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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alactosamine/lipopolysaccharide로 감작된 급성간독성 마우스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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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hepatoprotectiv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steam-dried ginseng
berry (SGBE) in both D-Galactosamine/Lipopolysaccharide (D-GalN/LPS)-sensitized mice and in vitro models. Our results
clearly demonstrated that SGBE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 and lactate dehydrogenase in blood, and TNFα was normalized in 8 h after the treatment with D-
GalN/LPS. Coincidently, major organs remained unimpaired when compared to D-GalN/LPS control group. Moreover, p38,
which stimulates expression of NAFLD-associated cytokines, was markedly inhibited when treated with SGBE. In vitro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components of SGBE, linoleic acid and ginsenoside Re/Rd, may play a role in protecting
liver from D-GalN/LPS-induced toxicity. Finally, we concluded that SGBE may be a promising therapeutic agent for
preventing damage to the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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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은 개인 및 국가의 사

회적 비용 증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연된 술을

권하는 풍토와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서구식 식사습관의 변화

는 알코올성 및 비알콜성 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의 증가추세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특별한 간질환의 원인이 없는 정

상 성인의 NAFLD 유병률은 6-3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

며(1-3), 우리나라에서도 역학연구조사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나 우

리나라 성인의 NAFLD 유병률은 약 16-50%로 보고되어 있다(4-

6). 간질환 중 섭취하는 알코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알코올성

지방간과는 달리 NAFLD은 음주와 관계없이 간내 중성지방이 축

적되는 질환을 의미하며 임상적으로는 진행성 간질환으로 간경변

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선행 질환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

다. 특히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및 고지혈증과 같은 주요

성인질환이 위험인자로 인식되면서 적극적인 조절 및 치료가 요

구되고 있다(7). 더욱이 이와 같은 NAFLD는 약물독성 등을 유발

하는 선행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간에서 간조직 괴사, 간섬

유화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져 NAFLD와 간독성과는 매우 밀

접한 관계에 있다(8,9). 만성간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AFLD

에 대한 치료법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유도하는 체중 감량법,

인슐린 감수성 개선 및 산화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비타민E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10-12), 현재까지 약물치료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효능 및 지침이 잘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Attele 등(13)은 Panax ginseng 열매추출물이 높은 함량의 진세

노사이드 Re를 포함하며 고혈당증을 완화하고 C57BL/6J ob/ob 비

만쥐 모델에서 항비만 효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Xie 등(14)은 P.

ginseng 열매추출물이 인삼뿌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량의 진세

노사이드 Rb2 및 Rd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며, Hong 등(15)은

NAFLD 동물모델에서 Rb2를 함유하는 고려인삼이 혈중 중성지방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진의 사전 연구에서도

인삼열매를 가공한 분획물이 효과적인 항당뇨(2형 당뇨) 및 알코올

분해 효능에 의한 간보호효과를 확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NAFLD 치료요법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간염 유사모델인 D-galactosamine/

lipopolysaccharide (D-GalN/LPS) 동물모델(18)에서 인삼열매 추출

물(steam-dried ginseng berry, SGBE)가 NAFLD 치료요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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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를 세포 및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서 세포보호효과 및 D-GalN/LPS로 유도된 간독성

을 완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을 사용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준비

실험재료는 4년생 이상의 익지 않은 초록색 상태의 단단한 인

삼열매를 경기도 연천군 인삼재배지에서 수확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건조, 증포(최대 7증7포)의 공정과정을 거친 열매를 사용하

였다. 추출은 최종 준비된 열매 2 kg을 80% 에탄올(주정) 20 L에

침지하여 실온에서 4시간씩 2회 총 8시간 추출하였으며, 총 9회

반복 실험하여 추출수율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추출물은 부직

포와 No. 2 필터(Hyundai micro, Seoul, Korea)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과 냉동건조를 하여 최종 28.45±1.95%의 건조시료를 얻었다.

