ethyl-

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2.5% H3PO4]로 측정하여 실

험하였다(22). 즉, 배양상등액 100 μL와 Griess reagent 100

μL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10분간 상온에서 가볍게 교반하고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배양상등액의 nitrite 농

도는 sodium nitrite 표준곡선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였

다. 또한, 마크로파지가 생산한 TNF-α는 위의 방법에서 언

급한 sandwich ELISA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Cytokine의 항

체는 coating buffer에 희석하여 flat-bottomed 96-well

microplate에 coating한 후 4
o
C에서 12시간 방치하였다.

Coating이 완료된 microplate는 PBST를 이용하여 3차례 세

척하고, assay diluent(PBS with 10% FBS or 2% skin milk)

200 μL를 가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여 항체가 붙지 않은

well 표면을 blocking하였다. Blocking 완료 후 각 well은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재차 3회 세척하고, 각 well에

연속 희석한 표준물질(recombinant mouse cytokine)과 면

역세포배양액을 각각 50 μL씩 분주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washing buffer로 세척하고 de-

tection antibody(in assay diluent) 100 μL를 처리하여 실온

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재차 세척하였다. Enzyme reagent

(avidin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 100 μL를 처리

하여 실온에서 30분간 결합시킨 후 substrate solution[tet-

ramethylbenzidine(TMB) and hydrogen peroxide] 100 μL

를 가하여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0 μL의 stop sol-

ution(1 M H3PO4 or 2 N NH2SO4)을 처리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들은 4개 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평균치±SD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고 Student's t-test를 이

용, p<0.05와 p<0.01 수준에서 대조군과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대조군에 대한 수삼 고체발효물 시료의 활성

유무와 시료간의 활성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수삼배지에서의유용균사체고체발효물의열수추출물조제

수삼배지에서의 유용균사체(영지버섯, G. lucidum, GL;

노루궁뎅이버섯, H. erinaceum, HE; 상황버섯, P . linteus,

PL) 고체발효물을 얻기 위하여, 먼저 MCM 기본배지에 수

삼 엑기스 3%를 첨가한 액체배지를 통하여 3종의 종균을

배양하였다. 이와 같이 배양된 종균 10%를, 균사체 영양원

으로 현미분말 10%를 보강하고 멸균한 5년근 수삼배지에

접종하여 30oC에서 20～30일간 고체배양 하여 3종의 버섯균

사체 수삼 고체발효물로 조제하였다(Fig. 1). 한편, 생리활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삼(Korean ginseng, WG)과 균사체만

의 발효물 및 수삼 고체발효물, 즉 영지버섯 수삼 고체발효

물(WG-GL), 노루궁뎅이버섯 수삼 고체발효물(WG-HE)

및 상황버섯 수삼 고체발효물(WG-PL)은 decoction 방법을

통하여 열수추출물로 조제하였다. 그 결과, WG-GL의 수율

은 41.3%, WG-HE는 39.7%이었고 WG-PL은 45.0%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삼(WG)의 16.3%에 비해

추출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균사체의 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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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nutrient (no growth) (B) the fermented Korean gin-
seng with G. lucidum my-
celium

(C) the fermented Korean gin-
seng with H. erinaceum
mycelium

(D) the fermented Korean gin-
seng with P. linteus my-
celium

Fig. 1. Mycelia growth of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by solid culture

Sample
1) Component content (%)

Moisture Crude fat Crude protein Crude ash Crude carbohydrate

WG
GL
HE
PL

WG-GL
WG-HE
WG-PL

3.5
3.7
3.6
3.7
3.6
3.5
3.5

1.61±0.052)
6.41±0.11
0.18±0.01
1.24±0.04
12.02±0.23*
8.79±0.13*
4.66±0.10*

13.64±0.05
13.82±0.04
26.51±0.10
15.78±0.07
12.57±0.05*
7.60±0.01*
9.22±0.03*

4.59±0.33
5.18±0.38
3.46±0.24
5.16±0.35
13.38±0.88*
9.86±0.45*
8.27±0.45*

80.22±0.22
74.57±0.21
69.86±0.19
77.82±0.22
61.03±0.17
73.74±0.20
77.83±0.22

1)
WG: Korean ginseng, GL/HE/PL: Ganoderma lucidum/ Hericium erinaceum/ Phellius linteus mycelium, WG-GL/WG-
HE/WG-PL: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P . linteus mycelium by solid culture.
2)
Values are the means±SD of three determinations, and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G and WG-GL/WG-HE/WG-PL,
respectively.

