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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ld simulated ginseng (WSG) has been effectively used in folk medicine as a remedy against hepatic disease, 
hypertension and arthritic disease. However, there is still lack of scientific proof about its antioxidant capability. The 
present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role of the WSG ethanol extract in the CCl4-induced 
oxidative stress and resultant hepatic disfunction in ICR mice. The electron donating abilities and IC50 of WSG etnanol 
extract were 76.86 ± 1.06% and 33.3 ug/mL (that of ascobic acid was 16.5 ug/mL), respectively. Total antioxidant status 
of WSG extract was 2.13 ± 0.06 mmoL/mg, while the values of ascorbic acid and BHT were 3.63 ± 0.06 and 3.12 ± 
0.02, respectively. ICR mice (aged 3weeks) were fed for 4 weeks on AIN-93M diet and had free access to food and water.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normal group (intraperitoneally (i.p) injected with PBS at 100 μL/mouse), 
group C; CCl4-induced and without any treatment. (i.p injected only PBS, 100 μL /mice), group G; CCl4-induced and 
treated with WSG (i.p injected with 5 mg WSG extract per mouse, suspended in 100 μL phosphate buffer). After the 
i.p. injection of WSG or PBS (5 times for 7weeks), all mice were administered CCl4 in olive oil at the last day of the 
experiment, except for normal group. The normal group was administered only olive oil. Determination of plasma 
triglyceride, total cholersterol, fasting glucose and GPT activity was performed using automatic blood analyzer. To eva-
luate the protective effect against the oxidative stress, DNA fragmentation and TBARS were determined in blood leuco-
cytes and RBC and hepatocyte, respectively. Body and organs weights and food intak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
nces among the groups. Blood total cholesterol of group G was similar to that of normal group, which was the lowest in 
group C.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was the highest in normal group (205.20 ± 135.24), which were decreased in 
group C (134.2 ± 79.31) and group G (126.48 ± 77.05). TBARS values in a red blood cell and hepatic tisuue homo-
genate were lower in group G comparing to the group C. DNA% in tail, tail length (TL) and tail moment (TM) of blood 
leucoocytes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group C (20.11 ± 2.47, 17.36 ± 2.58, 94.11 ± 12.29) and they were signifi-
cantly diminished in group G (9.63 ± 1.19, 7.04 ± 1.50, 38.64 ± 7.60). In conclusion, wild simulated ginseng might 
be a protective agent against the oxidative stress. (Korean J Nutr 2008; 41(8): 701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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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양삼은 야생상태에서 자연 발아하여 성장한 천연산삼의 

종자나 묘삼을 인위적으로 산삼의 생육환경에 가능한 가깝

게 깊은 산속 박달나무, 옻나무 등에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뿌려두고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수십 

년이 경과한 후에야 캐내는 삼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양삼

은 희귀해지고 있는 산삼 유전자원의 보존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WTO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산양삼은 항암,1) 혈압강하,2) 항산화,3) 간독성,4) 지질강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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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약리 활성 면에

서 천연 산삼 다음으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6) 그러나 삼

은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인삼의 효능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에 반하여 산양삼과 산삼에 대한 연구는 미진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료가 고가이고, 믿을 만

한 산삼을 구하기가 힘들며, 정성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의 부재 등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조

건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된 

자유기 (free radical)는 현대인들의 건강 위해요인으로 지

목되고 있다. 자유기는 세포막 파괴, 단백질 분해, 지질 산

화, DNA 변성 등을 초래하여 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

고 암을 비롯한 뇌질환과 심장질환, 동맥경화, 염증, 노화, 

면역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활성산소에 의해 초래되는 지질 과산화물은 산화적 파괴로 

인한 각종 기능장애를 야기시킴으로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7) 그 중 malondialdehyde (MDA)는 활성

산소가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발

생하는 반응의 산물로서, 이를 측정함으로써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 및 과산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MDA가 축적되

면 세포막에서 교차결합, 중합, 및 변형이 일어나 이온수송, 

효소활성, 및 세포표면 부착상태를 변성시키고, 또한 DNA

의 염기와 반응하여 돌연변이성 병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8) 

인체 내에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항산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내인성 항산화 효소인 su-
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스스로를 보

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식이성 항산화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간 효

능과 경제성의 문제로 인공합성 항산화제가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인공합성 화합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자

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삼과 

같이 식물체에서 추출 분리한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가의 산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연구재료로 사용

할 수 있었던 인삼의 항산화효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인삼의 물 추출물을 장기 투여하였을 때 항산화

