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51, No. 1, pp. 70~80 (2019)

https://doi.org/10.9721/KJFST.2019.51.1.70

70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단핵세포 분화와 염증반응에 대한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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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d ginseng-derived non-saponin fraction (NSF) on
inflammatory responses and monocyte-to-macrophage differentiation in RAW264.7 and THP-1. NSF effectively inhibited
inflammatory responses by downregulating nitric oxide (NO) production and protein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NSF (2000 µg/mL) decreased the levels of NO, iNOS, and COX-2 by
33, 83, and 64%, respectively. NSF inhibited the differentiation of monocyte-to-macrophage by decreasing cell adherence
along with downregulation of the cluster of differentiation molecule 11β (CD11β) and CD36. In addition,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terleukin 6, and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1 (MCP-1), were
significantly reduced with NSF treatment. The NSF-mediated inhibition of inflammatory responses was due to the
regulation of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and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 (Nrf2). NSF effectively suppressed the translocation of NF-κB into the nucleus, while nuclear Nrf2 and its target
protein, heme oxygenase-1,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Keywords: Non-saponin fraction of red ginseng,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 (Nrf2), inflammatory responses, monocyte-to-macrophage differentiation.

서 론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인삼 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로서 오랫동안 건강유지, 체력보강 등의 목적으로 민

간약초로 사용되어 왔다(Chang, 2003; Chang 등, 2006). 특히 한

국의 인삼은 그 약효와 성분이 미국이나 중국의 인삼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2003; Chang 등, 2006). 인삼

은 가공방법에 따라 홍삼과 백삼으로 나뉘며 높은 온도에서 증

기로 찌는 과정을 거친 것을 홍삼이라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면서 인삼 특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양과 조성이

더 우수하게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m, 2005). 많은 연

구에서 홍삼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면역강화를 포함하여 중추신경계 보호, 항암, 항 당뇨, 항 염증,

항 산화 등의 효능들이 알려져 있는데(Chang, 2003; Chang 등,

2006; Konno와 Hikino, 1987; Yoon과 Joo, 1993) 홍삼의 이러한

효과들은 대부분 홍삼이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성분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8). 홍삼에서 사포닌 이외의 성

분들에 대한 생리활성들도 몇몇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오일

성분의 통증완화 및 항 종양효과, 다당체의 혈당저감 및 항 궤양

효과, 페놀성분의 과산화지질 억제(Choi, 2008; Kim 등, 1989) 효

과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홍삼유래 비 사포닌 성분들에 대한

연구는 사포닌 성분들에 비해 상당히 드물며 특히, 항 염증효과

와 관련 기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염증반응은 감염과 조직손상에 대한 몸의 방어기작으로 병원

체들의 제거와 손상된 조직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면역작용이다(Coussens와 Werb, 2002; Serhan 등, 2010). 그러

나 면역반응이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한 조직들의 손

상을 유발시키는 만성염증으로 발전한다(Landskron 등, 2014;

Libby, 2006). 만성염증은 낮은 수준의 염증반응이지만 과도하고

지속적인 염증성 싸이토카인 및 매개인자의 분비를 통해 체내 광

범위한 세포와 조직들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되

지 않은 염증성 매개인자들의 생산은 동맥경화, 암, 당뇨병과 같

은 다양한 질병들의 발생은 물론 진행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andskron 등, 2014; Libby, 2006; Wellen 과 Hotamis-

ligil, 2005). 동맥경화는 대표적인 만성염증성 질병으로 체내 떠

돌아다니는 단핵세포가 혈관의 내피세포에 부착하여 대식세포로

분화하면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발병기전이다(Lessner

등, 2002; Tacke 와 Randolph, 2006). 이러한 만성적 염증환경은

계속적인 염증성 싸이토카인들을 모이게 하여 찌꺼기를 생산하게

되며 혈관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염증성 매개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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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조절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

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제가 염증반응들을 억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Rashad 등, 1989). 하지만, 장기간 이러한 약제의 사용은 신장병,

장 출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

품 또는 천연물로부터 항 염증 소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Huang 등, 2012; Jiang 등, 2012).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 및 매개인자들의 생

산은 주로 NF-κB라고 하는 전사인자에 의해서 촉진되는 싸이토

카인 유전자들의 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NF-κB와 염

증성 싸이토카인들의 관계는 Nrf2-Keap1 신호경로와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bayashi 등, 2016; Soares 등, 2004;

Tornatore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홍삼에서 유래하는 비사포닌

분획의 항 염증반응 효과를 마우스 대식세포와 인간 단핵세포에

서 확인하고 관련기작으로 NF-κB와 Nrf2-Keap1 경로를 제시함

으로써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항 염증작용과 관련 메카니즘을 보

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배지(DMEM)는 Gibco (Gaithers-

burg, MD, USA)에서 구하였고, RPMI 1640 배지와 trypsin-ethyl-

enediainetetraacetic acid (EDTA) 용액(0.25%)은 WELGNE Inc.

