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이 환경변화에 

한 생체 응성에 미치는 향 - 온도 변화를 심으로

홍  희  도

인 삼 연 구 단 

Ⅰ. 서론 

  고려인삼은 우리나라를 표하는 요한 약용식

물로서 다양한 생리활성성분과 그 효능이 알려지

면서 국내외 으로 많은 심과 연구의 상이 되

어왔다. 1990년  에는 고려인삼의 세계  명성

에 힘입어 주요 수출 농산물 의 하나 으나, 최

근 들어 인삼제품류의 수출량은 1990년에 1억6천

만불에서 2000년 에 8천만불 수 으로 반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삼제품의 수출 감소

상은 국내 매량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

나 화기삼 등 외국삼과의 효능차별화, 가격경쟁 

등에서 고려인삼의 경쟁력이 크게 감소된 것이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이나 동

남아 지역을 심으로 고려인삼을 복용하면 체온

이 올라간다는 속설이 정설처럼 정착되면서 화기

삼이 시장을 거의 잠식하는 상황에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사스가 만연하면서 이러한 상은 더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려인삼과 체

온 상승에 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해 

몇몇 연구결과들이 국내외 학회  심포지움 등에

서 발표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정부와 

인삼 련기 , 단체 등이 그 결과를 극 으로 

홍보하는 것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을 증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인삼복용이 체온에 미치는 

연구를 뛰어넘어 인삼의 표 인 효능 에 하나

인 다양한 환경변화에 한 신체 항상성 유지효과

를 과학 으로 구명함으로서 단순한 인삼의 체온

상승에 한 논란을 완 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단되어진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려인삼이 외부환경의 변화

에서도 온도의 변화 즉 주기 으로 고온이나 

온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신체 항상성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몇몇 발표된 논문과 본 연

구 에서 연구한 내용을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문

  고려인삼의 경우 스트 스, 피로, 우울증, 심부

, 고 압, 동맥경화, 빈 증, 당뇨병, 궤양 등에 

집
특 인삼분야 국내외 연구동향(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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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건조를 방지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

과가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삼의 다양한 효

과 에서도 가장 표 인 효과는 신체기능의 정

상화 즉 외부 환경변화에 한 체내조 계의 항상

성(Homeostasis) 유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의 변화 즉, 온이나 고온 등의 온도

변화, 수술, 과도란 운동, 구속 등 다양한 요인은 

일종의 stressor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한 방어기작으로 Selye의 일반 응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 방

어기작에는 체내 내분비계, 면역계 등 생명활동에 

요한 다양한 조 계가 매우 복잡하여 연결되어 

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스트 스 방어기작  스트 스로 인한 질병 발생

에 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 에서 일반 으로 

격한 온도 변화 즉, 온 는 고온에 노출될 때 

단시간 으로는 운동, 증발조 , 다양한 장기

의 조 기능  사조  등을 통해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체온조  메카니즘이 작동되어 생체 항

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온도변화가 

장기 이고 주기 으로 지속될 때에는 일종의 스

트 스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경계, 내

분비계, 면역계 등에 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질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인삼이 이러한 생체조 계에 미치는 

향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러시아의 과학자 

Brekhmann은 인삼이 환경  변화 등 각종 외부

자극에 해 비정상 인 신체조건을 비특이 으로 

정상화시켜 다는 “아탑토겐 이론(Adaptogen 

theroy)"를 주장한 바 있다. 

   

1. 식이 및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일반 으로 고온환경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경우 

사람들이 더 에 노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

이 섭취량이 고, 체 이 감소하며 음수량이 증

가하고 활동량이 어들게 된다. 일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삼 성분 특히 ginsenoside 

Rg1의 경우 고온장애에 해 완충 인 효과가 있

음을 실험 으로 구명하여 보고한 바 있다. 오래

부터 인삼과 황기 등이 첨가된 삼계탕이 우리나

라의 주요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용된 것도 이와 

 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의 연구결과에서도 5 주령된 수컷 흰쥐를 38℃에 

매일 5시간씩 10일 정도 노출시켰을 때 체  증가

량이 격히 감소하 으며(Fig. 1), 백삼추출물을 

고온환경 부가  4주간 동안 투여하 을때 유의

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고온환경에 노출에 다른 체

 증가률 감소가 일정부분 개선됨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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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heat environment on growth 

rate with different sexuality of rat.  

Control ; room temp., Heat : 38℃, 5 

hrs/day for 10 days.  M ; male, F : 

Female.   

2. 체온에 미치는 영향 

  인삼주정 추출물이 다양한 스트 스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생체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보면 흰쥐를 추 (0～5℃)에 

7시간씩 5～10일 정도 주기 으로 노출시켰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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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삼 주정추출물 투여군의 경우 식염수 투여한 

군에 비해 직장 온도가 기 3시간 동안은 다소 

빠른 하강을 나타내지만 이후 더 빠른 회복과정을 

나타내었으며 기 사률 한 추 에 노출된 

기에는 비숫한 하강속도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식염수 투여군은 계속 하강하고 인삼 

주정추출물 투여군은 이후 일정수 을 유지하 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후 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

려인삼이 일방 으로 신체의 열을 올리기 보다는 

주 환경에 따라 체온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

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좋은 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되어진다.    

