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 Ginseng radix)

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補氣劑로 신경 기능 조

절, 체액 및 신진대사기능의 조절1), 강심, 항이뇨, 성기능

증강효과2), Stress에대한저항력증강3), 소화흡수및면역

항체생산촉진등4) 많은효과가있음이보고되고있다. 

활성산소(̀radical oxygen)는 호기성 생물체에서 생명

유지에절대적으로필요한산소가전자수용체로써에너지

공급을 위해 생화학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에서발생한다5-6).

이 활성산소들은 효소의 불안정화, 지질산화, DNA 변

성, 세포노화 등을 초래하여 암을 비롯한 뇌질환, 심장질

환, 동맥경화, 염증, 자가면역질환등의심각한생리적장

애를일으키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의 항산화와 관련

한연구로는인삼을복용하 을때항산화능이증가되고7),

백삼보다는홍삼이우수하며8), 부위에따라다양한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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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있음이9) 보고된바있다. 최근산양삼과산삼과관련

한 연구에서 산양삼은 인삼보다 우수한 항산화능을 지니

고 있고, 산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

다10).

이에 이전에 보고되었던 Total antioxidant capa-

city(`T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

ty(̀ORAC)와 항산화 측정에 다용되는 Total phenolic

content, 1,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소

거 활성, 지질과산화 그리고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이외에 산양삼과 인삼의 항산화 효능을 비교·평

가하고자 superoxide와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결과유의한결론을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항산화 활성 분석에 사용된 시약들은 모두 Sigma사

(̀USA) 제품들을 사용하 으며, 2-Deoxy-D-ribose는

Bio Basic사(̀Canada)로부터구입하 다. 본연구에사용

된모든화학물과용매들은분석급이상으로사용하 다. 

2) 산양삼및인삼

본연구에사용된산양삼은수령 10년생으로충남서천

시에 소재한 천방농산에서 재배한 것을 사용하 으며 인

삼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재배 생산된 5년생을 본 연구의

시료로사용하 다(̀Fig. 1).

2. 방법

1) 시료추출

먼저 시료를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80%

ethanol(̀HPLC-grade)로 2번 추출한 뒤 evaporation시

켰다. 자연산산삼은 35.8%, 국내산산양삼은 34.3%, 그

리고 인삼은 30.4%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추출물은 200

㎎/㎖의농도로 dH2O에녹여 4℃에서보관하 다.

2)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측정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은 Liu의 방법11)에 따라

측정하 다. 희석한 시료 20㎕에 62uM nitro blue

tetrazolium(̀NBT) 와 98μM β-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를 함유한 20mM Tris 용액(̀pH

8.0) 800㎕를혼합한다음,  20mM Tris 용액 80ul와 33

μM phenazine methosulfate(̀PMS) 100㎕를 각각 첨

가하 다. 즉, 비효소적으로 PMS/NADH로유발된 sup-

eroxide radical은NBT를자주색의 formazan으로환원

시키며, 생성된 formazan을 측정하기 위해 560nm에서

10분 동안 반응물의 흡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슈퍼옥

시드 라디칼 소거활성은 [(흡광도시료 무첨가 - 흡광도시료)/흡광

도시료무첨가]×100의공식으로계산하 다.

3)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측정 assay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Halliwell 등의 방법12)

에 따라 측정하 다. 희석한 시료 50㎕에 2.5mM 2-

deoxy-D-ribose를 함유한 10mM PBS 용액 345㎕를

혼합한 다음, 1mM FeCl3와 1.04mM EDTA 용액 50

ul, 1mM ascorbate 50ul 및 0.1M H2O2 5ul를각각첨

가하 다. 37℃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2.8% trichlo-

roacetic acid 500ul와 1% 2-thiobarbituric acid 250

㎕를첨가하고 95℃에서 8분간가열하 다. 반응물을냉

각시킨후 53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으며,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흡광도시료무첨가-흡광도시료)/흡광도시료무첨

가]×100 공식으로계산하 다.  