(Daegu, South Korea)으로부터 구입 하였다. 소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P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은 Hyclone (Logan, UT, USA)에서 구매하였

다. EZ-Cytox Assay Kit는 DoGenBio Co. (Seoul, South Korea)

에서 구입하였으며, Escherichia coli lipopolysaccharide (LPS),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rypan blue solution (0.4%)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cluster of differentiation molecule (CD11β), CD36, and NF-κB

1차 항체들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Nrf2, Keap1, Heme oxygenase-1

(HO-1), Lamin B 그리고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

nase (GAPDH)는 모두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매하였다. 이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 제조

홍삼 뿌리(6년근) 로부터 제조된 홍삼 추출물은 고려인삼공사

(Daejeon, South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사포닌 분획과 비사포

닌 분획은 이전의 연구에 근거하여 제조되었다(Han 등, 2017). 홍

삼 추출물(2.0 kg)을 Dianion HP20 흡착 크로마토그래피(Mitsubishi

Chemical Co., Tokyo, Japan)에 흡착시키고 물, 20% 에탄올,

100% 에탄올로 단계적으로 용출시켰다. 물과 20% 에탄올에 의

해서 용출되어 나온 분획은 사포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감압농

축기로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NSF, 1.1 kg).

세포배양

RAW264.7 세포는 1.5 g/L sodium bicarbonate, 1% PS과 10%

FBS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2×106/mL 농

도로 6 well plate에 분주하였으며, 그 밀도가 80% 정도가 되었

을 때 농도 별 NSF를 처리하였고 2시간 후 LPS (1 mg/mL)를 처

리하였다. 24시간 후 싸이토카인 및 염증성 매개인자를 배지와

세포로부터 분석하였다. 세포는 37oC의 온도, 5%의 CO
2
, 그리고

95%의 습도 조건의 배양기 하에서 배양 및 유지되었다. 대식세

포의 활성화와 형태의 변화는 광학현미경(Leica DM2500, Wetzlar,

Germany) 으로 관찰하였다. THP-1 인간유래 단핵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TIB-71)로부터 분양 받았으며,

10% FBS, 1% PS 그리고 0.05 mM 2-mercaptoethanol이 포함된

RPMI-1640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60 mm dish에 2×105의

수가 되도록 분주하였다. Plate의 60% 정도까지 세포가 자랐을

때 100 ng/mL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를 처리하

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세포의 부착

능을 측정하였다. 분화된 THP-1 세포는 LPS (1 mg/mL)를 처리

하여 감작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유도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홍

삼 비사포닌 분획(NSF)은 PMA 또는 LPS 처리 2시간 전에 세포

에 처리하였으며,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배지로부터 분석하였다.

THP-1 세포는 37oC, 5% CO
2
 그리고 95%의 습도 조건 하의 배

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독성 평가

NSF 및 NSF+LPS (1 mg/mL)의 쥐의 대식세포(RAW 264.7)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104와 1×105 cell/well의 농도로

세포를 96 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NSF, NSF+LPS, LPS (1 mg/mL)를 농도 별로 처리하였다. 24

시간의 배양시간 후, 배양액을 전부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혈청

이 들어있지 않은 DMEM 배지에 MTT 시약을 희석한(0.5 mg/

mL) 용액을 세포에 분주하고, 45분에서 60분 동안 37oC의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MTT 포마잔은 dimethyl sulfoxide (DMSO)를

이용하여 녹였으며,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독성

을 평가하였다. THP-1 세포에서의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독성평가에서는 수용성 tetrazolium salt를 생성하는 EZ-Cytox 방

법이 사용되었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2×104 수의 세포

농도가 되도록 분주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농도의

NSF 또는 70% 에탄올(Control), NSF+1 mg/mL LPS (NSF+LPS),

그리고 NSF+PMA (100 ng/mL) (NSF+PMA)를 처리하고 추가적

으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 또는 70% 에탄올의 총 농도

는 배지의 0.25%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THP-1 세포는 포마잔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12-(4-iodophenyl)-3-(4-nitrophenyl)-5-(2,4-disul-

fophenyl)-2H-tetrazolium (WST-1) 시약을 처리하여 37oC의 조건

하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생성된 포마잔은 분광광도계

(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s,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THP-1 세포의 부착능 측정

