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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세포를 이용한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에 따른 면역활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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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e immunological synergistic effects of herbal preparation (HemoHIM) 
and red ginseng powder granule in various immune cell models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dendritic cells, 
and mouse splenocytes) from mice. Both herbal preparation and red ginseng extracts were treated to bone-marrow 
derived macrophages, dendritic cells, and mouse splenocytes, and there was no cytotoxicity at a dose below 200 μg/mL. 
Cell proliferation and cytokine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6, and IL-12] production tested in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and dendritic cells significantly increased upon combined treatment. Cell surface 
marker (CD 80/86, MHC class Ⅰ/Ⅱ)-mediated immune cell activation was highly elevated by combined treatment. 
For cytokine production in splenocytes, combined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production of Th 1 type cytokines 
[IL-2 and interferon (IFN)-γ] but not Th 2 type cytokines (IL-4 and IL-10). Therefore, combined treatment with 
HemoHIM and red ginseng extracts is an effective method to establish powerful immunological synergy in immun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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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기능은 외부의 병원성 인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

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면역기능이 떨

어질 경우 인체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면역반응

은 항원에 대한 특이성에 따라 선천성 면역반응과 후천성 

면역반응으로 구분되는데, 선천성 면역반응은 주로 탐식세

포들(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수반하지 않는다. 후천성 면역반응은 주로 

T 세포 및 B 세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선천성 면역반응 

후에 식세포에 의하여 제시되는 특이 항원을 인식하면서 면

역반응이 개시되며, 면역반응의 강도가 선천면역에 비하여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특히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즉석 편의식

품 섭취의 증가로 인하여 성인병 및 면역관련 질환에 노출되

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3).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천연물로부터 면역활성 물질

들을 분리하는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자생식물로

부터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추출물이 가지는 다양한 면

역활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4,5). 

본 실험에 사용된 생약복합추출물(제품명: 헤모힘, Hemo-

HIM)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면역기능개선 효능 부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당귀, 

천궁, 작약 등의 천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생약복합제제로

써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 면역조혈계 회복촉진 효과, 조직

재생 및 면역조혈계의 방호 효과, 항산화 효과 등의 다양한 

면역증강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6-8). 특히 HemoHIM은 선

천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지상세포의 분화

와 관련되는 세포 표면 활성 인자인 CD 86, 40의 발현을 증가

시켜 수지상세포의 분화 유도를 촉진시키고 항원제시 능력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며, 적응면역계에서는 수지상

세포의 분화촉진에 의한 면역 T 세포의 세포 증식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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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Th 1 type의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IL)-2와 in-

terferon(IFN)-γ의 분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9). 

또한 홍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작물인 인삼

(Panax ginseng C.A. Meyer)의 뿌리를 세척한 후 증숙과 

건조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가공과정에 의해 담황색 

또는 담적갈색의 색상을 나타낸다. 홍삼은 사포닌(ginse-

noside)과 다당체(polysaccharide) 등의 다양한 약리학적

인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포닌과 다당

체들은 면역력 증강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10). 

또한 이러한 홍삼 유래의 유효 성분들은 인삼에도 일정량으

로 함유되어 있으나 홍삼의 제조 및 가공(증숙 및 건조) 과정

에서 다량으로 증가한다고 보고된다(11). 인삼의 사포닌

(ginsenoside) 성분은 증숙이나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gin-

senoside의 20번 탄소 위치의 glycosyl 잔기가 이탈하거나 

수산기가 치환되어 ginsenoside Rg3, 20(R)-ginsenoside 

Rg2, 20(S)-ginsenoside Rh1 등의 미량 사포닌 성분들이 

증가하여 인삼보다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며

(12), 인삼의 다당체 성분은 증숙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산성다당체의 함량이 크게 증가되고 중성당의 조성이 바뀌

면서 생리활성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이 

주요 기능성분은 다르지만 면역활성이라는 생리활성 측면

에서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및 비장세포 등의 다양한 면역세포를 마우스를 통하여 직접 

분리하여 두 물질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면역활성

의 작용에 관하여 평가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생약복합추출물(제품명: 헤모힘, 