3. 통계처리

처리군내 농도별 항산화 활성들은 일원 분산분석을 사

용하여 조사하 으며, 처리군간 항산화 활성은 student-t

test를사용하여조사하 다. 처리효과가인정되는경우처

리군별평균값의차이는 Student-Newman-Keuls' test13)

를사용하여 p<0.05에서유의성을조사하 다.

III. 결과

1.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PMS/NADH로 유발된 superoxide radical에 의해

NBT는 자주색의 formazan으로 환원된다. 시료내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료 첨

가에의해 formazan의생성이억제되며흡광도가감소하

게 된다. 시료의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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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군의 흡광도 변화를 100%로 기준하여 시료 첨가군

의 흡광도 변화를 superoxide radical 생성 억제율로 표

시하 다.

인삼 및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별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시료 무첨가시 for-

mazan 생성에 따른 560nm에서의 흡광도는 0.443±

0.004로 나타났다. 인삼 추출물 0.01, 0.1, 0.25 및 0.5

㎎/㎖ 농도의 흡광도는 0.440±0.001, 0.412±0.007,

0.375±0.003 및 0.341±0.003으로 측정되어, super-

oxide radical 생성 억제율은 각각 0.75±0.20, 7.00±

1.58, 15.27±0.67 및 23.02±0.73%로 나타났다. 반

면에, 산양삼 추출물 0.01, 0.1, 0.25 및 0.5 ㎎/㎖ 농도

의 흡광도는 0.433±0.003, 0.387±0.010, 0.329±

0.007 및 0.311±0.005로 측정되어, superoxide radi-

cal 생성 억제율은 각각 2.26±0.69, 12.72±2.24,

25.66±1.50 및 29.72±1.18%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삼 및 산양삼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농도별 인삼과 산양삼 추출물

간의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을 비교해 보면, 0.25

및 0.5㎎/㎖ 농도에서 산양삼의 superoxide radical 소

거활성이인삼에비해높게 (̀p<0.05) 나타났다.

2. Hydroxy radical 소거활성 측정

Fenton system(̀Fe3+-ascorbate-EDTA-H2O2)으로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에의해 deoxyribose는분해

되며, 산성 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malonaldehyde가 생

성되게 된다. 생성된 malonaldehyde는 thiobarbituric

acid와 반응하여 핑크색의 chromogen을 형성함으로써

흡광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시료내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료 첨가에 의해 deoxyri-

bose의분해가억제되며흡광도가감소하게된다. 시료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시료무첨가군의흡광도변

화를 100%로 기준하여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변화를

hydroxyl radical 생성억제율로표시하 다.

인삼 및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별 hydroxyl radical 소

거활성은 Fig. 2에 나타나 있다. 시료 무첨가시 chro-

mogen 생성에 따른 532nm에서의 흡광도는 0.743±

0.010으로 나타났다. 인삼 추출물 0.01, 0.1, 1, 2.5 및 5

㎎/㎖ 농도의 흡광도는 0.693±0.010, 0.663±0.010,

0.589±0.006, 0.508±0.014 및 0.439±0.016으로

측정되어, hydroxyl radical 생성 억제율은 각각 6.73±

1.40, 10.72±1.34, 20.73±0.81, 31.63±1.94 및

40.87±2.11%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양삼 추출물

0.01, 0.1, 1, 2.5 및 5㎎/㎖ 농도의 흡광도는 0.695±

0.004, 0.670±0.009, 0.548±0.011, 0.411±0.006

및 0.305±0.018로 측정되어, hydroxyl radical 생성

억제율은 각각 6.46±0.54, 9.83±1.23, 26.24±1.44,

44.64±0.75 및 58.95±2.36%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삼 및 산양삼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농도별 인삼과 산양삼 추출물 간

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비교해 보면, 1, 2.5 및

5㎎/㎖ 농도에서 산양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이인삼에비해높게 (̀p<0.05) 나타났다.

