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4(3), 314～323(2015)  http://dx.doi.org/10.3746/jkfn.2015.44.3.314

흑삼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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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ack ginseng was made by steaming raw white ginseng nine times at 100°C for 2 h and drying. 
We then performed pilot experiments using the nine black ginseng extracts for different steaming and drying times 
to determine their anti-obesity effects. Two ginseng extracts, steaming and drying five times (FSFD) and steaming 
and drying nine times (NSND), prepared in water or ethanol solution decreased lipid accumulation of 3T3-L1 cells. 
FSFD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showed higher levels of ginsenosides, in particular, Rh1, Rg2, and Rb1 than NSND, 
and levels of the three ginsenosides were higher in ethanol extracts than in water extracts. Treatment with FSFD 
and/or NSND in ethanol extracts significantly regulated PPARγ, C/EBPα and AMPK phosphorylation in 3T3-L1 cells. 
We verified doubling time of stem cells from both abdominal fat and subcutaneous fat after FSFD and NSND in 
ethanol and water extracts were added. Although addition of FSFD and NSFD in water extracts had no effects on 
proliferation, ethanol extracts with FSFD and NSND increased doubling time of stem cells in subcutaneous fat. FSFD 
and NSND in ethanol extracts more effectively reduced adipogenesis compared to those in water extracts. FSFD in 
ethanol extracts promoted secretion of anti-inflammatory cytokine such as IL-10 and depressed MCP-1 infiltration 
in 3T3-L1 preadipocytes co-cultured with RAW264.7 cells. We concluded that FSFD and NSND ethanol extracts 
may be developed as a functional food for its anti-obesity effect, but anti-inflammatory effect was shown in ethanol 
extracted FSFD rather than in NSND. 

Key words: black ginseng, obesity, inflammation, macrophages M1 & M2 phenotypes 

Received 5 November 2014; Accepted 2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Myoungsook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142-732, Korea 
E-mail: mlee@sungshin.ac.kr, Phone: +82-2-920-7211 

서   론

비만은 체지방조직의 증가 및 지방세포의 비대 증상에 의

한 질병으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호르몬 이상, 유

전체 이상,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

고 있다. 따라서 체지방 증가는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및 동맥경화, 간경화, 암, 뇌졸중 및 암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

자이다(1,2).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비하여 2013년의 

비만율은 26.2%에서 31.8%로, 대사증후군의 증가율은 

24.9%에서 31.9%로 빠르게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빠른 경제성장, 패스트푸드 소비 증가 및 운동 결핍 

등 환경인자 외에도 가족력, 인종 간 유전체 등도 제안되고 

있어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기전은 매우 다양하다

(3-6). 게다가 지방조직은 에너지 대사 및 호르몬 대사의 

조절 이외에도 면역체계 조절에도 영향을 받는다(7-9). 면

역체계와 지방조직의 관련성 연구를 토대로 대식세포와 지

방조직 간 cytokines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염증발생과 

지방조직분화를 주도하므로 비만을 지속성 염증상태로 간

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염증상태는 지방조직 내에 pro-in-

flammatory cytokines의 주된 공급원인 면역세포 역할에 

의해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10-13). 

따라서 비만과 염증, 지방조직과 면역체계, 지방세포와 면역

세포와의 관련 기전 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비만 기전 연구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현재로는 심도 있는 면역

기능과 지방세포분화 관련 기전연구가 필요하지만 염증 유

도성 비만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대식

세포의 표현형은 M1(classically activated macrophage, 

pro-inflmatory macrophage)과 M2(alternatively acti-

vated macrophage, anti-inflammatory macrophage) 두 

가지가 있다. 

인삼은 2000년 전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널리 사용된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 인삼의 생리활성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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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standard of ginsenosides of black ginseng. 