급성간염 마우스모델

실험동물은 체중 25 g 내외의 8주령 수컷 마우스(C57BL/6,

Central Lab. Animal Inc., Seoul, Korea)를 구입하여 7일간 순화시

켰다.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분리시키고 고체사료와 물을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공기가 조절된 semi-SPF실

에서 22±1oC의 온도와 50±10% 상대습도로 유지된 항온항습 대

사케이지(metabolic cage)에서 사육 시켰다. SGBE의 급성간독성

보호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총 5마리씩 정상군(Ctrl), 대조군(D-

galactosamine/lipopolysaccharide, D-GalN/LPS)군, 양성대조군(res-

veratrol, Rvt 30 mg/kg), 시료군(SGBE 100 mg/kg)으로 나누어 D-

GalN/LPS 복강투여 30분전에 Rvt 및 SGBE를 경구에 각각 투여

하였다. 급성 간독성은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 GalN 700 mg/

kg 및 LPS 10 μg/kg을 복강 투여하여 유발시켰고 각각 1.5 시간

및 8시간 후 혈액 및 조직을 적출하여 비교관찰을 하였다. 동물

실험은 강릉원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GWNU-R2017-15)을 득한 후 수행하였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

try, GC-MS) 분석

SGBE 내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을 비롯한 저분자 물질의 함

량을 확인하기 위해 80% 에탄올에 녹인 뒤 CTC CombiPAL

autosampler system이 부착된 GC/MS (5975C, Agilent Technolo-

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크로마토그

래피 분리는 헬륨 캐리어 가스와 HP-5 컬럼(250 μm×0.25 μm×30

m, Agilent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시료들은 2μL

씩 주입구에 주입하였으며, 주입방식은 splitless 방식으로 설정하

였고, 컬럼의 흐름은 14.7 mL/min으로 설정하였다. 인젝터의 온

도는 250oC로 설정하였으며, GC 오븐은 50oC에서 280oC까지 4oC/

min씩 증가시켜 성분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온소스(Ion

source) 온도는 250oC 로 설정하였으며, 이온화 에너지는 70 V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1059 V하에서 4분 간격으로

35-250 m/z의 범위에서 수집되었다. 분리된 성분들은 머무름 시

간(retention time)과 질량범위(mass spectra)를 바탕으로 Wiley7N

library data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

tography (HPLC)) 분석

SGBE의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와 함량수준을 확인하기 위

해 HPLC (UltiMate 3000 HPLC system, Thermo Fisher Scien-

tific, Waltham, M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시료의 경

우 50% 에탄올을 사용하여 1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였고 물

(water, A)과 아세토아이트릴(acetonitrile, B)(HPLC grade,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동상으로 하여 유속은 1.6 mL/min으로 하였

으며 흡광도는 203 nm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칼럼(column)

은 YMC-Triart C18 column (250×4.6 mm, S-5 μm, 12 nm, YMC,

Tokyo, Japan)으로 column 온도를 30oC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시료 10 μL를 주입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국가기술표준원(인삼

및 인삼제품-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번호 KSH 2153)에 명시된 조건으로, 80%의 A로 시작하여

0-10분(80%A, 20%B), 10-40분(80-68%A, 20-32%B), 40-55분(68-

50%A, 32-50%B), 55-70분(50-35%A, 50-65%B), 70-72분(35-

10%A, 65-90%B), 72-82분(10%A, 90%B), 82-84 분(10-80%A,

90-20%B), 84-90 분(80%A, 20%B)을 사용하였다. Ginsenoside 표

준물질인 Rg1, Re, Rb1, Rd, Rg3, Compound K는 앰보연구소

(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2000 µg/mL부터 순차

희석(serial dilution)하여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혈청분석 및 조직학적 검사

동물의 부검은 실험종료 시점에 ether 과마취 하에 복대정맥에

서 채혈하여 실온 30분 방치, 3,000 rpm, 4oC에서 30분간 원심분

리 후 혈청을 분리하고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Chungju,

Korea)에 분석(AST, ALT, ALP 및 LDH)을 의뢰하였다. 채혈 후

간, 비장, 신장 및 위를 적출하여 각각의 무게와 형태를 비교 분

석하였으며, 간독성의 조직염색과 유전자분석을 위해 간4엽을 적

출하여 0.9% 생리식염수로 세척 및 여지로 흡착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간조직 손상 비교분석을 위해 간조직을 10% 중성완충포

르말린에 5일간 고정 후 포매, 조직절편화(5 μm) 및 헤마톡실린

(hematoxylin)/에오신(eosin)으로 염색하고 형태학적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였다(data not shown)(19).