농도 별로 희석한 NSF 샘플을 THP-1 세포에 2시간 동안 처

리한 후, PMA를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분화를 유

도하였다. 분화되어 dish에 부착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하

여 PBS로 3회 세척하였다. 그 후 0.25% trypsin–EDTA 용액을 처

리하여 7분 간 37oC에서 배양한 후 부착 세포를 떼어 회수하였

다. Trypsin의 작용을 저해하기 위하여 3배 양의 RPMI 배지를 첨

가하였다. 이렇게 희석된 세포 용액을 0.4% trypan blue 시약과

1:1로 희석하여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의 수를 세어 총

희석배수를 곱해주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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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분석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사포닌의 검출은 Imtakt Cadenza CD-

C18 칼럼(4.6 mm×75 mm, 3 mm) (Imatakt Co, Portland, OR,

USA)이 장착 된 HPLC 시스템(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

ity, Santa Clara, CA, USA)을 통해 분석하였다. UV 검출기를 이

용하여 203 nm에서 샘플의 UV를 측정하였으며, 용매 A (10%

acetonitrile)와 용매 B (90% acetonitrile)를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40의 온도 조건 하에서 농도구배법을 통해 진세노사이드를 분석

하였다. 용매(A/B)의 최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초기 0-3 min에서

는 95/5, 20 min에서는 90/10, 50 min에서는 75/25 그리고 60 min

에서는 95/5. 또한, 유속은 1.3 mL/min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5

μL이었다. 사포닌 표준물질로는 Rb1, Rb2, Rc, Rd, Re, Rf, F2,

Rh1 (s), Rh2 (s), Rk1, Rg1, Rg2 (s), Rg2 (r), Rg3 (s), Rg3

(r), Rg5, compound K(CK)가 각각 사용되었다.

총 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NSF의 총 페놀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사용하여 흡광도

를 측정함으로써 측정하였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0 mL의 NSF

샘플(70% 에탄올) 또는 대조군으로서 갈산(gallic acid) 스탠다드

용액을 790 mL의 증류수에 섞어서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 후, 50

mL의 0.9 N Folin-Ciocalteu 용액을 첨가하고, 150 mL의 20 mg/kg

sodium carbonate 용액을 첨가하였다. 해당 용액을 120분 동안 실

온에서 배양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SF 샘

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갈산의 표준곡선에 따라 얻었으며, 갈

산과 대비하여 mg/mL의 함량으로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

드의 함량은 p-dimethylaminocinnamaldehyde (DMACA) 법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간략하게, NSF 샘플을 1 mL의 증류수에 녹

이고, 이렇게 희석된 용액의 40 mL를 200 mL의 DMACA 용액

(1 N HCl을 함유하는 메탄올의 0.1% 농도)과 함께 섞었다. 그 후,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흡광도는 640 nm에서 확인하였

으며, 그 값은 DMACA가 포함되지 않은 대조군과 대비하여 나

타내었다. 각 흡광도 값은 카테킨(Sigma-Aldrich, St. Louis, MO,

USA) 표준곡선에 대비하여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고, 카테

킨 mg/mL의 함량으로서 나타내었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ABTS+)은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용액을 혼합하여 하루 동안 실온, 암소 조건에서 반응시

킴으로서 형성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을 734 nm의 흡광도

에서 측정하였을 때 그 값이 0.7이 되도록 100% ethanol로 희석

하여 ABTS라디칼 용액을 만들었다. 그 후 농도 별로 희석시킨

NSF 50 μL와 앞서 희석한 ABTS+ 용액 150 μL를 30분간 암소에

서 반응시킨 뒤,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메탄올에 녹인 200

µM의 DPPH 용액을 제조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을 때 그 값이 0.7이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하였다.

그 후, 농도 별로 희석시킨 NSF 100 μL와 희석된 DPPH 용액

100 μL를 암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뒤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 곡선을 그린 뒤 이와 대비

하여 50%를 소거하는 농도(IC
50

)를 산출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카

테킨을 사용하였다. 소거능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ABTS 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sample absorbance)×100

Nitric oxide 측정

2×106 와 2.5×106 cells/well 사이의 농도가 되도록 대식세포를

6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NSF를

2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LPS를 처리하여 추가적으로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그 후 100 μL의 세포 배양액과 100 μL의 Griess

용액을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실온 및 암소에서 5분 간 반응

시켰다. 그 후 분광광도계(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NO의 양을 측정하

였다.

