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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inseng saponins have various pharmacological effects on the immune system. 20(S)-protopanaxadiol (PPD)
and 20(S)-protopanaxatriol (PPT) are the species of ginseng saponin metabolites that are formed by human intestinal bac-
teria and detected in circulation. The effects of PPD and PPT on the inflammatory mediator release from the activated
mast cells were tested. Histamine release was evaluated in activated guinea pig lung mast cells, and the secretion of inter-
leukin-4 (IL-4), interleukin-8 (IL-8), and the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was assessed in an HMC-1 cell after treat-
ing it with ginseng saponin metaboli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PPT, at its maximum concentration of 100 µM,
completely abolished the secretion of IL-4 from the PMA-stimulated HMC-1 cell. It also inhibited IL-8 secretion from the
same cells by about 40-50% of the PMA-treated DMSO control. PPD, at its maximum concentration of 100 µM, showed
a tendency to induce histamine release from the guinea pig lung mast cells. It inhibited the secretion of IL-4 (by 89% of
the PMA-treated DMSO control) in the PMA-stimulated HMC-1 cell, bu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L-8 release
from the same cell. Both PPD and PPT showed no effects, however, on the release of TNF-α from the PMA-stimulated
HMC-1 ce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PPD and PPT are from the ginseng metabolit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immu-
nomodulating activity of ginseng extracts when they are taken orally.

Key words : 20(S)-protopanaxadiol (PPD), 20(S)-protopanaxatriol (PPT), interleukin-4 (IL-4), interleukin-8 (IL-8),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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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이 알러지 및 천식에 효과적이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들이 제시되었다. 천식 동물 모델에서 인삼 및 인삼 추출물은

천식 기관지 조직에서 보이는 만성 병변을 효과적으로 개선

하였으며,1) 기관지 과민반응, 기관지 리모델링, 및 호산구증가

증 등을 감소시켰다.2) 알러지 및 천식에 미치는 인삼 성분의

효과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홍삼 사포닌 중의 하나인

20(S)G-Rg3는 항원-항체 반응에 기인된 histamine 유리를 억

제할 뿐만 아니라 neuropeptide에 의해 유도된 histamine 유

리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인삼 사포닌 및 그 대

사체 compound K는 비만세포의 일종인 RBL-2H3 세포가

면역반응에 의하여 활성화될 때 초래되는 β-hexosaminidase

유리 및 PCA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반응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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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였다.4) 또한 Ro 등은 인삼 사포닌은 해명기도 및 폐 조

직의 항원-항체 반응 시 histamine 유리감소와, 해명 폐 조직

의 비만세포 활성화에 의한 histamine과 leukotrienes 유리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5)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인삼 사

포닌 단일성분들에 의한 염증 매개체 유리감소 기전도 일부

밝혀졌다. 진세노사이드 Rg1, Rg2, 및 Rc는 활성화된 해명의

폐 비만세포로부터의 histamine과 leukotriene D4의 유리 및

합성을 억제하였다.6,7)

반면에, 인삼에 의한 천식 유발 작용도 보고되었다. 인삼

유통업 종사자가 인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

곤란, 재채기, 및 비루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검사 결과, 인삼

추출물에 대한 기관지 과민반응 등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또한 인삼 추출물에 대한 혈 중 IgE 항체 수준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8,9,10)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삼추출물을 경구투여 시, 인

삼 사포닌은 장내세균에 의하여 분해되며 그 결과 생성되는

대사체가 위장관에서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생리활성을 발휘

할 것으로 보고 되었다.11,12) 인삼 사포닌 대사체의 생리활성

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compound K의 항종

양 효과13,14)와 세포사멸15,16)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알러지 반응을 유도하는 매개체인 histamine,

interleukin-4 (IL-4), interleukin-8 (IL-8), 및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의 유리에 미치는 인삼사포닌 장내 대사체

인 20(S)-protopanaxadiol 및 20(S)-protopanaxatriol의 효과

를 검정하였다 (Fig. 1). 