세포배양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간암세포주(Hepa-1c1c7,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와 마우스 큰포식세포주(Raw264.7,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각 세포주는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을 포함한 alpha 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 without nucleosides, Hyclone, UT, USA)을 사

용하여 37oC, 5% CO2로 조정된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

포가 90% 성장이 되었을 때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20 passage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0.25% trypsin-EDTA로

부유 시킨 후 혈구계산기로 세포 수를 산정하였다. 세포독성 시

험은 배양된 세포를 96 well plate에 1.0×104 cells/well이 되도록

하였고 유전자발현 시험은 6 well plate에 1.5×106 cells/well이 되

도록 분주하여 2시간 선 배양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SGBE에 의한 간세포의 세포보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포막 손상에 따라 배지로 유출된 젖산수소제거효소(lactate dehy-

drogenase) (LDH)량을 측정하는 LDH release assay (CytoTox 96

Kit, Promega, WI, USA)를 수행하였다. 세포독성은 Hepa-1c1c7

세포주(1.0×104 cells/96 well)에 SGBE(15-1000 μg/mL)로 처치 후

37oC, 5% CO2 배양기(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과산화수소수(H2O2)를 이용하여 상대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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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 측정을 위해 배양액을 새로운 96 well plate에 50 μL 분주

하고, 동량의 LDH reagent를 50 μL씩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반응 종료와 함께 stop solution 동량을 첨가하여 반

응을 중지 시킨 후, ELISA 판독기(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측정된 흡광도 상대수치를 대

조군(무처치군) 대비 세포독성(%)으로 표시하였다. 간세포독성의

형태적 관찰을 위해 Hepa-1c1c7세포에 SGBE 선 처리 후 3% 에

탄올을 처치하여 간세포독성 저해효과를 4,6-diamidino-2-phenylin-

dole dihydrochloride (DAPI,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17). 선명한 DAPI 이미지를 위해

confocal quantitative image cytometer (CQ1, Wako Automation,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금속이온촉매 산화억제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Aldrich) 분해는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단백질이

나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금속이온촉매반응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이다(20-21). Target protein으로서 BSA를 0.5

μg/mL 농도가 되도록 하고, 1차 반응으로서 Cu2+ (100 μM)와

H2O2 (2.5 mM)를 첨가하여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을

생성하고 BSA와 각 농도 별 실험물질(0.1, 1, 10, 100 μg/mL)을

함께 혼합 후 2차 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 종료된 각 그룹은

10% sodium dedoxyl sulfate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 영

동하여 추출물 시료에 의한 BSA 단백질 degradation 저해 수준

을 확인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아스코

브산(ascorbic acid, 50 μM)을 사용하였다.

일산화질소(NO) 측정

NO 생성은 NO의 대사물인 아질산염(nitrite)의 양을 측정하는

Griess 시약(Sigma-Aldrich)을 이용하였다. NO측정은 96 well plate

에 Raw264.7 세포를 분주하고 SGBE (1, 10, 100 μg/mL) 선 처

리 2시간 후에 지방질다당류(LPS, 1 μg/mL)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배양액과 동량의 Griess 시약을 섞고

10분간 반응 후 30분 내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로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곡선을 구하기 위해 아질산

소듐(sodium nitrite, Promega)을 100 μM로부터 단계적으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서 NO 저해제인 NG-Methyl-L-

arginine acetate (L-NMMA)(M7033-25mg, Sigma Aldrich)를 사용

하였다.

질량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Quantitative real time poly-

merase chain reaction (qPCR)) 분석

Hepa-1c1c7세포, Raw264.7세포와 마우스 간조직으로부터 트라

이졸시약(Trizol Reagent, Invitrogen, MA,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즉, Trizol reagent 1 mL를 첨가하여 세포를

용해시키고 실온에서 5분 동안 방치 후 클로로폼(chloroform) 200

μL를 첨가하여 15,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투명

한 상층액(500 μL)을 취하여 새로운 tube로 옮기고 동량의 아이

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을 첨가한 후 13500 rpm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RNA를 침강 시켰다. RNA pellet을 파이

로카본산다이에틸(diethyl pyrocarbonate, Sigma-Aldrich) 처리한 증

류수로 희석한 70% 에탄올 0.75 mL로 세척한 후 공기 중에서 건

조 시켜 reverse transcription sample로 사용하였다. First strand

cDNA 합성은 추출된 total RNA 1 μg을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Improm-II reverse transcription system (Promega)과 oligo dT 프