정을 통하여 수삼의 조직 또는 고분자 구성분이 붕괴되거나

분해되어 동일한 열수추출 조건하에서 추출율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의 화학적 조성

수삼(WG), 3종의 유용균사체(GL, HE, PL) 및 유용균사

체 수삼 고체발효물(WG-GL, WG-HE, WG-PL) 등 7종에

대하여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의 함량은 각각의 시료를 동결건조한 후에 측정하였으

므로 모든 시료가 3.5～3.7% 정도로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

내었다. 조지방은 영지버섯의 수삼 고체발효물(WG-GL)이

12.02%로 가장 높았으며, 노루궁뎅이버섯의 수삼 고체발효

물(WG-HE)이 8.79%, 영지버섯 균사체(GL) 6.41% 및 상황

버섯의 수삼 고체발효물(WG-PL)이 4.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삼(WG, 1.61%), 상황버섯 균사체(PL,

1.24%) 및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HE, 0.18%)는 비교적 낮

게 나타나(Table 1), 수삼 또는 버섯균사체 자체보다는 수삼

을 균사체로 발효시킨 고체발효물에서 높은 조지방의 함량

을 보여주었다. 특히, 영지버섯의 경우 균사체 자체도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삼의 영지버섯 고체발효물에서

는 더욱 많은 조지방 함량을 보인다는 점 등이 버섯 균사체

의 고체발효를 통한 생물학적 전환으로 균사체와 수삼 구성

분의 변화가 유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단

백질은 HE가 2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루궁뎅이

버섯 균사체의 수삼발효물인 WG-HE가 7.6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이외의 시료들은 9.22～15.78%를 함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지방과는 달리 고체발효물이 균사체 또는

수삼보다 낮은 함량을 보임으로써 단백질이 발효과정을 통

해 분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조회분은 WG-

GL 고체발효물이 1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체발

효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균사체 및 수삼은 3.46～

5.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탄수화물은 WG가 80.22%,

WG-PL 77.83%, PL 77.82%, GL 74.57% 및 WG-HE가

73.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WG-GL이 6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시료의 환원당

함량의 측정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WG-GL이 700 μg

/mL의 환원당을 함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WG, WG-PL

및 WG-HE의 450, 440과 400 μg/mL보다 1.56～1.75배 정도

많은 환원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일반적으로 균사체 또는 수삼의 탄수화물은 주로

다당류로서 환원당 함량이 낮으나 영지버섯 수삼 고체발효

물의 경우에는 발효과정 중 탄수화물이 더 활발히 분해되어

짧은 당쇄의 탄수화물 또는 환원당이 많이 생성됨으로써 이

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 열수추출물의 면역 활성

영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및 상황버섯 균사체 종균을, 현

미분말이 보강된 수삼에 접종하여 배양한 영지버섯의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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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발효물, 노루궁뎅이버섯 수삼 고체발효물 및 상황버섯

수삼 고체발효물로부터 열수추출물을 조제하고 이들의 면

역 활성을 검토하였다. 수삼 고체발효물의 시료대조군으로

서는 수삼의 열수추출물(WG)과 함께 영지버섯, 노루궁뎅이

버섯과 상황버섯 균사체만를 회수하여 이들을 열수추출물

로 조제(GL, HE와 PL)한 후 사용하였다. 먼저, 마이토젠 자

극에 의한 비장세포의 증식을 통한 림프구 활성 측정결과에

서는 시료대조군인 수삼 열수추출물(WG)이 saline control

의 1.33배, 균사체 열수추출물인 HE가 1.28배 및 PL이 1.11

배의 마이토젠 활성을 보여주었다. 유용균사체의 수삼 고체

발효물에서는 상황버섯 균사체(WG-PL)에서 saline control

의 1.47배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노루

궁뎅이 고체발효물은 1.25배의 활성을, 영지버섯의 경우에

는 균사체와 고체발효물 모두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낮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Fig. 2). 일반적으로 많은 면역 활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마이토젠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식

품으로의 실제적인 적용이 유용하므로(23) 수삼을 기질로

하여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 고체발효물의 열수추출물 또

한 기능성식품으로의 소재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KW 마우스 복강에 thioglycollate medium을 주사

하여 마크로파지를 회수한 후 lysosome의 phosphatase 활

성을 측정한 마크로파지 활성에서는 수삼을 기질로 한

WG-GL 및 WG-PL의 발효물 뿐만 아니라 대조군인 3종

유용균사체와 수삼의 열수추출물 등 거의 모든 시료에서 유

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효물 중에서

WG-HE의 경우에는 LPS보다는 낮지만 수삼 또는 균사체

열수추출물보다는 유의적으로 우수한 활성(1.32배)을 나타

Hot-water Extract (100 mg/mL)1)

Relative Activity (%
)

0

50

100

150

200

250

Control WG HE PL
WG-HE

WG-PL

LPS2)

**
**

GL
WG-GL

**

*
**

**

p < 0.01

p < 0.05

Fig. 2. Effect of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on mitogenic activity. 1)WG: hot-water extract from Korean
ginseng, GL/HE/PL: hot-water extracts from G. lucidum, H. eri-
naceum and P. linteus mycelium, WG-GL/WG-HE/WG-PL: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mycelium. 2)LPS: lip-
opolysaccharide (10 μg/mL, positive control). Values are mean
±SD (n=4). *p<0.05 and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line control and hot-water extract.