암, 면역, 신경, 항당뇨 등의 작용으로 알려져 있는데(14- 

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가공하여 홍삼의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삼의 경우 홍삼시장이 장악하고 있으

나 연간 35억의 세계인삼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항암 및 

면역력 증강 등 다양한 기능성 인삼제품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 중이다. 한약재 가공방법 중에서 홍삼 및 흑삼의 제조

기술인 구증구포(九蒸九曝)법은 인삼을 아홉 번의 증숙과 

건조과정으로 열, 숙성, 분해 과정에서 인체에 유용한 생리

활성 성분이 다량 생성되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러한 가공인

삼은 수치법을 달리함으로써 주요 약효 성분인 인삼사포닌

(ginsenoside)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홍삼과 

백삼으로부터 분리한 ginsenosides는 각각 32종 및 24종이 

밝혀져 있고, 최근에는 인삼가공법이 발전함에 따라 백삼이

나 홍삼 중 일반 ginsenosides를 특정 기능을 갖는 ginse-

noside로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적 처리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18-20). 인삼가공의 수치

법에 따른 주요 유효성분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 함량 

및 조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다(21,22). 고려

인삼 6년 근을 구증구포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사포닌 함량

의 차이는 없었으나 PPD 계열인 Rb1, Rb2, Rc, Rd와 PPT 

계열인 Re, Rg1 등은 가공 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Rh1, 

Rg3, Rk1 등은 가공 후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23). 

중국에서는 암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신생혈관 유도인자인 

VEGF를 억제하는 Rg3을 임상허가 받아 항암제 보조제로

써 암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24). 또한 Rg3의 항비만 

효과는 지방세포 분화과정에서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aP2

와 GPDH를 감소시킴으로써 adipogenesis를 억제시킨다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25). 또한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

한 쥐에게 Rh1을 처리하면 지방세포 분화와 염증을 감소시

킴으로써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

다(26). 그러나 국내에서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식품은 다

양하지만 개별 인정형 원료로는 단지 13건에 불과하며 게다

가 이러한 소재는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소재이므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규 기능성 소재가 시급한 시점에서 향후 

백삼 또는 홍삼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약리 효능성 물질의 연

구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로 흑삼의 가능성을 전망

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년생과 ginseno-

sides 함량 차이가 크지 않는 4년생 고려인삼을 이용하여 

한약재 가공방법 중 고난도 기술인 구증구포법에 의하여 생

성된 흑삼 1포부터 9포를 각각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로 

제조하여 지방전구세포(3T3-L1), 대식세포(RAW246.7) 및 

지방유래 줄기세포(stem cell)를 이용하여 다양한 항비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흑삼의 ginsenosides 함량 분석 

4년생 고려인삼을 이용하여 구증구포법으로 발효한 흑삼

(1~9포)을 각각 열수 및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ginseno-

side별 함량을 HPLC(Alliance 2695, Waters Corporation, 

Milford, MA, USA)로 측정하였으며 제조한 추출물 1 mg을 

1 mL로 표준원액을 만들어 각 표준원액 100 μL씩 취하여 

분석한다. 칼럼은 XtorraⓇMS C18 2.1 mm×150 mm(Wa-

ters Corporation)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한 A 용

매는 18% 아세토니트린(in 0.1% 초산), B 용매는 80% 아세

토니트린(in 0.1% 초산)이었다. 용매는 gradient elution 

system으로 0분(0%-B), 0~32분(0%-B), 32~65분(20%- 

B), 65~80분(20%-B), 80~98분(100%-B), 98~103분

(100%-B), 103~105분(100%-A), 105~115분(100%-A)

으로 조절하였다. 칼럼 온도는 40°C였고, 유속은 0.25 mL/ 

min, UV 검출기(Waters 2996 Photodiode Array Detec-

tor, Waters Corporation)로 ginsenosides의 성분을 분석

하였다. Fig. 1은 ginsenosides 표준품의 HPLC 결과이다.  

