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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겨우살이 틴의 독성 감소 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겨우살이(Mistletoe, Viscum album)는 여러종류의 나무를 숙주로하여 

생장하는 반기생식물로서 세계 역에서 30속 1,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겨우살이에는 lectin, alkaloid, viscotoxin  polysaccharide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존재하며, 오래 부터 민간요법으로서 고

압, 면역증진, 동맥경화증고 압, 암 등에 하여 효과가 있는 신비의 약

제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겨우살이에 함유되어 있는 틴(Lectin)은 

진핵생물의 리보좀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해하여 세포독성을 유

발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매우 제한 이다. 한편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은 다른 방법과 달리 반응 매가 불필요하여 불순물 제거공

정이 없으며, 비가열 방식이므로 열에 약한 물질에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겨우

살이 틴의 독성을 감하기 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으며, 구조  변화 확인을 통해 방사선이 틴의 구조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방사선 조사가 틴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서 방사선 조사된 틴의 활용가

능성을 평가하기 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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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방사선 조사 기술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틴의 구조변화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된 틴은 비조사된 틴에 비해 독성이 

감소하 다. 따라선 방사선 조사 기술은 독성이 감소한 틴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조사된 틴이 세포독성이 감소하면서 면역활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기술

을 이용하여 틴의 독성을 감화 시키면서 면역활성을 유지하는 새로

운 틴을 개발하기 해 시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틴은 겨우살이에

서 추출한 틴을 사용하 고 방사선 조사는 Co-60을 이용하 다. 감마

선 조사된 틴의 특성과 조사된 틴의 독성  면역활성은 세포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즉, 본 연구는 (1) 틴에 한 감마

선 조사의 독성 감화, (2) 감마선에 의한 틴의 구조  (3) 감마선에 

의한 틴의 면역활성 변화를 통해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독성 감화된 

틴의 면역증강제로의 가능성을 조사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틴 용액을 5, 10, 15  20 kGy로 감마선 조사를 한 후, UV 

spectroscopy, circular dichroism, FTIR, 기 동, 면역블로 , 효소면역

분석법을 통해 감마선 조사된 틴의 구조  특성을 측정하 다. 구상 

단백질은 틴은 감마선 조사 후 내부의 방향족 아미노산 잔기들이 외

부 표면으로 노출되어 280 nm에서 UV 흡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차 

구조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 kDa의 틴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  특성이 달라져 기 동상에서 단일밴드 형태가 아닌 고분

자 물질로 끌리는 형태를 보 다. 이러한 특성은 단클론 항체  다클론 

항체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틴 혹은 감마선 조사된 틴을 정상세포  암세포를 이용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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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독성을 비교하 다.  감마선 조사된 틴의 경우 5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독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 한 intact 틴  감마

선 조사된 틴을 마우스에 정맥투여한 후 마우스의 폐사, 액  조직

학  특성을 평가한 결과 감마선 조사된 틴을 투여한 그룹의 마우스

에서 특이 인 액  조직학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폐사한 마

우스 한 나타나지 않아 감마선 조사된 틴의 독성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다. 

  감마선 조사된 틴의 면역활성을 평가하기 해 먼  마크로 지 세

포에 비조사 틴과 가열처리된 틴  감마선 조사된 틴의 cytokine 

발 을 측정하 다. 그 결과 TNF-α를 제외한 IL-2, IL-6, IL-10, IL-12 

 IFN-γ는 비조사 틴  가열처리된 틴보다 감마선 조사된 틴

의 cytokine 발 량이 증가하 다. 한 이러한 면역세포에서의 

cytokine 발 의 증가가 담암 마우스에서의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한 결과 비조사  감마선 조사된 틴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가열처리된 틴의 경우 암세포의 성

장을 억제하지 못하 다. 암 이 마우스모델에서 담암 마우스의 결과와 

유사하게 비조사  감마선 조사된 틴에서 암 이가 억제 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겨우살이 틴의 

독성을 감화한 면역활성 증강 조성물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 으

며, 임상 인 시험을 거친 실용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면역 활성이 감소

되어 있는 암환자등의 보건복지의 항상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biomedicine의 분야를 더욱 확 시킬 수 있다. 



- iv -

SUMMARY

I. Project Title

Technic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Novel Technology for 

Reducing the Toxicity of Mistletoe Lectin by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Mistletoe lectin was known to the effect of  immune enhancing 

activity and anti-cancer activity but it also has the cytotoxicity 

against normal cell. Especially high dose of lectin has strong toxicity 

and it open induced the mortal demage while curing as a medical 

drug. Because of this reason, mistletoe lectin was limited the us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detoxicification, structural change, and 

physiological change of Mistletoe lectin. Optimal irradiation dose was 

determined from the result of having maximum detoxicification and 

remaining the immunological activity.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rradiation technology could be effective method for detoxi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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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stletoe lectin containing the immunological activity. Therefore, 

Mistletoe lectin modified by gamma irradiation has the feasibility of 

biomedical us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detoxicification, structural 

change, and physiological change of Mistletoe lectin. Optimal 

irradiation dose was determined from the result of having maximum 

detoxicification and remaining the immunological activity. 

IV. Results of Project

  The structural changes of lectin by gamma irradiation were 

investigated by the analysis of SDS-PAGE, CD spectrum, UV 

spectrum and FT-IR. The results revealed that molecular weight of 

lectin was increased and fragmentation was observed. The secondary 

structure of lectin was showed that α-helix was decreased and β

-sheet and random coil were increased. In contrast, the functional 

group of protein was not changed. Therefore, gamma irradiation 

could be used for the change of structure of lectin. Antibody bdecil w

ectivity of Mistletoe lectin was decreased by gamma-irradiation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Possible reiona could et nastrate that 

gamma irradiation induced the structural change of lectin epitope. 

The toxicity results indicated that gamma-irradiated misltoe extract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toxicity. Especially, 

gamma-iradiated misltoe above 70 kGy was effectively reduced when 

compare to heat treatment.

  The cytotoxicity of lectin against splenocyte and red blood cel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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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that cytotoxicity to the splenocyte was reduced by 

gamma irradiation at 5 kGy and hemagglutination was also reduced 

at 10 kGy. This result indicated that A chain of lectin was changed 

by gamma irradiation at 5 kGy and B chain was changed at 10 kGy 

radiation dose. Lectin did not have the cytotoxicity against tumor cell 

line, regardless of irradiation treatment. The reason that lectin did 

indirectly influence the tumor cells through enhancing the immune 

activity, instead of the direct action against tumor cells. The 

hepatotoxicity of lectin was investigated by in vivo test. The degree 

of acute hepatotoxicity was measured by GOT and GTP. Histological 

evaluation was done by liver staining. Survival rate was decreased at 

non-irradiated lectin, but gamma-irradiated lectin did not showed 

toxicity. The level of GOT and GTP was increased by non-irradiated 

lectin. From these results, toxicity of lectin was remarkably reduced 

by gamma irradiation. The immune enhancing effect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lectin was analyzed by cytokine and nitric oxide 

production in immune cell like a murine peritoneal macrophage and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cell). Production of various 

cytokines (IL-1, IL-6, IL-10, and IL-12) and nitric oxide (NO) were 

sustained in gamma-irradiated lectin treated group but TNF-α was 

decreased. Thus, gamma-iradiated lectin could remaine the immune 

enhancing activity. 

  The low dose injected mouse group was inhibited the tumor 

growth both irrdiated and non-irradiated lectin treated group in 

tumor bearing mouse model. But, in case of non-irradiated group, 

high dose (25 ㎍/kg) of lectin injected group was not reduced the 

tumor growth caused the induced the imflamation.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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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group was effectively reduced the tumor growth in group 

of high dose lectin fed mouse because of reduced the toxicity by 

gamma irradiation. Sn injectedpopulation (CD4+/CD8+) separated from 

tumor bearing mouse fed with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lectin 

was observed by FACs analyzer. Population was showed tated ow 

dose injected mouse group was increased but, in case of 

non-irradiated group, high dose (25 ㎍/kg) of lectin injected group 

was decreased. However, irradiated group, high dose (25 ㎍/kg) of 

lectin injected group was increased the splenocyte population 

(CD4+/CD8+)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Base on these result, Mistletoe lectin was effectively decreased the 

toxicity by gamma irradiation via structural change.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rradiation technology might be useful tool to 

remove the toxicity of toxic material without reducing its biological 

activity.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indicate the feasibility of novel technology for reduction 

of the toxicity of Mistletoe lectin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Practical state though clinical test is needed to extend biomedicine 

field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improve of public health by the 

control of the disease that gradually increase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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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겨우살이 틴의 독성을 감

하기 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으며, 구조  변화 확인을 

통해 방사선이 틴의 구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방

사선 조사가 lectin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서 방사선 조사된 lectin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건복지의 향상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 분야  biomedicine의 분야의 확 를 해 

실시되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겨우살이(mistletoe, Viscum album)는 여러종류의 나무를 숙주로하여 

생장하는 반기생식물로서 세계 역에서 30속 1,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ecker, 1986). 겨우살이에는 lectin, alkaloid, viscotoxin  

polysaccharide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존재하며, 오래 부터 민간요법

으로서 고 압(Kim, 2006), 면역 증진(Heinzerling et al. 2006; 

Ribkreau-Gayon et al. 1996; Yoon et al. 2001) 동맥경화증고 압(Kim, 

2006), 암(Yoon, 1998) 등에 하여 효과가 있는 신비의 약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  lectin은 당쇄부분의 특이성  분자량에 따라 lectin Ⅰ, Ⅱ  

Ⅲ 3종류로 구분되는데(Ribereau-Gayon et al. 1996), 체액성  세포성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면역증진 효과(Heinzerling et al. 2006; 

Ribkreau-Gayon et al. 1996; Yoon et al. 2001), 항암(Yoon, 1998)등 다양

한 생리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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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겨우살이 틴은 Ribosome-inactivating protein (RIP)으로써 A 

chain이 진핵생물의 28S ribosome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해하여 세

포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매우 제한 이다(Endo et al., 1988; 

Mengs et al., 2002). 한편,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은 다른 방

법과 달리 반응 매가 불필요하여 불순물 제거공정이 없으며, 비가열 방식

이므로 열에 약한 물질에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Woods & Pikaev, 

1994). 한, 방사선 기술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다양한 생물분자의 

구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이화학 , 기능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로 lipopoly- saccharide (Bertók, 2005; 

Previte et al., 1967; Nerkar &  Bandekar, 1986)  계란, 우유, 새우의 

알 르기원성 감소 (Seo et al., 2004; 2007; Byun et al., 2000; 2002; Jeon 

et al., 2002; Lee et al., 2001 a,b ), 항암치료제의 독성 감(Lee et al. 