능이 증가되었다는 Han 등9)의 연구보고와 인삼의 부위에 따

라 다양한 항산화능이 있음을 보고한 Lee 등10)의 연구 보

고가 있다. 그러나 인삼에서 분리한 순수 사포닌에 대해서

는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

어있어 인삼의 항산화 작용들은 사포닌보다는 페놀 성분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1) 한편, 인삼과 산삼의 효능을 

비교 연구한 장 등의 연구12)에 의하면 산양삼은 인삼에 비

하여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소거능, 

지질과산화 억제능,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
cies) 억제능 등이 높았으며 산삼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총항산화능 (total antioxidant capacity), oxygen ra-
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와 페놀 함량은 인삼

이나 산삼에 비하여 산양삼이 높았다. 그러나 그 외 산양

삼의 항산화성에 대한 in vivo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식품의 간보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동물모델로 알코올이나 사염화탄소 유발 간독성 모델을 많

이 사용하는데 사염화탄소는 자유기를 발생하여 조직 손상

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cytochrome P450에 의해 대사

되어 생기는 CCl3
·와 CCl3O2

· 등의 자유기들이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에 작용하여 지질과산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

고되어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PH에 의한 자유기 소거능과 

ABTS(2,2'-azino-bis3 -ethylbenzenothiazolin-6-sulfo-
nic acid) radical을 이용한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capacity: TAC) 측정 방법으로 항산화성을 확인한 산양

삼 에탄올 추출물을 5일간 복강투여한 생쥐에 사염화탄소

를 투여하여 간독성을 유발시킨 후 혈청지질, TBARS, 항산

화효소 활성, DNA fragmentation 등의 생체지표를 측정하

여 산양삼 추출물의 항산화 및 간기능 보호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산양삼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산양삼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농약을 쓰

지 않고 (건국대 인증 센터에서 검사) 생산한 12년생 산양

삼의 뇌두와 뿌리를 선별, 정선하여 세척하고 이를 동결건

조 한 후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산양삼 동결 건조 분말 

126 g을 80%에탄올 2L에 넣어 초음파 세포 파생기 (so-
nicater, Nihonseiki, Japan)내에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총 추출액을 여과지 (Whatman No.2)로 여과한 후 75℃

의 진공증발기에서 감압 농축시켜 산양삼 농축액을 얻었다. 
 

실험 동물 및 처치 
생후 7주령 된 mouse (ICR) 수컷 24마리를 오리엔트바

이오(주)에서 구입하여 온도 23 ± 2℃, 습도 50 ±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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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dark/light cycle 조건을 유지한 개별환경사육장치 (mi-
cro ventilation cage system)에서 분말식이로 일주일간 

적응시킨 후 체중이 32.7 ± 2.9 g이 되었을 때 평균 체중

이 비슷하게 임의로 분배하여 8마리씩 3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은 생리적 식염수만을 5일간 투여한 정상 대조군인 

N군, 5일간 생리적 식염수를 투여하고 사염화탄소를 투여

한 C군, 5일간 산양삼 추출물을 투여한 후 희생 하루 전 사

염화탄소를 투여한 G군으로 분류하였다. 사육 기간 동안 실

험 식이와 물은 무제한 급여하여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

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 시간에 측정하였고 체중은 이틀

에 한번 측정하였다.  

식이는 AIN-93M 식이14)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일주

일의 적응기간 후 체중 1 kg당 0.2에서 2 g까지 장뇌삼 추

출물을 투여하였던 선행연구6,12)들을 참고하여 생리식염수 

(0.9%) 0.1 mL에 체중 30 g당 5 mg의 산양삼 추출물을 

희석하여 G군에 5일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1일 1회 복강

투여 하였고, 정상 대조군 (N)과 사염화탄소 투여 대조군 

(C군)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복강투여 하였다. 산양삼 

추출액을 마지막으로 투여하고 24시간 경과 후 사염화탄

소 (Sigma, USA)를 올리브 오일에 1：1로 희석하여 실

험군인 G군과 C군에 0.5 mL/kg (CCl4 0.4 mg/kg)의 용

량으로 1회 복강투여 하였다. 정상 대조군인 N군에는 동량

의 올리브 오일을 복강 투여하였다. 
 