3T3L-1 세포배양 

지방전구세포인 3T3-L1 세포는 American Type Cul-

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

여 37°C, 5% CO2 incubator에서 Dulbecco'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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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s medium(DMEM)(Welgene, Daegu, Korea)에 10 

% BCS(Welgene), 1% penicillin-streptomycin(Welgene)

을 공급하여 37°C, 5% CO2 배양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3T3-L1의 adipocytes로 유도하는 방법은 분화 유도 물질

인 1 μM dexamethasone(DEX,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5 mM methylisobutylxanthine(IBMX, 

Sigma-Aldrich Co.), 10 μg/mL insulin(INS, Sigma- 

Aldrich Co.)과 10% FBS(Welgene)가 포함된 DMEM에서 

8일 동안 배양하였다. 분화 유도 2일째 10% FCS와 10 μg/ 

mL insulin 배양액으로 추가 배양을 실시하였으며, 배지는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3T3L-1과 RAW246.7 세포의 공동배양법

지방전구세포인 3T3-L1 세포는 10×103 cells/well로 

seeding 하여 10% BC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공급하고 37°C, 5% CO2 배양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48

시간 후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1 μM DEX(Sigma-Aldrich 

Co.), 0.5 mM IBMX(Sigma-Aldrich Co.), 10 μg/mL INS 

(Sigma-Aldrich Co.)와 10% FBS(Welgene)가 포함된 

DMEM(Welgene)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4일 후 대식세

포인 RAW264.7 세포를 직접 주입하여 분화된 3T3-L1과 

함께 배양하기 시작하였다. 함께 배양한지 48시간이 지난 

후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와 9포를 각각 처리하여 배지

를 수합하여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측정하였다.  

세포독성검사(cell viability assay)

Cell viability는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Duchefa, Haarlem, 

Netherlands) reag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방세포는 

96-well plate에 plating 하였다(4×104 cells/mL). 24시간 

후에 추출물을 처리하였고, 5 mg/mL MTT solution 10 μL

를 각 well(0.1 mg/mL)에 더하였고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상층액은 제거하고 각 well에서 formazan crystals은 20분 

동안 100 μL di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 

Co.)에 녹이고, microplate reader(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방축적검사(Oil Red O staining)

분화 완료된 6-well plate의 배지를 제거한 후 1×PBS로 

2회 씻어주었다. 10% formalin 2 mL를 넣고 실온, 암실에

서 1시간 이상 고정시켰다. Formalin을 제거한 후 후드 안에

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Oil Red O Working Solution 1 mL

를 넣고 실온에서 10분 동안 염색하였고 물로 2회 씻어주었

다. 사진을 찍고 후드 안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100% iso-

propanol 1 mL를 넣고 Oil Red O solution을 녹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증식(doubling time) 변화

실험에 사용한 생쥐는 14시간 명과 10시간 암을 유지하

는 표준 사육조건에서 사육되었고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

리 및 실험동물사용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처리되었다(승인 

번호: SSWU AEC 2011-001). 비만 유도는 고지방식이를 

10주 동안 먹여 유도하였다.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인 흑삼 

5포와 9포는 비만 유도 후 2주간 처리하였다. 이후 대조군,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와 5포 흑삼 또는 9포 흑삼 추출물

을 함께 먹인 생쥐의 피하지방조직, 복부지방조직을 절취하

였다. 이로부터 기존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유래 줄기세포인 

지방 간충직 세포(mesenchymal cell)를 수획하였다. 수획

된 줄기세포는 10% FBS(Welgene), 100 U/mL penicillin, 

0.1 mg/mL streptomycin, 3.7 mg/mL sodium bicar-

bonate를 첨가한 DMEM(Gibco, Grand Island, NY, USA) 

배양액을 이용하여 공기 중 5% CO2, 37°C 조건의 배양기에

서 배양하면서 3~4세대까지 계대를 유지하였다. 계대 시 

세포수를 계수하여 배수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dou-

bling time으로 하였다.