ELISA 분석

배양한 세포배지를 회수하여 TNF-α, IL-6, MCP-1의 싸이토카

인 수준을 ELISA kit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Western blot 분석

세포의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protease와 phosphatase inhib-

itors들(aprotinin, leupeptin, benzamidine, pepstatin, sodium ortho-

vanadate,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를 함유하는 lysis

buffer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각 dish에 해당 용액을 600 μL씩

분주하여 cell scraper를 통해 회수한 후 세포를 용해하여 단백질

추출액을 얻었다. 세포 용해액은 10,000×g, 4oC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층액을 회수함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한 후 단백질만

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세포 용해액의 단백질 양은 Bicinchoninic

acid (BCA) 시약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고, 50 µg의 단백질을 10%

또는 12% 아크릴아마이드에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

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를 통해 전기영동 후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으로 이전시켜 western blot

으로 분석하였다. 비 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하여 5% 탈지분유

용액으로 30분간 membrane을 blocking한 후, 1차 항체(1:1000)를

넣고, 4oC에서 24시간 가량 반응시켰다. 그 후 TBST (tris-buffered

saline+0.1% Tween 20)로 3회 세척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conjugate되어 있는 2차 항체를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이후 membrane을 TBST 용액으로 세척하였다. 그 후

chemiluminescence (ECL) 용액을 이용하여 반응시켰고, LAS

imaging software (Fuji, New York, NY, USA)를 사용하여

chemiluminescence로 단백질의 양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얻은 단

백질 밴드는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량 하였다.

핵과 세포질의 분리

배양한 세포를 PBS로 2회 세척 후 harvest buffer [10 mM N-

2hydroxyethylpiperazine-N-2-ethanesulfonic acid (HEPES), 50

mM sodium chloride, 0.5 M sucrose, 0.1 mM ethylenediaminetet-

raacetic acid (EDTA), 0.5% Triton X-100, 1 mM dithiothreitol

(DTT), 10 mM tetrasodium pyrophosphate, 100 mM sodium fluo-

ride, 17.5 mM glycerophosphate, 1 mM PMSF, 4 mg/mL aproti-

nin, 그리고 2 mg/mL pepstatin A]를 1 mL 첨가하여 pipetting하여

용해시켰다. 그 후 세포 용해액을 5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였고, 상층액은 다시 한 번 10,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질 분획(상층액)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상층액은 −20oC 에

보관하였다. 핵 분획을 얻기 위해서, 앞서 얻은 세포 pellet을 용

액 A [10 mM HEPES (pH 7.9), 10 mM KCL, 0.1 mM EDTA,

0.1 mM ethylene glycol-bis(2aminoethylether)-N,N,N,N-tetraacetic

acid (EGTA), 1 mM DTT, 1 mM PMSF, 4 mg/mL aprotinin,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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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 mg/mL pepstatin A]를 500 mL 분주하였다. 그 후 앞선 단

계와 같이 pipetting 한 후, 500×g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용액 C [10 mM HEPES (pH 7.9), 0.5 M

sodium chloride, 0.1 mM EDTA, 0.1 mM EGTA, 0.1% NP-40, 1

mM DTT, 1 mM PMSF, 4 mg/ml aprotinin, 그리고 2 mg/mL

pepstatin A] 2 mL를 pellet에 분주하였다. 이를 1분씩 10회 세게

교반하고, 10,0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 즉 핵 분

획을 얻었고, −20oC에 보관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one-way ANOVA와 Tukey’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

정하였고 모든 데이터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독성 평가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RAW264.7와 THP-1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평가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대식세포에서는 NSF의 농도

3000μg/mL까지 유의적인 세포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1A),

THP-1세포에서도 2500μg/mL까지는 PMA, LPS유무와 상관없이

세포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1B). 그러나, 3500μg/mL의 비사

포닌과 LPS가 함께 처리될때 두 세포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 및

생장저해 효과가 나타났다(Fig. 1B).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대식세

포와 단핵세포에 모두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범위인 500, 1000,

2000μg/mL 농도의 NSF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라

디칼 저해효과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18.80 μg GAE/mg와 76.07±1.80 μg CA/mg이었다

(Table 1). 이러한 결과는 비사포닌 분획에서도 총 페놀과 총 플

라보노이드가 여전히 상당량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홍

삼 추출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Jang 등, 2016; Jeong 등,

2010). 아직 NSF에서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를 측정한 연구

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홍삼의 비사포닌

분획을 연구할 때 참고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DPPH와 ABTS 라디칼에 대한 소거효과를 측정한 결과 50%를