재료 및 방법

해명 (Guinea pig, 체중 250~300g)은 Samtako 바이오 코

리아 (오산, 한국)에서 구입하여 성균관대학교 실험동물센터에

서 표준 조건 하에 사육되었다. Ovalbumin (OA, fraction V),

collagenase (type I), elastase (type I, porcine pancreatic),

및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로부터, percoll 은 Pharmacia

Fine Chemicals AB (Uppsala, Sweden)로 부터, Human

IL-4, Human IL-8, 및 Human TNF-α 측정용 Kit는

Quanti Glo R&D Systems (Minneapolis, USA)로부터 구입

하였으며, 그 외의 시약은 최상급 시료를 사용하였다. 20(S)-

protopanaxadiol 및 20(S)-protopanaxatriol은 서울대학교 약학

대학 한용남 교수로부터 제공받았다. HMC-1 (human mast

cell-1) 세포 및 anti-ovalbumin antibody는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노재열 교수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해명 폐로부터 비만세포 분리

해명 폐로부터 비만세포 분리는 Undem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수행되었다.17) 간단히 설명하면, 해명의 폐를 적출한 후

적당량의 modified Tyrode buffer (TGCM 완충용액, 137

mM NaCl, 0.36 mM NaH2PO4, 2.6 mM KCl, 1 mM

CaCl2, 1.5 mM MgCl2, 119mM NaHCO3, 5.5 mM

glucose, 1 g/L gelatin, pH 7.4)를 기관지로 주입하여 폐의

혈액을 세척한 후, McILWAIN tissue chopper (The Mickle

laboratory engineering company)를 사용하여 후 잘게 절단

하고, Milipore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절단된 조직에

collagenase (20 mg/4 ml TGCM) 1 ml, elastase (3 units/1마

리)를 가하고 15분 동안 흔들어준 후 원심분리 하여 (80-90

rpm, 15 min), 조직을 다시 모아 collagenase 용액과 elastase

를 넣고 15분, 25분 동안 다시 흔들어 후, nylon mesh를

사용하여 2회 여과한 후 여과액을 원심 분리 (1400 rpm, 10

분)하여 세포들을 분리하였다. Rough percoll 위에 2 ml씩

올린 후 원심 분리 (1400 rpm, 25분)한 후에 얻어진 세포

함유 분획물을 약 8 ml의 TGCM 용액에 재 현탁하여 nylon

mesh로 거른 후, 불연속 percoll 용액 상에 2 ml씩 올린 후

다시 원심 분리하였다 (1400 rpm, 25분). 순도가 50~70%

이상 되는 층만 모아서 TGCM용액 30ml에 현탁시켜 1400

Fig. 1. Structures of 20(S)-Protopanaxadiol and 20(S)-Protopanaxatr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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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한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얻어진 비만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Trypan

blue exclusion assay 법으로 판정하였으며, 비만세포의 순도

는 Alcian blue 염색으로 판별하여 80~90% 였다. 

해명 폐 비만세포로부터의 히스타민 유리에 미치는 PPD

의 영향

비만세포 1×106 개 당 1 ml 정도의 anti-OA 항체를 넣고

37oC에서 45분 간 배양한 후, TGCM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3회 세척하였다. 세포를 4×105/200 µl 정도의 량으로 시험관

에 분주한 후 TGCM 용액 800 µl 를 가한 후 PPD를 지

정된 농도 (1, 10, 및 100 µM) 만큼 가한 후 5분간 배양하

였다. 그 후, OA (0.1 µg/ml)를 첨가하여 37oC에서 10분

간 처치하였다. 반응 후 시험관을 냉각시킨 한 후, 원심 분리

하여 (1400 rpm, 10분) 상층액 중의 히스타민의 량을 측정

하였다. 히스타민은 fluorometry 법1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정량의 감도는 5 ng histamine/ml. Triton-100 (0.4%)

용액 1 ml을 넣어 세포를 파괴한 후 유리된 량 히스타민의

량을 비만세포 내의 히스타민 총량으로 정의하며, OA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은 세포에서 유리된 히스타민의 량을 자발적

유리량으로 정의하였다. 유리된 histamine의 량은 비만세포

내의 histamine 총량에 대한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HMC-1세포 배양 및 시료 처리

Fetal bovine serum (10%) 과 10-5M thioglycerol을 함

유한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 (IMDM)을 사

용하여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HMC-1 (human mast

cell-1) 세포를 IMDM 배양액 1 ml 당 약 4×106 개의 밀도

로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여러 농도 (1, 10, 및 100

mM)의 PPT 혹은 PPD 를 첨가하여 5분 간 전 처치한 후,

25 ng/ml의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를 가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시험관을 원심분

리하여 (1400 rpm, 10분) 상층액 중에 유리된 cytokine의

량을 측정하였다. 