라이머(primer)를 사용하여 역전사 반응을 수행하였다. qPCR 분

석은 Rotor-Gene 6000 (Qiagen,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의 primer를 이용하여 TNFα, IL-6 및 CYP2E1 유전자의

발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β-actin/GAPDH에 normalization시

킨 상대 수치를 비교분석 하였다(16). 또한, 잠재적 유효/지표물

질인 진세노사이드 Re, Rd, Rg3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 실험으로써 각 진세노사이드 표준물질을 5 μg/mL의 농도로

처치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결과분석은 GraphPad Prism 5.01 software (GraphPad Softwater,

CA, US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는 각 군별 mean±SD

로 나타냈고 각 실험군간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한 후 던컨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s)으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SGBE 성분 분석

건조한 인삼열매 80% 에탄올 추출물을 동결건조한 steam-dried

ginseng berries ethanol extract (SGBE)의 성분 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GC-MS 분석결과 2개의 이중결합을 갖는 불포

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의 함량이 53.6%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동식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포화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eal-time qPCR

Gene Primer Amino acid sequences Product size (bp) Accession No.

Human 

CYP2E1
5' Primer 5'- CATGAAGCAACCCGAGACAC

277 NM_000773
3' Primer 5'- CTGCAAAATGGCACACAACA

GAPDH
5' Primer 5'- GGAGCCAAAAGGGTCATCAT

203 AK_026525
3' Primer 5'- GTGATGGCATGGACTGTGGT

Mouse

IL-6
5' Primer 5'-TTCCATCCAGTTGCCTTCTT

102 NM_031168
3' Primer 5'-GTTGGGAGTGGTATCCTCTG

TNFá
5' Primer 5'- GATTATGGCTCAGGGTCCAA

200 NM_013693
3' Primer 5'- GAGACAGAGGCAACCTGACC

β-actin
5' Primer 5'-TACAGCTTCACCACCACAGC

187 NM_007393
3' Primer 5'-AAGGAAGGCTGGAAAAG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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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인 팔미트산(palmitic acid)이 34.3% 관찰되어 linoleic acid

가 SGBE에 포함된 주된 저분자 물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A).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진이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SGBE

가 에탄올에 의한 간독성을 완화시키고 에탄올 대사를 촉진하여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유

효물질인 linoleic acid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결과와 일

치하였다(17). 또한 HPLC를 통한 SGBE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

정 결과 Rg1 (8.3 μg/mg), Re (129.3 μg/mg), Rb1 (9.8 μg/mg),

Rd (53.85 μg/mg) 및 Rg3 (1.3 μg/mg)가 검출되었으며 검출한계점

이상 진세노사이드 총량대비 Re, 63.8% 및 Rd, 26.6%이 함유되

어 Re와 Rd가 총 진세노사이드 중 약 90.4%를 차지하였다(Fig.

1B). 이는 ICR 마우스모델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Re가 AMP-활성

단백질인산화효소(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와 미토겐 활성

단백질인산화효소(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전

달 조절을 통해 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완화하는 결과(22)와 Rd

가 HepG2 간세포에서 TNFα 매개에 의한 NF-κB 전사활성을 억

제하는 결과(23)로부터 GC-MS 및 HPLC 결과에서 나타난 SGBE

성분이 간세포보호, 지방간 완화 및 알코올대사 촉진 등의 효능

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포독성 및 항산화 효능분석

SGBE의 잠정적인 독성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1000 μg/mL을 최

고 농도로 설정한 뒤 순차 희석하여 간세포에 직접 처리하였을

때 야기되는 IC50 농도를 확인한 결과 481.72 μg/mL으로 산출되

었으며, 250 μg/mL 미만의 농도에서는 SGBE에 의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250μg/mL를 적용 최대 농도로 설정하였다. 한편,

SGBE의IC50이 481.71 μg/mL을 감안하여 250 μg/mL 미만을 최대

용량으로,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안전 영역인 100 μg/mL을 적정

유효 농도로 사용하였다(Fig. 2A).

간세포독성의 형태적 관찰을 위해 Hepa-1c1c7세포에 3% 에탄

올을 처치하여 알코올독성을 유도하였고, SGBE의 세포보호효과

는 세포핵 손상 수준을 나타내는 DAPI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2B). SGBE 선 처리 후 에탄올로 유도된 세포독성은 SGBE

100 μg/mL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 간세포 보호 효능을 확인하였다.

