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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홍삼의 NF-κB 신호전달 조절을 통한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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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n ginseng, as immuno-activator, was actively investigated on its effect and mechanism. But

purified fermented red ginseng (PFRG) has not been researched enough compared to red ginseng (RG, steamed and

dried root of Panax ginseng C. A. Meyer, family Araliaceae) and fermented red ginseng (FRG, fermented red ginseng

by Lactobacillus brevis 13094). In this study, we examined RG, FRG and PFRG to compare their anti-inflammatory

effect by LPS. According to the result, RAW 264.7 cells survival rates did not largely change by RG and FRG. Only

PFRG expressed weak toxicity at 10 ug/ml. The expression of iNOS and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decreased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RG, FRG and PFRG. And the expression of COX-2 also decreased. We tried

western blotting for detecting that the expression of iNOS, COX-2 was caused by NF-κB. The result supported that

the inhibition of NF-κB by RG, FRG and PFRG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iNOS, COX-2 and affected the

production of TNF-α. Whil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was confirmed from all three types of red ginseng (RG, FRG,

PFRG), the effect of PFRG was superior to other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other effects of PF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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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은 오가피 나무과

(Araliaceae)의 인삼속 (Panax)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1)로 예로

부터 不老, 長生, 益氣, 輕身의 명약으로 구전되어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2)

. 우리가 흔히 인삼이라고 칭하는 것은

수삼 (수분 75%)을 건조한 백삼(수분 약 12%)을 말하며, 홍삼은

4∼6년근 수삼을 엄격히 선별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 인삼을 말한다
3)

.

전통적 방식인 증숙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홍삼은 백삼에 비하여

유용사포닌이 더 많아 인삼의 효능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4). 현재까지 알려진 인삼의 효능에는 항산화5), 항균6), 항염7) 작용

이 있으나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다. 이는 사람마다 대장세

균의 총수 및 활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

해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삼을 분해시킨 것을 사용하고 이를

발효홍삼이라 한다. 최근에는 유산균, 효모, 고초균 등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홍삼으로부터 발효홍삼을 제조하고

있다8). 홍삼은 혈액순환 개선효과, 암 발생 억제력, 감염 방어작

용
9)
및 면역력 증대

10)
에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천성 면역반응은 우리 몸의 방어기전인데, 이것은 면역담

당 세포들이 주위세포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손상

된 부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현상

이다. 면역세포들은 히스타민 (histamine)이나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NO), 프로스타글란딘 E2 (prostaglandin E2, PGE2)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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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hemical mediator의 도움으로 혈관을 통해 손상된 부위로 이

동하여 염증반응을 개시한다11,12). 또한 면역세포는 cytokine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terleukin(IL)-1β, IL-6 등] 혹은

chemokine (MIP-1, IL-8, MCP-1등)을 분비하여 직접적인 외부침

입물질을 파괴하거나 다른 면역세포들을 모아 염증반응을 개시

한다
13,14)

.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interferon-γ15)
, lipoteichoic

acid16), lipopolysaccharide (LPS)17) 등의 염증유발 물질이나 다양

한 염증 유도 사이토카인에 노출 될 경우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와 COX-2 (cyclooxygenase-2)가 발현되어 NO와

PGE2가 과량 생성된다18,19). 이들 여러 염증 개시인자들 (iNOS,

COX-2, TNF-α, IL-6 등)은 활성화된 NF-κB에 의해 전사가 촉진

되며
20)

이로 인해 NO가 필요이상으로 생성되면 shock에 의한

혈관확장, 염증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조직손상, mutagenesis, 신

경조직의 손상 등을 일으킨다21-23). 또한, COX-2가 과발현 될 경

우에도 과생성된 PGE2에 의해 발열, 통증 및 염증반응을 일으킨

다24). 홍삼 및 발효홍삼에 대한 보고들은 많으나 항염증작용의

기작25)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삼, 발효홍삼 및 정제한 발효홍삼의 항

염증작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1. 홍삼의 추출 (홍삼; Red Ginseng, RG)

홍삼근과 홍삼미를 1:1 비율로 분쇄하여 홍삼 200 g (홍삼근

100 g, 홍삼미 100 g)과 70% EtOH 500 ml를 가하고 70∼80℃에

서 한 시간씩 3 회 환류추출을 실시하였다. 3회 추출액을 모두

모아서 40∼50℃에서 감압농축을 실시하여 알콜 성분을 모두 제

거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얻었다.