Cytokine 측정

IL-4, IL-8, 및 TNF-α의 량은 각각 human IL-4, human

IL-8, 및 human TNF-α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Kit (Quanti Glo)와 Luminometer (Spectraplus Max, Molecular

device)를 사용하여 제시된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각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결 과

OA로 활성화된 해명 폐 비만세포로부터의 히스타민 유리에

미치는 PPD 의 효과: 비만세포를 항체로 자극 시 histamine

이 유리된다. OA/anti-OA 항체로 유도되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자극되지 않은 비만세포 내에 저장된 histamine총량

의 약 30% 정도가 유리되었다. PPD는 10 및 100 µM 농

도에서, OA에 의하여 유리되는 histamine 유리 량과 대비하

여, 약간의 histamine 유리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p=0.08) (Fig. 2).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로 활성화된 HMC-1

세포에서의 IL-4 생성 및 유리에 미치는 PPD와 PPT의 영

향: 25ng/ml PMA로 자극된 HMC-1 세포에서의 IL-4 유리

는 자극 전의 기저 수준 (3.3 pg/ml)에서 PMA 자극 5시간

후에 정점 수준 (9.9 pg/ml)에 도달 한 후 점차 감소하여

24시간 후에는 5.0 pg/ml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Fig. 3-

A). PPT 혹은 PPD (1, 10, 100 µM)와 25 ng/ml PMA를

처치하고 난 5시간 후에 세포로부터 유리된 IL-4 의 양을 측

정하였다. 최대 농도 100 µM에서 PPT는 PMA에 의하여

유도된 IL-4의 생성 및 유리를 거의 완전하게 (100%) 억제

하였다 (p<0.05). PPD의 경우, 최대 농도 100 µM에서 약

Fig. 2. Effects of 20(S)-protopanaxadiol (PPD) on the histamine
release from guinea pig lung mast cells. Various
concentration (1, 10, 100 µM) of PPD was added to the
anti-OA antibody sensitized mast cell (4×105 cells/ml)
and followed by 5 min incubation at 37oC. Cells were
then stimulated with OA (ovalbumin, 0.1 mg/ml) for 10
min. Amounts of histamine were measured by the
fluorometric method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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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억제하였다 (p<0.05) (Fig. 3-B).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로 활성화된 HMC-1

세포에서의 IL-8의 생성에 미치는 PPD와 PPT의 영향:

25ng/ml PMA로 자극된 HMC-1 세포에서의 IL-8 유리는

자극 전의 기저 수준 (0.09×103 pg/ml) 에서 PMA 자극 5시

간 후에 정점 수준 (6.77×103 pg/ml)에 도달 한 후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Fig. 4-A). PPT혹은 PPD (1,

10, 100 µM)와 25ng/ml PMA를 처치하고 난 5시간 후에 세

포로부터 유리된 IL-8의 양을 측정한 결과, 최대 농도 100 µM

에서 PPT는 PMA에 의하여 유도된 IL-8의 생성 및 유리를

약 54% 억제하였다 (p<0.05). PPD의 경우, 최대 농도 100

µM에서 약 34% 정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B).

Fig. 3. Effects of 20(S)-protopanaxatriol (PPT) and 20(S)-proto-
panaxadiol (PPD) on PMA-induced IL-4 release from
HMC-1 cells. Amounts of IL-4 released from HMC-1
cells were measured at 0, 0.5, 1, 3, 5, 10, and 24 hours
after stimulation with 25ng/ml of PMA (Fig 3-A).
Various concentrations (1, 10, and 100 µM) of PPT and
PPD was added to the HMC-1 cells (4×106 cells/ml) and
followed by 5 min incubation at 37oC. Cells were then
stimulated with 25 ng/ml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
for 5 hours (Fig 3-B). Amounts of IL-4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 denotes p<0.05 as compared with
DMSO treatment.

