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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삼 사포닌분획(SF)투여 시 TCDD(2,3,7,8-tetracholorodibenzo-ρ-dioxin)투여(TT)에 의해 감소했던 웅성 기니
피그의 체중과 간, 콩팥, 지라, 고환의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SF투여 시 TCDD투여에 의해 감소했던 
헤마토크릿 값, 적혈구 및 혈소판의 수, 아밀라아제 및 lactate dehydrogenase의 활성도, 요산, 총단백질 및 알부민의 
양은 증가했고, 증가했던 백혈구의 수,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TC), 혈당, 저밀도지단백질-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혈중 요소질소, 칼슘 및 인의 양과 creatinine kin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당, TC, 칼슘 및 알부민
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부터 SF는 TCDD에 의해 유도된 기니피
그의 급성독성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TCDD(2,3,7,8-tetracholorodibenzo-ρ-dioxin), 홍삼 사포닌분획, 체중감소, 간독성 보호. 혈액성분 

Abstract The decreased body, liver, kidney, spleen and testis weights of guinea pigs by TCDD (2,3,7,8- 
tetracholorodibenzo-ρ-dioxin) treatment (T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eating red ginseng 
saponin fraction (SF) (p>0.01). After treated with SF, the decreased hematocrits values and numbers of RBC 
and platelet, activity of amylase and lactate dehydrogenase, levels of uric acid, total protein and albumin by TT 
were increased, and the increased numbers of WBC, levels of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TC),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 calcium and phosphorus, activities of creatinine kin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alkaline phosphatase were decreased after treated with SF. And 
they all had 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1) except for RBC, WBC, platelet, blood glucose, TC, calcium and 
albumin. From these results, we knew that SF mollified the acute toxicity induced by TCDD in guinea pigs.

Key Words :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 Saponin fraction, Liver toxicity protection, Bloo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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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인들에게 다이옥신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한 톨만 한 크기의 다이옥신이 1년간 

100만 명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허용 용량에 해당할 

만큼 강한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PCDD (polychlorinated dibenzo-p- 

dioxins)라는 다이옥신류, PCDF (polychlorinated dibenzo- 

furans)라는 퓨란류, PCD (polychlorinated biphenyl) 등을 

함유하는 화학물질 그룹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 에서도 

인공 합성물질인 TCDD (2,3,7,8-Tetracholorodibenzo-ρ

-dioxin)는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1]. 

한 TCDD는 고엽제나 일명 agent orange라고 불리는 

제 제 (2,4- or 2,4,5-dichlorophenoxyacetic acid)를 유

기합성하는 과정에서 극미량으로 생성되는 불순물인데 

이물질은 동물과 식물의 내분비계통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으로서 쓰 기 소각장, 자동차 매연, 펄  제지공

장 등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 

물질은 자연계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먹이사

슬을 통하여 순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체내 반감

기가 7-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반복 노출될 경

우 인체에 축 되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3].

220명의 남성을 상으로 TCDD의 향을 조사한 결

과, 유아기에 노출될 경우 정자의 농도와 운동능력이 

하게 감소하 으며 구 인 estradiol 감소와 FSH 감

소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와 같이 TCDD

는 생식독성 이외에도 간 독성, 암, 당뇨, 고지 증, 체

감소, 성장억제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장기에서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한편, 로부터 여러 가지의 주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

다고 알려진 고려인삼은 체내의 독을 제거하고, 종기를 

식히는 제독능력  생체 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한 홍삼과 고려인삼은 

항암작용[6], 항산화작용[7], 간 보호, 당뇨  고지 증 

방, 면역기능 증진 등과 같은 약리효능이 있으며

[8,9,10,11], 최근 연구논문에 의하면 조 작용, 신경  

배아 기세포의 증식 진  특정 세포로의 분화를 

진시키는 것으로 보고[11]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Hwang 등[12]과 Kim 등

[13,14]은 이미 TCDD로 독성을 유발한 기니피그(guinea 

pig)  흰쥐(rat)에 한 고려인삼 추출물  사포닌성분

의 방효과를 보고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

삼을 제조하는 과정 에서 버려지게 되는 홍삼 유출액

의 경제 , 약리 으로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 지를 알아

보기 하여 홍삼 유출액에서 분리한 사포닌을 TCDD에 

의해 유도된 성독성 기니피그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동물 및 사육 

정제 사포닌의 다이옥신-유도 독성 방어효과를 비교

하기 하여 홍삼 물추출물, 사포닌분획, 비사포닌 분획

별 다이옥신 유도 독성 방어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하여 

사용한 실험동물은 수컷 기니피그 (Hartley strain; 

200±20 g, 6 주령)로서 한국 셈타코 (경기도 오산)로부터 

구입하 다. 구입 후 새로운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7일

간 계류과정을 거친 후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

의 사육은 온도 23±1℃, 습도 40-60%, 12시간의 명암 주

기 조건으로 하 다. 사료는 퓨리나 (주)의 토끼용 고형사

료에 비타민 C 신 배추를 오 , 오후 2회에 걸쳐 4주간 

매일 충분히 공 하 으며, 식수는 제한 없이 공 하 다.

