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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alitosis is a generally accepted marker of diseases in the oral cavity and of systemic and gastrointestinal dis-
orders. Based on these authors’ previous findings (that (1) there i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H. pylori infection and
halitosis; (2) Korea red ginseng may suppress the colonization of H. pylori, fight H. pylori-induced cytotoxicity, and
impose significant anti-inflammatory actions in patients with chronic gastritis; and (3) H. pylori infection is linked with
the generation of significant levels of volatile sulfur compounds (VSCs), and the levels of VSCs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H. pylori-associated mucosal damages), in the current study, the authors documented the molecular mechanisms of
Korea red ginseng’s efficacy in ameliorating halitosis. When the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the H2S releasing
compound NaHS, the mRNA expression of cystathionine γ-lyase (CSE), IL-6, COX-2, and iNOS were more significantly
induced compared with the vehicle-treated group. The cytoskeletal components of ezrin’s and moesin’s mRNA expres-
sions were elevated by NaHS treatment accompanied by the activation of MAPK, p38, and ERK. Korea red ginseng pre-
treatment reduced both the NaHS-induced CSE expression and the proinflammatory genes (e.g., IL-6, COX-2, and iNO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 ERM expression and the phosphorylation of p38 we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by Korea-red-ginseng pretreatment. Overall, Korea red ginseng pretreatment imposed significant anti-inflam-
matory effects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the NaHS-triggered proinflammatory gene expression, CSE, and ERM
mRNA expression. Korea red ginseng could thus be said to be a key remedy of halitosis and to be effective in relieving
gastric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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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악취(halitosis, malodor)란 입이나 인접기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형성이나 대인관

계에 있어 자신감을 결여 시키게 하는 등의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1,2) 이외에도 신체기관의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구강질환은 물론 전신질환 및 소화기계 질환을 시

사하는 질환 표지자 (biomarker)일 수도 있다.2) 즉, 구강악취

는 구강위생 불량이나 잇몸 병 원인으로 생기며, 비염과 인두

염 같은 호흡기계질환, 위염 등의 위장관내 질환, 당뇨로 인

한 합병증, 간 및 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 식이습관 등도 원

인이 될 수 있다.3) 저자 등은 최근의 연구에서 구강악취가

식도를 포함한 위장관 점막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으

며 위장관의 염증 정도와 비례하며, 미란성 위염이나 위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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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위질환의 경우 위액에 함유되어 있는 구강악취의

원인물질인 volatile sulfur compounds (VSCs)의 양이 구강

악취의 정도와 비례함을 보고한 바 있다.4) 그리고 특히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이 VSCs 생성과 직접연

관이 됨이 Lee 등5)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더불어 H. pylori

제균이나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염증을 약화시키면 환자의

구강악취 증상 완화는 물론 객관적인 VSCs의 감소가 초래됨

을 규명하여,6) 구강악취는 비록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기는 하나 지금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관 염증제거 또는 완화방법이 있다면 이는 구

강악취 치료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구강악취의 치료방법 중에 한가지로 고려홍삼의 효능

이 규명되었는데, 이는 저자 등의 과거연구 즉, 고려홍삼의 H.

pylori 유도 세포사멸이나 항변이 효능, lipooxygenase (LOX)

억제를 통한 H. pylori 유도 leukotriene 생성저해 효능, 위점

막세포 재생효능, 항산화효능과 함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항

헬리코박터 효능, 항염증작용, 면역조절기능 등에 기초하여 H.

pylori에 의한 VSCs 생성 억제 기능에 근거한다.7,8) 그러나 이

러한 고려홍삼의 구강악취 개선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작용기전

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 저자 등은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를 통하여 H. pylori 제균에 무관하게 H. pylori 양성

인 구강악취 환자에게 10주간의 고려홍삼 투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강악취 개선효능이 있으며, 이러한 효능은 H. pylori

제균 치료 후 고려홍삼 추가 치료군에서 최고의 구강악취 개선

효능이 있음을 발표한 바6) 있으며, H. pylori 감염이 VSCs 발

생에 관여하는 효소인 cystathionine γ-lyase (CSE) 나 cys-

tathionine β-synthetase (CBS) 유전자 발현과 연관되며 고려

홍삼이 이를 제어해 주는 효능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악취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인 hydrogen sulfide (H2S)의 생성증가가 VSC 생합성