Fig. 4. Effects of 20(S)-protopanaxatriol (PPT) and 20(S)-proto-
panaxadiol (PPD) on PMA-induced IL-8 release from
HMC-1 cells. Amounts of IL-8 released from HMC-1
cells were measured at 0, 0.5, 1, 3, 5, 10, and 24 hours
after stimulation with 25 ng/ml of PMA (Fig. 4-A).
Various concentrations (1, 10, and 100 µM) of PPT and
PPD was added to the HMC-1 cells (4×106 cells/ml) and
followed by 5 min incubation at 37oC. Cells were then
stimulated with 25 ng/ml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
for 5 hours (Fig. 4-B). Amounts of IL-8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 denotes p<0.05 as compared with
DMS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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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 (Phorbol myristate acetate)로 활성화된 HMC-1

세포에서의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PPD와 PPT의 영향:

25 ng/ml PMA로 자극된 HMC-1 세포에서의 TNF-α 유리

는 자극 전의 기저 수준 (0.01×103 pg/ml) 에서 PMA 자극

5시간 후에 정점 수준 (7.69×103 pg/ml)에 도달 한 후 24시

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Fig. 5-A). PPT혹은 PPD

(1, 10, 100 µM)와 25 ng/ml PMA를 처치하고 5시간 후에

세포로부터 유리된 TNF-α의 양을 측정한 결과, 최대 농도

100 µM에서 PPT 및 PPD 모두는 PMA에 의하여 유도된

TNF-α의 생성 및 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5-B).

고 찰

경구로 복용한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 추출물에

함유된 일부 성분은 위장관에 존재하는 세균총으로부터 분비

되는 베타-글리코시다제에 의하여 당이 제거된 후, 전신으로

흡수되며 그 결과 몇 가지 주요 대사체는 혈액 및 뇨중에서

검출되었다. 즉, 장내 세균을 사용한 대사경로 연구에 의하면,

protopanaxadiol 류에 속하는 진세노사이드 Rb1, Rb2, 및

Rc로 부터 compound K 및 PPD가 최종 대사산물로서 생성되

며, protopanaxatriol 류에 속하는 Re와 Rg1로부터 PPT가 대

사산물로 생성됨을 보고하였다.11)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Re,

및 Rg1은 위산에 의하여 분해되며, ginsenoside Rb2는 위액에

의하여 분해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19,20) 따라서, 인삼

추출물 및 사포닌을 사람과 흰쥐에 경구 투여한 후 뇨 및 혈중

대사체를 분석한 실험 결과는 20(S)-protopanaxadiol (PPD),

20(S)-protopanaxatriol(PPT), 및 compound K 등이 인삼의

주요 장내 대사체 중의 일부임을 제시하고 있다.11)

다양한 실험모델에서 수행된 여러 가지 진세노사이드의 생

리활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특정 진

세노사이드의 천식과 관련된 염증 및 알러지 조절반응에 관

한 연구 결과7)와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할 때, 진세

노사이드류와 인삼 장내 대사체의 비만세포에 대한 작용 간

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

Rg1, Rg2, 및 Rc는 활성화된 해명의 폐 비만세포로부터의

histamine 과 leukotriene D4 의 유리 및 합성을 억제하였

다. 그러나, PPD는 고농도에서 histamine 유리를 다소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다 (Fig. 2). 진세노사이드 Rb1, Rb2, 및

Rc의 구조를 PPD분자 구조와 비교할 때 C3과 C20 위치에

결합된 당 치환체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당 치환체 부분이 염증매개물질 유리 조절작용에 일정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싸이토카인 (IL-4,

IL-8, 및 TNF-α)들은 후기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염증매개물

질로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비만세포가 활성화된 후 수 시간

에 걸쳐 생성되어 유리되며, 이들 싸이토카인의 생성 및 유리

에 미치는 장내 인삼 대사체들의 효과 간 에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인다. 이를테면, protein kinase C 를 활성화 시키는