HemoHIM)은 ㈜에터미(Gongju, Korea)에서 구입하였고, 

홍삼추출물(제품명: 홍삼단)은 우송대학교 벤처기업인 ㈜홍

삼단(Daejeon, Kore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6주령(18~20 g)의 C57BL/6 웅성 마우스를 Orient

사(Seongnam,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양받

은 마우스는 동물사육실 내부 환경에 1주간 순화시킨 후 미

분화 골수세포 및 비장세포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골수세포로부터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로의 분화 유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KAERI-IACUC- 

2013-001). C57BL/6 마우스로부터 골수 채취용 주사기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이용해 대퇴부 

골수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골수를 차가운 phosphate buf-

fered saline(PBS,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으

로 3회 세척한 후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red blood 

cell(RBC) lysis buffer(Invitrogen Co.)를 5 mL 처리하여 

10분간 방치하였다. PBS로 3번 세척하여 적혈구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분리한 미분화 골수세포를 수지상세포

로 분화시키기 위하여 10% fetal bovine serum(FBS)이 포

함되어 있는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RPMI) 

1640 배지(Invitrogen Co.)에 2 mM L-glutamin, 100 

unit/mL penicillin/streptomycin, 50 μM mercaptoetha-

nol, 0.1 mM non-essential amino acid, 1 mM sodium 

pyruvate, 20 ng/mL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GM-CSF, R&D System, Minneapolis, 

MN, USA), 20 ng/mL IL-4(R&D System)를 첨가하여 8일 

동안 배양하였다. 또한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10% FBS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2 mM L-glutamin, 100 unit/mL penicillin/ 

streptomycin, 50 μM mercaptoethanol, 0.1 mM non- 

essential amino acid, 1 mM sodium pyruvate, 25 ng/mL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MC-SF, R&D 

System)를 첨가하여 4일 동안 배양하였다.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증식능 평가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능(cell proliferation)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우스 골수세포로부터 분화

된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를 각각 96 well plate(BD Bio-

sciences, San Jose, CA, USA)에 well당 3×105개로 분주

한 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100 μg/mL 및 

200 μg/mL의 농도 또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

합추출물 100 μg/mL를 동시에 처리하여 37oC로 유지되는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증식능을 MTT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

다. MTT 방법은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시약을 phosphate buffered sal-

ine(PBS, Invitrogen Co.)에 5 mg/mL의 농도로 용해하여 

well당 30 μL씩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배양 

상등액를 제거하고 세포 내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di-

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 각각의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능은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

되었다. 

Cell proliferation 

(%)
=

Sample 처리구의 흡광도
×100

Sample 무처리구의 흡광도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사이토카인 분비능

홍삼추출물의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사이토

카인 분비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우스 골수

세포로부터 분화된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를 각각 48 well 

plate에 well당 7×105개로 분주한 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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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추출물을 각각 100 μg/mL 및 200 μg/mL의 농도 또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합추출물 100 μg/mL를 동

시에 처리하여 37oC로 유지되는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상등액에 포함되어 있는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TNF)-α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사

이토카인의 측정은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

say(ELISA) kit(BD Bioscienc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cell surface 

marker)에 미치는 영향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우스 골수세포로부터 분화된 대식세

포 및 수지상세포를 각각 6 well plate에 well당 1×106개로 

분주한 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200 μg/ 

mL의 농도 또는 홍삼추출물 100 ng/mL와 생약복합추출물 

100 ng/mL를 병용하여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각각의 세포를 회수하였다. 항체의 비 특이적인 결합을 방지

하기 위하여 회수된 각각의 세포에 1 μg/mL의 Fcγ Ⅰ/Ⅲ

(BD Biosciences)을 처리하여 4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 표면 활성 인자 분석을 위하여 

anti-CD80-PE, anti-CD86-PE, anti-MHC Ⅰ 및 Ⅱ-PE 

(BD Biosciences)와 같은 세포 표면 항체를 각각 1,000배 

희석하여 각각의 세포에 처리하고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유세포 분석기(FACS cal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