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염증매개 cytokines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홍삼투여에 따른 이들 매개 유전자의 억제여부를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구강악취증의 치료에 고려홍삼

이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Mouse monocyte/macrophage인 RAW 264.7 cell은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NE,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BRL, NE, USA) 등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Daejeon, Korea)을 사용해 37’C, 5% CO2 세

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고려홍삼추출물 세포주처리 

본 실험에 사용한 고려홍삼 추출물은 한국인삼공사 (대전,

한국)에서 제공받았다. 고려홍삼 추출물은 3차 증류수에 용해

하여 배지에 적정 농도 (50 µg/ml, 100 µg/ml)로 1시간 전 처

리한 이후 H2S 생성을 위하여 0.1 mM NaHS를 처리하였다.

RT-PCR에 의한 mRNA 발현의 분석

동일한 조건에서 준비된 세포를 대상으로 RioEX (GeneAll

Biotechnolog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

하였다. 분리된 RNA를 정량한 후에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 cDNA를 template로 Accu-

POWER PCR PreMix Kit (Bioneer, Daejeon, Korea)를 이

용하여 관찰 대상 유전자 (Table 1)를 polymerase chain reac-

tion (PCR) 방법으로 증폭하였으며 이때 housekeeping 유전

자인 glyceral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유전자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각 PCR 산물들을

1%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

(EtBr, Sigma)로 염색한 후 ultra violet (UV)하에서 확인하

였다. 각각의 유전자 결과를 3번의 실험을 반복하여 평균발현

을 GAPDH로 보정하여 densitometry도표로 나타내었다.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대조 혹은 고려홍삼 추출물이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세포

들을 lysis buffer로 용해시킨 후 초고속 원심분리로 세포내

lysate을 분리시킨 후 동량의 단백질을 SDS-polyacrylamide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

mide gel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PVDF,

Millipore, Billerica, MA)으로 electroblotting 방법으로 전이

시킨 후, 5% skim milk를 함유한 PBS-T (0.1% Tween 20

in Phosphate Bufferred Saline)에 4oC에서 배양하면서 비특

이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 [ERK-1 (K-23, sc-94, Santa Cruz

Biotechnology), phospho-ERK (E-4, sc-7383, Santa Cruz

Biotechnology), p38 (N-20, sc-728, Santa Cruz Biotech-

nology), phospho-p38 (Thy180/Tyr 182, D3F9, 4511, Cell

Signaling Technology), β-actin (I-19, sc-1616, Santa Cruz

Biotechnology)]를 membrane에 적용시켜 전부 1:1000 희석

비율로 4oC overnight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하였다. 항원항

체 반응을 일으킨 후, PBS-T로 씻어내고 특정 항체에 대한

이차 항체 반응을 실시한 후 enhanced chemiluminesence

(ECL) 용액(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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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였다.

결 과

NaHS (sodium hydrogen sulfide) 투여 후 CSE와

CBS의 발현변화와 고려홍삼 투여에 따른 변화

VSCs 생합성에는 cysthionine γ-lyase (CSE)와 cystathion-

ine β-synthetase (CBS)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9)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murine

monocyte/macrophage인 RAW 264.7 세포에 H2S를 유리하

는 물질로 알려진 NaHS (0.1 mM) 처리 후 시간에 따른

CBS와 CSE의 유전자 발현을 살펴본 결과, NaHS 처리 후

2시간 이후부터 24시간까지 CSE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Fig. 1a). 그러나 이전의 H. pylori 유도 때6)와는

달리 NaHS로 자극을 한 경우에는 CBS의 유의한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50 µg/ml 및 100 µg/ml

고려홍삼 추출물 1시간 전처리 그룹에서 NaHS에 의하여 유

도된 CSE mRNA 발현이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보였다. 그

러나 고려홍삼 추출물 단독에 의해서는 대조군 대비 CSE 유

전자의 발현이 변하지 않았다 (Fig. 1b). 

