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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activities of Korean P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KPGE) were investigated. The measured
total polyphenol content of KPGE was 357.45 mg/100 g. KPGE showed the highest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80% and 86% at 1,000 μg/mL, respectivel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KPGE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SOD-like activity of KPGE (1, 10, and 100 μg/mL) increased from
22% up to 33% at KPGE concentrations of 500 and 1,000 μg/mL. KPGE treatment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generat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including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and cytokines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 interleukin-1β: IL-1β),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KPGE demonstrated strong anti-inflammatory activity that reduced NO
and PGE2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Even low concentrations of KPGE (1 and 10 μg/mL)
reduced PGE2 and NO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s without LPS-stimulation, respectively. At concentrations of 100, 500, and 1,000 μg/mL, TNF-α, IL-1β and IL-6 production were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e potential of Korean Panax ginseng as an excellent antioxidant substance for
inhibiting inflammatory mediators. Therefore, Korean Panax ginseng (KPGE) may be used as a therapeutic approach to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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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반응은 체내에서 발생한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촉진
되는데,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사멸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
을 일으키는 특정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반응
을 개시하거나 악화시킨다(1). 대식세포(macrophage)는 동
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며 인체 내에서 선천적 면역반응
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로, 인체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이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활성화된 대식세포
는 염증매개물질 분비를 통해 염증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천
식, 기관지염, 관절염, 다발성경화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알
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뇌질환 및 바이러
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질환 등을 유발하고, 질환을 악화시키
게 된다(2). 내독소의 하나인 lipopolysaccharide(LPS)는 대
식세포에서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nterleukin-6(IL-6), interleukin-1β(IL-1β)와 같은 pro-inflam†Corresponding author. E-mail: dyson@dhu.ac.kr
†Phone: 82-53-819-1434, Fax: 82-53-819-1272

을 증가시키며, nitric oxide(NO), prosta등의 염증매개물질을 분비한다. 염증상태
에서는 cyclooxygenase-2(COX-2)와 NO synthase(NOS)
가 유도되어 과량의 PGE , NO 등이 생성되며 여러 가지 질
병 및 암화(carcinogenesis)가 촉진된다(3). 특히 NO를 생성
하는 효소인 일산화질소 생성효소(NOS)와 다양한 prostaglandins(PGs)의 생합성을 매개하는 효소인 cyclooxygenase
(COX)가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알려져 있
다(4). 이와 같이 NO 및 PGs가 염증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어, 이들의 생성과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발현을 조
절할 수 있는 물질이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화학적인 약품이 아닌 천연물이나 한약 재
료에 의한 염증질환 치료제 및 치료보조제가 각광 받고 있으
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산양삼(Korean P anax ginseng, KPG)은 장뇌삼이라고도
불리며 뿌리의 굵기와 길이, 몸통의 태 존재 유무, 연령에
matory cytokine

glandin E2(P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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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뇌두의 개수 그리고 토양과 기후조건에 따라 수명이 다
르며, 인삼에 비해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6). 산양삼은
야생상태에서 자연 발아하여 성장한 천연산삼의 종자나 묘
삼을 인위적으로 산삼의 생육환경에 가능한 가깝게 깊은 산
속 박달나무, 옻나무 등에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뿌려
두고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수십 년이 경과한
후에야 캐내는 삼을 말하나 산양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산양삼은 효능 면에서 재배 인삼보
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리 활성 면에서
는 천연 산삼 다음으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재배 인삼과
비교하였을 때 인삼 사포닌인 ginsenoside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또한 항암, 혈압강하, 항산화, 간독성, 지질강
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7) 아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실험에서는
산양삼을 55% 에탄올 용매로 환류냉각 추출하여 얻어진 추
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LPS로 염증이 유도
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의 염증매개물질 생산 억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산양삼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4

ABTS free radical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BTS를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한 다음 2.4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가하여
ABTS free radical을 생성시켜 실온의 암소에서 12～16시
간 동안 방치 후 사용하였다. Radical이 생성된 ABTS 용액
을 99% ethanol로 희석하여 700 nm에서 흡광도가 0.70±0.02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소거능은 ABTS 용액 100 μL와 시료
100 μL를 혼합하여 6분간 반응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Atest－ABlank/ Bcontrol)}×100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A
: Blank의 흡광도
B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유사활성 측정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
정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0.2 mL, Tris-HCl buffer(50
Atest:

시료 추출
상주에서 구입한 산양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자연건조 후에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잘게 썰은 후,
환류냉각기에서 4일 동안 추출하였다. 사포닌과 같은 산양
삼의 유효물질 추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추출 용매는
55%의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사포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추출 온도는 55～65 C로 설정하였다. 추출이 끝난 후에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감압 농축기로 농축, 동결 건조
후에 시료(KPGE)는 사용 전까지 냉동(-20 C) 보관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추출물에 대한 시료의 페놀 함량은 Folin-Dennis법(8)에
따라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dimethylsulfoxide(DMSO)에
일정농도로 녹인 후 0.5 mL씩 test tube에 취하여 증류수
7 mL를 첨가하고 Folin Ciocalteau's phenol reagent 0.5 mL
를 넣고 1분간 혼합하였다. 여기에 탄산나트륨 포화용액 1
mL를 넣은 후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치시키고 760 nm
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Optizen, Daejeon, Korea)
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을 정량하기
위해 표준물질 tannic acid를 DMSO에 녹여 일정한 농도별
로 조제하고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검량선을 작
성하고 각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소거활성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등(9)의 방법을 변형하여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free radical 소거활
o

o

DPPH free radical

성으로 측정하였다. 즉, 각 농도별 추출물 0.1 mL에 2×10
M DPPH용액 0.1 mL를 가하고 10초간 혼합한 뒤 상온에서
60분간 방치 후 525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 측정
시료의 항산화능 측정은 Re 등(10)의 방법에 따라 2,2'-

Blank

control

SOD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10 mM EDTA,

를 첨가하여 25 C에
서 1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
시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42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SOD 유사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
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1－(A －A
/ B
)}×100
A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A
: Blank의 흡광도
B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세포배양 및 세포독성 측정
RAW 264.7 대식세포는 DMEM에 10% fetal bovine seo

pH 8.5) 3 mL, 7.2 mM pyrogallol 0.2 mL

test

Blank

control

test

Blank

control

rum(FBS),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

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양기에서 37 C와 5% CO
를 유지하며 배양하였고, 20 passages를 넘기지 않은 세포만
사용하였다. 산양삼 55%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1×10 cells/
well로 동일하게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기존의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를 넣어준 후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처리하여 이를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에 MTT시약(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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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넣고, 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였
다. 각 well에 형성된 formazan은 DMSO 100 μL를 첨가하여
녹이고,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LPS를 처리한
군의 흡광도 값을 기준으로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생성 저해 활성
LPS에 의해 유도된 NO 생성 저해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24-well plate에 3×10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후 농도별로 시료를 처리
하고 1시간 배양 후 LPS(1 μg/mL)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하였다. 배양 후 상층액 100 μL를 취하여 동량의 Griess 시약
을 첨가하고 10분간 방치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생성된 nitrite의 농도는 sodium nitrite를 DMEM 배지
에 용해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LPS를 처리
한 대조군과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생성된 nitrite
양의 차이를 기준으로 각 시료의 NO 생성 저해 활성을 확인
하였다.
염증성
및 의 측정
RAW 264.7 대식세포를 24-well plate에 3×10 cells/well
이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시료를 농도별
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양 후 각 well에 LPS를 1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배양 상층액을 채
취하여 IL-1β, IL-6, TNF-α는 DB OptEIA ELISA kit
mg/mL)

NO

5

cytokine

PGE2

5

TM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Franklin Lake, NJ,

의 생성량은 R&D system PGE kit(R&D system Inc,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means±SD로 표
시하였다. 또한 추출물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군 간의 측정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시행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 신뢰구간 p<
0.001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USA), PGE2

2

결과 및 고찰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천연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성 물질의 함
량에 비례하여 전자공여능 등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보고에 따르면 페놀성 물질은 천연물의 항산화작
용 효과 검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12). 때문에 천연물의
항산화 효과 검증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효과가 우수
함이 확인되었다.
산양삼 55% 에탄올 추출물(KPGE)의 추출수율은 32.02%
이었으며,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KPGE 100 g당 357.45 mg으로 확인되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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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
Sample
Korean

P anax ginseng
1)

