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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팽화홍삼의 Ginsenoside 함량 및 항염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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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ginsenoside contents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white ginseng (WG) and puffed red ginseng 
(PRG) were compared. The contents of Rb1, Rg5 and Rk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RG than in WG, whereas the 
contents of Rg1 and Rb2 were decreased in PRG. The levels of NO production and iNOS expression were suppressed in 
LPS-stimulated cells by treatment with WG and PRG. Further, the production of cytokines (TNF-α and INF-γ) and 
inflammatory proteins (NF-κB and COX-2) was decreased in cells upon treatment with any of the ginsenosides. The 
high NO inhibitory activity and cytokine production of PRG is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ginsenoside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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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삼은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인삼의 주요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강, 혈행개선, 기억력 증진, 항염 

및 항암효과 등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Jang SK 등 1994, 
Cho JY 등 2002, Lee EJ 등 2004). 이러한 효과들을 나

타내는 것은 인삼의 특유한 사포닌(Saponin) 성분으로 도

라지, 마늘, 양파 등 다른 식물체에 존재하는 사포닌과

는 다른 화화구조적 특징이 있어 진세노사이드(ginse-
noside)라 불리운다. 진세노사이드는 배당체구조를 이루

고 있어 이들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각각의 효능이 다

르게 나타난다(Cho JY 등 2002). 유용한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공학적 측면에서

의 인삼성분에 관한 연구는 처리온도 및 시간에 따른 

진세노사이드의 반응속도론적 연구 등 가공방법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및 유리당 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 졌다(Choi JH 등 1982, Shon HJ 등 1993, Shin Jy 

등 2001, Yang SJ 등 2006). 오랜 전통적 방식인 증숙과

정을 통해서 얻어진 홍삼은 유용사포닌이 백삼에 비하

여 더 많아 효능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Jang SK 
등 1994). 최근에는 홍삼의 증숙과 건조 과정 이후에 팽

화공법(puffeing)이라는 특수한 기술이 추가 적용되어 진

세노사이드의 양이 증가된 팽화홍삼이 개발되었다. 팽화

홍삼에 대한 기존의 백삼과 홍삼에 비교하여 진세노사

이드의 함량에 대한 비교분석 보고는 많이 되어 있으나

(Han CK 등 2007, Kim ST 2009, An YE 등 2010), 실
질적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차이에 따른 생리활성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팽화삼이 인삼에 비하여 항염 효과가 뛰어

난지 확인하고자 LPS를 이용하여 염증을 유발한 마우스

대식 세포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분말 시료는 H&BT(주)로부터 

팽화홍삼분말 시료는 (주)그린바이오로부터 공급받아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는 ATCC(Rockville, MD, US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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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RPMI 1640 배지, 항생제, trypsin 
및 fetal bovine serum(FBS)는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배양용기는 Falcon(Becton 
Dickinson, San Jose, CA) 제품을 사용하였다. Lipopoly-
saccride(LPS)는 Sigma 제품(ST. Louis, MO, USA)을 구

입하였으며, COX-2, iNOS, NF-κB, IκB, p-IκB 등의 항

체는 Santa Cruz(San Diego, CA), anti-rabbit IgG con-
jugated horse-radish peroxidase와 enhanced chemilumine-
scence kit(ECL kit)는 Amersham(Buckinghamshine, England)
에서 구입하였다. TNF-α, IFN-γ의 측정을 위한 kit는 R&D 
systems(MN,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2. 사포닌 분석

인삼 및 팽화홍삼 분말 시료 2 g에 80% 메탄올 100 
mL을 첨가하고 환류냉각 장치를 이용하여 80℃에서 2회 
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물을 모아 감압 농축한 후 

농축물을 20 mL의 증류수에 녹여 사포닌 추출에 이용

하였다. 얻어진 사포닌 추출물중의 사포닌 조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컬럼

은 µBondapakTM C18 Column(10 µm, 3.9 × 300 mm, Waters)
을 검출기는 Jasco UV detector(203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물(A)과 acetonitrile(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B를 기준으로 20%(0분), 20%(5분), 33% 
(40분), 80%(60분), 80%(75분), 20%(80분), 20%(90분)이
었다. 이동상 유속은 분당 1.0 mL이었으며 시료주입량

은 20 µL, 분석온도는 35℃이었다.

3. 세포배양

RAW 264.7 세포는 5% CO2, 37℃ incubator에서 배양

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배지는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였다.