저해하는 NSF 농도인 IC
50
값이 DPPH의 경우 2.02±0.14 mg/mL,

ABTS의경우 11.95±017 mg/mL로 큰 차이를 보였다. NSF는

ABTS보다 DPPH라디칼에 대한 소거작용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비타민 c (ascorbic acid)의

IC
50
은 각각 0.02±0.00, 0.16±0.00을 보여 NSF 시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NSF의 라디칼에 대한 직접적인 소거능이 크

지 않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아직 NSF의 어떠한 성

분들이 항 염증작용의 주요 화합물인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홍삼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홍삼에 다량으로 존재하

는 사포닌에 근거를 두어왔다(Choi, 2008).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는 비사포닌 성분들의 생리활성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Polyacetylene 계열과 오일성분들이 항암, 항산화, 항 염증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oi, 2008; Kim 등, 1989), mal-

tol과 같은 페놀화합물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와 산성 다당체의

항 궤양효과가 알려져 있다(Choi, 2008). 추후 이와 같은 성분들

에 대한 분석이 NSF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에서 나타나는 NSF의 항 염증효과가 NSF의 제조시 혼입될 수

Fig. 1. Effect of NSF on viability of RAW264.7 and THP-1 cells. RAW264.7 or THP-1 cells were treated with NSF or vehicle (DMSO) for 24
or 48 h.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a MTT assay (A) and an WST-1 assay (B) for RAW264.7 and THP-1 cells, respectively,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MA or LPS.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the data were presented as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mean±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0.05). Symbol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Student’s t-tests.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total flavonoid contents (TFC)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NSF

Sample TPC (μg GAE/mg) TFC (μg CA/mg) DPPH IC
50

 (mg/mL) ABTS IC
50

 (mg/mL)

NSF 118.80±2.10 76.07±1.80 2.02±0.01 11.95±0.17

Ascorbic acid - - 0.02±0.00 00.16±0.00

GAE, gallic acid equivalent; CA, catechin equivalent; IC
50

, the concentration of sample for 50% inhibition of each ra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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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포닌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전의 사포닌

분획(SF) (Kim 등, 2018)과 본 연구의 NSF에서의 사포닌 분석

(sup 1)에 근거하면 최소한 사포닌분획 및 추출물에서 분석이 시

도되거나 검출되었던 Rb1, Rb2, Rc, Rd, Re, Rf, F2, Rg3(s),

Rg1, Rg2(s), Rg2(r), Rg3(r), Rg5, Rh1(s), Rk1, CK, Rh2의 17

가지(Kim 등, 2018) 사포닌들이 NSF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사포닌들은 NSF의 항 염증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포닌

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NSF의 항 염증을 나타내는 물

질은 사포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며 소량 혼입되었다 하더

라도 위의 17가지의 사포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Nitric oxide, iNOS, COX-2에 대한

영향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처리시 LPS로 유도되는 대식세포

의 염증반응들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염증매개인자들인

NO, iNOS, COX-2의 생산 능 및 단백질 발현을 측정 하였다.

LPS는 이들의 양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크게 유

도하였음을 보였다(Fig. 2). 이렇게 유도된 염증반응들은 NSF에

의해 유의적이고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 NO의 생

산량은 NSF (2000 mg/mL)처리시 33% 감소를 보였고, NO를 생

산하는 효소인 iNOS의 단백질 발현은 LPS 처리 대조군에 비해

83% 감소 하였다(Fig. 2). 또 다른 염증매개 효소인 COX-2의 단

백질 발현도 NSF (2000 μg/mL)에 의해 64% 감소함으로써 대식

세포에서 유도되는 염증반응들이 NSF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해

됨을 보여준다(Fig. 2). 특히, COX-2는 염증과 통증을 매개하는

효소로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

약제의 타겟이 되는 효소이다(Rao와 Knaus, 2008). 이러한 비스

테로이드성 항 염증약의 지속적인 섭취는 천식의 악화, 위장출혈,

신장손상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보

다 안전한 대체제로 천연물 또는 식품으로부터 유래하는 항 염

증 성분에 대한 관심과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Huang 등,

2012; Jiang 등, 2012). 홍삼으로부터 항 염증 반응에 대한 결과

는 주로 사포닌이나 추출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삼의 비사포닌 분획(NSF)도 비록 그 효과