NaHS 투여 후 IL-6, COX-2, iNOS, HO-1의 발현변

화와 고려홍삼 투여에 따른 변화

H. pylori나 Lipopolysaccharide 와 같은 bacterial compo-

nent에 의해 노출된 세포는 interleukin-6 (IL-6), cyclooxy-

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과 같은 염증관련 cytokines의 발현을 유도하며10,11) 동시에 H2S

의 생성이 증가된다.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aHS 투여에

따른 H2S 증가가 이들 염증매개 cytokines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에 NaHS 처리 후 시간에 따

른 IL-6, iNOS 및 COX-2의 유전자 발현을 살펴보았다. NaHS

처리 후 2시간 이후부터 12시간까지 IL-6 (Fig. 2a), COX-2

(Fig. 2c) 및 iNOS (Fig. 2d)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NaHS 자극에 따른 H2S의 생성 증가는 이전의

연구관찰과 같이 염증매개 cytokines의 증가와 연관 됨을 시

사한다 하겠다. 이때 50 µg/ml 또는 100 µg/ml 농도의 고려

홍삼 추출물을 1시간 전처리 그룹에서 농도의존적인 IL-6 및

iNOS 발현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고려홍삼 추출물

의 전처치는 NaHS 자극에 의한 COX-2 mRNA 발현 이상으

로 농도 의존적으로 COX-2 발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인삼 및 고려홍삼은 체내 면역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뛰어

난 건강증진효과가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12)

이러한 배경하에 고려홍삼의 투여가 세포내 대표적인 항산화

단백질로 알려진 heamoxygenase-1 (HO-1)의 발현을 통하여

상기한 항염증작용 및 염증활성 억제효능이 있는지 관찰한 바

NaHS 처리결과나 고려홍삼추출물 각 농도별 처리그룹 간에

유의한 HO-1의 발현차이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Fig. 2e).

NaHS 투여 후 ezrin 및 moesin 발현변화와 고려홍삼

투여에 따른 변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세포의 염증반응이 유도되는 과정

Table 1. Sequence of primers used for RT-PCR

Gene name Sequence
GADPH Sense 5’-AATGTATCCGTTGTGGATCT-3’

Antisense 5’-TCCACCACCCTGTTGCTGTA-3’
CBS Sense 5’-TCATCCTGCCTGACTCTGTG-3’

Antisense 5’-TTGCAGACTTCGTCTGATGG-3’
CSE Sense 5’-CGCACAAATTGTCCACAAAC-3’

Antisense 5’-CTTAGCATGCTGCAGAGCAC-3’
IL-6 Sense 5’-CCGGAGAGGAGACTTCACAG-3’

Antisense 5’-TGGTCTTGGTCCTTAGCCAC-3’
COX-2 Sense 5’-CATCCTGCCAGCTCCACCGC-3’

Antisense 5’-GGGAGGAAGGGCCCTGGTGT-3’
iNOS Sense 5’-AATGGCAACATCAGGTCGGCCATCACT-3’

Antisense 5’-GCTGTGTGTCACAGAAGTCTCGAACTC-3’
HO-1 Sense 5’-GACAGCATGTCCCAGGATTT-3’

Antisense 5’-GGTTCTGCTTGTTTCGCTCT-3’
Ezrin Sense 5’-GACCTGGTGAAGACCAAAGAGG-3’

Antisense 5’-TGGAACACAGCAAGGGGGTGTC-3’
Moesin Sense 5’-TTCTTGGACTCATCTCGGGCAT-3’

Antisense 5’-AGGAAAGTGAGGCTGTGGAA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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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ezrin, radixin, 그리고 moesin (ERM으로 약함)과 같은

단백질들은 세포막과 세포골격 성분인 F- 또는 β-actin 같은

세포골격 구성성분들 간의 결합체 역할을 하고, 아울러 세포

의 부착, membrane ruffling과 microvilli 형성에 관여한다.13)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H. pylori 나 기타의 감염에 따른

백혈구 활성화 및 화학주성에 ERM의 활성화를 통한 백혈구

형태의 변화가 유도되어 백혈구가 혈관내피세포를 비집고 나

가 화학주성물질 분비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염증반응”이

완성되게 된다.14-16) 이러한 배경으로 상기의 결과로 NaHS

투여는 유의한 화학주성 cytokine의 증가와 연관되므로 H2S

의 생성이 ERM의 활성과 연관되는 지를 관찰하였다. 실험결

과 ezrin의 경우, 0.1 mM NaHS 처리 후 2시간 이후부터

24시간까지 mRNA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Fig. 3a),

moesin은 2시간부터 12시간까지 그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

였다 (Fig. 3c). 그런데 이러한 ERM 발현증가는 50 µg/ml

및 100 µg/ml 의 고려홍삼 추출물 전처리 그룹에서 각각 농

도의존적인 발현감소를 보였다 (Fig. 3b 및 3d).