여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마우스로부터 비장세포 분리 

1주간의 순화를 마친 마우스를 경추 탈골법으로 희생시

킨 후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10%의 FBS와 항생제 

penicillin과 streptomycin(100 unit/mL, 100 μg/mL)을 함

유한 RPMI-1640 배지로 세척한 후 tissue grinder(Corn-

ing Costar, Corning, NY, USA)로 균질화하여 비장세포를 

유리시켰다. 세포현탁액에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RBC 

lysis buffer(BD Biosciences)를 첨가하여 적혈구를 제거

하였고, 혈구계수기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비장세포의 세포 증식능 평가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비장세포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96 well 

plate에 well당 1×106개의 비장세포를 분주한 후, 홍삼추출

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100 μg/mL 및 200 μg/mL의 

농도 또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합추출물 100 

μg/mL를 병용 처리하여 37oC로 유지되는 5% CO2 세포 배

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WST-1Ⓡ(Daeil Lap Science, 

Seoul, Korea) 용액을 각각의 well에 10 μL씩 첨가하고 2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증식능을 평가하였다. 비장세포의 증식능은 다음 식에 의하

여 계산되었다.

Splenocyte 

proliferation (%)
=

Sample 처리구의 흡광도
×100

Sample 무처리구의 흡광도

비장세포의 대한 사이토카인 분비능 평가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

여 비장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비장세포를 48 well plate에 

well당 2×106개씩 분주한 후 200 μg/mL 농도의 홍삼추출

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처리하고, 또는 100 ng/mL 농

도의 홍삼추출물과 100 ng/mL 농도의 생약복합추출물을 

병용 처리한 후 각각 24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배양 상등액

에 존재하는 사이토카인(IL-2, 4, 10, IFN-γ)의 함량에 관

하여 측정하였다. 사이토카인의 측정은 ELISA kit(eBio-

scienc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21,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으며, 시료 간

의 유의성은 Student's two tailed t–test로 P<0.05 수준에

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

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로부터 미분화 골수 세포를 

분리하여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로 각각 분화시킨 후, 분

화된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에 홍삼추출물을 100 μg/mL

와 200 μg/mL로 각각 처리하였을 때의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의 세포 증식능을 Fig. 1에 나타냈다. 또한 홍삼추출물

과 생약복합추출물 처리 농도를 각각 200 μg/mL로 고정하

고 병용 처리구에서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합

추출물 100 μg/mL 농도로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세포 증식능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냈다. 각각의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서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처리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증식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병용 처리구에서는 각각 단독으로 처리한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세포 증식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

추출물 처리는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삼추출물 및 생약복합추

출물의 처리는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보다 병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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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proliferation activity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 and dendritic cell.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and 200 μg/mL in bone-marrow derived mac-
rophage (A, C) and bone-marrow derived den-
dritic cell (B, D). Cell proliferation was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
nificance level of *P<0.05.

A B Fig. 2. Cell proliferation activity of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
HIM (HMH) in bone-marrow derived macrophage 
and dendritic cell.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00 μg/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bone-marrow derived macrophage (A) and bone- 
marrow derived dendritic cell (B). Cell prolifera-
tion was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
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and **P<0.01.

하였을 때 세포 증식능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체(숙주)의 생체방어(면역) 기작은 매우 복잡하고 각각 

다양한 세포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체방어 

기작 중 병원체가 생체 내로 침입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반응

하는 세포들은 단핵구(monocyte), 호중구(neutrophile) 및 

탐식세포(phagocyte) 등이 있고, 이들은 선천면역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4). 이 중 탐식세포인 대식세포

(macrophage) 및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는 점막을 가

지고 있는 상피세포 장벽 이후 생체방어 시스템에 있어 최초

로 병원체에 대응하는 면역세포로써 항원의 감시 및 이동, 

항원의 탐식 및 제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5). 

탐식세포들은 항원제시세포로써 후천면역계를 담당하는 T 

세포와 반응하여 T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

므로 선천면역뿐만 아니라 후천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15). 