2. 발효 홍삼의 제조 (발효 홍삼; Fermented Red Ginseng, FRG)

위의 홍삼 추출물을 유산균 발효에 이용하였다. 위의 농축물

을 1% 첨가한 MRS 배지에서 Lactobacillus brevis 13094를 37 ℃

에서 48 시간 전배양하고 이때의 배양액을 본배양에 이용하였다.

전배양을 통해 홍삼 사포닌에 가장 효과적인 균주가 포함된 배

양액을 홍삼추출물에 10% 첨가하고 72 시간 발효하였다. 홍삼

발효액에 열처리 (125 ℃, 90 분)하여 발효홍삼을 얻었다.

3. 발효 홍삼의 정제 (발효 후 정제한 홍삼; Purified Fermented

Red Ginseng, PFRG)

HP-20 수지가 충진된 컬럼에 발효홍삼 샘플을 넣고 증류수

로 loading 하였다. 충진제에 극성이 낮은 물질은 흡착을 하며,

유리당 및 수용성 화합물은 배출되었다. 30% EtOH를 loading

하여 극성물질을 제거하고 95% EtOH를 이용해 보다 정제된 발

효홍삼 추출물을 획득하였다.

4.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Hyclone

(Thermo Scientific Inc., Bremen, 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penicillin 및 streptomycin은 Gibco/BRL (Grand

Island, NY)에서 구입하였다. Anti-iNOS monoclonal antibody는

Calbiochem (San Diego, Calif.)에서, Anti-β-actin monoclonal

antibody는 Sigma Aldrich Co. 로부터 구입하였다. Anti-NF-κB

p65 monoclonal antibody, Anti-COX-2 monoclonal antibody,

anti-IκB monoclonal antibody, anti-phospho-IκB monoclonal

antibody 와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

였고, RT-PCR premix kit은 Solgent Co. (Korea)로부터 구입하였으

며, TNF-α ELISA Kits는 Pierce Endogen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고,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ulfanilamide, lipopolysaccharide (LPS) 및 다

른 모든 시약들은 Sigma 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5.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264.7 세포는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NF-κB 전사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NF-κB reporter construct로 transfection 된 RAW264.7 cells (이

하 NGL 세포)는 주명수교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

산)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RAW264.7 세포와 NGL 세포

는 DMEM에 10% FBS, 100 U/ml penicillin 및 100 u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6. 세포 생존율 검정

RAW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
5

cells/ml로 분주

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각각의 시료 (RG, FRG,

PFRG)를 농도별 (1, 10 ug/ml)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그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20 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MTT를 1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2시간 배양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DMSO 150 ul를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crystals을 용해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구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control cell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7. Immunoblot analysis (Western blotting)

RAW264.7 세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고 일정시간 후

harvest하여, PBS 세척 후 각각의 세포에 buffer [50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F, 1 ug/ml aprotinin]을 첨가하여, 4℃에서 30 분간 vortex

하여 lysis하고 13,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 분리하여 debris를

제거한 후 얻은 세포 용해액을 단백질 정량하였다. 동량의 세포

용해액은 5 x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에서 5 분간 끓인

후에 SDS-PAGE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겔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상에 이동시키고, blocking buffer (5%

skim milk)와 상온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켜 비특이적 항체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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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시켰다. COX-2, iNOS, NF-κB, IκB, p-IκB, actin, lamin 항

체는 blocking solution에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반응하였다. 반응 후 TBS-T로 30 분간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가 conjugation된 2차 항체로 1 시간 반응시켰다.

Nitrocellulose membrane은 TBS-T로 30 분간 세척 한 후, ECL

kit (Amersham, GE healthcare, UK)를 사용하여 FluorChem

Imaging System (Cell Biosciences, USA)로 detection 하였다.

8. 핵 분획 제조

세포를 PBS로 2 회 세척하고, 이것을 PBS와 함께 micrtube

에 넣은 후, 12,000 g로 5 분간 원심분리한 후, PBS를 제거하고, 10

mM HEPES (pH 7.9), 10 mM KCl, 0.1 mM EDTA, 0.5% Nonidet

P-40, 1 mM DTT, 0.5 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 (PMSF)

를 함유하는 hypotonic buffer 200 ul 를 넣어 10분간 얼음위에

놓은 후, 15,000 g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그 후, 상등액을 제거

하고 pellet에 20 mM HEPES (pH 7.9), 400 mM NaCI, 1 mM

EDTA, 10 mM DTT, 1 mM PMSF를 함유하는 highsalt buffer

50 ul를 넣어 10 분 마다 vortex하며 40 분간 얼음위에 방치한

후, 16,000 g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핵 분획이 포함된 상등액을

얻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9. Reporter constructs, transfection, reporter cell line, and

luciferase assay

NGL 세포 (5x10
5

cells/mL)를 16 시간 동안 배양한 후,

RG, FRG, PFRG를 10 u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1 시간 동안 배