내었다(Fig. 3). 마크로파지는 NO(24) 및 IFN-γ(25)에 의

한 증가된 effector 물질에 의해 감염과 암에 대한 방어체계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이다.

따라서 수삼 고체발효물의 마크로파지 활성이 수삼 및 균사

체 추출물과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Fig.

3), 복강대식세포의 NO 생성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결

과, 수삼 고체발효물 중 WG-HE와 WG-PL의 경우에는 10

μg/mL의 농도에서도 수삼 열수추출물(saline control의 1.04

배)보다 NO 생성능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33

～1.41배, Table 2). 또한, 일반적으로 복강 대식세포는 IFN-

γ와 LPS 등의 자극으로 NO의 생성이 증가되나(26), 50 μg/

mL의 고체발효물 시료농도에서는 LPS 자극에 의한 군보다

도 NO 생성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WG(대조군의 1.55배)

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더욱 큰 차이(WG-HE: 2.27배,

WG-PL: 2.18배)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

러한 결과는 수삼의 균사체 고체발효물이 마크로파지 활성

화에 따른 NO 생성의 증가에 관여하여 감염미생물 또는 암

Hot-water Extract (100 mg/mL)

Relative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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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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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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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PL

*
*

**
p < 0.05

p < 0.01

p < 0.05

Fig. 3. Effect of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on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Table 2. Effect of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
teus on nitric oxide and TNF-α production from peritoneal
macrophages

Sample1) Nitrite (μM) TNF-α (pg/mL)

Control
LPS (1 μg/mL)

2.81±0.02
4.41±0.02*

154.2±15.9
917.7±71.6*

Sample 10 μg/mL 50 μg/mL 50 μg/mL

WG
GL
HE
PL

WG-GL
WG-HE
WG-PL

2.93±0.02*
2.75±0.12
2.72±0.02*
2.86±0.02*
3.12±0.02*
3.95±0.02*
3.74±0.02*

4.37±0.03*
3.45±0.03*
4.28±0.13*
3.51±0.02*
3.85±0.89
6.38±0.03*
6.12±0.03*

285.4±28.5*
210.3±18.6*
291.2±25.4*
364.9±53.7*
479.3±59.9*
489.2±43.7*
549.0±45.8*

1)Values are the means±SD, and *p<0.01;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saline control and hot-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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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대한 방어 작용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고체발효물의 면역 활성 결과로부터 마이토젠 활

성에서는 시료대조군인 수삼 또는 균사체 열수추출물보다

수삼의 균사체 고체발효물, 특히 수삼의 상황버섯 고체발효

물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크로파지 활성과 NO 생성능의 경우에서도 수삼의 노루

궁뎅이 고체발효물이 수삼 또는 균사체 대조군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체

발효물의 면역 활성 결과는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이용가

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비장세포와 대식세포의 배양

액에 생산되어진 다양한 cytokine류 등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유용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 열수추출물의 사이토카인

생성능

비장세포는 면역복합세포로서 면역세포 중에서도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T 세포, 마크로파지 및 체액성 면역에 관여

하는 B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면역 활성 물질에 자극을 받으

면 여러 가지 cytokine들을 분비한다. Cytokine은 백혈구가

분비하는 생리활성물질로서 T 세포 또는 마크로파지와 같

은 백혈구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단백질이며 종류에 따

라 T 세포 또는 마크로파지의 활성화, 증식유도 및 분화를

촉진하기도 한다(27). 특히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은

백혈구 세포사이를 중개하는 생리활성물질로서 interleukin

(IL)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면역계가 질병과 감염에 맞서 싸

우도록 자극하는 단백질의 한 형태이다. 여러 종류의 백혈구

에서 interleukin이 발견되었는데 물리적-화학적 성상이 확

인된 것으로는 IL-1, IL-2, IL-3, IL-4, IL-5와 IL-6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interleukin들은 함께 작용하여 백혈구

가 질병에 대항하도록 연쇄적으로 반응하는데, 상처부위에

세균이 침입하면 마크로파지의 백혈구가 세균을 인식하고

interleukin을 방출하여 T 세포를 활성화하고 T 세포는 세균

을 파괴하며 interleukin과 다른 유사한 화학물질을 방출하

여 면역계의 여러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균을 공격하게 되

는 것이다(28). 따라서 수삼을 기질로 배양한 각종 버섯의

고체발효물이 면역계에 주요한 세포인 비장세포의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WG-PL이 수삼 대조군 추출물

