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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요지

재까지 고려인삼은 면역활성 물질로서 효능과 기  측면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항결핵 효능  이에 한 기 을 밝히는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종 고려홍삼 성분에 의한 결핵균 사멸능 여부를 조사하기 해 병

원성 결핵균주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v에 해 PD, PT, 조 사포닌, 그리고 물 

 알콜 추출물을 각각 0.1% (v/v)로 처리하고 각각 서로 다른 균수(multiplicity of 

infection, MOI)  시간별로 배양하 다. 배양 후 결핵균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PD  

PT 사포닌, 그리고 조 사포닌 성분에 의해 결핵균 생존율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한 각종 ginsenoside 성분  CK는 기존 보고에서 면역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선천면역의 요한 수용체인 toll-like receptor (TLR)를 경유한 신호 달에 

한 연구는 재까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ginsenoside  CK에 의한 

TLR 의존성 신호 달 경로의 조 과 기작을 연구하여 항염증 효능을 분석하 다. 다양한 

홍삼성분  CK는 이를 처리한 사람  마우스 식세포에 하여 그람음성세균의 

lipopolysaccharide (LPS)  CpG ODN에 의해 유도되는 NF-κB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활성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특이 으로 억제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려홍삼 성분  CK를 이용한 항결핵  항염증 

효능은 건강기능 강화  미래 생물의약품 소재 개발을 한 기 자료로서 앞으로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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