RNA extraction

분화가 완료된 6-well plates에 well당 500 μL의 trizol 

(Molecular Research Center, Inc., Cincinnati, OH, USA)

을 넣고 scraper로 cell을 모은다. Lysis 된 sample을 e- 

tube에 옮겨 담고 실온에서 5분 동안 배양한다. Trizol 100 

μL당 20 μL의 비율로 chloroform을 넣고 15초 동안 잘 섞

는다. 실온에서 5분 동안 incubation 후 4°C에서 13,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상층액을 새로운 e- 

tube로 옮긴다. 동량의 isopropanol을 넣고 섞어 준다. 실온

에서 10분 동안 배양한 후 4°C에서 13,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Pellet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여 1 mL의 75% cold ethanol로 세척하고, 4°C에서 

7,5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상층액을 빼낸 후 

ethanol을 없애기 위해 건조시킨다. DEPC water(RNase- 

free water) 30 μL를 넣어 pellet을 잘 녹인다. RNA sam-

ple을 정량한다. DiaStarTM RT Kit(SolGent)을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한다. PCR-tube에 total RNA를 2~3 μg의 

농도가 되게 넣고 10 pmole Oilgo dT를 1 μL 넣고 DEPC 

water로 total volume을 10 μL로 맞춘다. 65°C에서 5분 

동안 heating 시킨 후 즉시 ice로 옮긴다. Pre-heating 한 

product 10 μL에 5X RT Reaction Buffer(included 10 

mM dNTP mix) 4 μL, 8 mM DTT 1 μL, DiaStarTM RTase 

1 μL, DEPC water 4 μL를 넣고 total volume을 20 μL로 

맞춘다. 부드럽게 섞어준 다음 50°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

고 95°C에서 5분 동안 불활성화시킨다.

RT-PCR  

RT product(2 μL)를 Taq D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PCR(25~30 cycle) 증폭시킨다(denaturing at 94°C f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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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ginsenosides of black ginseng concen-
trates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Ginsenoside
(mg/g)

H2O extract 70% EtOH extract
FSFD1) NSND2) FSFD NSND

 Rg1
Re
Rf

Rg2
 Rh1
 Rb1
 Rc
 Rd

 Rg3
Rh2

0.000
0.000
0.634
0.355
0.000
0.105
0.303
0.553

12.604
0.000

0.000
0.000
0.551
0.287
0.000
0.000
0.196
0.573
9.877
0.000

0.000
0.000
1.580
1.513
3.166
0.767
0.427
0.366

12.062
0.127

0.000
0.000
0.579
0.527
1.387
0.121
0.071
0.045
8.382
0.128

1)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five times.
2)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nine times.

min, annealing at 55°C for 30~50 sec, extension at 

72°C for 30~50 sec, 72°C 10 min, 4°C ∞). PCR이 완료

된 product를 EtBr을 포함하는 2% agarose gel에 5 μL씩 

loading 하여 전기영동 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Adipocytokines과 염증인자 분석

세포의 증식과 지방축적이 종료된 배양 9일째 수거된 배

지에서 단핵구/대식세포에서 분비되어 지방세포의 염증반

응에서 기여하는 M2(anti-inflammatory effects) 마커로 

IL-10을, M1(pro-inflammatory effect) 마커로 IL-6을 분

석하여 분화된 지방세포의 증식에 지질축적현상이 기여하

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3T3L-1에 insulin 처치 2일 후 RAW 

264.7 injection에 의한 contact co-culture 후 9일째 염증

인자 M1형(MCP-1)과 M2형(IL-10) 분비를 살펴보았다. 