2008)등 방사선을 이용한 독성감소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3   기술 상태의 취약성

  재까지 lectin의 독성을 제어하기 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Park et al., 1997; yoon et al., 1999; Park et al., 1999; Park et al., 1998; 

Kang et al., 2008). 그러나, 발효법의 경우 발효를 돕기 해 당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며(Kang et al., 2001), 가열처리의 경우 lectin의 생리활성이 

독성과 비례 으로 감소하며, 틴의 A와 B chain을 분리하는 방법 역시 

subunit을 분리하기 해 화학물질의 처리와 복잡한 분리공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틴의 독성을 변화 시키고 

독성이 감소된 틴의 구조 변화  면역활성 변화를 연구하여 새로운 면

역활성 증강 물질의 실용화를 한 기술 개발의 기 자료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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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방사선 조사 기술

1. 방사선 조사기술 개요

식품 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해 열처리, 냉장, 냉동 

혹은 보존제, 훈증제 등의 화학약품 처리가 되고 있지만 처리 효과, 비용, 

건 성  환경  측면으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생 인 식품 생산  식품 매개

성 질병을 방하기 한 안 한 식품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식품 가공 

 장 기술의 필요성이 보건당국  산업계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감마선 조사는 식품 가공  장에서 유용한 기술이며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되어 왔다 (WHO, 1999).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05

년 식품 의 미생물을 사멸  식품 보존에 한 특허를 받아 시작되었

다. 즉, 이 기술은 안 하며 육류나 가 류에 오염된 Samonella(various 

species), Camphylobact뭥을 j뭥juni, E.coli O157:H뤷 받아List뭥을ia 

monocytogens과 같이 식품에서 유래된 병원균을 감소하기 한 효율 인 

수단이며, 발아 받아숙성의 지연, 향신료와 다른 조미료의 오염 방지와 곡

물, 과일, 채소의 해충 제어를 통해 식품의 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

품 조사는 발아억제, 해충과 기생충의 제어, 숙성의 지연  장기간 확

의 목 을 해 허가되었다. 게다가 기생충뿐 아니라 병원성  비병원

성 미생물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안 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서 1963년에 식품( 를 들어, 과 가루)에 한 방사선 조사를 처음으

로 승인하 다. 그 이후 채소, 향신료, 과일, 가 류 그리고 최근에는 냉장, 

냉동의 조리되지 않은 육류와 계란의 껍질과 같은 제품에 조사가 승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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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 청에서 재 감자, 난백분  향신료와 같

은 식료 품목에 해 승인하 다.

식품조사기술에 한 이용의 확 는 한 조사기술의 이용은 인체 

건강에 어떠한 부작용 없이 식품 안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은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 발표한 이후 크게 확 되었다 

(WHO, 1999). 그리고, 조사된 식품의 안 성은 미국농림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원자력규제 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근로안 과 건강 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운송 리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과 같은 여러 연방기 에서 안 하다고 보고하

다 .

2.  생물분자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

방사선 조사는 부분 식품을 통과하나 극히 일부분이 분자에 의해 흡

수 는 산란되어 자를 방출하고 radical을 생성한다. 식품에 한 방사

선 조사는 식품의 복합 인 특성에 의해 직 , 간 인 작용 모두 일어

날 수 있다. 직 인 효과는 생물체의 DNA와 같은 민감한 상에 손상

을 주며 간 인 효과는 물의 이온화에서 생성된 산물들에 의해 나타난

다. 식품은 고형물의 상태라도 다수의 수분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물

의 이온화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반응이다.

  

  가. 수분

수분에서 기의 이온화가 시작될 때 형성된 자유 radicals은 거 분자

(macromolecules)에 생물학 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반응을작을 

주로 간  효과라고 일컫는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거 분자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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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상의 기응을작은 물의 radiolysis로 시작되는 간 인 반응이다.

따라서 식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물의 이온화에 의해 발생된 활성 

radical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물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온화하여 주로 

hydroxyl radical (•OH)을 생성하며 주변의 성분들과 반응하여 2차 생성

물을 형성하고 소멸하게 된다.

H2O  →  H2O
+  +  e-

e-  +  H2O  →  H2O
-

H2O
+  →  H+  +  ·OH

H2O
-  →  ·H  +  OH-

수분의 radiolysis의 최종 산물은 주로 hydrogen free radical (•H) 과  

hydroxyl free radical (•OH)와 같은 반응성이 강한 자유 radicals을 형성

하는 것이다. Radiolysis에서 생성되는 다른 radical은 hydrogen free 

radical과 산소분자와 작용하여 강력한 반응종인 hydroperoxyl radical (•

HO2)을 형성하며 이 세 가지의 자유 radicals은 물의 이온화와 radiolysis

의 산물들이다. 한 물과 결합한 자유 자(e-)는 hydroxyl radical(•OH)

의 구체를 형성한다. Radiolysis에 의해 형성된 화학종에 한 4가지 추

측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두 개의 hydroxyl radical이 서로 결합하

여 hydrogen peroxide (H2O2)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은 peroxisome이라 불

리는 소기 체에서 물로 다시 환원된다: •OH + •OH → H2O2, (2) 

hydrogen radical과 hydroxyl radical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 •H + 

•OH → H2O, (3) hydrogen ion과 hydroxyl ion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

다.: H+ + OH- → H2O, (4) hydrogen free radical은 산소와 결합하여 반

응성이 강한 hydroperoxyl radical을 형성하며 이는 생분자에 radical 손상

에 한 연속 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H + O2 → •HO2. 즉, 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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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물분자는 자를 잃어버리고 양성의 물 

radical을 생성하여 hydroxyl radical이 주로 물의 radiolysis에서 생성이 

되는 다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H2O → •OH + eaq
-
 + •H + H2 + H2O2 + H3O

+

여기서 •OH = hydroxyl radical, eaq
-
 = aqueous (solvated or hydrated) 

electron, •H = hydrogen atom, H2 = hydrogen, H2O2 = hydrogen 

peroxide, H3O
+= solvated (or hydrated) proton를 나타낸다.

  물의 이온화에 의해 생성되는 주요 산물은 강한 반응성을 갖는 •OH, 

•H  eaq
-이다. •OH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반면 •H은 환원제로 작용

한다 (Stevenson, 1992). 이 radical들은 다시 물을 형성하지만 일반 으로 

새로운 물질 혹은 다른 radicals을 생성한다. 

나.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를 함유하는 당으로 구성되어있는 분

자이다. 수용액에서 탄수화물에 한 방사선 조사의 주요한 작용은 거 한 

polysaccharide 사슬을 편화시키고, 분을 glycosidic bond의 괴로 

glucose, maltose, ribose, mannose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분해하며, 단당

류에서 sugar acids, ketones  다른 당을 형성하기도 한다 (Cauphin and 

Saint- Lébe, 1977).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수화물의 더 많은 분해는 formic acid, 

acetaldehyde, methanol, acetone, ethanol, and methyl format를 포함하는 

radiolytic products를 형성한다. 분의 평균 합도는 조사에 의해 유의

으로 감소하고 그 결과 성이 감소한다 (Molins, 2001). Bao et al. 

(2001)과 MacArthur and C’Appolonia (1984)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 선량

의 증가는 성의 감소와 분의 수용성  산도의 증가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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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백질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탄소, 수소, 산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에도 질소와 황을 포함하고 있다. 단백질은 동일한 기 인 골격을 가지

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다른 잔기를 가지고 있

다. 아미노기는 방사선 조사에 민감하지만 아미노기에 의해 연결된 펩타이

드 결합과 단백질의 형성으로 잔기의 아미노기가 손상되지만 펩타이드 결

합에 있는 아미노기는 그 지 않다. 한 방향족  황함유 아미노산은 방

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radicals에 민감하다. Radical과 반응하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aliphatic 아미노산에 비해 빨리 반응하게 된다. Cystine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cysteine radical, hydrogen, hydrogen sulfide과 

cystiene을 형성하고 이황화결합과 수소결합을 괴한다. 이러한 결합의 

상실은 단백질 구조의 변성을 야기하게 된다.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물의 radical와 반응한 단백질 radical의 형성으

로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

는 단백질을 더 작은 분자량 분자와 아미노산으로 매우 게 편화시키

며 반면 고선량은 아미노산 잔기의 괴를 일으킨다.

  산소가 없는 용액 상태에서는 주요 라디칼 생성물인 eaq
-과•OH와 기본 

아미노산인 glycine과 alanine과의 반응에서 주요 생성물로 ammonia, keto 

acids와 fatty acid를 생성한다 ((Liebster and Kopoldova, 1964). 

eaq
-
 + 

+
NH3CH(R)COO

-
 → NH3 + H(R)COO

-
 

OH + +NH3CH(R)COO- → H2O + 
+NH3 H(R)COO- 

  Amino group과 carbonyl group사이에 탄소원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탈

아미노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분자량의 aliphatic α-amino 

acids(i.e.α-aminobutyric , valine, leucine 등)에서의 탈아미노 반응은 eaq
-

를 제거하기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더 긴 aliphatic 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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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에서는 α-carbon 치와 다른 곁사슬에 있는 C-H bond에서 OH 

radicals의 공격이 지되게 된다. Phenylalanine, tyrosine  histidine과 

같은 unsaturated α-amino acids에서의 곁사슬은 eaq
-  와 OH radical의 

반응이 경쟁하는 주요 장소이며 cysteine과 같은 amino acid는 eaq
-
  와 

OH radical의 반응이 오로지 SH 기능기에서 일어난다. Amino acid의 

side chains사이에서 방사선 조사 감수성은 다른 amino acid의 side 

chains보다 histidine, tryptophan, tyrosine과 같은 방향족 타입과 cystein

같은 thiol group에서 높다.

  단백질에서 방사선에서 유도된 반응들은 peptide chain의 힘, 이 chain

들간의 disulfide bond,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 혹은 이온 결합과 같은 2차

인 결합력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 의해 강한 향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

는 단백질의 편화와 응집화를 이끌게 된다. Disulfide bond의 괴는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킬 수 있고 내부 분자들간의 결합을 통해 

polypeptide간의 결합을 일으켜 응집화를 일으킬 수 있다 (Diehl, 1995; 

Urbain, 1986).

라. 지질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질의 기본 형태는 

glycerol 한 개와 3개의 fatty acid side chains이 ester bond로 결합되어 

있는 triglyceride이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지질에서의 변화는 두가지 정도를 야기시킬 수 

있다. 산소 분자와의 반응을 매에 의한, 즉, 자동산화와 높은 에 지 조

사(직  혹은 간 )의 작용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방사선 조사 

동안 혹은 조사 후에 산소가 존재하면 산화와 radiolysis가 둘 다 일어날 

것이고 정상 인 자동산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Molins, 2001). 지질의 방

사선 조사의 화학 인 반응은 지질의 구성(saturated or unsaturated), 다

른 물질의 존재(antioxidants, normally scavenge the free ra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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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와 같은 매개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성지방의 지방산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감수성이 큰 부분이다. 

  불포화 지방산에서, 이 결합 부분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carbonyl 

부분에서의 분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즉, 이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수소분자의 탈락과 공명구조의 형성이 일어난다. 산소의 존재 하에 자유 

라디칼은 peroxide의 형성에 의해 연쇄반응을 진시킨다. 