보다 우수한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Fig. 2)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장세포 활성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비장세포

가 생산하는 cytokine류 중 IL-2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IL-2

는 T 세포 성장인자로서 CD 4-T 세포에 의해 생산되어 au-

tocrine factor로 작용하며 NK cell에 작용하여 성장을 촉진

하고 살해능력을 강화하여 lymphokine activated kill-

er(LAK)로의 분화를 촉진하며 B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29). Fig. 4는 시료에 대한 비장세포의 IL-2 생산에 미

IL-2 production (pg/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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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hot-water extracts from the fermented
Korean ginseng with G. lucidum, H. erinaceum, and P. linteus
on IL-2 production from splenocytes.

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로서 수삼의 상황버섯 고체발효물,

WG-PL의 IL-2 생산능이 가장 높았으며(50 μg/mL, 대조군

의 1.64배), 다음으로는 수삼과 WG-HE의 생산능이 높게

나타나 마이토젠 활성과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삼의 상황버섯 고체발효물, WG-PL이 T 세포를 활성

화한 후 T 세포로부터 활성화 cytokine으로 알려진 IL-2 생

산을 촉진하게 되고 IL-2가 다시 비장세포의 증식을 촉진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cytokine은 염증과 전반적인 면역반응에 중요한 초

기 매개체이며 만성염증과 다른 질환을 만들 수 있는 병리적

조건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TNF-α)는 암세포의 출혈괴사

를 유도하는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주요한 cytokine 중의

하나로서 활성화된 마크로파지와 상피세포에 의해서 주로

생산된다(30). TNF-α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

포에도 작용하여 식세포의 세균 살해 작용, T 세포의 활성,

B 세포의 항체생산을 위한 보조인자로서의 작용 및 생체방

어기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발열도 TNF-α가 뇌의 발열중추를 자극함으로써 나타나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를 위한 염증반응도 일으킨다. 따라서

TNF-α가 몸 안에서 순조롭게 만들어지면 몸 컨디션도 좋고

병에 걸리는 일도 없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cytokine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cytokine의 이상

은 염증이나 알레르기, 또는 암을 초래한다. 수삼을 기질로

배양한 버섯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의 열수추출물(WG-

GL, WG-HE, WG-PL)이 시료농도 50 μg/mL에서 시료대

조군인 버섯균사체 열수추출물(GL, HE, PL) 또는 수삼 열수

추출물(WG)보다 마크로파지 세포로부터 더 많은 TNF-α를

분비했으며, 특히 WG-PL의 경우에는 saline control의 3.56

배나 높은 TNF-α의 생성능을 나타내었다(Table 2).

지금까지의 다양한 면역 활성 검토로부터 수삼에 대한 균

사체의 발효(생물학적 변환기술)가 생리활성이 함유된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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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균사체의 면역 활성에 시너지효과를 유발하여 기능성

소재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균사체 수삼 고체발효물의 면역 활성 유효성분을 다량으로

회수하여 수삼/균사체 등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비교하고 면

역 활성의 증강에 기여하는 고체발효물 활성물질을 규명하

고자 한다. 또한,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효공

정을 개발하여 기능성소재로서 다양한 식품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 약

기능성음료 등에 수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

지버섯(Ganoderma lucidum),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m) 및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의 균사체를 이

용한 균사체의 수삼 고체발효물을 조제하였다. 일반성분 분

석결과, 고체발효물(4.66～12.02%)은 수삼(1.6%)보다 많은

조지방을 함유하고 있었고 조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

로 고체발효물에서 수삼보다 함량이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조제한 수삼의 균사체 고체발효물에 대하여 마이

토젠 활성을 검토한 결과, WG-PL 열수추출물의 마이토젠

활성은 수삼 또는 3종류의 균사체만의 발효물(GL, HE, PL)

로부터 조제된 열수추출물보다 IL-2 생산능(saline control

의 1.64배)과 비장세포 증식활성(1.47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수삼 고체발효물과의 반응에서

마크로파지 lysosomal phosphatase 활성(WG-HE; 1.32배)

과 NO 및 TNF-α 생산능(WG-HE: 50 μg/mL의 시료 농도

에서 2.27배, WG-PL: 3.56배)이 WG 또는 균사체보다 유의

적으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삼

의 유용균사체 고체발효물의 열수추출물은 고체발효에 의

해 수삼과는 다른 화학적 조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러한 조성이 면역 활성에 유용하게 기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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