Western blot analysis

분화가 완료된 ADSCs는 50 mM Tris-Cl(pH 7.5), 150 

mM NaCl, 1 mM dithiothreitol, 0.5% nonyl phenox-

ypolyethoxylethanol, 1% Triton X-100, 1% deoxy-

cholate, 0.1% sodium dodecyl sulfate(SDS), 1 mM eth-

ylenediaminetetra acetic acid, 1 μM leupeptin, 1 μM 

pepstatin A,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0.1 

μM aprotininprotein을 포함하는 protein extraction sol-

ution(PRO-PREPTM, iNtRON Biotechnology Inc., 

Seongnam, Korea)에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samples은 

30분 동안 ice에 방치하였고, 간헐적으로 vortex 기기로 섞

어주었다. 4°C에서 20분 동안 13,000 rpm(16,609×g 

Micro 17 TR, Hanil, Incheon, Korea)에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은 8% SDS-polyacrylamide gel에 분리되었고, wet 

transfer(Bio-Rad)법에 의하여 280 mA에서 2시간 동안 

NC membrane에 단백질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 후, 

membranes은 3% fat-free dry milk에서 블라킹 처리를 

하였고, oxidant sensing protein, polyclonal(1:1,000) 

(Biovision, Mountain View, CA, USA)인 HO-1과 α-tu-

bulin monoclonal 항체(1:10,000)를 이용하였다. Primary 

antibody는 secondary peroxidase conjugated anti-rab-

bit 또는 anti-mouse 항체(1:10,000)를 이용하였다. Immu-

no-positive bands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ELPIS, 

Daejeon, Korea)에 의해 감지되었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mage Software(NIH, Bethesda, MD,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고 t-test와 ANOVA을 한 후 Bonferroni’ post hoc test

에 의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흑삼 5포/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ginsenosides 

함량 분석 

일반적으로 홍삼과 흑삼의 ginsenosides 비교 결과로 

Rg3, Rg2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실의 경우처럼 흑

삼의 찌고 말리는 반복과정에서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비교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즉 구증구포 흑삼(1~9포)을 

각각 열수 및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ginsenoside별 함량

을 HPLC로 측정한 결과 5포와 9포의 흑삼 추출 수율 및 

ginsenosides 유효 성분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흑삼 제조 

시 5포와 9포를 제조하여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물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HPLC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열수 및 에탄올 추출 모두에서 Rf, Rg2, 

Rb1, Rc, Rg3가 흑삼 5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수 추출에 비해 70% 에탄올 추출에서 

대부분의 ginsenoside의 추출 수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70% 에탄올 추출에서 5포 흑삼의 추출 수율 및 ginseno-

sides(Rf, Rg2, Rh1, Rb1, Rc, Rd, Rg3)의 유효성분의 함량

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흑삼은 제조 과정이 구증구포라는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찌거나 말리는 온도 및 시간 등 공정과

정의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우치 혹은 농축가공 되어 

홍삼가공식품류로 유통되고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

고 있다(27). 

지방세포 분화의 지질축적 및 관련분화인자 측정

Pre-adipocyte에서 adipocyte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MDI와 insulin 등 분화를 유도시키는 인자들을 공급한 후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을 8일까지 세포배양 하여 관찰하

였다. Adipocyte로 분화하는 동안 지질축적(Oil Red O 

staining) 및 관련분화인자인 PPARγ(peroxisome pro-

liferator-activated receptorγ)와 C/EBP(CCAAT/en-

hancer binding protein) 및 지질분해효소인 HSL(hor-

mone sensitive lipase)을 확인하였다. 즉 pre-adip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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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mRNA PPARγ, C/EBPα, 
HSL, and lipid accumulation after differenti-
ation. (A,B) After adipocyte 3T3-L1 cells were
differentiated by 8 days, lipid accumulation 
was determined using Oil Red O staining. (C, 
D) Expression of mRNA PPARγ, C/EBPα, 
HSL was measured by PCR method. Values 
are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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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보면 adipocyte에서 PPARγ 및 C/EBPα 발현 

증가, HSL 발현 감소 등 지질축적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Fig. 2).

