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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ell-cell adhesion managed by various adhesion molecules is known to be one of important phenomena found
in numerous immunological responses or diseases such as immunostimulation, rheumatoid arthritis and allergic diseas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gulatory role of ginsenosides (G)-Rb1, reported to display immunostimulatory and anti-
cancer effects, on cell adhesion, the up-regulation of surface adhesion molecules and morphological changes using mono-
cytic U937 and macrophage-like RAW264.7 cells. G-Rb1 significantly up-regulated U937 cell-cell adhesion mediated by
both CD29 and CD43. It also enhanced U937 cell-fibronectin adhesion, while CD29 blocking antibody P5D2 strongly
suppressed it. In agreement, this compound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urface level of CD29 as well as CD43. Fur-
thermore, this compound differentially modulated CD82 up-regulation and morphological changes triggered by lipopolysac-
charide (LPS) and phorbol-12-myristate-13-acetate (PMA).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b1 may have
differential modulatory function on cell adhesion events, surface molecule expression and morphological changes respon-
sible for immun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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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 세포간의 상호작용은 생체내에서 효과적인 면역반응

진행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현상이다. 이들 상호작용은 주로

β1-integrins (CD29) 혹은 β2-integrins (CD18), CD43 및

CD98 등과 같은 세포유착단백질 (adhesion molecule)의 상호

활성에서 기인된 복잡한 분자적 상호작용 반응을 요구한다.1,2)

이들 과정에서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된 수용체 adhesion

molecule은 관련 단백질들의 추가적인 활성화 유도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신호전달과정 (outside-in 혹은 inside-out

signaling)과 이를 통한 세포표면 단백질의 발현양 증가 및

세포의 모양변화를 동반하게 된다.3) 이를 통해 면역세포들은

보다 많은 사이토카인의 분비, 타 면역세포들의 활성 유도 및

높은 생존력을 유지하게 되어 더욱 강력한 면역반응을 매개

하게 된다.4) 이외에도, 세포유착단백질의 활성은 암세포의 전

이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암세포의 이동성에 영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5) 실제로,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높은 활성 혹은 발현비율을 보이는 adhesion molecule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단백질의 매개에 의해 전이성 암세포

들은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또한 이들 전이성 세포들은 이동 후, adhesion mole-

cule의 활성 매개에 의해 fibronectin이나 collagen 및 lami-

nin 등과 같은 extracellular matrix protein에 쉽게 유착되

어 주 종양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암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7) 이와 같은 배경으로, 세포유착단백

질의 활성 억제는 관절염이나 천식 등과 같은 다양한 염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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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암 전이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 표적방법으로 인식

되고 있다.8)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adhesion

molecule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나 기술은 개

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삼은 항당뇨, 항동맥경화증, 항암, 항스트레스, 항염, 인지

능력 개선 및 면역증강능 등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보

약으로 알려져 있다.9-11) 대부분의 이들 효능은 ginsenoside

(G)류라 불리는 saponin들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G-Rb1은 혈관 염증 치료효과, lymphocyte 증식유도억

제효과, TNF-α 분비 억제효과 등의 항염증 관련 효과와,

lymphocyte 분열증가 등과 같은 면역증강효과 그리고 대장암

세포사멸 촉진작용, 간암세포 분열억제작용 및 전이억제작용

등과 같은 항암효과가 보고되어져 있다.12-17) 특별히 면역증강

효과, 암 및 염증과 같은 면역질환에서 세포유착과정이 매우

중요한 작용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G-Rb1이 갖는

단핵구 세포주인 U937 세포의 유착반응 및 관련 세포생물학

적 반응 조절효능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본 화합물이

갖는 면역질환 치료효능에 관한 세포수준에서의 치료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G-Rb1은 KT&G 중앙연구원 (대전)로부터 확보하였다.

