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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linical and animal studies have shown that free radical overload is an important cause for a variety of dis-
eases. Although ginseng has been recognized as antioxidant, how it modulates anti-oxidative process at the molecular
level remains unknown. Free radical production is induced by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under the stress condition,
and TNF-α release is activated by TNF-α-converting enzyme (TACE). Since TACE inhibitor is also well known for anti-
inflammatory agent, ginseng seems to show anti-oxidative activity by repressing TACE pathway. Further studies on signal
transduction would be warranted to elucidate molecular action mechanisms of ginseng on anti-oxidation and anti-inflam-
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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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식이요법으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여 왔으며, 인삼을 가공하

는 방법에 따라 수삼(fresh ginseng), 백삼(white ginseng),

홍삼(red ginseng)으로 구분된다. 전통 의학에 의하면 홍삼이

가장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

결과 모든 형태의 인삼이 모두 효능이 있음이 밝혀졌다.1-3) 고

려인삼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garlic, ginger, ginkgo, biloba),

동물(carnsine, carnitine, chitosan) 추출물과 함께 약리적

효능이 있는 식용 약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식품

으로 간주되고 있다.4)

유리 라디칼로 인한 지질, 단백질, DNA의 과산화는 다양

한 질병과 연관되어있으므로5) 유리 라디칼에 의한 반응을 최

소화하여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염증으로 인

하여 만들어진 유리 라디칼 이나 알데하이드로 인해 단백질

변형 또는 번역 후 변형을 일으켜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된

다. 따라서 현대 의학에서는 염증 유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치

료방법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오랜 치료 과정 중에

반응성 물질이 재차 생성되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6) 따라

서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천연물인 인삼에 대

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서양인삼과 동양인삼은 모두 다양한

약리기능을 갖고 있으며7-9) 인삼 성분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이

주요 생화학적, 약리학적, 특히 항산화 작용을 가진다.10-13)

1) 스트레스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 

유리 라디칼은 반응성이 높은 형태의 산소로서 호흡 과정

에서 적은 양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질병에 관여한다.14) 생체막에서 지질 과산화물(lipid peroxide)

에 대하여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막 성분들을 비 특이적으

로 공격하여 변형시키고 공간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생체막

의 생물학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세포 구성에 손상을 가져오

는 리포퓨신 (lipofuscin)을 축적하여 세포를 죽게 만든다.15)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전화) 031-290-7707; (팩스) 031-290-7727
(E-mail) dkrhee@skku.edu



2 김은혜·이동권 J. Ginseng Res.

특히 고정화, 전기충격(electric foot shock), 찬물 수영

(cold swim)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가하면 뇌 막 지질

(membrane lipid)이 산화되어 손상을 나타내며16-18) 발작, 파

킨슨씨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에서도 반응성 산화물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이 세포 내 분자를 산화시

켜 세포괴사 (necrosis) 또는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한다.

Nitric oxide synthase(NOS)에 의해 생성되는 nitric

oxide(NO)는 스트레스 및 혈액 내 물질에 의해 항상 지속적

으로 생산되어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저 농도에서는 NO

가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지만 고농도에서는 혈액 순

환 쇼크(circulatory shock) 와 세포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에

NO의 생리적 농도가 크게 증가되면 질병이 야기된다. 인삼

사포닌(ginsenosides)은 혈관을 이완시켜 항 피로 및 혈압 강

하작용에 기여한다.19) 또한 운동 중에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

됨으로써 조직에 안정시보다 수십 배 증가된 산소공급이 요

구되며 이렇게 산소요구량이 증가되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 산소의 유리기와 활성산소의 생성도 증

가 된다. 증가된 산소의 유리기와 활성산소는 생체 내 여러

가지 분자를 산화시키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세포막 지방질

이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20)

2) TNF-α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 신호전달 

TNF-α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및 숙주방어에서 가장 중

요한 조절자로 알려져 있다. TNF-α는 protease 인 TNF-α
converting enzyme (TACE; ADAM17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ase 17]으로도 알려짐)21)에 의해 세포막에 결합

된 TNF-α 전구체가 절단되어 막 밖으로 분비되어 활성화된

다.22,23) TACE 는 type-1 막 단백질(membrane protein)로서

거의 모든 장기에서 발현되며22,24) TNF-α-TNF receptor 신호

과정에서 중추적인 조절자로 작용한다 (그림 1A).25-28) 또한

TACE는 iNOS와 arachidonic acid로부터 prostaglandin을

합성하여 면역조절 및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29) cyclooxygen-

ase-2 (COX-2)의 발현을 유도한다 (그림 1B).30) 즉 TACE를

분자 표적화(molecular targeting)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최근 많은 TACE 억제제 들이 개