흑삼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측정

본 연구는 구중구포법으로 생성된 흑삼 1~9포에서 추출

한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ginsenosides 물질분석을 하여 

생리활성이 높은 5포와 9포 추출물을 3T3-L1에 처치하여 

지질축적(adipogenesis)의 변화와 세포독성을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전구세포를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

화시키는 과정에서 흑삼 추출물을 처리하여 비만 예방효과

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먼저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추출물에 따라 세포독성을 확인한 결과 1,000 μg/ 

mL까지 고농도에서도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세

포가 분화하는 동안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

물을 다양한 농도(0, 75, 150, 300 μg/mL)로 처리하여 3T3- 

L1 세포를 배양하였으며, 지방 세포 분화가 끝난 후 Oil Red 

O 염색법을 통해 지질축적의 변화를 시험한 결과, 농도 의존

적으로 유의적인 지질축적의 감소를 보였다(Fig. 3). 이 중 

300 μg/mL의 농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질축적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 300 μg/mL의 농도로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하여 control군과 비교하였을 때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와 9포 모두 각각 88.4%, 

83.1%, 83.5%, 77.6%로 지질축적의 감소를 보였다(Fig. 

4A). Oil Red O 염색을 통해 세포 내 lipid droplet을 염색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한 결과에서는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4B). 특히 그중에서 흑삼 9포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300 μg/mL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을 세포독성도 조사(MTT 

assay)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세포 생존율의 변화는 con-

trol군과 비교한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처리군의 cell viability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T3-L1 세

포의 생존율은 control군과 비교하였을 때 흑삼 5포와 9포

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유의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가 없었다(Fig. 4C). 따라서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

올 추출 처리는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효과는 없으

며, 미성숙한 지방세포에서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

정에서 지질축적을 현저히 억제하여 비만의 예방효과를 기

대할 수 있었다. 

흑삼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지질합성 및 지질

분해 관련인자들의 발현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고농도(300 μg/ 

mL) 처리 시 adipogenesis 관련 인자들(PPARγ, C/EBPα)

과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인산화의 발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PPARγ의 단백질 발현 감소

는 흑삼 9포 에탄올 추출물에서, C/EBPα의 mRNA 발현 감

소는 흑삼 5포와 9포 에탄올 추출물에서 효과적이었다(Fig. 

5A, 5B). 지방산 산화를 조절하는 AMPK의 인산화를 관찰

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열수 추출물 5포와 9포, 에탄올 

추출물 5포와 9포는 각각 2.19배, 3.90배, 3.98배, 6.35배 

증가하였다(Fig. 5C, 5D). 

미성숙한 지방세포에서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

정에서 세포 내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일어난

다. 여러 가지 지방세포의 특이 전사인자들 중 핵심적인 전

사조절인자인 C/EBP와 PPARγ는 지방세포가 분화하는 과

정에서 활성화된다(28,29). 이 전사인자들은 이미 3T3-L1 

지방세포에서 Rg3가 PPARγ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AMPK를 활성화시켜 항비만 효과를 보여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30). 반대로 ginsenoside R1의 처리에 의해 PPAR

γ2와 C/EBPα를 조절함으로써 adipogenesis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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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pid accumulation of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in dose-de-
pendent manner. Inhibitory effect of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in 
3T3-L1 adipocytes was measured using Oil 
Red O staining at 8 days.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0, 75, 150, or 300 μg/mL 
of black ginseng extracts. FSFD, 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five 
times; NSND, 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nine times. Values are 
mean±SD. *P<0.05. 

NSND in water

0

20

40

60

80

100

120

Control 75 150 300 (μg/mL)

Li
pi

d 
ac

cu
m

ul
at

io
n 

(%
)  

.

* *

NSND in EtOH

0

20

40

60

80

100

120

Control 75 150 300 (μg/mL)

Li
pi

d 
ac

cu
m

ul
at

io
n 

(%
)  

.