따라서 이러한 탐식세포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은 면역

관련 질병들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

며, 본 연구에서도 마우스 골수로부터 분리한 미분화 골수세

포를 탐식세포(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로 분화하여 홍삼농

축 분말과립을 처리하였을 때 탐식세포들의 세포 증식능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사이토카인 분비능에 미치는 영향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 등의 탐식세포의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알아보기 위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가 분

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생체 외

부로부터 병원체가 유입되면 면역세포들은 숙주를 방어하

기 위하여 활성화된다. 특히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와 같은 

탐식세포들이 활성화되면 부착성이 강해지며, 외부 바이러

스나 세균에 오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탐식하여 사멸시키

거나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생산한다(16).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 간의 상호협

력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하여 한 개체의 세포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혈작용, 면역반응, 일반적

인 염증과정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7). 대식세포

와 수지상세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 IL-1

β, 6 및 TNF-α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식세포와 수지상세

포의 활성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17). 본 연구에서도 홍삼

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골수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대식

세포 및 수지상세포에 각각 200 μg/mL의 농도로 고정하여 

처리하고 병용 처리구에서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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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tokine (TNF-α and IL-6) pro-
duction activity of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bone-marrow derived macro-
phage and dendritic cell.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00 μg/
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 (A, C) and 
bone-marrow derived dendritic cell (B, D).
Cytokine production was conducted in trip-
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
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and 
**P<0.01.

약복합추출물 100 μg/mL 농도로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나

타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능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은 각각 처리하였

을 때도 사이토카인의 함량을 증가시켰지만 병용으로 처리

하였을 때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

합추출물은 각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병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면역학적인 상승효과가 더욱더 증

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에 미치는 영향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활성화에 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하여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에 부착된 

세포 표면 활성 인자(cell surface activation marker)인 

cluster of differentiation(CD) molecule의 발현에 관하여 

유세포 분석기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다양한 면역세포구들

은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는 표면분자구조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은 분화집단(cluster of differenti-

ation, CD)이라는 표현형을 사용한다(18). 이러한 표현형인 

CD는 같은 종류의 세포를 분리하거나 분석하는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또한 세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

포와 수지상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가지는 표현형인 CD80

과 CD86의 발현에 관하여 유세포 분석기를 통하여 분석하

였다(Fig. 4).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200 μg/ 

mL로 고정하여 처리하고 병용 처리구에서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합추출물 100 μg/mL 농도로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된 그룹보다 병용으로 

처리된 그룹에서 탐식세포의 표면 활성 인자인 CD80과 CD 

86의 발현이 더욱더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또한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탐식세포가 병원체를 탐식하

게 되면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T 세포에게 병원체의 항원

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항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으로 항원을 제시할 수 없고 주조직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라고 하는 대식세포 표

면에 발현하는 단백질에 항원을 결합시켜서 전달한다(20). 

탐식세포가 내재하고 있는 주조직적합성 복합체는 MHC 

class Ⅰ과 Ⅱ가 존재하며 이들은 탐식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세포 표면에 적은 양이 발현되지만 활성화되면 

발현되는 양이 현저히 증가하여 T 세포에 많은 양의 항원을 

전달할 수 있으며, T 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후천성 

면역반응을 활발히 진행시킨다(21). 따라서 주조직적합성 

복합체의 발현 증가는 탐식세포의 활성화에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 

병용 처리가 탐식세포인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홍삼추출물과 생약

복합추출물을 각각 200 μg/mL로 고정하여 처리하고 병용 

처리구에서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홍삼추출물과 생약

복합추출물 100 μg/mL 농도로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대식

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인 MHC class

(Ⅱ)의 발현에 관하여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해보

았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이 독립적으로 처리된 

처리구보다 병용으로 처리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MHC 

class(Ⅱ)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따

라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

출물의 병용 처리는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표면 

활성 인자들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면역세포를 활

성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비장세포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비장은 혈액에서부터 유래되는 외래항원에 대하여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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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costimulatory (CD80, 86) and MHC class (Ⅱ) molecules by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bone-marrow derived macrophage.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00 μg/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bone-marrow derived macrophage.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1 and ***P<0.001.

Fig. 5. Expression of costimulatory (CD80, 86) and MHC class (Ⅱ) molecules by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bone-marrow derived dendritic cell.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00 μg/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bone-marrow derived dendritic cell.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1 and ***P<0.001.