시료수집 및 전처리 
실험동물은 사염화탄소 투여 후 18시간 절식시켜 최종 체

중을 측정한 후 diethyl ether로 가볍게 마취하고 헤파린 

처리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채혈하였다. 채혈 후 일

부 전혈은 alkaline comet assay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혈

액은 혈장과 혈구를 분리하여 혈장은 -20℃에서 냉동 보관

하였다가 혈장 성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구는 동량의 pho-
sphate buffered solution (PBS, pH 7.4)로 3회 세척 후 

다시 동량의 PBS를 넣어 RBC 현탁액을 제조하였고 과산

화지질과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시까지 -70℃에 보관하

였다. 채혈 후 간, 신장, 비장 등의 장기를 떼어 차가운 생리

식염수에 세척하고 혈액과 지방을 제거한 뒤 무게를 측정

하였다. 간은 일부를 세절한 후 조직 무게의 9배의 0.1%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 0.1 mM EDTA를 

넣고 얼음 내에서 6,000 rpm으로 균질화하였다. 균질액을 

600 ×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의 일부

는 TBARS 및 단백질 정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료는 

항산화효소의 측정에 사용하고자 소분하여 질소충전 후 급

속냉동 (-70℃)하였다. 

산양삼 추출물의 DPPH와 총항산화능 
산양삼 추출물의 항산화력 측정을 위하여 먼저 DPPH

에 의하여 발생한 radical의 제거능을 측정하였으며15) 산

양삼의 에탄올 추출물을 메탄올로 20배 희석하여 24시간 

재추출한 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 시료용액 1 mL와 

0.2 mM DPPH용액 동량을 혼합하여 발색정도를 분광광

도계 (Ultrospec 4,300 pro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harmacia, Swede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

다. 양성대조군으로 BHT와 아스코르브산을 사용하여 같

은 방법으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수

소공여능은 계산식,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아스코르브산

과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을 산출하였다. IC50값은 DPPH radicals의 

50%를 소거하는 시료의 농도이다. 

또한 산양삼 추출물의 총항산화능을 측정을 위하여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McCusker와 Fitzgerald

의 방법16)에 기초하여 ABTS radical 생성을 억제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의하여 제조된 RADOX사의 kit 시

약으로 산양삼 추출물을 처리한 후 분광광도계 (Ultrospec 

4,300 pro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harmacia, 

Sweden)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BHT와 아스코르브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혈장 GPT 활성, 혈장 지질 및 혈당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트리글리

세리드 (triglyceride; TG), 공복시 혈당, glutamate pyru-
vate transaminase (GPT)는 kit 시약 (Stanbio Labora-
tory Inc., USA)을 사용하여 혈액 자동분석기 (ARCO, Bio-
technical사, Italy)에서 측정하였다. 
 

적혈구 및 간조직의 항산화 효소 활성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SOD와 GPx를 측정하였다. 조직

의 SOD 활성은 McCord와 Fridovich17)의 방법으로 측정

하였으며 이 방법은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

에 의해 생성된 superoxide를 제거하는 시료의 SOD활성

을 cytochrome C로 측정하는 원리이다. SOD 활성을 측정

한 조직은 적혈구와 간조직으로 적혈구내의 SOD 활성도는 

적혈구 현탁액을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시료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간조직의 SOD활성도는 간 균질 상등액에 0.4

배의 에탄올：클로로포름 혼합액 (5：3)을 넣어 혼합한 후 

15,000 × g, 4℃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적혈구의 SOD 활성도는 헤모글로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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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량당 (mg) 당, 간조직의 SOD 활성도는 조직 단백질 

단위중량 (mg)당 cytochrome C 환원속도를 50% 억제

하는 효소 활성을 1 unit로 표시하였다. 

조직의 GPx 활성은 시료내 GPx에 의하여 Cummene-
OOH가 Cummene-OH로 환원되는 정도를 NADPH의 감

소 비율로부터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18)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적혈구 현탁액은 PBS (137 mM NaCl, 2.7 mM 

KCl, 8.1 mM Na2HPO4, 1.5 mM KH2PO4, pH 7.4)로 10

배 희석하여 효소활성 측정에 사용하였고, 간균질액은 15,000

×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GPx 효소활성 1 unit는 적혈구에서는 헤모글로빈 1 mg 당, 

간 조직에서는 단백질 1 mg 당, 1분 동안 산화되는 NADPH

의 μmoL 수로 표시하였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함량 측

정은 동량의 증류수로 용혈시킨 적혈구에 대하여 아산제약

의 kit 시약을 사용하여 540 nm에서 비색 정량하였다. 간

조직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방법19)에 따라 제조된 Bio-
Rad사의 단백질 측정용 kit시약 (Commassie brilliant blue 

G-250, Bio-Rad, USA)을 사용하여 발색시키고 595 nm에

서 분광광도계 (Ultrospec 4,300 pro uv/visible spectro-
photometer, Pharmacia, Sweden)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조직의 균질액은 상층액을 취하여 35배 희