  성지방에서 발견되는 방사선 분해 산물은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 원

자가 n개 작은 n-alkane과 n-alkene과 lactones, ketones, and esters를 포

함하는 free fatty acid로 구성된다. 이 자유 라디칼과 peroxide는 체내 

system에서 단백질이나 다른 유기체와 반응하고 유기체의 변성을 유도할 

수 있고 metabolism의 장애를 일으킨다 (Moli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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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겨우살이 틴

  1.  겨우살이 틴

  겨우살이(mistletoe, Viscum album)는 여러종류의 나무를 숙주로하여 생

장하는 반기생식물로서 세계 역에서 30속 1,500종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er, 1986). 겨우살이는 나무 기 에 사는 착생식물로 

참나무, 팽나무, 뽕나무, 떡갈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 기에 뿌리를 박아 수분을 흡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겨우살이

는 엽록소를 갖고 있어 자체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여 양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숙주식물로부터는 수분만을 취한다. 그러므로 개 겨우살이는 

숙주식물에 거의 혹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한국산 겨우살이는 큰 나뭇가지 끝에 흡사 까치둥지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작은 상록 목으로서 다른 나뭇가지에 뿌리를 박아 양분을 흡수하는 

기생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종 (학명: Viscum album coloratum)이 서식

하고 있다. 국어디에나 자라며 가지는 Y자처럼 두 갈래로 계속 갈라지

고 끝에 두 개의 잎이 마주나기하며 가지는 둥 고 황록색이다. 잎은 피뢰

침처럼 생겼고 진한 록빛으로 도톰하고 육질은 많으나 다른 상록수처럼 

윤기처가 흐르지는 않는다. 얼핏 보아 풀처럼 보이는 겨우살이는 암수 나

무가 따로 있다(Lee, 1996). 

  겨우살이는 오래 부터 민간요법으로서 고 압, 동맥경화증, 암 등에 

하여 효과가 있는 신비의 약제로 사용하다가, 1921년부터 항암 활성을 인

정받아 종양에 한 치료  그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겨우살

이의 생물학  활성에 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유럽지역에 서식하는 

겨우살이에 하여 수행되어 왔다(Stein et al., 1997; Stein and Berg, 

1997). 동의보감에서는 상기생(桑寄生)으로 표 되어 약리효능에 해 “성

질이 평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 힘 , , 맥, 피부를 충실하년부

하고 수염과 썹을 자라년부한다. 한 출 을 멎년부하고 모세 을 튼튼

하년부하며 동맥경화를 방하고 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염과 태

동불안, 고 압으로 인한 두통 등에 효능이 있다” 라고 기곡되어 있고, 동

의학 사 에는 “신경에 작용하고 풍습을 없애고 간신을 보하며 태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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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키며 젖이 잘나년부한다, 출산 후 자궁수축, 압안정, 피멎이 작용, 허

리통증경감, 해산 후 자궁의 이완성 출  억제 등의 효능이 있다”라고 밝

히고 있다. 

  2.  겨우살이 틴의 활성 

  겨우살이는 체액성  세포성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면역증강 효과

(Blksma et al., 1979; 1982)가 있으며, 동물  인간에 한 임상 실험결

과 종양세포에 해 macrophage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

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Mueller et al., 1989; Mueller et al., 1990; 

Hajto et al., 1990; Mueller & Anderer 1990; Schink 1997; Kuttan et al., 

1996), 암환자의 생존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jto et al., 1989; Heiny,  & Beuth 1994; Stettin et al., 1990). 이러한 

효과는 겨우살이의 면역증강 작용  종양세포에 한 직 인 세포독성 

효과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irpe et al., 1980; Beuth et al., 

1992; Beuth 1997; Hajto et al., 1997; Wiedlocha et al., 1991). 그리고 

Histamin 분비억제(Kienle et al. 2003) 효과 등이 있음이 발 지고 있다. 

  표 인 활성물질로는 lectin 성분들로서 당쇄부분의 특이성  분자량

에 따라 lectin Ⅰ, Ⅱ, Ⅲ의 3종류로 구별하고 있으며(Ribereau-Gayon et 

al. 1996) 주로 틴Ⅰ에 한 면역학 , 생화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abius et al., 1994; Timoshenko & Gabius, 1993; 1995; Dixon et al., 

1994; Holtskog et al., 1988; Wenzel-Seifert et al., 1996; Sweeney et al,. 

1993; Ichev et al., 1986; Debray et al., 1992; Peumans et al., 1996; Stein 

& Berg 1996). Yoon 등(1994)의 연구는 한국산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틴

이 macrophage를 직  활성화 시켜서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와 Interleukin-1 (IL-1)을 유도하여 항암활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연구하

으며(Park & Kim 1994; Yoon et al., 1994), 한국산 겨우살이에 주로 존

재하는 틴은 유럽산 lectin I보다는 II와 비슷하다고 보고하 다(Yoon, 

1998; Kang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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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Korean mistletoe (Viscum album coloratum) from 

Naejangsan national park

  3.  겨우살이 틴의 종류   구조 

  유럽산 겨우살이 틴 성분에는 서로 다른 당 특이성을 지니는 3 가지

의 isoform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galactose에 특이성을 

지니는 틴-I, N-acetylgalactosamine에 특이성을 지니는 틴-III, 양쪽 

당 모두에 결합하는 틴-II로 나 고 있다. 틴-I의 각 사슬에 한 완

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Soler et al., 1996), X-ray를 

통한 crystal structure가 규명되었으며(Krauspenhaar et al. 1999)(Fig. 2.), 

Eck 등(1999)에 의해서는 틴에 한 각 사슬의 cloning이 이루어졌다.  

  유럽산 겨우살이 lectin I의 경우 60 kDa의 크기를 가지며 각 34 kDa 

의 A chain과 27 kDa의 B chain으로 나 어 지며, 두 개의 체인은 

disulfate 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Jaggy et al. 1995).  한국산 겨우살

이 틴의 경우 비 환원상태에서 약 60 kDa의 크기를 가지며, 각 기 29 

kDa의 A chain과 33 kDa의 B ch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와 B chain

은 disulfate 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Yoon, 1998).  유럽산 겨우살이 

틴 I의 3차원 이미지는 Fig. 1.에 보여주고 있다. 

 라. 겨우살이 틴의 이용

  겨우살이는 오래 부터 동서양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한 민간약제로 

사용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한 겨우살이를 1920년 부터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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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살이의 잎과 기를 물로 추출 후 멸균 여과 하거나, 발효시키는 방법으

로 주사제를 만들어 종양에 한 치료  그 보조제로 임상에서 사용하

고, 재는 겨우살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보조약재등의 개념으로 차 

 tablet의 형태로도 시 되고 있다(Bussing, 1997; Rentea, 1981; 

Bloksma et al., 1979). 한 우리나라에서도 겨우살이는 주로 한방에서 숙

주나무에 따라 상기생, 기생목, 해기생등의 여러 이름으로 분류하여, 요통, 

고 압, 유산방지, 치통등에 한 약제로 사용해왔으며(Yoon, 1994; Pak, 

1994), 차로도 가공되어 매 되어진다. 재 주로 독일의 제약회사들이 

겨우살이를 이용한 암 치료 제제를 시 이며, 그 표 인 제제 명은 

Abnoba, Iscador, Helixor, Eurixor, Iscusin, Vysore등이 있으며(Chio, 

2009), 부분 복부에 피하주사(s.c) 형태를 취한다. 

  5.  겨우살이 틴의 독성  독성 감소 연구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틴은 강항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겨우살이 틴의 독성은 ribosome -inactivating proteins (RIP)로써 

진핵생물의 28S ribosome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해하여 최종 으로 

apoptosis를 일으킨다(Fig. 2)(Mengs et al., 2002). 이때 B-chain은 세포의 

막과 결합하여 세포내로의 lectin의 이동에 여하며 A-chain이 ribosome

과 결합하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ndo et al., 1988)(Fig. 

2). 유럽산 겨우살이로부터 추출한 틴 I의 경우 마우스에 한 

LD50(Lethal Dose)은 2.4㎍/kg 으로 알려져 있으며(Olsnes et al., 1982),  

한국산 겨우살이로부터 추출한 틴의 마우스에 한 LD50은 31㎍/kg 과 

62.5 ㎍/kg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ng et al., 2001). 한국산 겨우

살이가 유럽산 겨우살이보다 10배 이상의 마우스에 한 독성이 은 것

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산 겨우살이의 경우 유럽산 겨우살이 틴 I 보다

는 틴 II에 더 가까운 것으로서(yoon, 1998) 틴의 특성이 상이하여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틴의 독성을 감화하기 해 발효, 

당첨가, 가열처리  틴의 A와 B chain의 분리를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

어 왔다(Park et al., 1997; yoon et al., 1999; Park et al., 1999; Park et 

al., 1998; K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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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방법의 경우 독성은 감소하 으나, 이는 틴의 분해에 의한 것이며

(Park et al., 1997), 당 첨가의 경우 고농도의 당을 첨가한 경우 세포독성

이 감소하 다. 이는 틴이 세포와 결합하는 당 결합부 에 당이 결합하

여 틴의 세포 부착능을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틴에 한 가열처리

는 정상세포에 한 세포독성이 사라지는 것을 찰하 으나 암세포 한 

세포독성이 사라지는 것을 찰하 고, 이는 열에 지로 인하여 틴이 변

성되어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1999).  틴의 A  

B chain을 분리하여 독성을 비교하 을 때 A  단독으로 처리된 경우에

는 독성이 사라졌으며, B chain의 경우 약하게 독성이 남았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독성 제거 방법은 발효법의 경우 발효를 돕기 

해 당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거나(Kang et al., 2001), 가열처리의 경우 

lectin의 생리활성 한 독성과 비례 으로 감소하며, lectin A와 B chain

을 분리하는 방법 역시 subunit을 분리하기 해 화학물질의 처리와 복잡

한 분리공정이 필요하 다.  

Fig. 2. Crystal structure of mistletoe lectin I form Viscum album 

(Krauspenhaa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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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ous pathways of ribosome -inactivating proteins(RIP) 

-induced apoptosis. The possible mechanisms and pathways 

by which RIPs can induce cell death are shown. ( Narayan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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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1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비  방사선 조사

  가. 겨우살이 시료의 비

  본 실험에 사용한 겨우살이(Fig. 4.)는 내장산 지역에서 참나무를 숙주

로 하여 자라는 겨우살이로서 1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

된 겨우살이는 1년  2년생으로서 가지의 끝에서부터 두마디까지의 잎, 

기 그리고 열매를 겨우살이로부터 단하여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음 진공포장하여 -70℃에서 보 하 다. 동결된 겨우살이 잎과 

기 100g을 세 하여 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한 증류수 1ℓ를 첨가한 다음 

믹서기로 2분간 분쇄하여 4℃에서 16시간 교반하 다. 그 후 교반액을 원

심분리(10000 rpm/30 min, 4℃)하여 상등액을 모아 pore size가 다른 

membrane fiter로 순차 으로 여과하여  (7.2, 0.45, 0.22 ㎛) 부유물을 제

거하 다. 이 게 얻어진 추출액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건조시켜 

갈색을 분말을 얻었다. 이 게 얻어진 동결 건조물을 겨우살이 추출물이라 

하 고, phosphate buffed salin (PBS)에 10 mg/ml의 농도로 비하여 실

험에 사용하 다. 