NAFLD 환자에서 지질 과산화현상이 증가하고 산화적 스트레

스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항산화 효능이 NAFLD 환자에

게서 유용한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24,25). 이에 본 연구에서

는 Cu2+와 H2O2 존재하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하는 반응시

스템에서 SGBE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한 결과 처리 최소 농도인

1 μg/mL에서도 항산화 효능이 확인되어 라디칼 소거에 의한 단

백질 보호 효능을 검증하였다(Fig. 3). 사전연구에서 인삼열매 증

포 시 증가하는 성분(2,3-dihydro-3,5-dihydroxy-6-methyl-1,4H-pyran-

4-one (DDMP))에 의한 라디칼 소거 효능이 예상되었으며(16),

SGBE가 보다 낮은 농도인 1 μg/mL에서부터 효능이 관찰되어 보

다 넓은 효능범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에 SGBE 선 처리 후 LPS로 자극

Fig. 1.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GC-MS) chromatogram (A)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of
steam-dried ginseng berries ethanol extract (SGBE) (B).



68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9권 제 6호 (2017)

하였을 때 SGBE에 의한 NO생성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었으

며 SGBE 50 μg/mL 이상에서 선택적 NO생성 저해제인 NG-

Monomethyl-L-arginine (LNMMA) 대조군에 비해 월등한 효능을

나타내어(Fig. 4) 지속적으로 SGBE 처리 시 간질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었다. 많은 생물학적 반응과 관련된 자유라

디칼의 일종인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가 간효소, CYP2E1

등의 생성억제를 통해 NAFLD의 진행완화와 간의 재생 및 보호

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능을 나타냄이 알려져 있으나(26,27), 다

량의 NO가 생성되는 간에서 간염의 악화, 간경변 및 간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NO생성 조절이 NAFLD

치료의 타겟이 될 수 있다(28-31).

독성 및 염증인자 유전자 발현조절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인체 내 간 대사에 의해 제거되며, 산화

(oxidizing)와 접합(conjugating)에 관계된 주요 효소들이 작용을 하

게 된다(32). Phase I 효소로 잘 알려진 cytochrome p450 family

중 CYP2E1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펜토바비탈(phen-

tobarbital), 플루옥세틴(fluoxetine), 테오필린 및 클로르족사존 등

과 같은 약물을 기질로 하는 well-conserved 약물대사 효소이며

화학독성 및 발암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알코올, 벤젠, 아세톤 및 지방산 등과 같은 비약물성 기

질과도 반응을 하는 효소이다(33,34). 이와 같은 CYP2E1은

NAFLD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CYP이며 NAFLD의 발병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람연구에서 보고되었다(35). 이

러한 관점에서 SGBE의 간 독성 완화효과는 CYP2E1 효소의 발

현억제로부터 예측할 수 있으며 Hepa-1c1c7 간세포주에서 에탄

올로 유도된 CYP2E1 유전자의 발현이 SGBE 투여 시 현저히 억

제되어 비만환자들에게 다발하는 NAFLD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Fig. 5A)(36,37). NAFLD은 장관(gut)으로부터 유래하는

내독소(lipopolysaccharide 등)가 간의 면역세포 중의 하나인 쿠퍼

세포(Kupffer cell)의 toll-like receptor4(TLR4) 신호전달을 통해 활

성화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케모카인(chemokine)및 사이토카인

(cytokine)(TNFα, IL-1β, IL-6, IL-12 및 IL-18)을 분비하여 지방간,

간염 및 간 섬유화를 촉진하게 된다(38-40). 대표적인 염증매개

cytokine인 TNFα와 IL-6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는 NAFLD 환

자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대사성 및 간질환과 연관된 중

요한 cytokine으로 여겨지고 있다(41). 대식세포주인 Raw264.7에

SGBE 처치 시 염증 매개물질인 TNFα와 IL-6의 감소가 관찰되

었으며 특히 높은 농도(100 μg/mL)에서 유의한 활성을 나타냈다

(Fig. 5B, 5C). SGBE의 유효활성물질로 판단되는 linoleic acid 처

리 시 두 유전자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LA가 높은 함량

(53.7%)으로 존재하는 SGBE 고농도에서 보다 높은 효능이 확인

Fig. 4. NO production of Raw264.7 cells in the presence of

steam-dried ginseng berries ethanol extract (SGB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p<0.001 vs. Ctrl or LPS group. LPS,
lipopolysaccharide.