를 보이는 농도는 높으나 항 염증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단핵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인간유래 단핵세포인 THP-1의 대식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홍

삼 비사포닌분획(NSF)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PMA에 의해서 단

핵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가 효과적으로 유도되어 분화의 특

징인 세포 부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Fig. 3A). 이러한 단핵세포

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정도는 NSF 처리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는데 고농도의 NSF (2000 μg/mL)은 PMA에 의해 유도되는 THP-

1의 세포 부착성을 25% 감소시켰다(Fig. 3A). THP-1의 대식세포

로의 분화 시 분화인자들의 발현도 증가하는데 CD11β와 CD36

은 세포표면 인자로써 분화 시 그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den 등, 2002). NSF는 이들 분화표면인자들의 단

백질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CD11β와 CD36의 단백

질 양이 각각 38, 54% 감소하였다(Fig. 3B). 이 결과는 NSF가

Fig. 2. Effect of NSF on inflammatory responses in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NSF or vehicle (DMSO) for 2 h after which LPS
or vehicle was treated for 24 h. Released NO level from the medium was examined using Griess reagent (A). The protein abundance of iNOS
and COX-2 was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B) and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C).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error of the mean (mean±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p<0.05). CON: no treatment, LPS:
only LPS treated. Three replicates of each experiment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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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에 의해서 유도되는 세포의 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보

여주고 있다. 단핵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는 염증반응과 심혈

관 질환 및 염증반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체내 단핵세포들

이 자극에 의해 특정기관 또는 혈관에서 대식세포로 분화하면 그

곳에 부착하게 되고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Hayden 등, 2002). 대식세포로의 분화는 어떠한 신호 또는 자

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M1과 M2로의 분화로 나뉜다

(Hayden 등, 2002). LPS 또는 IFNγ 등의 염증성 인자들에 의한

M1으로의 진행은 지속적인 염증상태를 유도하여 만성염증을 일

으키는 반면, IL-4와 같은 싸이토카인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M2

로의 분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결과론적으로 항 염증 효과를 나

타내게 된다(Hayden 등, 2002). 따라서 M2로의 분화 시 NSF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염증성 싸이토카인 생성에 대한 효과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염증성 싸이토카인 생성량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NSF를 미리 처리한 후 LPS를 마우스 대

식세포와 인간유래 단핵세포로부터 분화된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고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량을 ELISA를 이

용하여 비교 측정하였다(Fig. 4A, B). IL-6, MCP-1 그리고 TNF-

α의 생성량 모두 LPS만 처리하였을 때 크게 유도되었고 NSF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그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고농도의 NSF (2000 μg/mL)는

IL-6, MCP-1, TNF-α의 생성량을 각각 78, 25, 53% 만큼 감소시

켰다(Fig. 4A). 분화된 THP-1 대식세포에서도 NSF의 염증성 싸

이토카인에 대한 억제효과가 관찰되었는데 고농도의 NSF에서 IL-

6, MCP-1, TNF-α의 생성량이 각각 57, 47, 63% 감소함을 보였

다(Fig. 4B). 이 결과는 NSF가 지속적인 염증발생조건에서 염증

성 싸이토카인들의 생성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항 염

증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염증성 싸이토카인들에 대

한 NSF의 억제효과는 또 다른 염증성 매개분자들인 iNOS, COX-

2의 단백질 발현에 대한 효과와 일맥상통하였다(Fig. 2). MCP-1

는 감염 및 조직손상 등으로 인한 염증부위에 단핵세포 등의 면

역세포들을 모이게 하는 케모싸이토카인의 일종으로 동맥경화증

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u 와 Kolattukudy,

2009). TNF-α는 주로 대식세포로부터 생산되는 싸이토카인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생산은 자가면역질환들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염

증성 장질환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치료를 위해 TNF-α 저해제가 사용되고 있다(Doss 등, 2014). IL-

6은 열의 발생과 급성염증의 주요 매개인자로서 대식세포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와 호중구 등에서도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 특히, 혈관내벽(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있으며 동맥

경화,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에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으

로 알려져 있다(Dubiñski 와 Zdrojewicz, 2007; Kristiansen 과

Mandrup-Poulsen, 2005; Swardfager 등, 2010). 이러한 염증성 싸

이토카인 및 매개인자들의 발현은 전사인자인 NF-κB의 전사활

성에 따라 달라진다(Deshmane 등, 2009). 따라서, NSF의 NF-κB

의 전사활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Fig. 3. Effect of NSF on monocyte-to-macrophage differentiation and differentiation factors in THP-1 cells. The differentiation of THP-1
was induced by PMA. Adhesion of cells after PMA treatment were observed and counted using a microscope (A). Protein lysates were obtained
from the cells for Western blotting for the indicated antibodies of differentiation markers (CD11β, CD36) and GAPDH (B). The protein
expression of CD11β and CD36 was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C).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error of the mean
(mean±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p<0.05). CON: no treatment, PMA: only PMA
treated. Three replicates of each experiment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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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NF-κB의 핵 내 이동에 대한 영향

염증반응은 여러 신호전달체계의 조직적인 활성을 동반한다.