  

Fig. 4. Photograph of Korean mistletoe (Viscum album coloratum) from 

Naejang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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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틴의 분리 

   겨우살이 추출물로부터 틴 성분의 분리는 유럽산 겨우살이로부터 

lectin을 분리한 hydrolyzed sepharose-4B column chromatography 방법

을 수정하여 실시하 다. 틴 성분의 분리를 하여 먼  한국산 겨우살

이로부터 단백질 성분을 수집하 다. 즉 -70 ℃에서 완 히 동결된 상태

의 한국산 겨우살이를 mixer에 넣고 작은 분말이 될 때까지 간 다음 10배

의 0.15M NaCl 용액에 넣고 5시간 동안 4℃에서 교반시켰다. 교반 완료 

후 원심분리 (15,000 g, 20 min, 4℃)를 통하여 상등액을 수집하고 pore 

size를 달리하여 filter(7.2, 0.45, 0.22 ㎛)를 실시하여 갈색의 겨우살이 추

출용액을 얻은 후, 단백질 성분만을 수획하기 하여 ammonium sulphate 

[(NH4)2SO4]를 이용한 침 을 하 다. 즉 겨우살이 추출용액을 70% 

(NH4)2SO4 포화용액이 되도록 조정하고 4℃에서 overnight 동안 약하게 

교반하 다. 원심분리 (15000g, 20 min, 4℃)에 의하여 침 물을 수집하고 

0.15M NaCl (pH7.4) 용액으로 최소한의 volume이 되도록 용해시키고, 

PBS 용액으로 3일간 3회 새로운 PBS로 바꾸면서 투석(Spectra/Por® 4 

Membrane, MWCO 10000)을 실시하 다. 투석의 완료 후 수획한 단백질 

성분을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lectin의 분리에 이용하 다. 

70% ammonium sulphate로 처리하여 얻은 단백질 성분으로부터 lectin 성

분의 분리는 50℃, 0.2N HCl의 조건하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

로 산 성분을 세척하여 비된  hydrolyzed Sepharose 4B column (55 × 

25cm)을 사용하 다. 수획한 단백질 성분을 column에 용 후, column 

volumn 3배의 PBS로 280nm의 OD 값이 0이 될 때까지 colunm을 세척하

으며, column에 흡작된 물질을 0.1M lactose가 포함된 PBS로 용출하

고, 용출된 물질  구 응집반응(hemagglutinating activity)을 나타내

는 분획을 모아 증류수로 투석(Spectra/Por® 4 Membrane, MWCO 

10,000)을 실시하 다.  투석 후 용액을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PBS

로 녹인 후 이를 겨우살이 틴 추출물 이라고 칭하 다. 틴의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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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단백질 정량 kit을 이용하여 농도를 결정한 후, 1mg/ml의 농도로 

분주하여 -20℃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실험동물  사육

  실험동물은 6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  C57BL6 마우스(Orient, 

Seongnam, Korea)를 이용하 으며, 사육실  실험실의 환경은 온도 

23±2℃, 상 습도 55±10%, 환기횟수 12회/hr, 조명주기 12시간(07:00～

19:00), 조도 150～300 lux로 조 하 으며, 일반 마우스용 펠릿사료 ( 

LabDiet® Purina, USA)를 자유롭게 여하면서 1주간의 응사육을 실시

한 후 실험에 이용하 다.

  

 라.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11.1 PBq 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을 이용하여 15±2℃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흡

수선량은 5, 10, 15,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

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2.  구조  특성 분석

  가. SDS-PAGE

  시료의 분자량 측정을 하여 SDS (sodium dodecyl sulfate)를 함유하

는 기 동은 4～14% polyacrylamide gel에서 실시하 다. 실험용단백질 

 표  단백질 용액과 기 동용 sample buffer를 1:1로 혼합한 후 70℃

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시료를 비하 다. 기 동은 200 mA에서 1시간 

개하 다. 재가 완료된 gel을 Comassie Blue 로 염색함으로서 단백질

의 band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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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irular dichroism 

  Cirular dichroism (CD) spectra는 150-W xenon lamp가 장착된 Jasco 

J-715 spectropolarimeter (Japan Spectroscopi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Far-UV spectra는 190-250 nm의 역에서 측정하 고 시료(0.2 mg/ml)

는 pH7.2의 PBS 용액상태에서 분석되었다. 시료는 질소가스로 purge시켰

으며 1mm의 cuvette을 사용하 다. 3 반복으로 해당 역을 분석하여 평

균을 구했으며 PBS에 해 측정된 값을 빼서 계산하 다. 측정된 값을 이

용하여 CD Spectra Deconvolution Software (Institut für Biotechnologie,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Germany)를 이용하여 2차 

구조를 분석하 다.

  다. UV spectrum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단백질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해  200～

350 nm 범 에서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Co. kyot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라. 틴의 항체 제조

   Balb/c 마우스에 PBS에 용해된 0.5 ㎍/100 ㎕의 틴에 동량의 

Complete Freund's adjuvant를 유화시켜 복강에 면역시켰다. 7일 후에 동

량의 항원을 Incomplete Freud's adjuvant에 유화시켜 1회 더 면역시켰다. 

최종면역 7일 후 에 마우스의 으로부터 소량의 액을 채취하여 청을 

얻은 후, ELISA로 항체의 역가를 확인 후, adjuvant 없이 0.5 ㎍의 항원만

으로 복강내에 booster injection 하 다. 3일 후 마우스의 정맥에서 

하여 청을 얻어 이를 다클론 항체로 이용하 다.

  단클론 항체의 경우 틴을 면역한 balb/c 마우스의 비장세포와 P3U1 

골수종을 PEG를 이용하여 융합 후, HAT 배지로 hybridoma를 선별한 후, 

틴에 한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 세포를 ELISA로 선택하고 96 

well plate에서 well 당 1개의 hybridoma가 되도록 분주(cloning)하고 3

7℃, 5% CO2 조건에서 colony를 형성하여 성장할 때까지 배양하 다

(Tonevisky et al. 1995). Colony를 형성하며 성장한 hybridoma의 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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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액을 ELISA로 측정하여 틴에 한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를 선

별하 으며, 이러한 cloning과 screening을 1회 더 반복하여 틴에 한 

단클론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 세포를 선택하 다.  항체를 량 생

산하기 하여 pristane을 주입한 마우스의 복강에 hybridoma 세포주를 

주사하여 asciti fluid를 얻었으며, 항체의 정재를 하여 ascitic fluid를 

protein-G affinity column(Phamacia, USA)에 용하여 항체를 분리하

다.

  마. Immunobloting

  단클론 항체와 폴리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 analysis를 실행

하 다. 12% SDS-PAGE를 이용하여 틴을 기 동한 후 nitrocelluose 

(Bio-Rad) 막으로 틴을 이하고 틴이 이된 nitocelluose 막을 5% 

탈지분유 용액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틴에 한 

monoclonal antibody (1:10,000 in 5% milk powder in PBS-T) 는 

Polyclonal antibody (1:10,000 in 5% milk poder in PBS-T)에 넣은 후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배양하 다. PBST로 세척한 후  HRP가 표지된 

anti-mouse antibody를 사용(1: 3,000)하여 1차 항체에 반응하도록 2시간 

상온에서 배양한 후 0.1% PBS-T 용액으로 10분씩 3번 교반하여, 남아있

는 잔여항체들을 제거했다. ECL Advance
TM western bloting Dexection 

Kit을 사용하여 발 한 후 이미지화 시스템(MetaMprph)을 이용하여 발

을 측정하 다. 

  바. ELISA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 (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 (pH 9.6)를 사용하여 intact lectin 

(1ug/ml)을 하루밤 동안 고정시키고, 세척 후 2% BSA로 blocking 하

다. 세척 후 마우스의 청을 일정한 비율 (1:10,000)로 희석하여 반응시키

고 다시 세척하여 각 anti mouse IgG를 (1: 20,000) 넣어 반응시켰다. 효

소의 기질용액은 TMB (soluble, Calbiochem)를 사용하여 발색시킨 후, 

0.1 M HCl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각 그룹의 반응 정도는 450 nm의 흡

도에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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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성 평가 

  가. 정상 세포주에 한 세포독성 

  틴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마우스 복강 식세포와 마우

스 식세 포주인 RAW 264.7 cell을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 다. 세포주에 한 세포독성은 각각의 세포주를 

5×10
4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90 ㎕씩 분주하고 0 에서 100 kGy로 

조사한 겨우살이 추출물  0-20 kGy로 조사된 틴을 정 농도로 처리

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통해 

산출하 다. MTT assay는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2H 

-tetrazolium bromide용액 (5 mg/ml)를 30 ㎕ 씩 분주하고 2시간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나. 구 응집반응

  틴의 활성 확인을 하여 구(erythrocytes) 응집반응을 실시하

다. Hydrolyzed Sepharose 4B column에 의하여 분리한 ML 분획을 원액

부터 2배씩 희석하여 96 well round bottomed plate에 분주(50 ㎕) 하

다. 그 후, Ficoll-Hypaque gradient (Histopaque®-1077, Sigma)를 이용하

여 분리한 구를 1×108/ml의 농도가 되도록 PBS에 탁시켜 각 well

에 50 ㎕씩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 후, 구 응집반응이 일

어났는지를 조사하 다. 배양 종료 후, 구 응집반응이 일어난 각 well

의 단백질 분획 최 희석비로서 lectin의 활성(hemagglutination activity: 

unit)을 측정하 다. 

  다. 마우스의 생존율 분석

  각각 5마리의 암컷 ICR 마우스에 체  kg당 각각의 조사  비조사 그

리고 가열처리한 틴을 5, 25, 50, 100 ㎍/kg의 용량으로 정맥으로 1회 투

여하 다. 시험물질은 PBS에 녹여 kg당 10ml의 용량을 사용하 고, 한 

조군으로서 각각 5마리의 ICR 마우스에 PBS를 투여하 다. 투여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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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시험 동물을 찰하여 이상여부  치사율 등을 조사하 다. 모

든 생존 동물을 7일재에 안락사 시킨 후 부검하여 이상 유무를 찰하

다. 

  라. 액학  독성 분석

  각각 3마리의 Balb/c 마우스에 체  kg당 방사선 조사, 비조사,  가열

처리한 틴을 5, 25, 50, 100, 250 ㎍/kg의 용량으로 정맥으로 1회 투여하

다. 투여 후 48시간 후에 마우스에서 액을 채취하여 청을 분리하고 

biochemistry autoanalyser (Hitachi 7180,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액을 채취한 마우스는 장기(liver  kidney)를 출하여 조직학 인 

hitology를 찰하 다. 

  마. 간조직의 조직학  분석  몸무게 변화

  상기에서 출한 장기를 10% formaldehyde solution에 약 24시간 정도 

고정시킨 후, Paraffin에서 embedding 하 고, 조직 편은 hematoxylin 

and eosin (H&E)의 방법으로 핵과 핵질을 염색하 다. 염색된 조직 편

은 학 미경을 통해서 찰하 다. 한 상기에서 실험한 마우스의 

틴 투여 과 후의 마우스 무개를 측정하여 틴에 의한 마우스의 체  

변화를 측정하 다. 

4.  면역활성 분석

  가. 정상마우스 비장세포의 면역활성

  틴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실험으로 구분하 으며, 첫 번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우선, 틴을 여하기 않은 정상 마우스로부터 비장(Spleen)을 출한 후 

세포 분화능 분석을 해 비장세포를 분리하 다. 즉, 경추탈골법으로 희

생시킨 마우스의 비장을 무균 으로 출하여 RPMI 1640 medium으로 씻

은 다음 멸균된 tissue homogenizer로 가볍게 분쇄하여 세포를 유리시켰

다. 분리된 세포 탁액을 1,500 rpm에서 3분간 원침 시킨 후 cell pell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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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s buffer (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 0.87% NH3Cl, pH 7.2)에 

5분간 탁시켜 구를 제거하 다. 의 세포는 다시 RPMI로 원심 세

척한 다음, 10% fetal bovine serum (FBS)이 함유된 RPMI 1640으로 희

석하여 사용하 다. 세포분화능 분석을 한 세포수는 9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을 90 ㎕ 씩 분주하 으며, Cytokine 분석을 한 세포수

는 48 well plate에 2×106 cells/well을 450 ㎕ 씩 분주하고, 틴을 최종농

도가 2.5～20 ㎍/ml이 되도록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

석법으로 세포분화능을 분석하 다. 