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적혈구 및 간의 지질과산화 
적혈구의 과산화지질의 측정은 thiobarbituric acid를 이

용한 Sinnbuber와 Yu20)의 방법과 Lee21)의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적혈구 현탁액을 PBS (pH 7.4)로 20배 희

석하여 200 μL를 취한 후 17.5% trichloroacetic acid 

(TCA) 200 μL와 0.6% thiobarbituric acid (TBA, in 

double-DW, pH 2.0) 200 μL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15

분간 진탕 가열한 후 급속 냉각하였다. 여기에 79% TCA 

200 μL를 첨가하여 2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3,000

×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에서 MDA-TBA 

결합체의 흡광도를 534 nm에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MDA

함량은 회귀방정식으로 산출한 표준 1,1,3,3,-tetrametho-
xy propane의 직선 방정식에 대입하여 지질과산화물 농도

를 구하였다. 간조직의 지질과산화는 Ohkawa 등22)의 방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조직 균질액 200 μ

L에 8.1% SDS 200 μL와 400 μL의 20% acetic acid

를 혼합한 후 200 μL의 0.8%의 TBA를 넣고 100℃로 

맞춘 항온수조에서 30분간 가열하고 냉각하였다. 간조직

의 경우 지방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N-butanol: pyridine의 

혼합액(15：1) 300 μL를 넣었다. 

30초간 격렬히 혼합한 후에 2,5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53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1,1,1,3-tetraethoxypropane을 표준용액으로 사용하

였고 지질과산화물은 MDA nmol로 표기하였다. 
 

혈액 백혈구의 DNA fragmentation 측정 
혈액 백혈구의 DNA fragmenta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23)에서 기술한 방법대로 alkaline comet assay를 

실시하였다. 세포핵의 이미지는 Komet 5.5 image analy-
zing system (Andor, UK)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NA 

손상정도는 핵으로부터 이동한 DNA파편의 거리 (tail leng-
th, TL)와 tail 내의 DNA 파편 함량 (%), 그리고 tail 길

이와 tail내 DNA 파편 (fragment)의 곱으로 표시한 tail 

moment (TM)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마다 준비된 2개의 

slide에서 각각 50개씩 총 100개의 세포핵을 무작위로 선

택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Window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고, 평균 ±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세 군 간의 평균값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변인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은 α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산양삼 추출물의 총항산화능 
산양삼의 DPPH radical 소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

찰하기 위하여 인공 항산화제인 BHT 및 천연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과의 수소 공여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

에서와 같이 산양삼의 수소 공여능은 76.85 ± 1.06%로 BHT 

(95.40 ± 0.71%)와 아스코르브산 (96.45 ± 0.07%)보다

는 낮았지만 천연물질로써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IC50값을 

Tabl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he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of the ethanol extract from wild simulated 
ginseng (WSG) 
Sample EDA (Electron donating abililty, %) IC50 (μg/mL) 

Ascorbic acid 96.45 ± 0.071)b2) 16.5 
BHT 95.40 ± 0.71b - 
WSG3) 76.85 ± 1.06a 33.3 

p-value 0.000  
 
1)All 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Different superscrpi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3)Wild simulat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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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보면 아스코르브산은 16.5 μg/mL, 산양삼은 33.3 

μg/mL로 산양삼은 아스코르브산의 약 50%의 수준에 있

었다. 또한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양삼은 2.13 ± 

0.06 mmoL/mg, 아스코르브산은 3.63 ± 0.06 mmol/mg, 

BHT는 3.12 ± 0.02 mmoL/mg로서 산양삼의 총항산화

능은 아스코르브산과 BHT의 각각 58.68%와 68.27% 수

준이었다. 
 

체중 및 장기 무게, 간조직의 단백질 함량 
희생 시 체중과 장기무게 및 간조직의 단백질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산양삼 추출물을 투여하는 동안 체중은 

모든 군에서 복강투여의 스트레스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장기의 무

게는 모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체중대비 간

과 신장의 무게는 사염화탄소 단독투여군 (C)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 (G), 정상

대조군 (N)의 순이었다. 비장의 무게는 세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두 실험군 (C와 G

군)에서 간조직의 단백질 함량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산양삼 추출물의 투여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 
 

혈장 지질, 공복 혈당, GPT 활성 
혈장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혈

장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사염화탄소단독투여군 (84.5 ± 

23.0 mg/dL)이 정상 대조군 (140.6 ± 30.3 mg/dL)에 

비하여 66.4% 감소하였으며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 (G)의 

총 콜레스테롤 치는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상대

조군 (N)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혈장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는 사염화탄소단독투여군 (C)이 정상대조군 (N)에 비