양하였고, 그 후 LPS (0.1 ug/ml)을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

한 후, 세포를 분리하여 Promega 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 Madison, CA, USA)과 luminometer (Tecan, USA)를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NF-κB 매개된

luciferase activity를 총 세포 lysate의 단백질함량으로 표준화하

였고, 단백질의 양은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 USA)로 측정하였다.

10. RT-PCR (TNF-α의 생성효과)

RAW264.7 세포를 60 mm dish에 1×106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 (RG, FRG,

PFRG)를 농도별 (1, 10 ug/ml)로 처리하고 1 시간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2 시간 배양한 후 harvest하였다. 원심분리

(12,000 g, 3 min)하여 얻은 cell pellet에 200 ul TRIzol®을 넣어

상온에서 5분간 놓아 둔 후 CHCl3 를 40 ul 넣고 15 초간 흔들어

상온에 3 분간 방치했다. 12,000 g, 4℃에서 15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만을 모아 isopropanol 100 ul를 넣고 10 분간 상온에 두

었다. 그 후 12,000 g, 4℃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ice-cold 75% EtOH를 200 ul 넣고 vortex하였다. 7,500

g, 4℃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10

분간 air dry하였다. 침전물에 RNase free water를 넣고 용해시

켜 60℃, 10 분간 incubation 후 -20℃에 보관하였다.

분리된 RNA를 정량하여 100 ng씩 덜고 reverse/forward

TNF-α primer (size : 274)와 reverse/forward actin primer (size

: 300)를 각각 넣어 RT-PCR (annealing Tm= 60 ℃, cycle= 23) 하

였다. PCR product를 2%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고 EtBr로 염

색하여 결과를 얻었다. 프라이머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TNF-α forward primer :

5’-GGC CTT CCT ACC TTC AGA CC-3’

TNF-α reverse primer :

5’-AAG CAA AAG AGG AGG CAA CA-3’

β-actin forward primer :

5’-TTC TTT GCA GCT CCT TCG TT-3’

β-actin reverse primer :

5’-CTT CTC CAT GTC GTC CCA GT-3’

11. TNF-α의 생성량 측정

RAW264.7 세포를 60 mm dish에 1×10
6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 (RG, FRG,

PFRG)를 농도별 (1, 10 ug/ml)로 처리하고 1시간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6 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수집하여 배양배

지를 원심분리 (12,000 rpm, 3 min)하고, 상층액을 취해 TNF-α 

ELISA Kits (Pierce Endogen,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12. Nitric oxide (NO) 생성 및 정량

RAW264.7 세포를 60 mm dish에 1×106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 (RG, FRG,

PFRG)를 농도별 (1, 10 ug/ml)로 처리하고 1 시간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수집하여 배양배

지를 원심분리 (12,000 rpm, 3 min)하고, 상층액 100 ul를 취해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96 well plate에 배양액

100 ul와 Griess reagent (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 + 1% α-naphthylamide in H20) 150 ul를 혼합하여 실온에

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40 ㎚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로 흡광도를 측정하

여 표준곡선을 얻은 후, N0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13. 통계

각 실험결과는 mean ± S.E.M.으로 표시하였고, 통계학적 분

석은 SPSS program (SPSS version 14.0)의 ANOVA 분석과

independent t-test를 수행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학

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세포 생존율

홍삼군들 (RG, FRG, PFRG)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RAW264.7 세포의 생존율

이 100% 안팎으로 나타났고,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PFRG를 10 ug/ml 처리한 군에서 80% 이상으로 세포독성이 약

하게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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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on the toxicity of RAW264.7 cell treated

with LPS(0.1 ug/ml). Cells were pretreated with red-ginseng(1 ug/ml, 10 ug/ml) for
1 h follwed with LPS(0.1 ug/ml) for 24h. The effect of these on the toxicity of cell was

checked by MTT assay method. The result was shown as the mean±S.E.M..