  한편, Cytokine 생성량은 48 well plate에 0  50 kGy로 조사한 틴 

(최종농도 2.5~20 ㎍/ml)을 처리하고 T세포 자극을 해 Concanavalin A 

(Con A, 5 ㎍/ml)을 첨가하 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등액을 수거하

여 Th-1 type 싸이토카인(IFN-γ and IL-2)의 양을 ELISA kit (BD 

Bioscience,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나. 틴 투여 마우스분리 비장세포의 면역 활성

  틴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두 번째 실험

으로 마우스를 9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마우스로부터 비장  페이어스 

패치(Peyer's patch)를 척출하 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음성 조군

(Normal group), 0 kGy 틴 5㎍/kg 투여군(0 kGy - 5㎍), 0 kGy 틴 

25㎍/kg 투여군(0 kGy - 2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5㎍/kg을 

투여군(5 kGy - 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5000ng/mouse을 투여군(5 

kGy - 250㎍/kg) 그리고, 가열처리된 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 가열처리된 틴 25㎍/kg을 투여군(heated - 25㎍),가열처리된 틴 

250㎍/kg을 투여군(heated - 250㎍) 이었다. 틴 투여군은 틴을 3일  

마우스 꼬리 정맥에 주사(i.v) 한 후 마우스로부터 비장을 출하고 상기

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역세포를 분리하고 세포 분화능을 분석하 다.

  비장세포 분화능은 비장세포를 96 well plate에 T세포 mitogen인 Con 

A를 (5 ㎍/ml)로 처리하고 24시간과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페이어스 패치 세포분화능 분석을 한 세포수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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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plate에 5.0×105 cells/well을 90 ㎕ 씩 분주하 으며, Cytokine 분석을 

한 세포수는 48 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450 ㎕ 씩 분주하 으

며, 면역자극원으로서 Concanavalin A (Con A, 5 ㎍/ml)와 

Lipopolysaccharide (LPS, 1 ㎍/ml)로 각각 처리한 후 24시간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분화능  Cytokine 분비량을 각각 MTT  ELISA 

방법에 의해 분석하 다. 

  다. 식세포(RAW 26.7 cell) 활성

  틴이 마우스 식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 (KCLB, Korea)을 이용한 실험과 

마우스로부터 직  식세포를 분리한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마

우스로부터 식세포 분리를 해 Balb/c 마우스에 3% liquid 

thioglycollate medium을 1 ml/mouse의 용량으로 복강내에 주사하고, 3일 

후 8 ml의 RPMI 1640 medium을 주사하여 복강으로 부터 세포를 분리하

다. 얻어진 세포는 2% BSA (bovine serum albumin)로 코 된 튜 에 

담아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침 시킨 후 10% FBS 

 penicillin-streptomycin (20 ㎍/ml)이 함유된 1 ml의 RPMI 1640 

medium을 가하고 세포가 고르게 부유되도록 흔들어 주고, 식세포 분화

능 분석을 해 Trypan blue 용액으로 세포를 염색하고 haemacytometer

를 이용하여 생존 세포수를 측정하 다. 

  RAW 264.7 세포 분화능은 penicillin과 streptomycin이 각각 100 

units/ml이 되도록 10% FBS이 함유된 DMEM 배지(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 으며, 세포 분화능 분석은 96-well plate에 

5.0×10
4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 으며, Cytokine 분비능은 

48-well plate에 1.0×105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하 다. 

  이때 마우스로부터 직  분리한 식세포 분화능은 DMEM 배지 신 

RPMI 배지를 이용하 으며, 세포 분화능은 96-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 으며, Cytokine 분비능은 48-well 

plate에 2.0×106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하 다. 분주한 세포

는 5% CO2 incubator(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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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0, 5, 10, 15, 20kGy로 조사한 틴의 최종농도가 6.25～2,000 ㎍/ml이 

되도록 틴을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NF-α는 48 well plate에서 배양한 세

포의 상등액을 수거한 후 ELISA Kit (BD Bioscienc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한, Nitric oxide (NO) 함량 분석을 해 상등액을 Griess 

regent (1% sulfanilamide;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2.5% phosphoric acid)에 넣고 10분간 반응 시킨 다음, 

585nm의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NO 함량은 Sodium nitrite

을 표 시료로 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부터 배양액내의 nitrite 함량을 

정량하여 환산하 다.

5. 항암활성 분석

  가. 암 세포주에 한 세포독성(in vitro)

  틴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암 세포주는 마우스 유래 피부암 세포

주인 B16BL6과 인간 장암 세포주인 HCT-15, 인간 액암 세포주인 

THP-1과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CF-7를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

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 다. 암 세포주에 한 세포독성은 각각의 암

세포주를 5×10
4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90 ㎕씩 분주하고 0  50 

kGy로 조사한 틴을 최종농도 6.25～200 ㎍/ml이 되도록 처리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통해 산출하

다.

  나.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in vivo)

  틴이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마우스를 모두 6

개의 그룹(n=7)으로 분리하 다. 음성 조군(Normal group), 0 kGy 틴 

5㎍/kg 투여군(0 kGy - 5㎍), 0 kGy 틴 25㎍/kg 투여군(0 kGy - 25㎍

/kg),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5㎍/kg을 투여군(5 kGy - 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그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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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 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가열처리된 틴 25㎍/kg

을 투여군(heated -2 25㎍)이 었다. 틴은 각각 암세포 투여

(Pre-treatment group) 3일 에 꼬리 정맥을 이용한 주사(i.v) 하 다. 

  암성장 억제효과는 등부 의 털을 제거한 C57BL6 마우스에 B16BL6 

(5.0×105/mouse)를 피하(intradermal, i.d.)주사하여 암세포성장

(Tumor-bearing) 마우스 모델을 만든 후 14일 후 암세포의 무게를 측정

하여 산출하 다. 

  다. 암 이 억제 효과 (in vivo)

  틴의 암 이 억제 활성을 분석하기 해 장암세포인 Colon 

26-M3.1 cell (1×10
4/mouse)을 Balb/c 마우스의 꼬리정맥 (intravein, i.v.)

에 주사하여 암을 이시켰다. 음성 조군(Normal group), 0 kGy 틴 5

㎍/kg 투여군(0 kGy - 5㎍), 0 kGy 틴 25㎍/kg 투여군(0 kGy - 25㎍

/kg),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5㎍/kg을 투여군(5 kGy - 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그리고, 가

열처리된 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가열처리된 틴 25㎍/kg

을 투여군(heated -2 25㎍)이 었다. 틴은 각각 암세포 투여 3일 

(Pre-treatment group)에 꼬리 정맥을 이용한 주사(i.v) 하 다. 암 이 억

제효능은 암투여 14일 후 폐에 생성된 암세포수(colony)를 계수하여 산출

하 다.

  라. Flow cytometry를 이용한 면역세포의 비율 측정

  암성장 마우스의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CD4+  CD8+ T 세포의 비율을 

산출하기 해 비장세포(1.0×106 cells/ml) 1ml을 5ml tube에 분주하고, 

CD4+  CD8+ T 세포에 각각 2 ㎕의 FITC-항체  PE-항체가 결합하

도록 30분 동안 4℃에서 반응 시킨 후 0.5% FBS가 함유된 PBS 0.5ml에 

부유시켜 Flow cytometry analysis (Beckman Coulter CO.,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조건은 시료당 10,000개의 세포가 측정되도록 Cell 

Quest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결과값은 forward scatter 

(FSC)와 side scatter (SSC)의 dual parameter를 이용한 dot plot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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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 세포에 한 CD4+  CD8+ T 세포의 비율(gated %)을 산출하

다.

  마. 통계처리

  상기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version II, SPSS Inc.)

에서 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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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구조  특성 변화

  가. 단백질 기 동 패턴변화

  감마선 조사된 틴의 기 동  패턴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기

동 상에서 방사선 비조사 틴을 주로 29 kDa 과 33 kDa에서 밴드가 

찰되었고 60 kDa과 26 kDa에서 약한 밴드가 찰되었다. 이는 Yoon 등

(1999)이 한국산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틴과 비슷한 결과로써 이 연구에

서 추출한 틴이 기존의 한국산 겨우살이 틴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줬

다. 5 kGy이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틴은 기 동 패턴에서 주요

밴드가 사라졌으며 고분자량으로 응집되어 고분자량 에서 끌리는 듯한 

상을 보여줬으며 고선량으로 갈수록 well 상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β-lactoglobulin (Lee et al., 2001), bovine 

and porcine serum plasma (Lee et al., 2003), hen's lysozyme (stevens 

et al., 1679),  ovomucoid (Moon and Song, 2001)  ovalbumin (Byn et 

al. 2004)과 같은 다른 단백질에서도 찰되었다. Gaber (2005)는 BSA 단

백질 용액의 감마선 조사는 물의 radiolysis에 의해 생성된 산소 라디칼에 

의해 polypeptide chain의 분해, cross-linking  응집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자의 규칙 인 구조의 괴를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량으로 응집되거나 분자량으로 편화되는 

상은 단백질간의 cross-linking과 소수성 결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

된 바 있다(Garrison, 1987; Puchala and Schessler, 1993; Kume and 

Matsuda, 1995). 감마선 조사 후 용액에서는 자유아미노산과 단백질간 그

리고 peptide와 단백질간에 공유결합이 형성된다(Garrison, 1987). 