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산양삼 추출물 투여에 의한 차

이는 볼 수 없었다. 공복시 혈당은 C군과 G군 모두 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산양삼 추출물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혈장의 GPT 활성의 경우 정상대조군 (N)의 수

치에 비해 사염화탄소투여군 (C)에서 GPT의 수치가 유의

하게 낮았으며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 (G)에서는 C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적혈구와 간조직에서의 지질과산화와 항산화효소 활성 
적혈구와 간조직의 지질과산화와 항산화 효소 활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염화탄소 투여군 (C)의 간조직

Table 2. Total antioxidant capacity (TAC) of WSG 

Sample TAC (mmoL/mg) 

Ascorbic acid 3.63 ± 0.061)c2) 
BHT 3.12 ± 0.02b 
WSG 2.13 ± 0.06a 

p-value 0.000 
 
1)All 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Different superscrpi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 of wild simulated ginseng extract on bloo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fasting glucose and activity of GPT in mouse 
injected with CCl4 after i.p. administration with wild simulated ginseng extract 

Group Tota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Fasting glucose (mg/dL) GPT (U/L) 

N 140.63 ± 30.251)b2) 84.08 ± 42.52b 272.50 ± 62.17b 29.41 ± 13.08b 
C 084.53 ± 23.03a 38.61 ± 13.23a 171.86 ± 61.77a 07.86 ± 12.27a 
G 130.68 ± 31.33b 45.98 ± 18.70a 167.83 ± 10.07a 10.59 ± 14.71a 
p-value 0.001 0.006 0.000 0.000 

 
1)All values are mean ± SD (n = 8). 
2)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Body and organ weights and hepatic protein level of mouse injected with CCl4 after intraperitoneally administration with wild 
simulated ginseng extract 

Organ weight (g/100 g BW) 
Group1) BW (g) 

Liver Kidney Spleen 
Hepatic protein (mg/mL) 

N 33.35 ± 3.62) 3.84 ± 0.29 1.39 ± 0.08 0.28 ± 0.04 110.05 ± 13.172)b3) 
C 33.20 ± 2.9 4.25 ± 0.56 1.55 ± 0.15 0.27 ± 0.05 074.87 ± 10.16a 
G 33.38 ± 3.0 4.06 ± 0.15 1.45. ± 0.06 0.32 ± 0.04 075.37 ± 11.08a 
p-value 0.117 0.115 0.303 0.310 0.000 

 
1)N: Normal group intraperitoneally (i.p.) injected with PBS at 100 μL /mouse 
C: Hepatic injury induced group injected with CCl4 and without any treatment (i.p. injected with only 100 μL phosphate buffer 
per mouse) 
G: Group i.p. administered with WSG (5 mg extract of wild simulated ginseng per mouse) before injection of CCl4 
2)All values are mean ± SD (n = 8) 
3)Different superscrpi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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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BARS는 28.64% 증가하였으나 산양삼 추출물을 투

여한 군에서는 정상대조군 (N)과 차이가 없었다 (p < 0.01). 

적혈구내의 TBARS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염화탄소 투여시 간의 SOD 활성은 정상 대조군과 차이

가 없었으나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적혈구내의 SOD 활성도는 각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혈구내의 GPx 활성도는 정상대

조군에 비하여 사염화탄소 단독투여군 (C)에서 20.1% 감

소하였으며 산양삼 추출액 투여군 (G)은 정상대조군과 같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p < 0.01). 간 조직의 GPx 활성은 적혈

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p = 0.073) 각 군

의 평균값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정도 
사염화탄소 단독 처치군 (C)에서 혈장 백혈구의 tail DNA, 

tail length, tail moment 모든 값은 정상대조군 (N)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산양삼 투여군 (G)에서는 모

든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tail DNA 함량은 C

군 (20.11 ± 2.47%)이 N군 (11.45 ± 2.44%)에 비해서 

84.4% 증가하였으며, G군 (9.63 ± 1.19%)에서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Tail length의 경우 N군 (42.3 ± 17.1 μ

m)에 비해 C군 (94.1 ± 12.3 μm)에서 98.8%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G군 (38.6 ± 7.6 μm)은 N군과 차이가 

없었다. Tail DNA와 tail length의 곱으로 표시되는 tail 

moment의 값은 C군 (17.4 ± 2.6)이 N군 (7.8 ± 2.7)에 

비해 123.7%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G군 (7.1 ± 1.5)은 

N군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산양삼 추출물이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mouse