*
*

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기도 하였다(31). 이처럼 지방세포에

서 ginsenosides를 처리하여 지질대사와 관련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홍삼에 대한 보급률이 점점 급증함

에 따라 삼에 함유된 ginsenosides의 화합물을 추출하여 

항비만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T3-L1 지방세포에 ginsenosides 중 Rg3를 처리하여 

지질축적을 감소시키고 HepG2 cells에서 Rg3가 AMPK를 

활성화시켜 지질축적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

었다(32,33). 세포 내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적인 조절자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AMPK는 당뇨와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4). 지질대사에서 지방산 합성 

유도를 저해하는 AMPK는 HepG2 cell에서 ginsenoside 

Re에 의해 활성화되어 지질과 포도당 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35). 또한 정상식이로 

사육하는 흰쥐에게 흑삼 추출물을 투여하여 체중과 혈중 지

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체중 증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체지방 감소 및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36). 본 연구에서는 3T3- 

L1 지방세포가 분화하는 동안 흑삼 5포와 9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지질축적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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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 Lipid accumulation and cell viability 
of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
tracts. (A) Inhibitory effect of lipid accumula-
tion was determined with treatment of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using 
Oil Red O staining. (B) Spectrophotometric 
quantification of Oil Red O stained 3T3-L1 
with black ginseng extracts was measured at 
8 days. (C)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
ing MTT assay. FSFD, 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five times; NSND, 
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nine times. Values are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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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PPARγ, C/EBPα, 
AMPK phosphorylation by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A) Level 
of PPARγ in 3T3-L1 cells with treatment of 
300 μg/mL of black ginseng from water and 
ethanol extracts was measured using western 
blotting. (B) mRNA level of C/EBPα was de-
termined using PCR. (C) Expression of AMPK 
phosphorylation was observed using western 
blotting. (D) Level of p-AMPK/AMPK was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graph of Fig. 
5C). FSFD, gin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five times; NSND. gin-
seng extracts which were steamed and dried 
nine times. Values are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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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흑삼 9포 에탄올 추출물이 p-AMPK 활성을 증

가시켰고 C/EBPα와 PPARγ 발현 감소 효과가 가장 좋았다. 

흑삼 5포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중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에

서만 C/EBPα 감소 및 p-AMPK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Rg3 

외에도 지방세포 분화와 염증을 감소시키는 Rh1의 증가 또

한 항비만 효과를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흑삼의 항

비만 효과는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5포보다 9

포 흑삼이 지질축적 억제 및 지질분해 증가와 관여한 인자들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포보다 9포에서 증가

한 특이한 ginsenosides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탄

올 추출물에서 증가한 Rh1, Rg2, Rf 등의 혼합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에 의한 염증 인자의 변화

3T3-L1 지방세포와 RAW264.7 대식세포의 co-culture 

실험으로 흑삼 5포 및 9포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의 경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pro- 

inflammation 인자인 M1(MCP-1)은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anti-inflammation 인자인 M2(IL-10)는 M1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여주었다(Fig. 6). 그리고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9포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단일세포인 3T3-L1 

지방세포에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를 처리한 경우 M1과 

M2 각각의 경향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였다. 그러나 co- 

culture 후 RAW264.7 대식세포와 3T3-L1 지방세포의 상

호작용을 확인한 결과 M2형이 더 우세하다는 결과로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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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anti- and pro-inflammation with treatment of 
black ginseng from ethanol extracts in co-cultured cells. 3T3-L1 
adipocytes and RAW264.7 macrophage cells were treated with 
black ginseng from ethanol extracts. Expression of IL-10 (M2) 
and MCP-1 (M1) were observed in co-cultured cells. 

A B

C D
Fig. 7. Effect of black ginseng in ethanol 
extracts in stem cells from subcutaneous 
and abdominal fat in mice. Stem cells from
subcutaneous (A,C) and abdominal fat (B,
D) in mice were treated with black ginseng 
from ethanol. Doubling time was observed
by black ginseng extracts in stem cells. 
*,#P<0.05.

올 추출물인 흑삼이 항염증의 역할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해 지방세포 증식에 

대식세포 M1과 M2가 미치는 상호영향을 관찰하기에 적절

하였다. 