Extract
solvent
55% EtOH

Yield
TPC
1)
(%, w/w) (mg TAE /100 g)
32.02%

357.45

TAE, tannic acid equivalents.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
(13)에 의하면, 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14.78 mg/100 g)을 나타냈고, Ryu 등(14)의 흑마늘 발
효주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연구에서 확인된 폴리페놀 함량
(190 mg/100 g) 결과와 비교해볼 때에 산양삼 추출물이 상
대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Han 등(15)의 연구에서는 추출 조건에 따른
오미자 추출물의 항산화의 효능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 실온
에서의 추출 조건보다 열을 가하여 추출하는 것이 페놀물질
의 추출에 더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에탄올
을 55～65 C로 가온하면서 추출하여 페놀성 물질이 효과적
으로 추출되었다고 사료된다. 식물에 존재하는 많은 phytochemical 중 2차 대사산물의 하나인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여러 가지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phenolic
hydroxyl(OH) 그룹을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 또는 효소, 기
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디칼포착
활성뿐 아니라 강한 환원력과 금속킬레이트 작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항암, 고혈압 억제, 충치예방, 항염증 등의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소거활성
항산화 물질의 가장 특징적인 기작은 유리기와 반응하는
것으로 fee radical 소거 작용은 활성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
여 항산화 효과나 인체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이용되
고 있다. 천연물이 가지는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방법은 DPPH와 ABTS system
이다. KPGE의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해 1～1,000 μg/mL의
농도에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고 대조군
으로는 식품 보존제로 널리 이용되는 butylated hydroxy
toluene(BHT)과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검증된 비타민 C
(ascorbic acid, AsA)를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Table 2)
1,000 μg/mL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냈다(p<0.001). AsA에 비해 낮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
타냈지만 BHT와 비교해 볼 때, 농도에 따라 같은 소거활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더덕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에 대한 연구(18)에서 400 μg/mL에서 23%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산양삼 추출물의 경
우 100 μg/mL의 낮은 농도에서도 25%의 소거활성이 확인
됨으로써 KPGE의 높은 항산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o

Free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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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KPGE

1)

2)

aA

1
10
100
500
1,000

3)

BHT

7.92±1.93
bA
16.94±4.01
cA
25.84±1.85
dA
54.99±3.55
eA
80.94±1.64

SOD

AsA
aA

4.87±1.53
bA
10.67±3.40
cA
26.53±0.20
dA
52.73±1.04
eA
82.07±2.04

aB

39.60±3.20
bB
71.98±2.10
cB
89.40±0.43
cB
89.33±1.91
cA
89.27±2.04

1)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3)
AsA, ascorbic acid.
The values are means±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or a row (A,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2)

을 이용하여 산양삼 추출물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살펴본 결과, DPPH free radical 소거능
과 유사한 경향으로, KPGE 농도 증가에 따라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1 μg/mL의 낮은
농도에서는 소거활성이 25%로 비교적 낮았지만, 농도 증가
에 따라 free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1,000 μg/mL의
농도에서는 86% 이상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 우
수한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Table 3). 식품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는데, 합성 항산화제인 BHT 등은 가
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반면 과잉 섭취
시 독성이 우려되어 사용이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합성 첨가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고 있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항산화제 개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19).
KPGE의 DPPH와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대조군
으로 사용된 BHT와 유사한 소거활성을 나타내 우수한 항산
화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인삼의 페놀성 물질은 항산
화 및 노화억제에 유효한 성분으로 salicylic acid, vanilic
ABTS free radical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caffeic acid, gentisic
acid, cinnamic aci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1
10
100
500
1,000
1)

KPGE

1)

2)

BHT
aB

25.96±0.27
aA
26.87±0.07
bA
34.34±0.07
cA
55.98±3.35
dA
86.11±1.67

AsA
aA

9.45±2.30
bA
23.68±3.04
cB
76.25±1.20
dB
87.10±0.40
eA
94.38±2.13

3)
aC

41.79±3.04
bB
79.10±0.01
cB
94.43±3.94
cB
94.48±2.41
cA
94.24±2.78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3)
AsA, ascorbic acid.
The values are means±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or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2)

2

2

NO

등의 10여종 이상이 밝혀져 있고(20),

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
Concentration
(μg/mL)

2

40

SOD-like acitivity (%) .