PMA는 HMC-1 세포에서 후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매개

체 생성 및 유리를 촉진하였다 (Fig. 3-A, Fig. 4-A, 및

Fig. 5-A). PMA에 의하여 활성화된 HMC-1세포에 최대농도

100 µM의 PPD 및 PPT 시료를 처리한 실험에서, PPT는

PMA에 의하여 유도되는IL-4 및 IL-8의 분비를 매우 효과적

으로 억제한 반면 (Fig. 3-B와 Fig. 4-B), PPD는 IL-4의 유

Fig. 5. Effects of 20(S)-protopanaxatriol (PPT) and 20(S)-proto-
panaxadiol (PPD) on PMA-induced TNF-a release from
HMC-1 cells. Amounts of TNF-a released from HMC-1
cells were measured at 0, 0.5, 1, 3, 5, 10, and 24 hours
after stimulation with 25ng/ml of PMA (Fig. 5-A).
Various concentrations (1, 10, and 100 µM) of PPT and
PPD was added to the HMC-1 cells (4×106 cells/ml) and
followed by 5 min incubation at 37oC. Cells were then
stimulated with 25 ng/ml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
for 5 hours (Fig. 5-B). Amounts of TNF-a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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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IL-8 유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3-B와 Fig. 4-B). 그러나, PPD 및 PPT 모두

TNF-α의 생성 및 유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5-

B). 여러 염증 세포에서 IL-4, IL-8, 및 TNF-α의 생성과 유

리 조절에 protein kinase C 활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1,22,23) 따라서, PPT 및 PPD의 IL-4 유리 억제 효과

는 이들이 HMC-1 세포에서 protein kinase C 활성을 억제

함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PT와 PPD의 TNF-α
및 IL-8의 유리에 미치는 효과가 이들의 IL-4유리에 미치는

효과와 상이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염증 매개인자들의

유리 조절작용에는 PPT 및 PPD에 의하여 조절 되지 않는

특정 protein kinase C 아형이 관여하거나, 혹은 이들 활성

이외의 다른 요소가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PPT는

PPD 구조 상의 C6의 H가 OH기로 치환된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의 차이가 PPT와 PPD의 IL-8의 생성 및 유리

에 다소 차별화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세포에 존재하는 초기 및 후기 염증반

응에 관여하는 주요 염증 매개체인 histamine, IL-4, IL-8,

및 TNF-α의 유리에 관한 상기한 인삼 장내 대사체의 효과

를 일차적으로 검정하였다. 고농도의 PPD가 초기 염증 반응

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유리를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인삼에 의한 천식 유발 작용 등
8,9,10)과 같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키는 일부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염증 매개체들은

비만세포 외의 다양한 세포에서도 생성 및 유리되며 이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체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히스타민은

비만세포와 호염구의 저장과립 내에 헤파린, 콘도로이틴 황산

및 산성단백질 등과 함께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며, 세포표면

에 부착한 Ig E 항체에 의하여 감작된 후 적당한 항원에 노

출될 때 탈과립하여 유리된다.24) 조직 손상 시 유리된 히스타

민은 국소 혈관확장을 유도함으로써, 급성 염증 매개체 (보체,

C-반응성 단백), 항체 및 염증세포 (중성구, 호산구, 호염구,

모노사이트 및 림프구) 등을 함유하는 혈액 삼출물을 유출시

키는 작용을 하며 라이소좀 내용물 유리억제와 T- 및 B-림프

구의 기능을 억제한다.24) 또한, 비만세포는 물리적으로도 T-

림프구와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T-림프구에 의하여 유도되는

염증과정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4)

T-림프구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비만세포에서 분비된 IL-

4는 native CD4+ T-림프구에 작용하여 Th2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며, 분화된 CD4+ Th2 세포에서는 주로 IL-4를 생성한

다. 즉, CD4+ T-림프구가 Th2 세포로 분화될 때 antigen-

priming 과정을 거치며 이때 IL-4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

한 분화 초기단계의 IL-4 공급원이 비만세포이다.25,26,27) IL-4는

B-림프구에 작용하여 immunoglobulin의 isotype switching에

관여하며,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면역반응 시 IL-4는

조직 내의 비만세포에 작용하여 이들 비만세포가 ECM

(extracellular matrix) 분자에 부착된 비만세포의 분리를 촉

진한다. T-림프구와 비만세포 내의 IL-4 생성과 분비조절 기

전은 protein kinase C, Ca2+, 및 transcription factor (stat

6)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28) 그러므로, 인삼 장

내 대사체는 비만세포에서의 IL-4 유리조절을 통하여 IL-4의

영향을 받는 다른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이들을 통한 면역기능 조절에 어느 정도 관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염증 및 알러지와 관련된 내인성 싸이토카인의 전형적인 것