보호 면역을 수행하며, B 및 T 림프구의 성숙과 분화가 이루

어지는 림프기관으로 이러한 림프구의 증식은 면역시스템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22). 비장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분포를 보면 T 세포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B 세포 및 대식세포들이 차지한다. 따라서 면역 

증강물질의 면역활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면역 T 세포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장세포를 주로 사용한다(23).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하여 홍삼 농축 분말과립 및 헤모힘의 

병용 처리는 선천면역계를 담당하는 탐식세포를 활성시킨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후천면역계를 담당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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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ell proliferation activity of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splenocyte 
separated from mice.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
tration of 100 and 200 μg/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
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splenocyte. Cell pro-
liferation was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 
0.05 and **P<0.01.

Fig. 7. Cytokine (IL-2, 4, 10, and IFN-γ) production activity of combined treatment of red ginseng extract (HSD) and HemoHIM 
(HMH) in splenocyte separated from mice. Each sample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00 μg/mL or combined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HSD and HMH) in splenocyte. Cytokine production was conducted in triplicates (n=3),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udent's two tailed t-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and **P<0.01.

세포에 대한 면역상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장 조직으

로부터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

을 병용 처리하여 면역상승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마우스로부

터 분리한 비장세포의 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로부터 무균적으로 적출

된 비장세포에 홍삼추출물을 100 μg/mL와 200 μg/mL로 

각각 처리하였고, 또한 병용 처리구에서는 홍삼추출물 100 

μg/mL와 생약복합추출물 100 μg/mL 농도로 동시에 처리

하여 비장세포의 증식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비장세포

에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 각각의 처리는 농도 의존

적으로 비장세포의 증식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병용 처리구에서는 각각 단독으로 처리한 처리구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높게 세포 증식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

출물의 처리는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와 같은 선천면역계

를 담당하는 탐식세포뿐만 아니라 후천면역을 담당하는 T 

세포가 밀집하여 있는 비장으로부터 분리한 비장세포에서

도 세포독성을 일으키지 않고 세포 증식능을 유의적으로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

물의 병용 처리는 비장세포의 증식능에 대해서도 탐식세포

의 결과와 유사하게 면역상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비장세포에 

대한 사이토카인 분비능에 미치는 영향 

면역 T 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일부 전사인자(transcrip-

tion factor)들의 활성화에 의하여 Th1 세포와 Th2 세포로 

분화하며 각각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경우 면

역증강이나 알레르기 유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다(24). Th1 세포가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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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2, IFN-γ, TNF-α 등이 있고 Th2 세포가 분비하는 대표

적인 사이토카인으로는 IL-4, 5, 10, 13이 있으며, 특히 

Th1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증가할 경우 면역활성

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Th2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이 증가할 경우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의 유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25). 본 연구에서도 홍

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비장세포의 사

이토카인 분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

여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또는 병용 처리하

여 Th1 세포가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IL-2, 

IFN-γ와 Th2 세포가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IL- 

4, 10의 분비능에 관하여 측정하였다(Fig. 7). 실험 결과 홍

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경우 IL-2 및 

IFN-γ와 같은 Th1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되었으며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더욱더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냈다. 또한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각각 또

는 병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Th2 세포가 분비하는 IL-4 및 

IL-10과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에 대한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

합추출물의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의 질병 유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Th2 세포의 활성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

리 시 면역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h1 세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면역학적인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

다. 

요   약

본 연구는 홍삼추출물(홍삼단)과 생약복합추출물(헤모힘)

이 주요 기능성분은 다르지만 면역활성이라는 생리활성 측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들의 병용 처리가 

면역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면역활성능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골수에서 분리한 미분화 골수세포를 선천면역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로 분화

시킨 후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의 세포 증식능 및 사이토카인의 

분비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활성화된 탐식

(면역)세포의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CD80과 CD86의 발

현과 탐식(면역)세포의 항원제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

조직적합성 복합체(MHC class Ⅱ)의 발현이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의 병용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후천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면역 T 세포가 다량으로 분포하는 비장 조직으로부터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추출물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 세포 증식능 및 면역활성을 유도하는 Th1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홍삼추출물과 생약복합

추출물의 병용 처리는 선천면역뿐만 아니라 후천면역에 관

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상승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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