Concentration
(μg/mL)

등의 연구(21)에서는 재배삼(인삼)에 비해 산양삼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유사활성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SOD)는 생
체에 매우 유해한 superoxide anion radical(O )과 반응하여
hydrogen peroxide(H O )를 생성하는 효소로, 산소를 소비
하는 모든 생물 종에 존재하여 생체 내에서 활성산소 장애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활성산소 저해제이다. 선천
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SOD 효소는 성인의 시점에서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므로 SOD 효소의 섭취는 중요하다. 천연물
에서는 SOD 효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사활성 물질이
있어 천연물에서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여 기능성 소재
로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
KPGE의 1～1,000 μg/mL 농도에서 SOD 유사활성을 측정
한 결과, 1, 10, 100 μg/mL의 농도에서도 22% 이상의 비교적
높은 유사활성을 나타냈고, 500, 1,000 μg/mL에서 33% 이상
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Fig. 1). Lim 등(23)의 약용식물에
서의 20% 미만의 SOD 유사활성, Hong 등(24)의 과실, 과채
류 착즙에서의 14%의 SOD 유사활성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산양삼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며,
기능성식품뿐만 아니라 항염증소재나 피부 노화방지를 위
한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서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세포 독성 및 생성 저해 활성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KPGE의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KPGE의 농도별(1, 10, 100, 500, 1000 μg/mL)로 처리하
여 MTT assay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세포
MTT 반응에서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경우 세포독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실험에서 KPGE의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살펴본 결과 1～1,000
μg/mL 농도에서 10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확인되어 독
Jang

a

a

1

10

b

b

500

1,000

a

20

0
100

KPGE (μg/mL)

Fig. 1. SOD-like activity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KPGE: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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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ll cytotoxicity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s
on RAW 264.7 cells.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the MTT

Fig. 3. Effects of Korean Panax ginseng on nitrite in RAW
264.7 macrophage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RAW 264.7
대식세포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은 1, 10, 100, 500, 1000 μg/
mL에서 다음 항염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체내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과량의 NO, PGE 등의
염증인자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및 COX2에 의해 형성된다. NO는 NO 합성효소에 의해 L-arginine
으로부터 생성되는 무기 유리체로 면역반응, 세포독성, 신경
전달계 및 혈관이완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과정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도에 따라 세포 기능유지에 중요
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세포독성을 일으키기도 한다(25,26).
NO를 생산하는 NOS는 세포내에 존재하여 대식세포나 혈
관내피세포가 활성화되거나 LPS와 같은 세균의 내독소나
여러 가지 cytokine에 의해 유도되는 형태인 iNOS의 형태가
있다. LPS 자극에 의해 발현된 iNOS는 많은 양의 NO를 생
성하게 되며 이에 의한 세포독성은 염증반응, 세포의 돌연변
이 및 종양 발생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
반응과 관련된 조직 손상에서 NO와 iNOS의 발현이 증가되
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27,28).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LPS에 노출시키면 뚜렷하게 NO가 축적되는데,
KPGE의 NO 생성억제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 배양액을
Griess 시약과 반응시켜 NO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KPGE
의 조사된 모든 농도에서 NO 생성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3).
LPS 처리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생
성된 49.4 μM의 NO는 매우 낮은 농도인 1 μg/mL KPGE
처리에 의해 16.8 μM로 NO 생성이 급격히 감소됨을 확인하
였다. NO 생성량은 KPGE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감소하였
고, KPGE 10 μg/mL 농도에서 14.1 μM의 NO 생성이 확인되
어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생성되는 NO 값(11.0
μM)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p<0.001). 결과적으로 KPGE

추출물의 모든 농도에서 염증이 유도된 군에 비해 우수하게
NO 생성량이 억제되었으며, 1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염
증이 유도되지 않은 정상군과 유사한 NO 생성량이 확인되
어, 염증이 유도되었을 때 산양삼 55% 에탄올 추출물 KPGE
는 효과적으로 NO 생성을 저해하여 염증 매게 물질의 생성
을 억제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성 억제 효과
PGs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에서 나온 arachidonic
acid로부터 유래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는 호르몬이다. 생
성된 PG들 중 PGE 는 염증반응에 깊이 관여하며, 종양의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혈관생성을 유도하여 종양생성에 기
여한다(29). LPS에 의해 RAW 264.7 대식세포로부터 생성
되는 PGE 에 대한 KPGE의 억제 효과는 세포배양액으로부
터 효소면역반응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LPS에 의해 염증이
유도되지 않은 정상 세포배양액내 PGE 의 농도는 215.4
pg/mL로 낮게 측정된 반면 LPS에 의해 염증이 유도된 세포
배양액에서는 983.4 pg/mL로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KPGE
를 농도별로 처리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
서는, 조사된 KPGE 전 농도 구간에서 정상군과 유사한 정도
의 PGE 양이 생성됨을 확인되었다(Fig. 4).
염증매개
전염증성 cytokine(pro-inflammatory cytokine)은 염증
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LPS 자극에 의해 염증반응이
활성화된 세포는 TNF-α, IL-1β, IL-6와 같은 전염증성 cytokine과 PGE 등을 생산하게 된다(30).
LPS 처리는 RAW 264.7 대식세포의 TNF-α, IL-1β, IL-6
의 생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KPGE 처리 군에서는
효과적으로 TNF-α, IL-1β 및 IL-6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IL-1β는 T-cell의 활성화, B-cell의 성숙