정상 조군 (normal control; NC), 다이옥신 단독투여

군 (TCDD-treated; TT), 홍삼 물추출물 분획 투여군인 

SF-20군 (사포닌 20 ㎎/㎏)과 SF-40군 (사포닌 40 ㎎/

㎏)으로 모두 4군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동물실험은 KT&G 앙연구원의 동물실험윤리 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의 승인 하에 동 센터의 표 작업순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  1989년 미국독성학회 

(Society of Toxicology, SOT)에서 채택한 “Guide 

Principles in the Use of Animals in Toxicology”에 따라 

수행되었다. 

2.2 홍삼사포닌 분획의 조제

홍삼 물추출물을 Diaion HP-20 칼럼으로 통과 시킨 

후 칼럼에 흡착된 사포닌을 100% 메탄올로 용출한 사포

닌 분획을 실험에 사용하 다[15]. 

2.3 TCDD 조제 및 사포닌 분회의 투여

TCDD (2 mg)는 미량의 DMSO (50 μl)와 소량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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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톤 (450 μl)에 녹인 다음 옥수수기름 (4.5 ml)으로 희석

한 것을 stock solution (400 μg/ml)으로 하 으며, 

working solution은 TCDD의 최종농도가 기니피그에 있

어서 1.0 μg/ml이 되도록 옥수수기름으로 희석하 다. 

TCDD는 물에 녹지 않으므로 소량의 아세톤과 미량의 

DMSO를 사용하여 녹인 다음 옥수수기름을 첨가하여 각

각 1 : 9의 비율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한 

Kim 등[13]의 방법에 하여 실험동물에 사포닌분획  

TCDD를 투여하 다. 정상 조군에는 TCDD의 운반체

(미량의 DMSO와 소량의 아세톤을 함유한 두유)를, 

TCDD 단독투여군 (TT군)에 해서는 TCDD (1.0 ㎍

/kg, single dose, i.p.)와 생리식염수를 복강으로 주사하

다. 한편, 홍삼 조사포닌 분획(SF) 20  40 mg/kg 투

여군 (SF-20  SF-40)은 TCDD 투여 1주일 부터 3주

간 총 4주 동안 사포닌분획을 각각 20 mg/kg  40 

mg/kg의 용량으로 복강 주사하 으며, 주사액의 부피는 

1 ㎖로 하 다.

2.4 체중변화 및 장기무게 측정

실험군의 체 은 1주일 간격으로 총 4주 동안 오후 2

시경에 측정하 으며, 결과는 평균±표 편차 값으로 표

시하 다. 장기의 무게를 측정하기 하여 실험동물을 

부검하여 각각의 장기를 분리한 후 식염수로 충분히 

액을 제거하 다. 그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장기의 무게 

(wet bas, e%)를 측정하 다.

2.5 혈액의 성분 및 생화학지수의 측정

액의 생화학지수를 측정하기 해 항응고제인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가 처리된 bottle

에 액을 분주한 다음 액응고 는 용 상이 일어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혼합하 다. 그 후 액 성분은 자

동분석기 Sysmax SE-9000 (Sysmex NE-8000, TOA, 

medical,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이때 측정방

법은 electrical impedance 방법으로 측정하 다. 한 

액의 생화학지수는 자동분석기 Hitachi-747 (Hitachi 

medical.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상기한 두 가지

의 실험은 한진단검사의학회 표 작업 지침서에 하

여 시행하 다.