4. 세포 생존율 검정

시험에 사용한 시료들에 의한 세포독성은 MTT assay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4 well plate에 2 × 105 cells/ 
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각각의 시료(50 µg/mL)와 LPS(10 µg/mL)를 동시 처

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1/10 MTT 
용액(5 mg/mL)이 첨가된 배지로 교체하였다. 3시간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DMSO(1 mL)을 첨가하여 세포를 용

해시킨 후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Co., CA)를 

이용하여 5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OD 값을 통해 산출하였다.

5. Western blotting

RAW 264.7 세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고 일정시간 

후 수거하여, PBS로 2회 세척한 후 각각의 세포에 세포

용해 완충용액(50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F, 1 µg/mL 
aprotinin)을 첨가하여,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세포 용해액은 Brad-
ford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정량을 하였다. 동량의 세

포 용해액은 2 X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8 ℃에서 5
분간 끓인 후에 SDS-PAGE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이 끝

난 gel의 단백질은 Nitrocellulose membrane상에 이동시

켰다. Nitrocellulose membrane은 blocking buffer(5% skim 
milk)와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켜 비특이적 항체결합을 

억제시켰다. COX-2, IκB, p-IκB iNOS, NF-κB(p50 sub-
unit) 항체는 PBS에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12
시간 반응 후 0.05%(v/v)의 Tween-20이 포함된 PBS 
(PBST)로 3회 세척 후 이차항체 anti-rabbit IgG conju-
gated horse-radish peroxidase와 1시간 반응시켰다. Nitro-
cellulose membrane은 PBST로 3회 세척 후 ECL kit(amer-
sham, England)를 사용하여 ECL 필름에 감광시켰다.

6. Nitric oxide(NO) 생성 및 정량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2 × 105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

(10, 50, 100 µg/mL)와 LPS(10 µg/mL)를 동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수집하여 배양배지를 원심분

리(12,000 rpm, 3 mim)하고, 상층액 500 µL를 취해 정량 
전까지 -20℃ 이하에서 보관하였다. NO의 정량은 Griess 
reagent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96 well plate에 배양

액 100 µl와 Griess reagent(1% sulphanilamide와 0.1% 
naphthylethylendiamide를 포함한 5%(v/v) phosphoric acid) 
100 µl를 분주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tandard NO(sodium nitrite)
에 대한 표준곡선의 r2 값은 0.99 이상이었다.

7. TNF-α와 IFN-γ의 생성 평가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2 × 105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

(10, 50, 100 µg/mL)와 LPS(10 µg/mL)를 동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TNF-α, IL-10, IFN-γ를 측정하기 위해 

배양 배지를 원심분리(12,000 rpm, 3 min)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TNF-α, IFN-γ의 측정은 TNF-α, IFN-γ 각각의 

ELISA kit(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으며 standard에 대한 표준곡선의 

r2 값은 0.99 이상이었다.

8. 통계적 분석 방법

모든 실험의 표시된 결과는 3번 수행하였으며, 통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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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 of the ginsenoside standards.

Table 1. The change of content ginsenoside in white ginseng and puffed red ginseng

Compound R-T(min)
WG PRG

Area(uV.min) Content(mg/g) Area(uV.min) Content(mg/g)
Rg1 24.32 5739.6 4.5 3782.5 3
Re 25.41 ND ND ND ND
Rh1(S) 37.47 674.5 0.4 957.2 0.6
Rh1(R) - 2698.1 ND 3424.2 ND
Rb1 38.27 1648.2 1.8 2685.1 3
Rb2 40.07 1022.6 1.1 324.7 0.4
Rg3(S) 54.53 912.6 0.7 395.8 0.3
Rg3(R) 55.28 ND ND 802.3 0.5
PPT 56.18 ND ND ND ND
Rk1 64.06 ND

3.9
678.5

4.9
Rg5 65.07 3532.6 4474.4
C-K 64.54 ND ND ND ND
Rh2(S) 66.48 ND ND ND ND
Rh2(R) 67.15 ND ND ND ND
PPD 77.47 16807.4 2 1680.3 0.2

PPD: protopanaxadiol, PPT: protopanaxatriol, WG: white ginseng, PRG: puffed red ginseng, ND: not detected.