의 간기능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료로 사용한 산양삼 추출물의 항

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수행

하였다. 전자공여능과 ABTS radicals을 사용한 총 항산화

능 측정 결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던 아스코르브산과 

BHT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장의 실험12)에서 산양삼추출물이 16.7 mg/mL 농도에서 최

고 전자공여능 86.7%의 활성을 보인 것과 Suh24)가 국내

산 인삼과 장뇌삼의 생리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최대 67%

의 전자공여능을 보인 인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단

일 물질인 BHT와 아스코르브산의 DPPH 소거능의 80%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수한 항산화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삼, 산양삼 및 인삼추출물의 총항산화능

을 비교한 장의 연구12)에서 산양삼의 총 항산화능이 가장 높

게 나타났듯이 산양삼은 천연삼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 항

산화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삼들의 항

산화능은 삼 추출물 내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와 폴리페

놀 화합물로부터 비롯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으나 인삼에

서 분리한 순수한 사포닌에 대해서는 항산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25) 반면, 각종 페놀산의 항산화 효능에 대한 

연구 보고는 다수 발표되어있다. 백삼의 10여개 이상의 페

놀 성분을 대상으로 in vitro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항산화

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은 ferulic acid, coumaric 

acid, caffeic acid 등26,27)으로 보고되어있으나 생체에 투여

하여 성분별로 항산화능을 비교 검토한 연구는 아직 진행

되어있지 않다. 

Mouse에 사염화탄소를 장기간 투여했을 경우, 체중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간의 중량은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Table 5. Effect of wild simulated ginseng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and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 and GPx in RBC and 
liver of mouse injected with CCl4 

TBARS SOD activities GPx activities 
Group RBC 

(nmol/ml Hb) 
Liver 

(nmol/mg protein) 
RBC 

(unit/mg Hb) 
Liver 

(unit/mg protein) 
RBC 

(Unit/mg Hb) 
Liver 

(Unit/mg protein) 
N 3.27 ± 0.311) 09.83 ± 1.50a2) 1.08 ± 0.33 0.135 ± 0.016a 3.98 ± 0.52a 3.39 ± 0.84 
C 2.91 ± 0.68 12.64 ± 1.45b 0.92. ± 0.26 0.134 ± 0.037a 3.14 ± 0.65b 2.76 ± 0.93 
G 2.99 ± 0.55 09.88 ± 1.06a 0.97 ± 0.18 0.189 ± 0.047b 3.98 ± 0.59a 3.83 ± 0.96 

p-value 0.473 0.000 0.482 0.008 0.009 0.073 
 
1)All values are mean ± SD (n = 8) 
2)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Protective effect of wild simulated ginseng extract on 
CCl4- induced DNA damage in blood leucocytes of mouse 

Group Tail-DNA (%) Tail length (μm) Tail moment 

N 11.45 ± 2.441)a 42.27 ± 17.14a2) 7.81 ± 2.68a 
C 20.11 ± 2.47b 94.11 ± 12.29b 17.36 ± 2.58b 
G 9.63 ± 1.19a 38.64 ± 7.60a 7.05 ± 1.50a 

p-value 0.000 0.000 0.000 
 
1)All values are mean ± SD (n = 8) 
2)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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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는 간 세포막 손상으로 투과성이 증가하여 부

종이 일어나고 지방변성이 일어나 간에 지질성분 및 수분

이 대량 축적됨으로써 간장이 비대해지기 때문으로 보고28)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염화탄소 투여 후 18시간 경과

된 다음에 희생하였으므로, 반복 혹은 장기투여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간 비대 증세는 보이지 않았으나 간의 중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간 부종 현상의 초기 증세로 사료된다. 

또한 간조직의 단백질 함량 저하 결과는 사염화탄소가 간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간조직중

의 총단백의 양이 감소된다는 보고29)와 일치한다. 사염화탄

소는 RNA의 methylation을 감소시켜 단백질 합성을 저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산양삼 

추출물의 투여는 이러한 사염화탄소의 독성에 대하여 간조

직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산양삼 

추출물이 항산화능을 갖기는 하지만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

키는 CCl4의 급성 독성 기전에 대한 차단 효과까지는 보이

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 단백질 농도를 감소시

켰으나 지방의 축적이 시작됨으로서 최종 간의 무게는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혈청 지질 수준이 감소한 것은 사염화탄소

의 독성에 의한 간 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지질대사 이상

을 초래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Honma와 Suda의 보고28)

에 의하면 사염화탄소 투여 8시간 이후부터 간 조직 내 트

리글리세리드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반면 혈중 농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Paik31)은 대두 (Glycine max (L.))의 조