Lipopolysaccharide (LPS) 및 phorbol-12-myristate-13-ace-

tate (PMA) 는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

였다. 인간 단핵구 세포주인 U937 세포 및 murine mac-

rophage-like 세포주인 RAW264.7세포는 ATC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배양용 배지 RPMI1640

media, fetal bovine serum (FBS) 그리고 항생제 (penicil-

lin/streptomycin)는 Hyclone (Hyclone, South Logan, UT,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항체들 (CD29 및 CD43)은 각

각 V. Horejsi (Institute of Molecular Genetics, Acad-

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 Prague) 와 R

Villela (Centre of Immunology, Barcelona, Spain) 박사로

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CD82 항체는 Immunotech

(Marseilles, France)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U937 및 RAW264.7 세포들은 5% CO2, 37oC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는 penicillin (100 IU/ml) 및 strepto-

mycin (100 µg/ml)과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을

사용하였다. 

세포-세포간 유착반응 분석

G-Rb1이 처리된 U937 세포 (1×106 cells/ml) 용액을 80

µl를 처리하여 37oC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18) 다시 여기에

10 µl의 유착 유도항체 (MEM101A 및 161-46, 각 1 µg/ml)

를 분주하여 시간 별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유착 반응 정량은

round-bottom형태의 96 well plate에 2×106 cells/ml 농도로

조제된 U937 세포용액 20 µl와 10 µl의 약물 그리고 10

µl의 유착유도 물질을 첨가한 후 각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조심스럽게 배양용액을 부유시킨 후, 10 µl을 hemocy-

tometer에 처리하고 single 세포와 clustered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Cho 등의 보고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

of aggregation 및 % of control 값을 계산하였다.18)

세포-fibronectin간 유착반응 분석

G-Rb1이 처리된 U937 세포 (5×106 cells/well) 용액을 50

µg/ml의 fibronectin이 처리된 96 well plate에 처리하고

37oC에서 3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19) 이후 인산완충액으로

유착되지 않은 세포들을 제거하고 0.1%의 crystal violet을

15분간 처리한 후 흡광도를 540 nm에서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Adhesion molecule의 발현 정량 

U937 or LPS (1 µg/ml)-treated RAW264.7 세포 (1×106

cells/ml)를 12-well plate에 1 ml/well씩 분주 후 3시간 동

안 전배양하였다. 이 후 3.5시간 동안 G-Rb1을 처리하고 이

들 세포를 회수하여 96 well round plate에 일정하게 분주

하였다. FACS buffer (2% FBS in PBS)로 세척한 후,

10% rabbit serum (in PBS)으로 blocking하고, 각종 항체

(CD29, CD43 및 CD82)를 처리하여 45 분간 배양하였다.

이후 FACS buffer로 세척한 후 3.7% formaldehyde로 고정

하고 flow cytometery로 형광정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모양변화

U937 or LPS (1 µg/ml)-treated RAW264.7 세포 (1×105

cells/ml)를 12-well plate에 1 ml/well씩 분주 후 3시간 동

안 전배양하였다. 이 후 G-Rb1과 PMA 혹은 LPS를 추가적

으로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의 모양변화는

현미경으로 시간 별 사진 촬영을 통해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각 data는 얻어진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이

며,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

준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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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세포간 유착과정은 면역세포간 상호작용 촉진을 통해 면역

반응 수행시 필수적인 활성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생

물학적 반응이기도 하다.4) 그러나 이들의 과도한 촉진이 만성

혹은 급성염증 및 암질환의 발생시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알

려지면서, 이들 과정의 제어는 관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주요 질병 표적으로 간주되고 있다.8) 본 연구팀은 adhesion

molecule들 (CD18, CD29, CD43 및 CD98)의 활성을 유도

할 수 있는 합성유도제인 PMA (CD18발현 및 활성 자극원)

혹은 단일클로날 항체 (CD29항체: MEM101A, CD43항체:

161-46, CD98항체: ANH-18)를 수시간 동안 처리하여 유착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정립하여 보고한 바 있

다.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U937 세포 유착과정 연구 조건

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면역조절 및 항암 효능성 진세노사이

드인 G-Rb1의 세포간 유착현상 조절능과 관련 세포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효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흥미롭게도, Fig. 2에서 보여지듯, G-Rb1은 50 µM 처리