석(STASTICA)은 mean±S.D로 표시하였고, ANOVA에 의

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포닌 조성 분석

Fig. 1은 HPLC로 확인한 사포닌 표준품 11종의 크로

마토그램 프로 파일이다. 인삼, 및 팽화홍삼분말 추출

물의 사포닌 조정을 HPLC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백삼에 비해 팽화홍삼에서 Rg1

과 Rb2 같은 진세노사이드들은 감소하였고, Rb1, Rg5+ 
Rk1 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 등(2009)이 보

고한 홍삼과 인삼에 팽화를 할 경우 조사포닌 함량이 증

대되고 일부 진세노사이드에서 2배 이상의 증가량을 보

인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Hyun 등(2009)의 

보고에서 인삼을 열에 의한 증숙과정과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고분자 사포닌이 저분자 사포닌(Rg3 및 Rg5)으로 

조성이 변화된다는 보고와 달리 팽화삼은 고분자인 Rg1

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저분자 사포닌인 Rg5+ 
Rk1 등이 증가되어 열이나 미생물에 의한 사포닌의 변

화와는 경향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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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WG and PRG on LPS-induced NO 
production and cell viability in RAW 246.7 cells. RAW 
264.7 cells (2 × 105 cells/mL) were treated with LPS 
(10 µg/mL) and combined with WG or PRG for 24 h. 
Nitrite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The 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compared with LPS treated group, *p≤0.05 com-
pared with the combination of LPS and WG-treated 
group. WG: white ginseng, PRG: puffed red ginseng.

2. NO 생성 억제

Nitric oxide(NO)의 생성은 면역반응에 있어 중요한 역

할하며, 과도한 NO의 생성에 의해 염증을 유발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인자이다(Yun HY 등 1996, Mu MM 등 

2001, Stokes KY 등 2001). 마우스대식세포에 LPS로 염

증을 유발시 NO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인삼과 팽화홍삼을 처리한 군에서 LPS에 의

한 NO의 생성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인삼 처리군에 비해 팽화홍삼을 처리한 군에서 NO의 

생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인삼의 진세노사이

드 중 PPD구조를 이루는 사포닌이 염증억제효과를 나타

내며, 특히 염증을 매개시키는 NO의 생성을 억제를 통

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를 통하여(Lee WM 등 2006), 
팽화가공을 통하여 인삼의 특정 진세노사이드의 증가를 

통하여 항염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홍

삼과 발효홍삼에서도 인삼에 비해 효과적인 NO의 생성

을 억제(Hyun MS 등 2009)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삼의 

사포닌의 조성변화와 항염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3. iNOS 및 COX-2 발현 억제 효과

각 시료에 의한 염증인자(NO)의 억제와 iNOS 단백질

Fig. 3. The effects of WG and PRG on iNOS and COX-2 ex-
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1 × 106 cells/mL) were treated with LPS 
(10 µg/mL) and combined with WG and PRG (50 µg/ 
mL) for 24 h. The protein levels of iNOS and COX-2 
were determined using immunoblotting method. WG: 
white ginseng, PRG: puffed red ginseng.

발현과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RAW 264.7 세포에 LPS 
(10 µg/mL)를 사용하여 iNOS의 발현을 유도한 후 팽화

홍삼과 인삼을 50 µg/mL 농도로 처리하여 iNOS 발현에 

대한 억제 정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LPS에 의해 iNOS 단백질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

으며, 인삼과 팽화홍삼 모두에서 LPS에 의한 iNOS 발
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COX-2는 arachidonic acid을 Prostaglandins(PGs)으로 전

환시키는 효소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염증자극, cytokine(IL-1), Growth factors 등의 자극에 의

하여 염증매개물질인 PGE2 생성을 통하여 통증과 발열

을 매개한다(Posadas I 등 2000; Seybold VS 등 2003). 
본 연구에서, RAW 264.7 세포에 LPS(10 µg/mL)를 사용

하여 COX-2의 발현을 유도한 후 팽화홍삼 및 인삼을 

50 µg/mL 농도로 처리하여 COX-2 발현에 대한 억제 정

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iNOS의 

발현 양상과 마찬가지로 LPS에 의한 COX-2의 발현은 

팽화홍삼을 처리한 군에서 인삼을 처리한 군보다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 이러한 경향은 홍삼과 

발효홍삼이 가공과정을 통해 유효사포닌의 증가에 의해 

염증시 발현되는 단백질인 iNOS와 COX-2의 발현을 백

삼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는 보고(Hyun MS 
등 2009)와도 일치한다.