사포닌에 대한 효과를 시험한 연구에서 사염화탄소 단독투

여군 (C)에서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치가 유의적으로 낮아

졌으며 조사포닌의 투여는 콜레스테롤치를 개선시키는 경

향을 보여 주었다.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지질과 혈중지질의 

농도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도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는데 김 등의 연구32)에서는 흰쥐에 3일 간격으로 2주

간 사염화탄소 투여하였을 때 간의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가 증가함을 보고하였으

며 이 등33)은 사염화탄소의 투여로 인해 혈청지질이 감소

하였으며 감소율은 저단백식이에 비하여 고단백식이 시 더 

높다고 하여 체내 단백질의 수준에 따른 차이도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사염화탄소의 독성은 투여량, 노출시간, 동물

의 주령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회복능도 다르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0)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쉽게 비

교할 수 없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간에서의 당대사 역시 사염화탄소의 투여로 인하여 감소

하였으나 산양삼 추출물에 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즉,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 실질 조직의 손상에 대하여 5일간의 

산양삼 추출물 투여에 의한 보호효과는 간의 콜레스테롤 대

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지표에서 일관성있는 차

이를 보이지는 않은 이유는 산양삼 투여기간이 짧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과산화지질량은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즉 자

유기 생성의 증가 및 항산화적 방어력의 감소로 인하여 증

가되는데 이 반응은 여러 가지 독성 화합물이나 약물에 의

한 간 손상 발생의 가장 중요한 기전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

다. 본 연구 결과 사염화 탄소를 투여한 생쥐의 간 조직에서 

산양삼 추출물이 자유기 생성을 억제하거나 소거하여 간손

상에 대해 특이적인 보호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산양삼 추출물 자체의 항산화 성분이나 간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방어하는 항산화기전이 활성화되어 과산화

지질 생성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Kim34)은 생쥐에 백

삼, 발효홍삼, 홍삼을 각각 100 mg/kg/day의 용량으로 14

일간 경구투여 한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하여 간손상을 유

도하였을 때 홍삼 추출물 투여가 사염화탄소로 인한 MDA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당뇨병으로 고혈당을 보이는 쥐에게 

산삼 잎 추출물의 투여 시 산삼 잎에 함유되어있는 페놀 화

합물에 의하여 TBARS 수준이 낮아졌다는 연구35)와 금속 

이온에 의하여 유도된 지질 과산화에 대하여 인삼 추출물

이 강한 산화억제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36) 등은 모두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적혈구내의 TBARS에는 유의

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급성 간 손상을 유도한 결

과, 적혈구에서까지 유의한 변화를 보기에는 처치 시간이 짧

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유기에 노출되었을 때 생체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어기전은 활성 산소의 발

생을 억제하는 기능과 생성된 활성 산소들을 제거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다. Catalase나 GPx는 지질 과산화이나 과산

화수소를 분해시킴으로써 지질과산화를 유도하는 활성 산

소의 생성을 억제시키는37) 반면, SOD는 세포내에 생성된 자

유기인 superoxide anion radical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

킴으로써 간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으

며17) 이 효소들의 활성도를 측정함으로써 생체의 항산화능

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전을 달리하는 두 가지 항산화 효소, SOD와 GPx의 활성을 

간세포와 적혈구에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SOD 활

성은 적혈구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염화탄소를 

처치한 간세포에 비하여 산양삼 투여군에서 효소활성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GPx활성은 사염화탄소 투여군 (C)의 적

혈구에서 효소활성이 감소한 반면 산양삼 투여군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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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조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

인 유의성이 없었으나 간세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

었다. 두 효소의 활성이 적혈구와 간세포에서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

양삼 추출액의 농도나 투여 기간 등을 달리하는 보다 폭넓

은 연구가 필요로 된다. 간조직의 TBARS 농도와 SOD 

활성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paraquat으로 급성 간독성을 

유발 시킨 후 홍삼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간 조직내의 SOD

와 catalase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홍삼 추출물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 생체내의 활성산소의 함량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보고38)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SOD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삼추출

물의 diol계 사포닌에서 월등히 높이 나타났다는 보고39)를 

고려해볼 때, SOD의 활성이 산양삼의 사포닌 성분들에 의

한 효과인지는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DNA 손상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가장 민감한 