이 IL-8이며 세균감염에 대한 숙주방어를 위한 granulocyte

의 chemotaxis 반응과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손상조직 처리

를 위한 phagocytosis 반응에 관여한다. IL-8은 neutrophil

세포막의 구성요소로 발현되어 있는 CXCR-1 및 CXCR-2

수용체에 작용하여 생리활성을 발휘한다.29) TNF-α는 대식세

포, T-림프구, 및 비만세포 등에서 생성되며 neutrophil과

monocyte를 감염부위로 모으는 역할을 하며 이들 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염증반응에 관여한다. 또한 TNF-α는 혈관 내피

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부착분자를 발현시키며, 대식세포와

혈관내피 세포에서의 케모카인의 분비를 자극하며, 표적세포

의 세포사멸을 촉진한다.30) 그러므로, 인삼 장내 대사체는 비

만세포에서의 TNF-α의 생성 및 유리와는 무관하나 IL-8의

유리조절을 통하여 IL-8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neutrophil에

의하여 매개되는 염증기능 조절에 어느 정도 관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인삼 대사체 등은 비교적 고농도에서 약리효능

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수행된 인

삼의 단일성분 사포닌에서 관찰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인

삼 복용 시 혈 중 PPD와 PPT의 농도는 단 회 실험에 사

용된 농도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삼이 장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임을

고려할 때 축적된 혈 중 인삼 대사체의 농도와 실험에 사용

된 농도 간의 차이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인삼 대사체의 생체 내에서의 보다 정확한 농도 의존적

효능을 검정하기 위하여, 인삼을 장기 간 복용 시 생체 내에

축적된 인삼 대사체의 농도 측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인삼 추출물 및 단

일성분 사포닌을 경구 투여 시 이들이 장내 세균총에 의하여

PPD 및 PPT등을 포함하는 최종 대사체로 전환되는 정도 및

생체 내에서의 이들의 농도에 따라, 생체조직 중의 비만세포

로부터의 히스타민, IL-4, 및 IL-8에 대한 유리 효과가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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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삼 추출물을 경

구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 및 항알러지 효과를 예

측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내 인삼 대사체를 이용한 약물개발을 위한 효능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인삼 사포닌은 면역계에 다양한 약리 효과를 발휘한다.

20(S)-프로토파낙사다이올 (PPD) 및 20(S)- 프로토파낙사트리

올 (PPT)은 장내 세균에 의하여 생성되는 인삼 대사체의 일

종이며 생체 내 투여 시 순환계에서 탐지된다. 활성화된 비만

세포로부터의 염증 매개체 유리에 미치는 20(S)-프로토파낙사

다이올 (PPD) 및 20(S)-프로토파낙사트리올 (PPT)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인삼 사포닌 대사체를 처치 후, 히스타민 유리는

활성화된 해명 폐 비만세포에서 평가하였으며, 인터루킨-4, 인

터루킨-8, 및 종양괴사인자-알파 유리는 HMC-1 비만세포에

서 평가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PPT는 최고 100 µM

농도에서 PMA에 의하여 자극된 HMC-1 세포로부터의 인터

루킨-4 유리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또한, 이는 HMC-1 세포

로부터의 인터루킨-8의 유리를, PMA와 DMSO동시 처치 시

얻어진 수치를 기준으로 대략 40-50% 정도 억제하였다.

PPD는 최고 100 µM 농도에서 해명 폐 비만세포로부터의

히스타민 유리를 초래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PD

는 HMC-1 세포에 PMA와 DMSO 동시 처치 시 얻어진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인터루킨-4의 유리를 대략 89% 정

도 억제하였으나, 인터루킨-8의 유리에는 유의적인 효과를 초

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PPD 및 PPT 모두, PMA에 의하여

자극된 HMC-1 세포로부터의 종양괴사 인자-알파의 유리에는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PPD와 PPT가 경구로 투여된 인삼 추출물의 면역조절 작용

을 담당하는 장내 인삼 대사체 중의 한 종류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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