NaHS 투여에 따른 MAPK 인산화에 고려홍삼 투여에

따른 변화 

상기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H2S에 의한 염증활성화 기전

에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가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고 고려홍

삼에 의한 인산화 억제를 알아 보았다. 대조군 대비 vehicle

처리그룹에서 NaHS 2시간 처리에 의해 H2S 생성은 MAPK

구성 중 주로 p38의 활성에 의하며 일부 ERK-1/2 인산화를

통한 신호전달계로 염증매개 cytokine 이나 ERM 활성화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JNK 활성화는 전혀 관찰되

지 않았다. 또한 고려홍삼 추출물에 의한 CBS 억제 및 염증

활성화 억제가 p38 인산화 억제 및 일부 ERK 인산화 억제

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a). 그러나 각각의

MAPK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결과 (Fig. 4b), 고려홍삼의 이

러한 염증매개 유전자나 ERM의 변화는 주로 ERK 인산화

억제에 의함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H2S 생성에

따른 염증전파에 ERK이 메인으로 관련되는 신호전달계일 수

있으며 고려홍삼은 이를 비활성화함으로서 항염증작용 및 백

Fig. 1. Cysthionine γ-lyase (CSE) and cystathionine β-synthetase (CBS) expression after NaHS treatement and their changes after Korea
red ginseng treatment. (a)With the treatment of 0.1 mM NaHS, the CSE mRNA expression was notably induced after 2 hr and
persisted up to 24 hr. However, the CBS mRNA was not much influenced. (b) 50 µg/ml or 100 µg/ml Korea red ginseng extracts
pretreated 1 hr before H2S generation effective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CB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Korea
red ginseng alone did not affect CSE or CB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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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xpressions of inflammatory responsive genes such as IL-6, COX-2, iNOS, and cellular detoxifying enzyme heme oxygenase-
1 (HO-1) after H2S generation and their changes after Korea red ginseng. (a) With the treatment of 0.1 mM NaHS, the IL-6, one
of key cytokine engaged in gastric inflammation, mRNA expression was notably induced after 2 hr and persisted up to 12 hr.
(b) 50 µg/ml or 100 µg/ml Korea red ginseng extracts pretreated 1 hr before H2S generation effective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IL-6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Korea red ginseng alone did not affect CSE or CBS expression. (c & d) Likewise,
the COX-2 and iNOS mRNA expression was notably induced after the NaHS treatement, but their levels of expression was
efficiently attenuated with Korea red ginseng pretreatment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whereas (e) in case of the HO-
1 mRNA expression, one of the key cellular detoxifying and antioxidative enzymes, slightly increased expression pattern in case
of 50 µg Korea red ginseng pretreatment wa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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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 활성 억제 효능을 보이며 긍극적으로는 CBS의 억제는

물론 항염증작용 및 염증세포 비활성화에 기인하여 구강악취

억제 효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5).

고 찰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1) H. pylori 감염

이 CSE 및 CBS 발현증가를 통하여 H2S 생성 및 구강악취

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H2S는 위장관 점막의 손상 및 염증을

반영해준다는 저자 등의 최근 보고4)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는 H2S 생성 증가를 유도하는 NaHS 투여가 CBS 발현증가

를 유도하며 고려홍삼 추출물 전처치로 유의하게 CBS 발현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 2) H2S의 증가는 IL-6, iNOS

와 같은 염증매개 cytokine과 연관이 되어 있으나 고려홍삼

추출물질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 3) H2S 생

성이 ERM 발현을 통한 백혈구 활성화에 관여된다는 결과와

고려홍삼 추출물을 통하여 유의하게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결

과, 4) 고려홍삼의 구취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억제 효능은

ERK와 p38 인산화를 줄여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결과들이다.