2. NF-κB의 핵이동 (translocation) 및 전사활성 (transcriptional

activity)

LPS에 의해 유도되는 iNOS, COX-2, TNF-α 등은 전사인자

인 NF-κB에 의해 발현된다. 이 NF-κB는 세포질에서는 I-κB와 복

합체 상태로 불활성화 되어 있다가 I-κB-α kinase에 의해 I-κB-α

가 인산화 되면, 결합되어 있던 복합체가 분해되면서 NF-κB가

활성화 되어 핵 내로 translocation 된다20). 본 실험에서는 홍삼,

발효 홍삼 및 발효 후 정제한 홍삼이 LPS로 유도된 NF-κB의

translocation 및 transcriptional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RAW264.7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LPS 처리 후, 30분에서

RG, FRG 그리고 PFRG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PFRG 군에서 NF-κB translocation 의 억제효과가 가장 우

수하였으며 이를 luciferase assay로 재검증하였다(Fig. 2A, 2B).

이 실험에 의하면, NGL 세포를 홍삼추출물들의 유무 하에 0.1

ug/ml의 LPS로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들 홍삼추출

물 처리군들은 LPS로 유도된 NF-κB transcriptional activity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Fig. 2B).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10 ug/ml)의 홍삼 추출물들이 NF-κB 활성을 억제하는 현상이

(Fig. 2A) NF-κB transcriptional activity의 억제와 연계됨을 나타

낸다. 추가로 I-κB-α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LPS 처리군에 있어서

30분에 감소를 하였고, 60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산화는

LPS 처리군에 있어서 15∼60분까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고 각 시료를 처리한 군 (30, 60 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홍삼 추출물들이 세포질의 NF-κB

가 핵 안으로 translocation 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TNF-α의 발현 및 생성

RAW264.7 세포에 시료를 처리하고 1시간 후, LPS를 첨가하

여 2시간 배양한 다음 TNF-α의 mRNA 발현을 아래와 같이

agarose electrophoresis를 통해 측정하였다(Fig. 4). 그 결과, LPS

처리 군에서 TNF-α는 현격히 증가하였고, PFRG를 처리한 군에

서는 무처리 군 (N)보다 증가하였으며, LPS 처리군 (LPS 0.1

ug/ml)보다 낮은 발현양을 보였다. 특히, PFRG를 처리한 군에

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NF-α의 mRNA 발현양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4). 또한, TNF-α 생성량에 대한 실험에 있

어서도 시료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TNF-α 생성량이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다(Fig. 5). 즉, 발효 후 정제한 홍삼추출물이 항염증성

cytokine인 TNF-α를 mRNA 및 생성량 수준에서 억제하였다.

Fig. 2. Change of NF-κB translocation (A) and luciferase activity (B)

by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Un-treated(N), Positive(P) : LPS 0.1 ug/ml, RG, FRG, PFRG
: 10 ug/ml)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p<0.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 **p<0.01,

***p<0.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LPS alone).

Fig. 3. Change of I-κB-α expression by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Un-treated(N), Positive(P) : LPS 0.1 ug/ml, RG, FRG, PFRG : 10 ug/ml)

Fig. 4. Change of mRNA expression of TNF-α by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Un-treated(N), Positive(P) : LPS 0.1 u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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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duction of TNF-α by concentration of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Values are the mean ± 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wo separated experiments(##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p<0.05, **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LPS alone)

4. iNOS 및 COX-2 발현 변화

RAW264.7세포를 serum free 배지로 교체하고 30분 경과

후, 홍삼, 발효홍삼, 정제한 발효홍삼을 1, 10 ug/ml 농도로 처리

하였다. 1시간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iNOS의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LPS에 의해 iNOS

단백질은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RG, FRG, PFRG를 처리한 군에

서는 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단백질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시켰다. 그 중, PFRG (10 ug/ml)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Fig. 6). 위 결과에서 홍삼의 3가지 추출물 중 PFRG가 10 ug/ml

의 농도에서 염증인자인 iNOS 단백질의 발현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Fig. 6. Change of iNOS expression by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Un-treated(N), Positive(P) : LPS 0.1 ug/ml)

RAW264.7세포를 serum free 배지로 교체하고 30분 경과

후, 홍삼, 발효홍삼, 정제한 발효홍삼을 1, 10 ug/ml 농도로 처리

하였다. 1시간 후 LPS (0.1 ug/ml)를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한 후

COX-2의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LPS에 의해

COX-2 단백질은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RG, FRG, PFRG를 처리

한 군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COX-2 단백질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결과에서도 iNOS protein expression 결과와 비

슷하게 PFRG (10 ug/ml)에 의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Fig. 7).