IV. 고찰

노화와 질병의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된 free

radical은 1954년 R. Gerschman이 산소의 유해성을

최초로 제기하고, 이 후 D. Harman이 그 이론을 보다

정 하게 완성하여 1956년에 발표한 이후, 최근에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14). Free radi-

cal의 반응성은 산소분자처럼 매우 낮은 것에서부터

superoxide radical(O2·), hydroxyl radical(OH·),

hydrogen peroxide(H2O2), singlet oxigen(1O2)과 같

이매우높은것까지다양하다.

이러한 유해 free radical을 억제하는 생리작용으로는

전자공여작용, SOD(̀superoxide dismutase) 유사활성

등이 있다. 전자공여작용은 산화성 free radical에 전자

를공여하여산화를억제하는것을말하고, SOD 유사활

성은생체내에서생성되고전자환원으로반응성과파괴

성이 매우 큰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정상상태의

산소로전환시켜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14). 따라서한약

을포함한생약재나음식물내에서활성산소를방어하는

항산화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인체 내에서 산화로 인한 장

애를방어하고, 노화를억제하는효과를얻고자하는연구

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6, 15).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피과(̀Ara-

liaceae)과 속하는 음지성 식물로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

기제이다. 인삼의대표적인성분인사포닌은항암16, 17), 면

역증강18), 혈압강하19), 혈당강하20), 항염증21), 항산화작용

인삼 및 산양삼의 항산화 효능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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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 매우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양삼의항산화능에대한연구로는본연구진이이전

의 연구에서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실험 방법 즉,

Total antioxidant capacity와 ORAC assay,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지질과산화억제효과와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등에서 인삼과 산양삼, 그리고

자연산산삼을시료로비교분석한결과산양삼은산삼에

비하여 항산화능이 유사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산

화기전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산양삼이자연산산삼의대체한약재로손색이없을것으

로보고한바있다1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인삼 및 산양삼추출물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도 농도 의존

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각농도별인삼과

산양삼 추출물 간의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을 비

교해보면, 0.25 및 0.5㎎/㎖ 농도에서산양삼의 super-

oxide radical 소거활성이 인삼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p<0.05) 나타났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역시각농도별인삼과산

양삼 추출물 간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비교해

보면, 1, 2.5 및 5㎎/㎖ 농도에서 산양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이 인삼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p<0.05) 나타남을알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이전에본연구진이보고한항산화능에

대한 재확인의 과정으로, 역시 산양삼이 인삼에 비하여

농도의존적으로항산화작용이나타남을확인해준결과

라고할수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고된 삼의 효능 즉, 항암, 면역계의

작용조절, 염증의억제등의기전해석에대하여산양삼

의 항산화능이 인삼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도 어

느정도일리가있을것이라는추론을할수있었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V. 결론

산양삼 및 인삼의 항산화 효능을 비교 연구하고자

superoxide radical과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을 측

정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인삼 및 산양삼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도농도의존적으로증가하

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각농도별인삼과산양삼추출물

간의 비교에서는 0.25 및 0.5㎎/㎖ 농도에서 산양삼의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이 인삼에 비해 유의한 수

준으로높게나타났다.

2. 인삼 및 산양삼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

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각농도별인삼과산양삼추출

물 간의 비교에서는 2.5 및 5㎎/㎖ 농도에서 산양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이 인삼에 비해 유의한 수준

으로높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산화 관련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산양삼이 더

욱활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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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inseng
and cultivated wild ginseng extracts. Data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 hydroxyl radical inhibi-
tion.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of tripli-
cate determinations.

*P<0.05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inseng and cultivated wild ginseng extracts at the
same concentrations tested.

Fig. 2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inseng
and cultivated wild ginseng extracts. Data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 superoxide radical inhibi-
tion.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of tripli-
cate determinations.
*P<0.05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inseng and cultivated wild ginseng extracts at the
same concentrations tested. 

Fig. 1 Cultivated wild ginseng of 10 years old(Lt) and cul-
tivated ginseng 5 years old(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