발되고 있다.31)

2. 인삼의 항 산화작용 

Kang 등(2006)은 백삼, 홍삼(steamed ginseng at 98-100oC)

및 선삼(sun ginseng, steamed ginseng at 120oC)을 열처리 한

것이 열처리하지 않은 인삼보다 in vitro 실험에서 유해

radical 제거 능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32)

1) 운동에 의한 근육의 산화적 손상

고강도 운동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O2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분자의 양이 한정된 cytochrome oxidase에 의해

제어되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며, 결

국 과도한 스트레스는 체내 항산화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산화적 손상의 원인이 되는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증가시킨

다.33)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달리기를 시켰을 때 인삼엑

Fig. 1. Domain structure of TNF-alpha-converting enzyme (TACE). (a) cyto, cytoplasmic; Dis Cys-rich, disintegrin cysteine-rich; TM,
transmembrane. (The signal peptide is not shown); TACE cleaves various tranmembrane proteins within their ‘stalk’ sequences
followed by release (‘shedding’) of soluble functional extracellular domains. (b) TNF-alpha and its activation/release by TACE
is a key molecule involved in the inflammatory process (modified from Bar-Shai 등,30) DasGupta 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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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를 투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유의성 있게 오래 달렸

고 catalase와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 상승이 억

제되며 지질 과산화물의 지표물질인 malondialdehyde 수준도

현저히 낮추어 인삼 엑기스가 극심한 운동으로 유도되는 산

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작용을 함을 나타낸다.34,35)

2) 뇌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

뇌조직에는 산화 손상에 민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혈관 내피세포는 유리 라디칼의 공격을 자주 받는다.36) 그러

나 Shah(2005)에 의하면 흰쥐를 모델로 실험한 결과 한국인

이 즐겨 마시는 고려인삼 차를 열흘 동안 350 mg/kg이 되게

마시게 되면 쇼크로 인해 허혈-재관류 시 야기되는 산화적 손

상으로부터 뇌혈관 질환을 보호하였다.37) 또한 중뇌 동맥

(middle cerebral artery) 또는 일반 뇌 동맥(common cere-

bral artery)을 일시적으로 폐쇄 후 저산소증을 유도한 실험 모

델에서도 고려 인삼을 투여 시(10 mg/ml in drinking water;

1.6 g/kg/day) 저산소증 만을 유도한 대조군 보다 인삼의 항산

화 작용으로 조직 손상이 현저히 낮았다.38)

3) 심장 횡문근의 산화적 손상

심장 근육세포는 중추 신경계의 신경자극 없이도 독특한

“self-contract” 능력을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는 심장 횡문근

으로, 심장 근육세포의 수축력은 순환계를 통해 혈액을 수송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닭의 심장 횡문근 세포에

서양인삼을 2 시간 동안 전처리 한 후 과산화수소로 2 시간

처리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생성되는 세포 내 활

성화 산소의 양을 2' ,7'-dichlorofluoroscein diacetate(DCF-

DA) dy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비형광 물질인

DCF-DA가 세포 내에 과산화물이 존재할 때 DCF로 전환되어

녹색의 형광을 발함으로써 세포 내 ROS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써 ginsenoside Re 처리 그룹은 유의성 있게 형광이

대조군보다 감소되어 ginsenoside Re 의 항산화 작용을 입증

하였다.39)

4) 카드뮴에 의한 간의 산화적 손상

간은 해독 기관으로서 위 장관으로부터 간문액을 통하여 유

입되는 혈액을 걸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거의 모든 독

소는 간에서 최고농도에 달한다. 카드뮴은 가장 독성이 강한

환경 오염물질이지만 일반인들은 특히 흡연과 식사를 통하여

저 농도의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40) 카드뮴은 배설이

느리기 때문에 인체에 축적되게 된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 등

다양한 기관에 독성을 나타내며 특히 급성 또는 만성 노출은

주로 간 독성을 초래하며 간 손상 정도는 노출 량과 노출

지속기간에 비례한다.41) 카드뮴은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유발

하여 세포를 손상시킨다. 카드뮴은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세포

사멸 경로를 유도하여, caspase-3와 caspase-9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42) 간에서 TNF-α와 다른 cytokine 을 유도하여

간 독성 증상 및 조직손상을 나타낸다.43)

Shukla (2009)는 고려 인삼이 염화카드뮴으로 인한 간 독

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44) 즉 생쥐에 염화카드뮴 만을

정맥 주사한 그룹은 간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방 과산화물,

GOT, glutamic-pyruvic transaminase(GPT)가 증가하고, 항

산화제인 GSH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삼을 같이 투여한 그

룹에서는 지방 과산화물, GOT, GPT가 감소하고, GSH는 증

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고려인삼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간

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함을 나타낸다.