이 결과도 역시 홍삼의 3가지 추출물 중 PFRG가 10 ug/ml의 농

도에서 염증인자인 COX-2 단백질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Fig. 7. Change of COX-2 expression by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Un-treated(N), Positive(P) : LPS 0.1 ug/ml)

5. NO 생성

iNOS에 의한 NO생성은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세포의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itrite (NO2-)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에 의한 NO의 생성을 RG, FRG 및 PFRG 모두 억제

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PFRG (10 ug/ml)가 NO의 생

성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였다(Fig. 8). 이 결과는 PFRG (10

ug/ml)에 의한 NO 생성의 강력한 감소는 iNOS 단백질발현의

조절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8. Production of Nitric Oxide by concentration of the

red-ginseng(RG), fermented red-ginseng(FRG) and purified

red-ginseng(PFRG). Values are the mean ± 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p<0.05, **p<0.01, ***p<0.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LPS alone)

고 찰

염증은 물리화학적인 독성자극 혹은 미생물의 독성물질에

의해 신체국소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

는 유기체의 반응이다. 염증반응에서의 자극은 직접 신체국소에

작용을 하여 상해를 주기도 하지만, 대개 간접적으로 내인성 화

학전달물질을 통해 국소의 혈관이나 세포에 전달되어 손상을 준

다. 이로 말미암아 관절염, 천식,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동맥경화

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26,27).

본 연구에서는 홍삼, 발효홍삼 및 정제한 발효홍삼의 항염증

작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즉, 대식세포인

RAW264.7 세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여 세포의 생존저해율,

NO 생성량, TNF-α의 mRNA 발현 및 생성량, iNOS, COX-2,

NF-κB, IκB, phospho-IκB protein의 발현을 비교하였다. 우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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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생존저해율을 측정하여 80% 이상의 cell viability가 나타나

는 농도를 선정하였고, 이는 1, 10 ug/ml의 농도가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농도에서 PFRG 10 ug/ml를 제외하고는

10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여 발효 전, 후의 홍삼에서 세포독성

이 크지 않았다.

NF-κB의 비정상적인 활성은 다수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병

및 종양생성과 관련되어있다28). 또한, NF-κB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염증성 질병과 암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29). NF-

κB의 경로를 통하여 홍삼추출물들이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지 조

사하였다. 그 결과, NF-κB의 translocation이 PFRG 처리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또한 transcriptional activity도 3군 중 가장 낮았

다. 이는 본 처리군 (10 ug/ml)의 NF-κB 활성을 억제하는 현상이

NF-κB transcriptional activity의 억제와 연계됨을 나타낸다. 또

한, 세포질 내의 I-κB-α와 phospho-I-κB-α의 단백질 발현양을 비

교하였을 때, LPS의 처리는 30 분에서 I-κB-α 단백질수준을 급격

히 감소시켰고, 60 분에는 I-κB-α 단백질의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이는 LPS는 I-κB-α 단백질을 분해 할 때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1

시간 이내에 새롭게 합성된 I-κB-α 단백질이 세포에 축적되기 때

문이다30). 또한, 홍삼군들의 처리는 세포에서 I-κB-α 단백질의 인

산화를 억제하였고 그 중 PFRG의 억제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TNF-α는 주요한 향염증성 cytokine이다. 이것은 다양한 면역

학적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target cell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지고31) 염증을 매개하고 조절하며, 다른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

키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32)

.

본 연구에서 PFRG가 향염증성 cytokine인 TNF-α를 mRNA 및

생성량 수준에서 억제하였는 데, 이는 PFRG가 핵 내로의 NF-κB

전위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로인해 TNF-α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NF-κB의 down-stream에 존재하는 iNOS와

COX-2의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한 결과, iNOS와

COX-2 단백질의 발현양, 더욱이 iNOS에 의해 발생되는 Nitric

Oxide의 함량이 홍삼추출물들의 농도에 의존해서 감소하였다. 이

는 홍삼추출물들이 iNOS 단백질발현을 억제시키며 그 결과로 발

생하는 NO의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신경학적 질환을
33)

포함하는

염증성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략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일반적인 면역체계

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 홍삼에 의해서 억제되어지고 RG,

FRG, PFRG 등 홍삼의 종류 (가공)에 관계없이 항염증 반응이 일

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홍삼을 비교한 결과, RG (발효 전

홍삼)에 비해 FRG (정제 전 발효홍삼)에서, FRG (정제 전 발효홍

삼)에 비해 PFRG (발효 후 정제한 홍삼)에서 강한 항염증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홍삼군들 중 정

제한 발효 홍삼이 가장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

내며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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