이들 결과를 저자 등의 이전의 연구결과와 종합하면 고려홍

삼은 구강악취의 치료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새로운 발견

과 이에 관련한 기전으로는 고려홍삼이 직접적으로 구강악취

생성에 관련된 CBS 유전자 억제와 항염증 작용에 의함을 밝

힐 수 있었다.4-8)

본 연구에서는 H2S의 생성을 위한 방법으로 NaHS 투여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H2S의 생성의의에 대하여서는 다

소 이견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가스성분의 생물학적

활성물질인 nitric oxide (NO)나 carbon monoxide (CO)

다음으로 생물학적 및 질병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third gas of interest”로 명명되고 이들 모두는 gas-

otransmitters로 알려져 있다.17) 그런데 질환과의 연관에서는

NO와 마찬가지로 양면의 칼날과 같이 우호적인 면과 병인에

관련되는 두 극단이 알려져 있다. 허혈/재관류 손상과 연관된

기능에 따라 심장 또는 신장보호기능, HO-1 유도나 백혈구

이동억제 등과 연관된 항염증작용과 같은 이로운 생물학적 작

용18-20)이 있는 반면에, 염증 개시 및 악화, 백혈구 활성화

Fig. 2. Continued.



Vol. 33, No. 4 (2009) 고려홍삼의 H
2
S 유도 염증작용 조절에 의한 구강악취개선 373

증가 등의 기능에 기초하여 췌장염, 위장관 염증 및 암화 등

과 같은 해로운 생물학적 작용21-22)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유독 소화관 염증 및 위장관 질환

에서는 H2S은 구강악취의 원인과 더불어 염증의 악화에 관련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1) 본 연구자 등의 연구에서도

NaHS 투여를 통한 H2S의 생성증가에 따라 유의한 염증매개유

전자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전의 연구에서도 H2S의

생성에 관련된 CBS나 CSE 발현증가와 위점막 손상 간에 유

의한 상관관계를 규명한 바 있어 H2S 생성여부는 위장관에서

는 점막손상의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좀 더 깊은 조절기능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고려홍삼이 H2S 생성에 따른 각종 염증매개 관련 유

전자의 약화는 물론 H2S 와 같은 VSCs 생성에 관련된 CBS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규명하였기에 고려홍삼

이 구강악취증에 유효하며, 특히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구

강악취 및 염증의 완화에 매우 효능이 있을 수 있음을 뒷

Fig. 3. The expressions of ERM (ezrin/radixin/moesin) after H2S generation and their changes after Korea red ginseng. (a) With the
treatment of 0.1 mM NaHS, the ezrin, important cytoskeletal component in leukocyte extension for extravasation, mRNA
expression was notably induced after 2 hr and persisted up to 24 hr. (b) 50 µg/ml or 100 µg/ml Korea red ginseng extracts
pretreated 1 hr before H2S generation effective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ezrin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The 100
µg concentration of Korea red ginseng almost inhibited ezrin expression. (c) With the treatment of 0.1 mM NaHS, the moesin,
molecule participated in leukocyte migration and activation in concert with ezrin, mRNA expression was notably induced after
2 hr and persisted up to 12 hr. (d) The 50 µg/ml or 100 µg/ml Korea red ginseng extracts pretreated 1 hr before H2S generation
effective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moesin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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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염증매개물질이나 구강악취

유발물질의 생성에 MAPK 활성화가 관여되며 고려홍삼은 이

들 신호전달계를 효율적으로 제어해 줌을 아울러 본 연구에

서 규명함으로서 이전의 고려홍삼의 구강악취 개선이라는 임

상시험결과를 통합하면, 고려홍삼의 구강악취의 개선효능은

위염증의 효율적 조절과 별도로 H. pylori 약화기능 모두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식물유래 유효물질

(phytoceutical)임을 강조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백혈구 활성화를 통한 염증반응에 중

요한 기전중의 하나인 ERM (ezrin-radixin-meosin) 활성화

가 H2S와 연관되며 고려홍삼이 이를 조절함으로서 긍극적으

로는 화학주성의 억제에 따른 항염증작용이 아울러 있음을 밝

힐 수 있었다. ERM 단백질은 actin 세포 골격계와 세포막간

의 linker로서 작용하는 actin binding protein으로서 세포모

양변형 및 이동에 관련된 주요한 단백으로서 위장에서는 위

벽세포의 활성에 따른 프로톤 펌프의 벽세포 분비계 활성을

Fig. 3. Continued.