시 CD29 활성 매개 항체인 MEM101A에 의해 유도된 유착

과정을 35% 정도 유의적으로 상승시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leukosialin 혹은 sialophorin으로 알려져 있는23) CD43 매개

성 유착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얻어졌다 (Fig. 3). 이는G-Rb1이

이들 adhesion molecule 매개성 세포-세포간 유착반응을 더

욱 촉진시킨다고 하겠다. 한편, 50 µM의 G-Rb1은 U937 세

포 생존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Data not shown).

특별히 유착과정 유도 효능은 1시간 정도의 약물처리에 의해

확인된 것이므로 장시간의 약물처리에서 기인된 비특이적 현

상은 더욱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rotein kinase Cδ
(PKC) 억제제인 rottlerin (20 µM)은 CD29매개성 세포유착

과정을 58% 정도 억제하였다 (data not shown).

G-Rb1의 CD29-매개성 유착현상 유도 효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fibronectin을 이용한 유착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CD29이 fibronectin의 수용체로 작용하여

세포의 유착성을 증가시켜주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으로서

CD29 기능조절성 평가시 이용되는 또다른 실험조건으로 알Fig. 1. Chemical structure of G-Rb1.

Fig. 2. Effect of G-Rb1 on CD29-mediated cell-cell adhesion. (A and B) U937 cells (1×106 cells/ml) pretreated with G-Rb1 (50
µM)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o-aggregative antibody (1 µg/ml each) to CD29 (MEM 101A) for 30
min. Images (A) of the cells in culture were obtained using an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 attached to a video
camera. (B) Quantitative analysis of cell-cell clusters was assessed by quantitative cell-cell adhesion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p<0.05 compared to normal and *: p<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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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24) 실제로, CD29의 활성을 억제하는 function-

blocking 항체인 P5D2는 매우 강력하게 cell-fibronectin 유

착현상을 억제하였다 (Fig. 4). 그러나, 이와 달리, G-Rb1은

fibronectin에 대한 유착율을 23% 정도 더 상승시켰다 (Fig.

4). 따라서 본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G-Rb1은 미약하긴 하

지만 CD43-매개성 유착현상과 더불어, CD29-매개성 유착과

정 (cell-cell 및 cell-fibronectin간)을 유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유착 조절 단백질의 발현은 이들의 세포유착 활성과 매

우 관련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각 유착반응 유도자

극원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세포 표면 유착단백질의 발현

수준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Rb1 처리는 CD29 및 CD43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b1에 의한

세포 유착현상의 조절 상승작용이 CD29 및 CD43의 세포

표면 발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

겠다. 세포표면 단백질 발현 현상은 CD82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졌다 (Fig. 6). 그러나 흥미롭게도, U937 세포의 활성을

유도하게 하는 PKC 활성유도제 (PMA) 처리시 CD82의 발

현은 G-Rb1처리에 의해 오히려 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즉, 이는 PKC활성을 나타내게 되는 조건에서의 약물 반응과

약물단독 처리시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한편 세포유착과 더불어 세포형태 변화는 세포의 활성조절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G-Rb1의 활성약물

조건에 대한 조절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Fig. 3. Effect of G-Rb1 on CD43-mediated cell-cell adhesion. (A and B) U937 cells (1×106 cells/ml) pretreated with G-Rb1 (50
µM)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o-aggregative antibody (1 µg/ml each) to CD43 (161-46) for 30 min.
Images (A) of the cells in culture were obtained using an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 attached to a video camera.
(B) Quantitative analysis of cell-cell clusters was assessed by quantitative cell-cell adhesion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p<0.05 compared to normal and *: p<0.05 compared to control.