한편 비만은 만성 염증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런 염증상태는 지방조직 내에서 cytokines을 

분비함으로써 면역세포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각한 대

사성 질환(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 및 합병증을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38). 따라서 비만과 염증, 지

방조직과 면역체계, 지방세포와 면역세포와의 관련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39). 대장암 및 대식세포(colon 

26-M3.1)를 이용하여 흑삼이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항염 작

용도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40). 특히 아토피 질병을 

유발하는 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추출

물을 사람의 단핵구와 호산구에 처리한 다음 흑삼 추출물을 

처치하면 아토피 관련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알려졌다. 아토피는 Th1 세포/Th2 세포의 불균형에 의한 면

역학적 변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4, IL-6, IL-8, 

IL-13, MCP-1 등의 분비를 촉진하였다(41). 본 연구에서

는 지질축적 및 지질대사에 효과적인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와 9포를 이용하여 지방세포와 대식세포를 co-culture 

한 결과 흑삼 5포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M1(MCP-1)보

다 M2(IL-10)가 증가되어 비만에 의해 유발된 염증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되었다. 즉 에탄올 추출물인 흑

삼 5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였고 이는 항염

증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줄기세포의 doubling time 변화  

대조군, 고지방식이만을 준 그룹, 지방식이에 에탄올 흑

삼 5포를 함께 준 그룹의 피하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의 

경우 시작 단계의 doubling time은 모든 군에서 유사하였으

나 계대가 진행되면서 고지방식이와 5포 흑삼 에탄올 추출

물을 섭취한 군의 피하지방줄기세포의 doubling time이 연

장되었다(Fig. 7A). 복부지방의 경우 P0에서 대조군의 dou-

bling time에 비하여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두 군 모두에서 

짧았으며, in vitro에서 계대를 유지하는 동안에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였다(Fig. 7B).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나 9포 추출물이 지방

줄기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최초로 시도되었다.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5포는 복

부지방줄기세포, 에탄올 추출물인 흑삼 9포는 피하와 복부 

지방 줄기세포의 증식속도에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에탄올 

추출물 5포에 노출된 줄기세포는 계대가 길어질수록 dou-

bling time이 증가하여 줄기세포의 증식 정도의 감소가 관찰

되었다. 한편 에탄올 추출물 9포에 노출시키는 동안 피하지

방줄기세포의 증식 정도가 억제되어 doubling time이 길어

졌으며, 계대를 유지하는 동안 대조군의 증식 속도와 같아져 

원상태로의 회귀를 예측할 수 있었다. 복부지방줄기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에탄올 추출물인 9포의 노출과 이후 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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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고지방식이만을 한 것에 비하여 줄기세포 증식 정

도가 낮았다. 이는 에탄올 추출물 흑삼 5포와 9포가 부위에 

따른 지질축적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요   약

본 연구는 구중구포법 과정의 흑삼 1~9포를 대상으로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물의 ginsenosides을 분석한 결과 생리

활성이 높다고 판단한 흑삼 5포와 9포 열수 및 에탄올 추출

물을 각각 3T3-L1 지방세포, RAW264.7 대식세포, 지방유

래 줄기세포에 처치하여 세포독성, 지질축적(adipogenesis) 

및 염증인자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 흑삼에서 효율적으로 ginsenosides가 

추출되었다. 또한 흑삼 에탄올 추출물이 PPARγ 및 C/EBPα 

감소, AMPK의 인산화 증가 등 adipogenesis 관련인자를 

억제하였으며, 아울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

였다. 따라서 비만 및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도 잠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ginsenosides와 비만과

의 조절기전 연구 및 항염증성 기전 등에 대한 정확한 기전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인삼에 함유된 ginsenosides를 이용

하여 체지방 감소 등의 기능성식품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홍삼 및 흑삼의 제조 기술인 구증구포

법의 효율적인 표준화 공정기술, 유효 생리활성 성분의 대량

생산 및 안전성 기술 등이 개발된다면 항비만에 대한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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