5)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췌장세포 손상

췌장의 베타세포는 다른 세포와 다르게 산화 스트레스에 민

감하다.45) 이는 베타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ROS가 많이 생

성되면 베타세포의 NAD(P)H oxidase가 활성화되어 ROS

가 추가적으로 생성되며, ROS를 해독시키기 위한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thioredosxin

등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 조절 효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

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효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베타세포에서

ROS 농도가 급속히 상승하여 세포가 쉽게 손상을 일으킬 만

한 농도에 이르게 된다.46-48) In vitro에서 고려인삼을 처리하

면 세포 내 NO 와 ROS 수준을 낮춰 줌으로써 사이토카인

에 의한 췌장 베타세포의 사멸이 감소한다.49) 또한, 미토콘드

리아에서 생성된 superoxide radical(O2•−)은 uncoupling

protein-2(UCP2)를 활성화시키고, UCP-2가 활성화되면 H+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해 쉽게 빠져 나와 superoxide radi-

cal(O2•−) 생성과 ATP 합성을 억제하게 된다. 과도한 H+

유출의 결과적으로 ATP 수준 감소와 베타세포 사멸을 유발하

게 된다.50)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서양인삼은 UCP-2의 발현을

낮추어 ATP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내 ATP 수

준을 유지시켜 베타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인슐린 분비를 원

활하게 한다.51-55) 또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

세포사멸(programmed cell death)”을 억제하여 세포 생존율

을 높여서 인슐린 생산을 돕는다.56)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리된

cytochrome C로 인하여 일련의 caspase 경로가 활성화되지

만 인삼은 항-세포사멸 유전자 bcl-2의 발현을 증가시켜

caspase-9으로 인한 세포 사멸을 억제한다.57,58) 즉 이런 결과

는 인삼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베타세포 장애 및 인슐린

저항성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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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화적 손상과 노화

우리 몸은 산화로 인한 조직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항산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항산화 체계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 예로 세포의 산화적 손상과 변형

을 나타내는 8-hydroxyguanine과 malondialdehyde (MDA)

농도를 측정했을 때 중년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활성산소의 방어기구로서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의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C, E, glutathione, β-carotene 등의 비효소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연령이 증가될수록 체내 공격의 증가와 방어의 감소로

인하여 균형이 와해되면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노화

가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다.59) 또한 노화되면 열충격 단백질

(heat shock protein), 항 산화 효소(catalase, SOD, GSH,

GPx, glutathione-S-transferase)가 고갈되며60) 이런 현상은

SOD, catalase의 과 발현으로 인해 다시 정상으로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항 산화제 보충이 오

히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리 라디칼을 조절한다

고도 알려져 있다.61) 따라서 항산화제를 보충하기 보다는 항

산화 효소를 절약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Kim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인삼의 ginsenoside Rb2

는 항 산화 유전자 SOD-1의 발현을 유도하지만 total 사포

닌이나 panaxatriol은 SOD-1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2) 즉 인삼은 활성산소의 손상에 대한 항 산화 방어 능력과

함께 산화성 스트레스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요 약

우리 몸의 많은 기관을 비롯하여 장기들은 반복적이거나 혹

은 급성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

질 경우 질병이 생기게 된다. 특히 강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에 노출되면 뇌의 해마 수지상 세포(hippocampal dendrites)

가 위축되거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

가된 글루코 코티코이드 호르몬은 뉴런 흥분제인 glutamate를

유도하거나 에너지 대사를 변형시켜 신경 독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은 TNF-α convertase(TACE)를 활성화

시켜 TNF-α가 분비되도록 하여 전사 조절자인 NF-κB가 핵

내로 전이되고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iNOS와 COX-2와 같은

효소를 유도한다.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의 상위조절인자

TACE는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및 숙주방어

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자인 TNF-alpha 를 수용체로부터 “유

리(shedding)”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신호 전달계

를 자극하는 TACE의 발현 양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처리과

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3,64) 특히 여러 스트레스

중에서 고정화 스트레스 및 신체적 구속 스트레스에 대한 연

구는 뇌에서 산화물 생성을 증가시키지만30) 인삼이 뇌의 산화

물질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염증을 매개하는 TNF-alpha의 생산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TACE의 발현 조절 및 TNF-alpha 신호전달

을 연구함으로써 인삼의 항산화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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