Davies(1987)는 17종의 단백질에서 ․OH + O2-(+O2)에 의한 소편화가 일

어났으며 ․OH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으로 응집 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 다. ․OH에 의한 응집 상에 해 Tuce 등(2001)은 ․OH에 의해 

OVA(ovalbumin) 분자에서 수소가 이탈되고 OVA․ 가 형성된 후 (OVA 

+ ․OH = OVA․ + H2O), OVA․, OVA․ 간의 결합이 발생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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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과 native OVA의 결합에 의한 radical 의 grafting 과정에 의해 고

분자 물질이 형성된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응집화는 

disulfide bond, 소수성  정 기  결합의 형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되었다(Divies and Delsignore, 1987). 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 

고분자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5. SDS-PAGE profile of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M mean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ders and 

numbers on the left side and upside indicate the molecular 

weight (kDa) of the standard markder and radiation dose 

(kG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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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V spectrum 

  단백질의 구조  변형은 물리 , 화학 , 생물학 인 방법에 의해 활성

의 변화를 수반한다. 방사선 조사는 물리 인 에 지로 물질의 특성에 

향을  수 있다. 특히 수용액 상태에서  조사된 단백질은 물에서 생성된 

Hydroxyl 라디칼에 의해 방사선에 민감한 부분이 가장 먼  주요 목표물

이 되어 분자  변화가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radical은 단

백질의 방향족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에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cysteine, cystine, methionine 등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radical과 빠르

게 반응하여 이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에 향을 받는다. 를 들어, 

cystine과 같은 아미노산은 radical에 의해 작용시 disulfide bond가 괴될 

수 있으며 peptide bond에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결합의 괴는 라디칼에 의해 단백질을 편화, cross-linking, 

응집화  산화를 일으킬 수 있어, 최종 으로 단백질의 구조에 변성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V 스펙트럼은 단백질 표면의 방향족 아미노산의 잔기의 흡 도에 의

한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phenylalanine, tyrosine과 tryptophan의 세 개의 

아미노산은 방향족 잔기를 갖으며 이 방향족 아미노산은 스펙트럼의 UV 

역 근처에서 빛을 강하게 흡수한다 (Weltlaufer, 1962). Tyrosine과 

tryptophan은 280 nm의 역에서 단백질에 의한 UV 흡수가 부분 일어

난다. Tryptophan은 phenylalanine보다 100배 이상 더 강하게 흡수한다. 

phenylalanine은 260 nm의 흡 도에서 측정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백질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Mathew et al., 1999).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마선 조사된 겨우살이 틴의 흡 도는 

비조사구에 비해 5 kGy 조사의 경우 약간의 증가는 보 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10, 15 그리고 20 kGy의 경우 230에서 320 nm사이에서 흡 도가 

증가하 다. UV 흡 도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구조변화에 의해 단백질의 Tyrosine 과 

Tryptophan과 같은 내부 아미노산이 외부로의 노출에 의한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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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V absorption spectra of gamma-irradiated Korean Mistletoe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다. Circular dichroism (CD) spectroscopy

  Circular dichroism (CD) spectroscopy는 구조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좌편 과 우편 의 흡수된 정도의 차이를 측정한다. CD spectroscopy는 

far-UV 역 (190-250 nm)에서 2차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장 

역에서 발색단은 peptide bond이고 측정이 되는 시그 은 규칙 이고 잘 

힌 구조일때 생성이 된다. α-helix, β-sheet  random coil 구조는 CD 

spectrum에서 각각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나타낸다. 보통 208과 220 nm

의 peak가 단백질의 α-helix 2차 구조를 나타내며, 214 nm는 β-sheet 2차 

구조를 나타낸다(Chang et al., 1978; Myer, 1968). 용액상태에서 단백질의 

방사선 조사는 공유결합이 쉽게 괴되고 산소 라디칼에 의해 규칙 인 

구조의 괴에 의해 이들의 2차  3차 구조가 변형된다(Lee et al., 2003). 

그림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틴의 α-helix 구조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괴되었으며 α-helix의 함량이 감소하 다.  반 로 sheet  

random coil 구조는 조사에 의해 증가되었다( Table 1. & Fig. 7.) 이러한 

결과는 Lee(2003) 등이 Ovalbunim을 가지고 방사선 조사 후 단백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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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α-helix 구조가 괴되고 random coil  β-turn 

구조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감마선 조사는 단백질에서 α-helix 

구조를 감소시키고 random coil  Sheet 구조를 증가시키는 CD 

spectroscopy의 far-UV specta 역에서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ar-UV CD spectra of intact lectin and gamma-irradiated 

lectin at 5, 10, 15, and 20 kGy (Unit, %)

Secondary structur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15 20 

α-Helix 76.80 35.90 27.30 22.60 20.40

Random Coil 8.20 31.40 32.10 36.30 35.60

Sheet 15.60 32.40 40.10 40.90 43.10

Fig. 7. The content of the secondary structural conformations from 

the far-UV CD spectra of the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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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T-IR 스펙트럼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해 FT-IR 분석을 

수행하 으며, FT-IR 스펙트럼은 Fig. 8과 같다. 틴을 구성하는 glucose

의 functional group인 -OH, C-H, C=O  C-O는 각각 3415, 2929, 1748 

 1200～950 cm
-1에서 투 도 역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Mathlouthi and Koenig, 1986; Gutierrez, 1996; CarlaMaísa, 2005). 감마

선 비조사 조구와 감마선 조사된 틴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기능기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역에서

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 peak를 확인 할 수 없었다. 

Fig. 8. FTIR spectra of lectin irradiated at various dose and 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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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원항체반응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클론 항체 IgG의 결과에서 5 kGy로 조

사된 틴의 비조사 틴의 항원결정기는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비조

사된 lectin과 유사게 남아있었다. 5 kGy로 조사에 한 단클론 항체 IgG 

반응성은 비조사된 lecint과 유사하게 희석비율에 따라 감소하 다. 가열처

리된 틴의 경우 단클론 항체 IgG와 반응하지 않았으며 다클론 항체 

IgG 한 가열처리된 틴과는 반응하지 않았다. 조사선량이 10 kGy 이

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체의 반응성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Masuda et al. (2000)은 감마선 조사된 ovalbumin은 그 자체가 응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래의 구조에서 항체의 근이 용이했던 항원결정기

가 가려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Ci-ELISA에서 얻어진 그래 의 기울기

의 변화는 항원결정기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Lee 

et al., 2001). 기울기의 증가는 단백질과 항체간의 결합능의 감소를 나타낸

다. 만약 기울기가 유사할 경우, 그 항원결정기는 구조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Lee et al., 2001). 재의 결과에서 감마선 

조사된 틴의 기울기는 차 으로 증가하 다. 이것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항원결정기의 구조가 변화하여 틴과 항체간의 결합능이 감소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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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activities of mouse anti-lectin IgGs to intact, 

gamma-irradiated and heated lectin by ELISA inhibition 

assay. A) Polyclonal antibody, B) monoclonal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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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Western bolt

  틴을 면역한 마우스의 청의 틴에 한 다클론 항체는 비조사 

틴의  모든 밴드와 반응하 다. 이 밴드들은 60 kDa  29, 34 kDa의 밴

드를 인식되었다. 틴에 한 단클론 항체는 비조사 틴의 A chain과 

주로 반응하 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된 틴들은 단일한 밴드로 측정되지 

않았고, SDS-PAGE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끌리는 형태로 측정되었으며, 

그 반응은 약하 다(Fig. 9.). 이러한 경향은  상단부의 밴드는 well 상에

서 내려가지 못한 틴으로 조사선량에 따라 약간의 증가를 보 다. 이는 

변 등(2004)이 OVA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와 비슷하며, IgG에 한 감마

선 조사된 틴과 비조사된 틴사이의 반응차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항원결정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가열처리한 틴의 경우 

Monoclonal anti-lectin mouse IgG는 intact 와 같은 결과를 보 지만 

polyclonal anti-lectin mouse IgG는 여래개의 밴드가 찰되었으며, 조사

구보다 강한 반응을 보 다. 이는 가열과 감마선조사가 틴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가열처리의 경우 ELISA에서는 항체와 

결합하는 능력이 가장 었지만  monoclrola antibady를 사용한 Western 

blot 에서는 비조사 틴과 비슷한 결과를 보었으며, 폴리의 경우에도 비

조사 틴과는 었지만 조사처리구보다는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었다. 

ELISA에서보다 Western blot에서 더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는 것은 기

동시 첨가된 SDS가 두 개의 아미노산 잔기마다 한 분자씩 결합하여 단

백질에 형성된 비공유결합을 괴하여 단백질을 변성시킨다(분자생물학회,  

2006). 변성된 단백질은 변성  가려졌던 항체와 결합되는 부분이 노출되

기 때문에 결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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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mmunoblot of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20 kGy 

and heated.  A) monoclonal antibody, B) Polyclonal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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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독성 변화

  가.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 변화 (in vitro)

  세포주에 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하여 

B16BL6, AGS, THP-1 그리고  MDCK 세포주에 해 겨우살이 추출물을

16, 31, 62, 125, 250, 그리고 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 다(Fig. 10). 겨우살이 추출물은 0, 10, 30, 50, 70 

그리고 100 kGy로 조사하 으며 Park 등(2001)의 방법 로 가열처리하여 

독성을 감화 한 추출물을 추가하 다.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겨우살이 

추출물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 겨우살이 추출물은  모두 조사선량에 유의 

으로 세포독성이 감소하여 감마선 조사가 겨우살이의 세포 독성을 감소

시킴을 확인하 다. 가열처리군의 경우 cell line에 따라 세포독성의 차이

가 보 으나 체로 30 ~ 70 kGy의 선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박 등

(2001)은 겨우살이 추출물의 가열시 틴이 주로 독성이 감화 하고 알

칼로이드는 독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방사선 조사시 100 

kGy의 선량이 가열보다 독성의 감소가 더 증가한 것은 방사선 조사는 가

열과 달리 틴 뿐만아니라 알칼로이등의 다른 독성물질도 독성을 감소시

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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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ytotoxicity of Mistletoes extract on  B16BL6 cell(A), AGS 

cell(B), THP-1 cell (C), and MDCK cell (D)

  나. 겨우살이 렉틴의 독성 저감화 (in vitro)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세포독성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겨우살이

에서 추출한 틴을 0, 5, 10, 15, 그리고 20 kGy로 조사하 다. 한 세포

주에 한 겨우살이 틴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복강 식세포 와 RAW 

264.7등에 해 겨우살이 틴을 0.39～2000 n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

시간 배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 다(Fig. 11).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겨

우살이 틴은 농도가 높을수록 유의 으로 세포독성이 증가하 다. 갵 

높을수록이상의 감마선이 조사된 틴은 RAW. 264.7 cell의 경우 2000 ng/ml 

의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처리군의 경우에는 이 의 연

구결과(Park et 26. 2001)와 같이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틴은 A와 B ch2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ch2in은 cell의 리보좀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해하고조사된-ch2in은 세포벽의 당부분과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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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세포내로의 틴의 침투에 여한다. 압서 실험한 구 응집반응에서 

5 kGy의 선량에서 구 응집반응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아 세포막의 당

부분과 결합할 수 있는 B-chain의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고 5 kGy 

의 선량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A-chain의 세포독성이 있는 

부분의 구조가 변한 것으로 단되었다. 