Fig. 3.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 profiles of the
bovine serum albumin protein with Cu2+/H2O2 in the presence of

the steam-dried ginseng berries ethanol extract (SGBE). The gels
show the protein obtained without treatment, with Cu2+/H2O2, an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SGBE (1 to 100 μg/mL). Ascorbic
acid (0.1 mM)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Fig. 2. Cytotoxicity (A) and cell morphology (B) of Hepa-1c1c7

cells treated with steam-dried ginseng berries ethanol extract

(SGBE). (A) Concentration-dependent cytotoxicity, measured as
percent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d into the culture
supernatant, was compared with non-treated control group (Ctrl).
H2O2 (1 mM) and ethanol (3%) was used as the positive and vehicle
control, respectively. (B) Nuclear morphology was assessed by
DAPI-staining and CQ1 to determine the pattern of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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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LA가 잠재적 유효 활성물질로 사료된다. 더불어 인삼의 주

요 활성물질인 진세노사이드 중 SGBE에 다량 함유된 Re (129 μg/

mg)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전달 조절을 통

한 알코올성 지방간 완화 효능과, Rd (54 μg/mg)를 처리한 간세

포주(HepG2)에서 TNFα 매개성 NF-κB 전사활성 억제 및 iNOS/

COX-2 등의 염증인자 발현억제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22,23).

본 연구에서 Re 및 Rd 처리된 대식세포주에서 NAFLD의 병인

과 깊은 관련이 있는 TNFα 유전자의 감소가 확인되어 불포화지

방산인 linoleic acid와 함께 Re/Rd가 SGBE에 포함된 주요 활성

물질일 것으로 예측되었다(Fig. 5D). 특히 Re는 SGBE에 함유된

주요 진세노사이드(equivalent Re)인 점과 equivalent Re가 단일

Re (pure Re)보다 빠른 장흡수(2-3배)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

할 때 매우 유용한 간보호 대체요법이 가능하다(13,42). 이와 같

은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된 인삼의 간보호 효능이 SGBE

에서 최적화 될 수 있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인삼열매에 특징적

으로 함유되는 Rd 성분과 증포를 통한 Re함량의 증가 및 높은

농도의 오메가-6 지방산인 linoleic acid 등이 SGBE의 잠재적 지

Fig. 5. Quantitative mRNA analysis of CYP2E1 in Hepa-1c1c7 (A) and TNFα/IL-6 in Raw264.7 cells (B-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p<0.01; ***p<0.001 vs. ethanol or LPS group. Asc, ascorbic acid; LA,
linoleic acid

Fig. 6. Determination of serum liver damage indices (ALT, AST, ALP and LDH) in D-GalN/LPS mouse mode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n=3). *p<0.05; **p<0.01; ***p<0.001 vs. D-GalN/LP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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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활성물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D-GalN/LPS 마우스의 ALT, AST, ALP, LDH 및 TNFα 유

전자 변화

일반적으로 급성 또는 만성적 간 손상으로 인한 간세포의 괴

사와 간조직의 파괴는 혈 중 아미노기 전이효소(aspartate ami-

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증가가 정

상수준 이상으로 관찰되어 간손상의 주요한 지표로 인식되고있

다(43). 또한 D-GalN/LPS 모델에서 ALT 및 AST와 함께 알칼리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ALP)와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가 간세포 파괴와 간손상을 의미하는 주요

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44,45).

D-GalN/LPS 처치 48시간 후 채취한 혈청에서 SGBE (100 mg/

kg) 투여군은 혈 중 간손상 지표인 ALT, AST, ALP 및 LDH의

수준이 정상 미처치 대조군에 필적할 만한 유의한 감소효과를 나

타냈으며 양성대조군인 Rvt (30 mg/kg)보다 현저히 우수한 효능

이 관찰되어(Fig. 6) 효과적인 SGBE의 간보호 효과가 기대되었

다. NAFLD환자에서 TNFα와 같은 혈 중 염증인자의 증가가 높

은 수준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LPS 유래 간손상을 매개하여

NAFLD 간조직의 파괴를 촉진시킨다(46,47). 본 연구에서도 마우

스에 D-GalN/LPS 처치 시 간조직의 TNFα 유전자 발현이 1.5시

간 후 정상대조군에 비해 약7배, 8시간 후 약3.5배 증가하였으나

SGBE 투여 시 D-GalN/LPS 감작 1.5 시간내 유의한 수준으로 억

제 및 8시간 내 TNFα 유전자 발현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Fig.