NF-κB는 염증반응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사인자로서 염증성 싸

이토카인과 매개인자들의 발현을 주관한다(Tornatore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NSF의 NF-κB의 핵 내 이동에 대한 영향을 핵과

세포질의 분획을 통해 알아보았다. LPS만 처리한 세포에서는 핵

내 NF-κB의 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세포질의 NF-κB는 감소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5). 이는 LPS에 의해 NF-κB가 핵 내

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LPS에 의해 유도된 NF-κB의 핵 내

이동의 증가는 NSF를 함께 처리하였을 때 그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고농도의 NSF (2000 μg/mL)는 핵에 존재하는 NF-κB의

양을 43%감소시켰고 반대로 세포질 NF-κB의 양은 증가시켰다

(65%) (Fig. 5). 이러한 결과는 NSF가 LPS에 의해서 유도된 NF-

κB의 핵 내로의 이동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NSF에 의해서 NF-κB의 핵 내로의 이동이 감소하는 것은 핵

내에서 NF-κB의 타겟 유전자들인 염증성 싸이토카인 및 매개인

자들의 발현이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NSF에 의한 염증성 싸이토

카인과 매개인자들의 생성감소를 보여준 결과(Fig. 2, 4)와 직접

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NF-κB는 자극이나 신호가 없을 때

는 세포질에서 IκBα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제를 받는다. 이

런 상황에서 NF-κB는 핵 내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LPS,

염증성 싸이토카인, 산화스트레스등과 같은 자극에 의해 NF-κB

와 복합체를 이루었던 IκBα는 인산화가 되면서 분해되어 NF-κB

와 분리되고 이때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NF-κB는 핵 내로 진입

하여 염증성 매개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rnatore 등, 2012). 이러한 NF-κB와 IκBα의 복합체는 Toll like

receptor 4 (TLR4) 신호전달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NF-κB의 전사

인자로써의 활성은 상위 인자들인 IKKα/β, TAK1, IRAK/TRAF6,

MyD88 들의 연속적인 활성화 반응을 필요로 한다(Kuzmich 등,

2017). 따라서 NSF의 NF-κB 전사인자에 대한 활성억제는 TLR4

신호전달체계의 조절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TLR4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삼 비사포닌 분획의 Nrf2-Keap1경로에 대한 영향

Nrf2-Keap1 경로는 염증반응과 연관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

호전달체계로 보고되고 있는데(Loboda 등, 2016), 이전에는 이 신

호전달경로는 산화스트레스와 세포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

는 시스템으로서 알려져 있었다. Nrf2-Keap1은 세포에 별다른 자

극이 없을 때는 세포질에서 복합체를 형성하며 라디칼 또는 친

전차체들이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 등에 노출이 되면 Nrf2와 결

합되어 있던 Keap1이 분해되어 Nrf2의 핵 내로의 진입이 가능해

지고 Nrf2는 전사인자로서 핵 안으로 들어가 세포 내 ROS 생산

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Taguchi 등, 2011). 본 실험에서 Nrf2는 LPS를 처리하였을 때

Fig. 4. Effect of NSF on inflammatory cytokines in RAW264.7 (A) and THP-1 (B)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NSF or vehicle (DMSO) for
2 h, and exposed by LPS for 24 h. The production of IL-6, MCP-1, and TNF-α was examined using ELISA kit. The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the mean (mean±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p<0.05).
CON: no treatment, LPS: only LPS treatment. Three replicates of each experiment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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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양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Nrf2의 결합

파트너인 Keap1의 발현은 증가하였다(Fig. 6A, B). 하지만, NSF

를 처리하였을 때 Nrf2의 세포 내 단백질 양은 시료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Keap1은 상대적으로 감소하

였다(Fig. 6A, B). 또한, Nrf2의 타겟 단백질인 HO-1의 발현이

NSF의 처리와 함께 증가함을 보였다(Fig. 6A, B). Nrf2와 HO-1

의 단백질 발현은 고농도의 NSF (2000 μg/mL) 처리군에서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Keap1는 2배이상 감