    

3. 혈액 성분에 미치는 영향

  추 에 주기 으로 노출된 마우스의 액 성분

을 조사한 결과, 정상 인 마우스에 비해 헤모

로빈, 구 등이 감소하고 백 구 함량은 다소 

증가하며 인삼 주정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색소 

 구의 감소는 히 억제되고 백 구는 그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 

밖에도 액단백질이나 조성의 경우에도 추 에 

의한 증감이 인삼주정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정상

수 에 가깝게 조 됨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는 5주령된 수컷 흰쥐

에 백삼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한 후 1주일간 매

일 38℃에서 5시간씩 고온환경에 노출시켰을 경우 

구는 인삼의 투여  고온환경 노출 여부에 

무 하게 6.9～7.5 M/㎕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은 반면 백 구는 고온에 노출된 실험동물군에서 

10.7 K/㎕로 정상군의 6.1 K/㎕ 에 비해 다소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백삼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백 구수가 7.7 K/㎕를 나타내어 백삼추

출물이 유의 이지는 않지만 고온환경에 의한 백

구수 증가를 크게 억제시키고 정상치와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소량은 정

상군의 14.6 g/㎗에 비해 고온환경군이 15.6 g/㎗

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백삼투여군도 

15.2 g/㎗로 정상군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

나 유의성은 없었다. Hematocrit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처리군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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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white ginseng extract on 

contents of WBC, RBC, Hb and 

hematocrit ratio in rat under heat 

environment. CR ; room temp. group 

(control), CH; heat environment group 

WG : white ginseng group.  

4. 장기의 무게 변화

  추 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장기 량을 체 체

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았을 때 

간, 비장의 량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콩팥은 다

소 증가하 으며 인삼 주정추출물의 투여는 이러

한 장기 량 비율의 증감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본 연구 의 고온환경 

연구결과에서는 흰쥐를 고온에 일정시간동안 주기

으로 노출시킨 경우 간 량비율은 다소 감소하

으나 신장과 비장의 경우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백삼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간 

량 감소가 히 억제됨을 확인하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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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white ginseng extract on 

mean organ weights(%, per body 

weight) in rat under heat environment. 

CR ; room temp. group(control), CH; 

heat environment group WG : white 

ginseng group. Black ; liver, white ; 

spleen, slanting line ; kidney.

5. 간의 산화적 손상

  추  는 고온환경과 같은 환경  변화는 신체

에 일종의 스트 스 작용할 수 있다.  Venditti 등

은 추 에 노출될 때 간에서 T3 처리와 유사한 생

화학  변화가 유도되어 산화  스트 스를 용의

하게 함으로서 간의 산화  손상(oxidative damage) 

유도와 간 미토콘드리아의 과산화수소 함량 증가

를 보고한 바 있다. 한 Kaushik 등은 추  등과 

같은 환경 스트 스를 지속 으로 받게 되면 정상

인 신체 항상성(body homeostasis)에 향을 받

게 되어 다양한 질병이 유발됨을 제안하고 이러한 

요인의 하나가 항산화 방어시스템(antioxidant defense 

system)의 변화임을 보고하 다. 그는 추 에 주

기 으로 노출된 실험동물 장기 의 항산화 련 

효소  물질의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간의 

경우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활성은 하되고 catalase 활성과 glutathione 

함량은 증가되는 등의 항산화 시스템의 변화와 지

질과산화물 함량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의 연구결과에서도 고온환경에 노출된 흰쥐 간

조직의 지질 과산화를 MDA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살펴본 결과(Fig. 4) 정상군은 9.20 ㎎/g인데 비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경우 11.95 ㎎/g으로 MDA 함

량이 유의 으로 증가함을 확인하 고 백삼 추출

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10.42 ㎎/g으로 고온환경 

부가에 따른 흰쥐 간의 지질과산화를 일정부분 억

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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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white ginseng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in rat liver under heat 

environment. CR ; room temp. group 

(control), CH; heat environment group 

WG : white ginseng group. 

  추  는 극심한 무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한 생체반응을 앞서 살펴본 몇가지 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 더   

추 와 같은 환경 변화는 신체에 일종의 스트 스

로 작용되며 이러한 스트 스는 액 는 장기

에서 비타민 A, C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에 향

을 미치고 한 내분비계에도 많은 향을 미쳐 

표 인 항스트 스 호르몬인 corticosterone 등

의 다양한 호르몬 수 에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이나 추  등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 

등에 한 인삼의 생체 보호효과를 증명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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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생체에서 나타나는 

상론 인 것 뿐만 아니라 내부 기 구명을 한 

연구 등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최근에 세계 인 기상이변으로 격한 기온변

화나 국제화에 따른 외국 견근무 는 병 등

과 같이 생활환경의 변화를 주 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

를 표하는 주요 특산물의 하나인 인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이 다소 미진하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극심한 추  는 더 에 주기 으로 노출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식욕 감소, 체  감소, 

액성분의 변화, 장기  장기 의 성분 특히 항

산화 련 물질의 변화 등을 억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환경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신

체변화를 방어하고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향후 이에 

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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