Fig.12. Cytotoxicity of lectin against RAW(A) 264.7 cell and peritoneal 

macropha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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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혈구 응집반응

  비조사 틴의 경우 Kang 등(2007)이 한국겨우살이에서 추출한 

KML-C, KML-IIU, 그리고 KML-IIL는 8 ㎍/ml의 농도에서 구 응집

반응을 보이고 4 ㎍/ml의 농도에서는 구 응집반응이 없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비조사 틴의 6.25 ㎍/ml의 농도에서는 응집반응이 일어났고, 

3.13 ㎍/ml의 농도에서는 구 응집 반응이 없어 Kang 등(2007)이 추출

한 틴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감마선 조사 틴의 경우 5 kGy로 감마

선 조사된 틴은 비조사 틴과 구 응집반응의 차이가 없었으며, 

6.25㎍/ml의 농도에서 구 응집반응이 일어났으며, 10 kGy 이상으로 

감마선이 조사된 틴의 경우 100 ㎍/ml 의 농도에서도 구 응집반응

은 일어나지 않았다(Fig. 12). 겨우살이 틴의 경우 B-chain에 구 세

포표면의 당과 결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Park et al., 2008). 그러므로 

A-chain이 없다 하더라도 B-chain 만으로도 구를 응집시킬 수 있다

(Park et al., 2008),  그러므로 구 응집반응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

은 B-chain의 구조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된 틴의 경우  5 kGy의 선량에서는 구 응집반응이 비조사 

틴과 차이가 없었으나 10 kGy의 선량에서는 고 농도에서도 반응이 없

었다. 이로보아 5 kGy 선량까지는 B-chain의 당결합능이 유지되지만 5 

kGy 이상의 선량부터 당결합부 의 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13. Hemagglutination of mouse erythrocytes treated with Korean 

mistletoe l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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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틴투여에 따른 마우스 생존률

  군당 5마리의 식 생쥐에 체  kg당 25, 50, 100, 250 ug의 용량으로 0 

kGy, 5 kGy 그리고 가열(100℃ 30min)처리 된 틴을 1회 정맥 투여하

다. Table 2의 결과에서처럼 비조사된 틴 100 ㎍/kg 으로 정맥투여한 

그룹에서는 투여 하루만에 4마리가 사망하 고, 이틀째 나머지 1마리가 

사망하 다. 50ug/kg 투여군에서는 투여 후 24시간 후에 1마리가 사망하

고, 이틀째 1마리가 사망하 다. 그리고 나머지 투여군에서는 사망한 동

물이 한 마리도 없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틴의 LD50은 50ug/kg과 

100ug/kg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생쥐의 경우에서는 IL-1, 

TNF-a 와 같은 cytokine의 량유도로 추정되는 발열 상, 입모 상

(piloelection)등이 찰되었고 에서는 진물이 분비되었지만, 생존한 동물

에서는 별다른 임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조사 틴의 LD50 추

정치는 Kang(2007)등이 한국산 겨우살이로부터 정제된 틴 성분 

KML-IIU 의 비 독성 결과와 일치한다. 한 조사  가열처리 틴의 

경우 250 ug/kg 까지의 투여 농도에서도 폐사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로보

아 조사  가열처리구의 LD50은 250 ug/kg 이상인 것으로 단되며, 방

사선 조사가 틴의 독성을 in vitro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in vivo에서

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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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rtality in mouse administrated intravenously with lectin

Treatment Dose 

(㎍/kg bodyweight)

Days after treatment 

1 2 3 4 5 6 7 Final 
mortality

Normal PBS 0/5 0/5 0/5 0/5 0/5 0/5 0/5 0

Non-
treated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1/5 2/5 2/5 2/5 2/5 2/5 2

100 4/5 5/5 5/5 5/5 5/5 5/5 5/5 5

250 5/5 5/5 5/5 5/5 5/5 5/5 5/5 5

Irradiatied 
at 5 kGy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0/5 0/5 0/5 0/5 0/5 0/5 0

100 0/5 0/5 0/5 0/5 0/5 0/5 0/5 0

250 0/5 0/5 0/5 0/5 0/5 0/5 0/5 0

Heated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0/5 0/5 0/5 0/5 0/5 0/5 0

100 0/5 0/5 0/5 0/5 0/5 0/5 0/5 0

250 0/5 0/5 0/5 0/5 0/5 0/5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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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액학  독성

  비조사  감마선 조사 틴의 생체에 한 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체

내의 신진 사에 여하는 두 장기인 간과 신장 (kidney)에 미치는 향

을 검토하 다. 간장의 기능은 간세포가 함유하는 GOT 

(glutamic-oxalactate transaminase)와 GPT (glutamic-pyruvic 

transnaminase)의 두 효소를, 신장의 기능은 CRE (boold creatin)와 BUN 

(blood urea nitrogen)의 농도를 측정하여 조사하 으며 조군으로는 

가열처리한 틴을 사용하 다. GOT와 GPT는 간 사와 련된 효소로서 

간손상의 biomarker로 사용하고 있다(Lieber 1994; Plaa 1991). Fig. 13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Balb/c 마우스에서 비조사 틴 25 ug/kg을 주

사한 마우스의 경우 GOT와 GPT의 격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틴의 경우 25 ug/kg의 농도에서 간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

다 낮은 100 ug/kg의 경우 GOT  GPT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250 ug/kg 투

여군에서도 유의 인 차이가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아 방사선 조사가 

틴의 간에 한 독성을 감화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E 와 

BUN은 모든 농도  틴의 방사선  열 처리구에서 정상군과 유의

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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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evels of GOT and GPT in sera injected with lectin. GOT; 

glutamic-oxaloactic transaminase, GPT; Glutamic-pyruvic 

transs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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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evels of CRE and BUN in sera injected with lectin.  CRE; 

blood creatine, BUN; blood urea nitrogen. 

  바. 간 조직의 손상 변화

  조사  비조사 틴의 투여에 따른 마우스의 간의 morpholgy 양을 

평가하 다. 겨우살이에서 추출된 lectin은 항암효과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틴에는 독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동물에 독성을 일으키지 않

는 틴의 처리 농도를 구한 후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범  내에서 틴

에 한 활성 실험을 실시하 다. 그러나 본 실험의 목 은 틴의 독성 

감화에 한 연구이므로, 틴의 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인 25 ㎍/kg의 

양으로 비조사, 조사, 가열처리한 틴을 처리하여 마우스의 조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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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의 향을 살펴보았다. 

  마우스(BALB/C)에 25 ㎍/kg의 농도로 틴을 투여한 결과  투여량에 

의존 으로 간에 한 독성이 찰되었다.  0 kGy의 lectin 투여구의 경우 

간동맥의 hepatocytes의 형태, 세포질의 vacuolization, 그리고 담 의 손

상을 가져왔다.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된 틴의 경우 틴의 독성 변화

가 일어났다. 방사선 조사 처리된 틴을 투여한 쥐가 비조사 처리구에 

비해 하게 간 손상이 어진 것을 찰하 다. 가열처리 한 틴 

한 0 kGy의 틴에 비교하여 더 은 변화를 보여주었다(Fig. 15). 이러한 

결과는 세포독성 실험에서 조사  가열 처리된 틴의 독성의 감소와 같

은 결과를 보 으며, 틴에 한 감마선 조사의 독성 감소 효과는 감마

선조사가 CD  SDS-PAGE의 결과에서 보듯 틴의 구조가 변화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6. Liver morphologies  of mouce treated with control (A), 

non-irradiated (0 kGy B), irradiated (5 kGy C), and heat 

treated (D) mistleto extracted lectin (25 ㎍/kg body weight), 

CV- central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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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마우스의 몸무게 변화

  조사  비조사 틴의 투여에 따른 마우스의 몸무게 변화를 평가하

다. 액학  독성  조직학  독성을 나타내는 비조사 틴 25 ㎍/kg의 

농도의 경우 유의 인 몸무게의 감소를 나타났다(표 3). 이는 틴의 독성

으로 인한 감소로 보이며, 이보다 낮은 농도인 10 ㎍/kg의 농도에서는 몸

무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가열처리 틴의 경우 유의 인 

몸무게의 감소를 보인 그룹은 없었다. 이는 틴의 독성이 감마선 조사와 

가열처리에 의하여 감화 된것에 기인하며, 액학  독성  조직학  

독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Table 3. Effect of lectin on body weight in mouse          (g)

Treatment Dose 

(㎍/kg bodyweight)

Days after treatment bodyweight 

0 2

Normal PBS 22.24 ± 0.29 22.9 ± 0.50

Non-
treated 

25 21.68 ± 0.25 21.97 ± 0.17

50 21.11 ± 0.02 19.65 ± 0.55

Irradiatied 
at 5 kGy 

25 22.36 ± 0.87 22.8 ± 0.65

50 21.59 ± 0.93 21.63 ± 0.97

100 22.39 ± 0.81 22.66 ± 0.76

250 22.17 ± 0.41 22.23 ± 0.52

Heated   

25 22.13 ± 0.45 22.41 ± 0.69

50 21.56 ± 1.33 21.99 ± 0.44

100 22.46 ± 0.77 22.56 ± 0.695

250 21.64 ± 0.69 21.80 ±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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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면역활성 변화 

  가. Macrophage Cytokine 분비능

  생체의 면역감시기구에서 제 1선을 담당하는 macrophage는 특히 종양

세포에 하여 직 인 세포와 세포간의 (cell-to-cell)을 통하여 종

양세포를 인식하고 살해하는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cytokines

을 유도함으로서 이 후의 항 종양 활성에 직 으로 여하는 자연살해

세포(NK cell), B-세포  T-세포의 성숙매개 물질인 IL-1, 직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α,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IFN-γ  B-세포의 성숙

과 련된 IL-6등의 cytokine 유도능을 in vitro 실험에 의해 조사하 다. 

  겨우살이 틴에 의한 TNF-α의 발 은 매우 단 시간내에 일어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Yoon et al. 1994), TNF-α의 유도는 IL-1의 분비에 의

한 macrophage의 2차 자극이 아니라, macrophage에 하여 직 인 작

용에 의한 독립 인 경로에 의하여 TNF-α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Yoon et al. 1994). 실험결과 비조사 틴에 의한 TNF-α의 생산은 

기존 실험(Yoon et al. 1994)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조사된 틴의 

TNF-α의 발 은 감소된 경향을 보 지만, 음성 조군인 PBS 보다는 많

은 발 양이 찰되어 조사 후에도 TNF-α의 발 을 유도할 수 있는 기

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6).  생체의 면역능을 조 하는 여러 

cytokines 에서, 특히 TNF-α는 NK-세포에 한 IL-2 receptor의 발

을 증진시킴으로 NK-세포의 살해능을 상승시키고(Tormey et al. 1997; 

Chehimi etal 1989), 종양의 증식과 이에 있어서 필수 으로 수반되는 

종양의존성 신생(tumor-induced angiogenesis)의 억제 물질로도 알려

져 있다(Yoon et al. 1995; Leibovich et al. 1987; Fajardo et al. 1992). 따

라서 TNF-α의  유도능이 남아있는 감마선 조사 틴도 NK-세포의 살해

능을 상승시킬 것으로 추론되기에(Saiki et al. 1992) 종양 이  항종양 

활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의 실험에서(Yoon. 1998) 겨우살이 틴의 IFN-γ의 직 인 유도

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우살이 틴보다는 겨우살이 성분 에서 

당류  분자 물질 (117, 130, 229,230)등이 IFN-γ의 유도능을 가진 것

으로 보고 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도 틴에 의한 IFN-γ의 발 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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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보다는 높았지만 양성 조군인 LPS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

여 이 의 실험과 비슷하 다. 그에 비해 감마선 조사된 틴의 경우 양

성 조군인 LPS보다 높은 IFN-γ 의 유도능을 보 다(Fig. 16).  IFN-γ

는  T 림 구와 NK-세포가 macrophage를 활성화하여 포식된 미생물을 

죽이며, 호 구를 활성화시키고 NK 세포의 세포살해 활성을 자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kang, 2005). 따라서 IFN-γ를 유도하는 감마선 조사 

틴은 NK-세포의 살해능을 상승시킬 것으로 추론되기에 종양 이  항

종양 활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5 kGy의 선량을 조사한 틴이 IFN-

γ를 유도하는 기능이 가장 높았고, 가열처리한 틴의 경우에는 INF-γ의 

생성은 없었다. 

  IL-6는  항체-생성 B 림 구의 성장과 간세포에 의한 성 단계 단백

질의 합성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 틴의 경우 100 ng/ml의 

농도에서 사이토카인의 발 이 약 800 pg/ml 정도 발 된 것에 비해 5 

kGy  10 kGy의 경우 2400 pg/ml  3400 pg/ml이 발 되여 약 3～4 

배 정도의 발 양의 증가를 보 다. 가열처리 틴의 겨우 발 양이 감소

하 다(Fig. 17). 