Fig. 4. Changes in the phosphorylation of MAP kinases such as p38 and ERK after NaHS treatment in the presence of Korea red ginseng
pretreatment. (a) When we compared between vehicle-treated and NaHS-treated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elevated
phosphorylation of p38 and ERK at 2hr time point, of which activation was attenuated with pretreatment of 100 µg/ml extract
of Korea red ginseng. JNK, another kind of MAP kinases, phosphorylation was not detected. (b) When the inhibitor of each
MAPK, ERK, p38, and JNK, respectively, was administered, ERK MAPK seems to be majorly engaged in these actions of Korea
red ginseng. Taken together, ERK activation might be the main MAPK engaged in H2S generation with NaHS treatment and
inactivation was induced with Korea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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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위산분비에도 관여한다.23) 특히 백혈구나 대식세포에서

는 화학주성에 따른 내피세포 탈출 및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uropod 형성”이라는 백혈구 형태변형을 통하여

혈관내 염증연관세포나 조직내 대식세포 등이 염증활성화 부

위로 이동을 할 수 있다.15,24) Dewitt와 Mallett25) 의 연구에

의하면 백혈구막 확장, 즉 uropod 형성과 같은 현상이 백혈

구의 extravasation에 중요한 기전인데 이 기전의 중심이 바

로 ERM 활성화에 기초하여 H. pylori 감염에 의한 cytok-

ine이나 chemokine 등이 중요한 ERM 활성 자극제이며 이

의 결과로 세포내 골격계의 재구성에 따라 세포가 이동 및

내피세포 탈출을 유도하는데, H2S 자극에 따른 ERM 활성화

및 고려홍삼에 의한 제어에 대한 보고는 저자 등이 최초이라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H2S 생성의 원인인자중의 하나인

H. pylori 감염은 Fig. 5에서와 같이 세포내 신호 전달계를

통한 염증 매개물질증가, 성장증식인자 및 세포사멸 증대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결과로 위염의 발생은 물론, 위궤양이

나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 암발생에 관여하게 된

다. 저자 등의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CBS나

CSE 전사증가를 통한 결과로 구강악취의 원인물질인 H2S 등

과 같은 VSCs의 증가를 초래된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고려홍삼의 투여가 CSE 전사증가에 따른 염증매개

cytokine 약화는 물론 백혈구 활성화에 관련된 ERM의 조절

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여 본 연구를 임

상에 접목시키면, 고려홍삼의 투여는 H2S 생성에 의한 구강

악취 개선효과는 물론 H. pylori나 기타 염증자극에 대한 항

염증 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자적 수준의 구체적인 작용

기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뚜렷한 임상적응을

위하여 향후 고려홍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강악취 및

위염증 관련 유전자에 대한 더 세밀한 분자생물학적 조절기

전연구 및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구강악취 원인 물질인 H2S를 발생시키는 NaHS로 RAW

264.7 세포를 자극시킨 결과, VSCs 생성에 관련된 CSE 유

전자 발현증가와 함께 IL-6, COX-2, iNOS와 같은 염증매개

cytokine이 증가하며, 아울러 본 대식세포나 백혈구 활성에

관련된 세포내 골격단백질인 ERM의 발현증가가 유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의 연구결과인 VSCs의 생성이 위점막 염

증 및 손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전의 연구를 증빙해주는 사

실인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고려 홍삼의 전처치를 통하여

CSE의 억제는 물론 염증 연관 cytokine 및 ERM의 발현억

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내 신호전달계인 p38 및

Fig. 5. Proposed molecular mechanism of H2S and/or H. pylori-influenced signal cascades and the preventive effect points of Korea red
ginseng treatment. H. pylori infection, responsible for H2S generation through the induction of CSE and CBS, lead to several
cellular events, including inflammation, proliferation, apoptosis, and H2S generation, by which H. pylori infection is associated
with either gastritis or ulcer in addition to cancer. In the current study, we could add novel evidences that Korea red ginseng was
effective in 1) ameliorating gastric inflammation as evidenced with attenuating effects on iNOS, IL-6, COX-2, and ERM, 2)
possible anti-tumorigenesis as evidenced with COX-2 decrease, and 3) improving halitosis as evidenced with inhibiting CBS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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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의 억제, 주로는 ERK 비활성화를 통하여 작동됨을 규명

하였다. 고려홍삼이 구강악취 환자에게서 증상 완화내지는 소

멸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에 본 연구결

과가 추가됨으로 고려홍삼에 의한 VSC 생성억제 기전이 관

련된 유전자의 약화는 물론 cytokine 억제 및 백혈구 활성에

관련된 인자억제를 통한 항염증 작용에 근거한다는 기전을 추

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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