7) NAFLD 및 간염 등의 질환에 잠재적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의 형태적 변화

실험종료 후 부검을 통해 D-GalN/LPS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간

조직 괴사 및 간손상이 유도되었으나 D-GalN/LPS-SGBE 투여군

의 간 조직 및 기타 주요장기(비장, 신장 및 위)는 정상군 수준

으로 보호 또는 회복 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8). 이와 같은 결

과는 SGBE가 세포염증반응과 세포사와 관련 있는 p38의 인산화

를 통한 신호전달을 제어를 통해 NAFLD 유발 및 악화의 주된

cytokine인 TNFα의 생성을 억제한 결과로 생각된다(48).

간 조직 phosphor-p38 신호억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s)의 class인 p38은

cytokine, apoptosis 등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에 반응하는 신호전

달 단백질이며 세포 염증반응에 연관되어 TNFα를 포함하여 다

양한 염증인자 분비에 관여한다(49).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NAFLD

마우스 모델에서 p38MAPK 인산화 수준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Fig. 7. Effect of the SGBE on TNFα gene expression in liver tissue of D-GalN/LPS mic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standard
deviations (n=3). *p<0.05; **p<0.01; ***p<0.001 vs. D-GalN/LPS group.

Fig. 9. Western blot analysis of p38 in D-GalN/LPS-induced liver.
(A) Immunoblotting analysis of phospho-p38 and p38 protein levels
was conducted in in D-GalN/LPS-induced liver tissues 8 h after
induction of liver injury. (B) A bar graph shows the quantification of
phospho-p38/p38 ratio. Representative Western blot results are
shown.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SEM (n=3).
***p<0.001 vs. D-GalN/LPS group.

Fig. 8. Comparison of four major organs (liver, spleen, kidney
and stomach) from each group. Bar indicates 1 cm and images
were taken at magnificat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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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스트레스가 p38의 활성을 촉진하는 연구로부터 NAFLD의 병

리학적 진행에 p38 신호전달이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p38

활성화가 NAFLD의 신호단백분자로 사용될 수 있다(50). 본 연

구에서 D-GalN/LPS 마우스의 간조직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한

결과 인산화 된 p38(p-p38)의 수준이 양성대조군인 Rvt와 SGBE

군에서 현격히 감소하여(Fig. 9) 세포실험 및 동물모델에서 관찰

된 간세포 보호 효능이 신호전달 수준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요 약

생활 식습관의 변화와 비만은 성인성 대사질환 증가를 급속히

증가시켜왔고, 이에 따라 간내 지방축적으로 야기된 간염질환인

NAFLD의 유병률도 ~33%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간경

변증, 간세포암종을 포함한 간손상의 진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알코올섭취와 관계없이 비만과 연계된 인슐린

저항성 간조직에서 지방간염과 간경화를 시작으로 간손상이 지

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간소견을 보이는

NAFLD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D-GalN/LPS로 유도된 급성간독성의 지표들(ALT, AST,

ALP 및 LDH)이 SGBE 투여 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효과

적인 간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세포수준에서 NAFLD에서 높

게 나타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6)의 발현이 현격히 억

제되어 비만과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한 간 내 지방의 침착으로 유

발되는 NAFLD의 염증반응 조절이 예상된다. 특히 간 조직 H&E

염색 및 주요장기 비교분석에서 SGBE 투여 시 간 손상의 특징

이 최소화 또는 정상소견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주요장기(간, 비

장, 신장 및 위)도 간 손상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아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NAFLD 소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SGBE의 효능은 신호전달 단백질인 p38의 제어를 통

해 NAFLD 유발 및 악화의 주된 cytokine인 TNFα의 생성을 억

제한 결과로 생각되며, 이는 SGBE에 포함된 linoleic acid 및

SGBE에 독특하게 높게 나타나는 ginsenoside Re 및 Rd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SGBE가 효과적인 간

보호 효능을 가지며 특히 비만과 인슐린저항성 질환(2형 당뇨 등)

과 상관관계가 깊은 NAFLD에 유용한 보조치료법이 가능함을 제

시하고 있어 간기능개선 및 보호 소재로서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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