Fig. 4. Effect of G-Rb1 on cell-fibronectin adhesion. U937
cells (1×106 cells/ml) pretreated with G-Rb1 (50 µM)
or CD29 blocking antibody P5D2 (1 µg/ml) were
seeded on fibronectin (50 µg/ml)-coated plates and
further incubated for 3 hours. Attached cells were
determined by crystal viole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observations performed in
triplicate. *: p<0.05 and **: p<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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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형태변화를 유도하는 PMA 및

LPS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G-Rb1의 조절성을 조사하여 보

았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Rb1은 세포형태 변화

를 유도하는 두가지 자극원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냈

다. 즉, 대식세포주에서 G-Rb1은 LPS에 의해 유도되는 형태

변화는 억제하였으나 (Fig. 7A), PMA에 의해 유도되는 형태

변화는 더욱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B). 이는 세포

활성 조건에 따라 G-Rb1의 조절능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시

한다고 하겠다.

CD29은 β1-integrin인 fibronectin 수용체로 알려진 대표적

인 adhesion molecule로서 백혈구가 endothelial cell에 유

착되는 반응에서 후반부 과정을 조절하는 당단백질이다. 25)

CD43는 leukosialin 혹은 sialophorin로 알려져 있는 adhe-

sion molecule의 하나로서 neutrophil의 rolling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이들 활성은 대식세포나 단핵구, 수지

상세포와 같은 APC와 T 세포간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이에 따른 T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G-Rb1에 의한 활성 조절은 관련 면역반

응 유도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G-Rb1에 의한 단핵구 세포주인 U937 세포와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의 유착조절 능, 세포표면 단백질 발현율 및

세포모양 변화능 조절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G-Rb1은 CD29항체 (MEM101A) 및 CD43 항체

(161-46) 처리에 의해 유도된 세포-세포간 유착현상을 20%

에서 35%까지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2. G-Rb1은 fibronec-

Fig. 5. Effect of G-Rb1 on the surface levels of CD29 and
CD43. U937 cells (1×106 cells/ml) were treated with
G-Rb1 (50 µM) for 2 h. Surface levels of CD29 and
CD43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show
one experiment out of three. *: p<0.05 compared to
control.

Fig. 6. Effect of G-Rb1 on the upregulated level of surface
CD82 induced by PMA. U937 cells (1×106 cells/ml)
treated with G-Rb1 (50 µM) for 30 min were
incubated with or without PMA (20 ng/ml) for 24 h.
Surface levels of CD82 in U937 cells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show one
experiment out of three. *: p<0.05 compared to
control.

Fig. 7. Effect of G-Rb1 on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RAW264.7 cells during PMA or LPS treatment. (A
and B) RAW264.7 cells (1×106 cells/ml) pre-treated
with G-Rb1 (50 µM) for 30 min were incubated LPS
(1 µg/ml) (A) or PMA (20 ng/ml) (B) for 24 h. Images
of the cells in culture were obtained using an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 attached to a
video camera. Results show one experiment out of
three. 



Vol. 33, No. 4 (2009) Ginsenoside Rb1의 세포간 유착, 세포표면 단백질 발현 및 세포형태변화에 미치는 효과 335

tin처리에 의해 유도된 U937 세포-fibronectin간 유착현상을 상

승시켰다. 3. G-Rb1은 CD29 및 CD43의 세포표면 발현 수

준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CD82의 발현은 억제시켰다. 4.

G-Rb1은 PMA에 의해 유도된 형태변화는 촉진경향을 반면에

LPS에 의한 변화는 억제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삼의 주요사포

닌 성분인 G-Rb1의 약리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별

히, 본 화합물이 갖는 면역증강 및 항암 효능은 인삼이 갖는

이들 효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져 있다.17,26) 그러나,

세포유착과정이 다양한 염증과정, 알러지 반응 및 암세포의

이동과 전이성 등에 관련이 있다27) 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이들 약물이 갖는 치료기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본 결과는 G-Rb1이 특

정 농도 (25-50 µM 수준)에서 세포의 활성을 촉진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별히, G-Rb1의 세포유

착 촉진 기능에 관한 기전 이해를 위해, 이후, 세포유착 유도

신호전달 단백질의 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자적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진행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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