  IL-10은 활성화된 macrophage 세포  일부 보조 T 세포에 으해 생산

되는 사이토카인이다. 주된 기능은 활성화된 macrophage를 억제하며, 따

라서 선천  응면역반응의 항상성 조 e를 지하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 틴의 겨우 약 50 pg/ml의 발 양을 보 으며,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100 pg/ml의 발 양를 보여 조사된 틴이 약 2배정도의 유

도를 보 고, 가열처리한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는 포  일부다. 10 kGy

와 15 kGy의 경우 5 kGy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20 kGy의 선량을 

조사한 틴의 경우 5 kGy산되는 사 었지만 0 kGy산되는 사이토카인이을 

보 다(Fig. 17). 

   IL-12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NK 세포  T 세포에 의한 IFN-γ

의 생산을 증진시키고, NK 세포  CTL의 세포용해 능력을 증강시키며, 

그리고 TH1 세포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 틴에 의

한 IL-12의 발 량은 약 50 pg/ml이 으며, 5 kGy로 조사된 틴에 의한 

발 량은 약 400 pg/ml이 다. 가열처리한 틴의 경우에는 100 p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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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발 되었다. 틴에 의한 IL-12의 발  유도는 5 kGy로 감마선 조사

된 틴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Fig. 17). 

  체 으로 사이토카인의 발 은 TNF-α를 제외하고는 방사선이 조사

된 틴이 발 양이 더 많았고 가열처리한 경우에는 체 으로 IL-12를 

제외하고는 발 이 감소하 다. 특히 감마선 조사된 틴  5 kGy의 선

량으로 조사된 틴이 IL-6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활성을 보 기 때문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항암활성에서는 5 kGy를 가지고 동물실험에 이용하

다.

Fig. 17.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ectin o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NF-γ from peritoneal macro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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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ectin on the production 

of IL-6, IL-10 and IL-12 from peritoneal macro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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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AW. 264.7 macrophage  Cytokine 분비능

  틴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cell  복강 식세포로부터 분비되

는 TNF-α  IL-6의 생성량을 분석하 다(Fig.   18).  TNF-α의 경우 

비조사 틴에 비새 조사  가열처리한 틴이 TNF-α의 발  유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음성 조군인 PBS 보다 높은 활성을 보 다. 

  IL-6의 생성을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약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감마

선 조사에 의해 틴의 RAW. 264.7 cell 에 한 Cytokine 분비능이 감

되었지만 독성의 감소에 비해서는 많은 활성을 유지하 다.

 

Fig. 19. Effect of non-irradiated, irradiated and heated leactin o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L-6 from macrophage(RAW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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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AW 264.7 macrophage NO 분비능

  틴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cell에서 Nitric oxide (NO)의 생성량

을 분석하 다(Fig. 19). NO 분비량은 비조사 lectin의 처리농도에 비례하

여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이것은 lectin의 RAW 264.7 cell에서 비조사 

틴은 2000g/ml ～ 500ng/ml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존재하여 세포의 

활성 감소로 인하여 NO의 발 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마선이 조

사된 lectin의 경우 2000ug/ml의 농도에서도 RAW 264.7 cell에 하여 독

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의 활성은 정상 이라 사려되며, 비조

사 lectin에 비해 식세포로부터 NO의 생성을 더욱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lectin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들이  NO와 같은 chemokine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0.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actin on the production 

of NO from macrophage (RAW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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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항암활성 변화

  가. 암세포 독성

  방사선 조사에 의한 틴의 암 세포독성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겨우살

이에서 추출한 틴을 0, 5, 10, 15, 그리고 20 kGy로 조사하 다. 한 암

세포주에 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B16BL6와 AGS

에 해 겨우살이 틴을  31～1000 n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

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겨우살이 틴은 

농도가 높을수록 유의 으로 세포독성이 증가하 다. 5 kGy 이상의 감마

선이 조사된 틴은 1000 ng/ml 의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처리군의 경우에는 이 의 연구결과(Park et al. 2001)와 같이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마선 조사

는 정상세포에서와 같이 암세포에 하여 직 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 21. Cytotoxicity of lectin on Colon cell (A), B16BL6 cell (B), and 

AGS cel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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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조사  가열처리 틴이 암세포 성장억제에 미치는 확인하기 해 피

부암 세포(B16BL6)를 마우스(C57BL6)에 이식시키고 2주후 암세포의 무게

를 측정하 다(Fig. 20). 실험 결과 암세포만 이식시킨 마우스(Tumor 

Control)에 비해 틴을 5 ㎍g/kg으로 정맥 투여한 마우스의 암성장이 억

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5 ㎍

/kg 의 경우 조사와 비조사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비조사 

틴의 경우 25 ㎍/kg의 투여군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콘트롤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Thies 등(2008)의 실험결과

와 유사한 결과로 높은 농도의 틴이 오히려 틴이 독성으로 인하여 

농도의 틴보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은 결과를 보인다고 논의 했

으며, 본 실험의 마우스 간독성 평가에서도 마우스에 독성을 나타내는 농

도 다.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5 ㎍/kg와 25 ㎍/kg와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지만 25 ㎍/kg의 투여한 비조사 틴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하지 못한 반면에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

다. 반면 가열처리된 틴 5 ㎍/kg와 25 ㎍/kg 는 콘트롤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로보아 감마선 조사된 틴의 경우 독성은 감소하지만 

그 면역활성은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고, 가열처리의 경우 독성이 

감소되지만 항암활성 한 감소하는 걸 확인하 다.

Fig. 22. Effect of intravenous injection (i.v.) of lectin on the inhibition 

of tumor (B16BL6) growth in C57BL6 mouse. *P <0.05, **P 

<0.01 and ***P <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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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양의존성 신생의 억제

  종양의존성 신생(tumor-induced angiogenesis)은 고형암(solid 

tumor)의 성장 뿐 아니라 이성 종양의 원발소(primary tumor)  이 

부 (metastatic sties)로의 이동  성장에 있어서 필수 으로 일어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Fidler and Ellis 1994; Hellstrom et al., 1995; 

Folkman et al.,  1987; Schor et al., 1983; Folkman et al., 1971; 

Auspruk, and Folkman 1977; Sunderkotter et al., 1994;  Friedlander et 

al., 1995).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겨우살이 틴에 의한  신생의 

억제는 실험 결과 암세포만 이식시킨 마우스(Tumor Control)에 비해 

틴을 5 ㎍/kg으로 정맥 투여한 마우스의 신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5 ㎍/kg 의 경우 조사와 

비조사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비조사 틴의 경우 25 ㎍

/kg의 투여군에서 의 신생이 콘트롤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의 암세포 성장 실험

과 유사한 결과이다.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우 5 ㎍/kg와 25 ㎍/kg와

의 유의 인 차이는 었지만 25 ㎍/kg의 투여한 비조사 틴이 암세포에 

연결된 의 신생을 억제하지 못한 반면에 5 kGy로 조사된 틴의 경

우 암세포에 의행 생성되는 의 신생을 성장을 억제하 다. 반면 가열

처리된 틴 5 ㎍/kg와 25 ㎍/kg 는 콘트롤과 유의 인 차이가 없어 암세

포성장 억제  신생을 억제 하지 못하 다. 

Fig. 23. Effect of intravenous injection (i.v.) of lectin on the inhibition 

of tumor-induced angiogeinsis in C57BL6 mouse. *P <0.05, 

**P <0.01  and ***P <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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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암 이 억제 효과

  틴의 암 이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해 장암세포(Colon 26-M3.1)를 

마우스(Balb/c) 꼬리정맥에 이식한 후 2주후 폐에서 발생된 암 군집을 계

수하 으며, 그 결과를 Fig. 에 나타냈다. 암세포만을 이시킨 Tumor 

Control의 경우 평균 150개의 암 군집이 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0 

kGy 5 ㎍/kg은 약 45% 정도 암 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

/kg은 53%정도의 암 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5 kGy 5 ㎍/kg  

25 ㎍/kg의 경우 각각 40%  50% 정도 감소시켰으며, 가열처리한 틴

의 경우 컨트롤과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 으로 면역활성 증진에 

의한 항암기 은 우선 macrophage를 자극하고 IL-12에 의해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성장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ovic et 

al., 1991; Rubin, 1990; Yoon et al, 2004). 

  이상의 결과는 종양이식 마우스를 이용한 항암활성 실험결과(Fig. 21)와 

유사한 것으로 틴은 암성장을 억제시킬 뿐만아니라 암 이 억제에도 매

우 효과 임을 의미한다. 한, 조사된 틴의 2장에서의 결과에서 보듯 

높은 처리 농도에서  액  간 조직에서의 독성이 없으므로 투여량에 

따른 부작용이 어 보다 안 하게 투여량을 조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4. Effect of intravenous injection (i.v.) of lectin on the metastasis 

of tumor cell (Colon 26-M3.1) in Balb/c mouse. Number of 

cancer colony in lung by metastasis. ***P <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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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장 면역세포 분포도

  틴을 투여한 종양이식 마우스의 비장세포로부터 T세포의 분포를 분

석하 다. flow cytometry chart  총 T세포에 한 CD4+과 CD8+ T 세

포의 분포비율(%)을 Fig. 29  Fig. 30에 나타냈다. Normal group의 

CD4+과 CD8+ T 세포 분포비율은 각각 22.3 %  10.3 %로 나타나 정상

인 세포 분포비율을 보 으며, 틴 투여 마우스의 경우 비조사 틴 

25 ㎍/kg을 투여한 그룹의 경우 오히려 CD4+과 CD8+ T 세포 분포비율이 

감소하 다. 다른 그룹의 경우 CD4
+과 CD8+ T 세포모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29). 특히 5 kGy로 조사된 틴이 CD4+ T 세포 비

율이 동량을 투여한 다른 그룹보다 증가하 으며, 5 kGy 25 ㎍/kg 의 그

룹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 다.   

  CD4+과 CD8+ T 세포는 각각 Helper T (TH)세포와 Cytotoxic T 

(TCTL) 세포의 표지인자로써, TH 세포 면역반응을 달하는 cytokine을 

분비함으로서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고, TCTL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직  작용하여 세포를 괴 하는 역할을 한다(Munz et 

al., 2005; Kanazawa et al., 2004). 따라서 틴의 투여에 의한 CD4
+와 

CD8+ T 세포 비율의 증가는 면역반응의 상승에 요한 단서로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종양이식 마우스에 틴을 미리 투여할 경

우 CD4+과 CD8+ T 세포 즉, TH  TCTL 세포 분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면역세포의 증가는 틴의 항암효과를 증가시키는 증거로 사료된

다. 한 이러한 사실은 틴 투여가  CD4
+와 CD8+ T 세포비율을 증가시

켰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Ortiz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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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ACS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CD4+ and CD8+ T cell 

population from spleen in tumor bearing mouse. A) Normal, 

B) Tumor control, C) 0 kGy 5㎍/kg, D) 0 kgy 25㎍/kg, E)5 

kGy 5㎍/kg, F) 5 kgy 25㎍/kg, G) Heated 5㎍/kg, H) Heated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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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he population of CD4+ (A) and CD8+ (B) T cell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of spleen cells in tumor bearing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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