소하였다(Fig. 6A, B). 이는 LPS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만성

염증반응 조건에서는 Nrf2 및 그의 타겟 분자들의 발현이 감소

하며 반대로 NSF에 의해 증가함을 보여준다. 특히, Nrf2의 타겟

단백질들 중의 하나인 HO-1은 ROS의 생성을 억제하여 산화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 분자이다(Tornatore

등, 2012). ROS가 산화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을 개시 또

는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Tafani 등, 2016) NSF에

의한 Nrf2와 HO-1의 세포 내 증가는 산화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Fig. 5. Effect of NSF on NF-κB translocation into nucleus in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NSF 2 h before LPS treatment for 10-
15 min. The effect of NSF on abundance of cytosolic/nuclear NF-κB p65 was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A) and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B).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p<0.05). CON: no treatment, LPS: only LPS treated.
Data are expressed as means± SEM. Three replicates of each experiment were performed.

Fig. 6. Effect of NSF on the protein expression level of Nrf2, Keap1, and HO-1, and Nrf2 nuclear translocation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NSF for 2 h before LPS treatment for 24 h. Proteins from the cell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was by
Western 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total Nrf2, Keap1, HO-1, and GAPDH (A). Protein level was quantified using ImageJ (B). Nuclear and
cytosolic fractions were prepared as described in the Methods,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ting with antibodies against Nrf2 and Lamin B
(nuclear loading control) (C). The mass of nuclear and cytosolic proteins used was 300 μg and 50 ìg, respectively. Protein abundance was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D). The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the mean (mean±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0.05). CON: no treatment, LPS: only LPS treatment. Three replicates of each
experiment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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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Nrf2

는 HO-1뿐만아니라 NAD(P)H:quinone oxidoreductase 1, superox-

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ROS를 조

절하는 항산화 효소들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Loboda 등, 2016) 추후 이들에 대한 발현조절 및 활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HO-1의 발현이 증가한

다는 것은 Nrf2가 핵 내로 진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NSF가 Nrf2의 핵 내로의 이동을 촉진하는지를 핵과 세포

질을 분리하여 검토하였다(Fig. 6C, D). 핵 내 Nrf2의 양은 NSF

를 처리할 때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세포

질의 Nrf2는 NSF에 의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SF가 세

포 내 Nrf2의 발현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Nrf2의 핵 내로

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HO-1와 같은 타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ROS는 산화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염증반응

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NSF의 Nrf2-Keap1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ROS의 조절작용이 항 염증 효과에 대한

중요한 작용 기작이라고 여겨진다. Nrf2와 관련된 NSF의 항 염

증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작용 기작으로 NF-κB와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Nrf2의 활성화는 NF-κB의 발현은 물론 NF-κB의 타

겟 염증성 싸이토카인 유전자들의 발현 및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bayashi 등, 2016). 또한, Nrf2의 타겟 단

백질인 HO-1는 NF-κB에 의해서 전사되는 염증 부착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Soares 등, 2004) 항 염증 싸이토카인으로 알려

져 있는 IL-10의 활성은 HO-1에 의해서 중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와 Chau, 2002). 이렇듯 Nrf2와 NF-κB의 상호작용에 대

한 조절 작용이 또 하나의 가능한 NSF의 항 염증 기작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Nrf2와 NF-κB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NSF가 작용

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홍삼 비사포닌 분획(NSF)의 항 염증 효과를 마

우스 대식세포와 인간유래 단핵세포에서 확인하였다. NSF는 마

우스 대식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NO, iNOS 그리고 COX-2의 양

뿐만 아니라 IL-6, TNF-α, MCP-1과 같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인간 유래 단핵세포에서는 PMA

에 의해 유도되는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분화인자인 CD11β와 CD36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마

우스 대식세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염증성 싸이토카인들의 생성량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NSF의 항 염증 효과는 두 전사인자

의 조절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NSF는 NF-κB의 핵으

로 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사활성을 억제하여 염증성 싸이토

카인들의 발현을 저해하고 이와 반대로 Nrf2의 발현과 핵으로의

이동을 증가시켜 항산화 효소이면서 항 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HO-1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NSF는 NF-

κB와 Nrf2의 두 가지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함으로써 항 염증 작

용을 나타냈으며 이를 홍삼 NSF의 항 염증 기작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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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Data

Sup. 1. HPLC chromatogram of N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