4. NF-κB 활성 억제 효과

COX-2, iNOS 그리고 염증유도 사이토카인들의 발현

에 있어서 NF-κB가 promoter에 작용하여 중요한 조절인

자로 작용한다(Karin M 등 2000, Surh YJ 등 2001). 세
포질내의 NF-κB 는 세포막으로부터의 면역 활성화 신호

에 의해 핵 내로 이동하여 면역 활성화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를 촉진하는데 이에는 세포질내 NF-κB의 억제인

자인 IκB 단백질의 분해가 요구된다(Baeuerle PA 1998). 
따라서, 팽화홍삼과 인삼이 염증유발유전자들을 조절하

는 NF-κB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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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WG and PRG on the inhibition of NF-κB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1 × 
106 cells/mL) were treated with LPS (10 µg/mL) and 
combined with WG and PRG (50 µg/mL) for 24 h. NF- 
κB protein levels were determined using immunoblo-
tting method. IκB and p-IκB protein levels were de-
termined using immunoblotting method. WG: white gin-
seng, PRG: puffed red ginseng.

blot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NF-κB(p50 subunit)는 

LPS 처리군에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시료를 처

리한 두 군 모두에서 LPS 처리군에 비하여 NF-κB의 발

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
NF-κB 활성과 관련이 있는 IkB protein의 인산화를 

Western blot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군 모두 IkB
의 인산화를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4). Hyun 
등이(2009) 보고한 홍삼과 발효홍삼이 IκB의 인산화억제

로 인한 NF-κB의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또한 COX-2와 

iNOS를 억제하여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5. TNF-α와 IFN-γ의 생성억제 효과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사이토카인인 TNF-α와 IFN-γ
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시료와 LPS
를 RAW 264.7 세포에 각각 처리한 다음 24시간 배양 

후 LPS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 단독처리군에서의 TNF-α
는 5.8 ng/mL로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팽화홍삼 및 인

삼 처리군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TNF-α의 생성을 억제

하였다(Fig. 5(a)). 또한 IFN-γ는 LPS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 651.25 pg/mL로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인삼과 팽화

홍삼을 처리한 군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IFN-γ의 생성

을 억제하였다(Fig. 5(b)).
팽화홍삼 및 인삼 모두 TNF-α와 IFN-γ의 생성을 억제

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인삼에 비해 팽화홍삼의 cytokines
의 억제 효과가 더욱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인

삼 및 팽화홍삼 모두 염증의 주체가 되는 대식세포계열

인 RAW 264.7 세포에서 NF-κB의 전사 작용을 억제함

으로써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와 IFN-γ와 같은 pro- 
inflammatory cytokine 생성 억제 및 NO의 생성억제와

Fig. 5. The Effect of WG and PRG on LPS-induced TNF-α 
and IFN-γ in RAW 264.7 cells. Cells (2 × 105 cells/ 
mL) treated with LPS (10 µg/mL) and combined with 
WG and PRG for 24h. And then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assayed by ELISA for TNF-α and IFN-
γ kit, respectively. The velues are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compared with 
LPS treated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combi-
nation of LPS and WG-treated group. WG: white gin-
seng, PRG: puffed red ginseng.

iNOS, COX-2 유전자 발현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특
히 일반 인삼에 비하여 팽화홍삼은 같은 농도에서 더 높

은 항염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들은 본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여 보고되어진 인

삼과 홍삼, 발효홍삼의 항염효과 비교에 대한 보고(Hyun 
MS 등 200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이러한 결과는 

가공법에 의한 사포닌의 조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며, 유효사포닌의 증가로 인해 염증억제에 있어서 가

공을 하지 않은 인삼에 비해서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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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 약

인삼과 팽화홍삼은 인삼의 가공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지며, 가공처리과정중 인삼의 효능을 나타내는 사포닌 함

량의 변화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과 팽화홍삼을 

이용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세포에서 LPS
에 의한 염증에 대한 항염 효과와 그 기전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인삼과 팽화홍삼 모두 LPS
에 의한 NO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NF-α 및 INF-γ의 생성 또한 억제시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인삼과 팽화홍삼 모두 COX-2의 발현 및 LPS에 의

한 IκB의 인산화를 억제시킴으로써 NF-κB의 활성을 억

제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인삼에 비하여 팽화홍

삼의 항염 효과가 더욱 높았다. 그러므로 팽화홍삼이 인

삼에 비하여 NO의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팽화가공을 통하여 특정 진세노사이드(Rb1, Rg5+ 
Rk1)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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