assay in RAW 264.7 macrophages pretreated with Korean P anax
ginseng extracts for 24 hr. Each value was compared with control
at p<0.001 by ANOVA test.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no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KPGE: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2

for 12 hr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Korean P anax ginseng,
and stimulated 24 hr with LPS (1 μg/mL). The concentration of
nitrite was determined as described under Materials and method.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KPGE: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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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효과를 나타냈다(Fig. 5C). 특별히 염증성 cytokine인
TNF-α 및 IL-6는 iNOS의 발현을 자극하여 NO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G, leukotrien 등의 염증
매개물질의 생산에도 관여하며, 내피세포의 intracellular
adhesion molecule-1(ICAM-1)과 같은 접착분자의 발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소부위의 대식세포, 호중구와 같은 염증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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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양삼 55%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LPS로 염증
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염증매개 물질의 억제
능력을 측정하여 항염증 효과를 살펴보았다. 폴리페놀 함량,
DPPH, ABTS sytem 및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높은 폴리페놀 함량(357.45 mg/100 g)
이 확인되었고,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KPGE
는 농도 의존적으로 free radical을 소거하였으며, 대조군인
BHT와 유사한 소거활성이 확인되어 KPGE의 우수한 항산
화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된 최고 농도(1,000 μg/
mL)에서 DPPH(80%)와 ABTS(86%)는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SOD 유사활성은 1, 10, 100 μg/mL 농도에서 22%
의 활성이 확인되었고, 500, 1000 μg/mL 농도에서 33%의
높은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KPGE의 항염증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
포에서 NO, PGE 및 전염증성 cytokine(TNF-α, IL-1β,
IL-6)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NO, PGE
생성 및 전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1β, IL-6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하여 산양삼 55% 에탄올 추출물 KPGE는 높은 항산화
활성과 염증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우수한 항염증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Effects of Korean Panax ginseng on PGE2 in RAW
264.7 macrophage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for 24 hr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Korean P anax ginseng,
and stimulated 24 hr with LPS (1 μg/mL). The concentration of
PGE2 was determined as described under Materials and method.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KPGE: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등에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조사된 KPGE 농도
에 따른 IL-1β의 생성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 IL-1β의
생성량은 KPGE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A). 농도 100 μg/mL KPGE 처리는 RAW 264.7
대식세포의 IL-1β 생성을 56% 억제하였고, 1,000 μg/mL 농
도에서는 75%의 가장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IL-6는 B cell이 plasma cell로 분화되는 마지막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염증병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KPGE가 처리된 RAW 264.7 대식세포는 농도에 의존
적으로 유의적인 IL-6 생성억제 효과를 나타냈고, 1,000 μg/
mL 농도에서 82%의 IL-6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 LPS로
염증을 유도하지 않은 정상군(99%)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
냈다(Fig. 5B).
TNF-α는 LPS 반응의 주요 매개체로서, 염증성 병변과정
에서 발현이 증가되는데 대식세포와 mast cell에서 분비되는
TNF-α는 tumor cell에 세포독성을 나타낸다(30). TNF-α의
경우에도 KPGE 처리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생성량이 억
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1,000 μg/mL에서 97%의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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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Korean Panax ginseng extract on LPS-induced pro-inflammatory cytokine levels in cell culture supernatant
of RAW 264.7 cells. A: IL-1β, B: IL-6, C: TNF-α. Incubations were carried ou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KPGE: Korean P anax ginseng 55%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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