생물지표중 하나로 이를 감지하는 정확하고 민감한 형광현

미경 방법인 DNA fragmentation assay는 시험물질의 유

전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40) 이 방

법의 이론은 입자의 분자량에 따라 그 이동속도가 반비례

되는 전기영동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산화적 손상을 

입은 세포의 DNA를 용해 (lysis)시켜 전기영동을 하게 되

면 DNA 분자량의 크기가 작을수록 핵으로부터 멀리 이동

되므로 손상되어 잘려진 DNA 가닥이 많을수록 혜성 꼬리

처럼 긴 모양이 생긴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41)에서 방사

선 조사 식품의 산화적 스트레스 측정 시 생쥐의 혈장 백혈

구, 간, 신장, 장의 면역기구인 Peyer’s Patch 중 혈장 백

혈구에서 DNA 손상이 가장 예민하게 감지되었으므로 본 

실험에서도 혈장 백혈구에서 alkaline comet assay를 실

시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5일 정도 복강투여한 산양삼 

추출물은 사염화탄소와 같은 유독물질의 투여 시에도 간세

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이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H2O2와 FeCl2로 유도한 자유기에 의한 세균의 DNA 

손상에 대해 홍삼 추출물이 DNA strand break를 억제하

였다는 연구결과42)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

련된 연구로 운동을 통한 훈련과 인삼의 투여가 운동에 의

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DNA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

구 보고43)가 있었으나 순수하게 삼 추출물의 투여에 의한 

효과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에 

제한이 있다. DNA strand break를 생체지표로 하여 생체

에 주어진 유해한 스트레스를 검지하는 기술은 위해요인이

나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민감하게 검지할 수 있

는 실험 기술로서 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활성

을 검증하거나 식품의 위해요인을 검지하는 연구에 이용되

어져 왔다. 그러나 인삼이나 산삼의 항산화능과 관련하여 이 

실험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사염화탄소 투여 전 5일간 산양삼 에탄올 추

출물 투여는 사염화탄소에 의한 급성 간 손상으로부터 mo-
use의 지질 대사를 유지하거나 개선시키고, 지질 과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간에서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촉

매하여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소거

하는 소거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등의 생리활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런 산양삼의 항산화 활성성분 및 그 기전에 대하여 현재까

지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추후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총항산화능 및 DPPH radicals 소거활성

도를 통하여 항산화능을 확인한 산양삼 에탄올 추출물이 사

염화탄소 투여로 급성 손상이 유도된 생쥐의 간에 대하여 보

호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리적 지표물질로 

혈장 지질, GPT 활성, 혈장과 간의 TBARS 및 항산화효

소 활성, 혈액 백혈구의 DNA fragmentation 등을 측정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산양삼의 DPPH radicals 

소거능은 76.85 ± 1.06%, IC50은 33.3 μg/mL였으며 총

항산화능은 2.13 ± 0.06 mmoL/mg으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아스코르브산 (96.45 ± 0.07%, IC50 = 16.5 μg/ 

mL, 3.63 ± 0.06 mmoL/mg)과 BHT (95.40 ± 0.71%, 

3.12 ± 0.02 mmoL/mg) 보다는 낮았지만 천연물질로써

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기 무게 및 식이 섭취량은 산양

삼 추출물 투여 및 사염화탄소 처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차

이도 보이지 않았다. 혈장의 GPT와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의 경우 정상대조군에 비해 사염화탄소단독투여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으며,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사염화탄소단독

투여군 (84.5 ± 23.0 mg/dL)이 정상 대조군 (140.6 ± 

30.3 mg/dL)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산양삼 추

출물 투여군 (130.68 ± 31.33 mg/dL)은 정상대조군과 

같은 수준이었다 (p < 0.001). 사염화탄소 단독투여군의 간 

조직에서 TBARS는 정상대조군 (N)에 비해 28.64%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은 정상대조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p < 0.001) 적혈구내의 TBARS

는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조직의 SOD의 활

성은 산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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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적혈구내 

GPx 활성은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해 20.1% 유의한 감소

를 보였으며, 산양삼 추출액을 투여받은 군은 정상대조군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사염화탄소 투여군에서 혈장 백혈구의 

tail DNA, tail length, tail moment 모든 값은 정상대조군

에 비하여 각각 84.4%, 98.8%, 123.7% 증가하였으며, 

산양삼 투여군에서는 이 모든 수치가 대조군의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p < 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5일간 

산양삼 에탄올 추출물을 미리 투여한 후 사염화탄소로 급

성 간 손상을 유도하였을 때 혈 중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

하고, 간의 지질 과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간의 

SOD와 적혈구 GPx의 효소 활성을 대조군 이상으로 유지

시키고,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등의 일부 

생리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산양삼의 항산화 활

성의 작용 기전에 대하여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추후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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