2.6 통계학적 분석

동물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Pharmacology 

program의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이

용하여 정상 조군과 실험군에서의 group test를 실시한 

후, TT-단독 투여군과 SF 투여군 사이의 통계  유의성

을 각각 분석하여 p값이 0.05 는 0.01 이하일 때 유의성

이 있다고 단하 다. 한 처리군 사이의 차이  명확

하게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test)

을 실시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체중에 미치는 영향

TCDD 투여군(TT군)의 경우 TCDD 투여 후 3일째부

터 체 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일주일 후부터는 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4주째인 28일에는 정상군 체 의 

58%정도에 불과하 다. 반면 사포닌 처리군(SF군)의 경

우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T과 비교

할 때 TCDD 투여 후 일주일째부터 증가되기 시작하

으며 3주째부터는 체 의 증가폭이 히 개선되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체 감소 억제 효과는 사포닌의 용량과 

비례하 으며 그  40 mg/kg의 투여가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러한 결과는 홍삼 조사포닌

이 TCDD 독성에 의한 흰쥐의 체 감소를 사포닌의 용

량 의존 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동물의 종에 따라 TCDD에 한 감수성 차이가 있지

만 일반 으로 TCDD에 노출된 동물의 체 감소의 원인

은 포도당 운반 하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LPL 

(lipoprotein lipase)의 활성 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 특히 LPL의 활성 하는 protein kinase C, 

tyrosine kinase 등과 같은 각종 protein kinase 활성의 증

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16]되어 있다. 

체 감소는 TCDD 투여 시 외형 으로 가장 하

게 나타나는 상으로 실험동물에 1회 극미량 (1.0 ㎍

/kg,b.w)을 주사하여도 성장기 동물의 체 이 거의 증가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 은 오

히려 감소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고[17]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TCDD 단독투여군의 체 은 사육기간이 증가할수록 

히 감소하 다. 

반면 홍삼은 지방분해를 억제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체 감소를 억제하고[18]홍삼 물추출물은 TCDD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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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감소를 억제[12,19]하며 홍삼 물추출물 에서 체

감소를 억제하는 활성성분이 사포닌이라고 보고[14]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결과와 동

일하게 홍삼 유출액에서 분리한 사포닌이 TCDD에 의한 

체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홍삼 유

출액에서 분리된 사포닌이 홍삼 추출물에서 분리한 사포

닌과 사포닌 패턴  함량 면에서 거의 동일하 다는 연

구[15] 결과를 고려해 볼 때 TCDD 독성에 의한 체 감

소 억제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활성성분은 홍삼의 사포

닌 성분인 것으로 단된다. 

[Fig. 1] Dose-dependent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body weight changes in 
TCDD-exposed male guinea pigs. 
Guinea pigs of normal control (NC) group 
were received vehicle (corn oil and trace 
amount of DMSO and acetone) and saline, 
and TCDD-single-treated (TT) group 
received TCDD (0.5 ㎍/㎏ b.w.) and saline. 
Saponin fraction (SF) were administered 
during 1 week before TCDD-exposure, for 4 
weeks, respectively, at the daily dose of 20 
㎎/㎏ (SF-20) and 40 ㎎/㎏ (SF-40). On the 
other hand, SF and vehicle were given to 
animals of SF group as the same manner as 
in TT groups. Data were obtained from 10 
animals in each group.

3.2 장기 무게에 미치는 영향 

NC군, TT군  SF군(SF-20  SF-40)이 장기의 무

게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고환, 간, 콩팥, 지라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 (p<0.05∼0.01)가 있었다. 한 처리군 사이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1).

간 무게의 경우 NC(a)와 TT(b) 사이에 그룹 간 차이

가 있었으며 TCDD 투여 시 NC군 비 82.7% 수 으로 

무게가 감소하 다. 그러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

군 비 약 103.3%와 111.2% 수 으로 증가하여 유의성

(p<0.05)이 있었으며 NC군 비 약 85.5%와 92.0% 수

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홍삼 추출물

이 TCDD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간의 무게가 다소 감소

하 다는 보고[20]와는 차이가 있었다.

콩팥 무게의 경우 NC(a)와 TT(b), SF-20(c)과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으며 TCDD 투여 

시 NC군 비 91.76%, SF-20 투여 시 TT군 비 약 

91.7% 수 으로 더 감소하 다. 그러나 SF-40 투여 시 

TT군 비 약 113.2% 증가하여 통계  유의성(p<0.01)

이 있었으며 NC군 비 100.2%의 수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SF 투여군과 TCDD 투여군 사

이에는 콩팥의 무게 차가 없었다는 보고[19]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라의 경우 NC(a)와 TT(b), NC(a)와 SF-20(c), 

NC(a)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으며 

TCDD 투여 시 지라의 무게는 NC군 비 약 52% 수

으로 감소하 다. 그러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약 110.5%와 121.0% 수 으로 증가하여 유의

성이(p<0.01)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SF 투여

군이 TCDD 투여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지라의 무게가 

증가하 다는 보고[19]와 일치한다. 

<Table 1> The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organ weights of male guinea pigs 
exposed to TCDD

Organ Group N Mean SD F p post-hoc

Testis

NC(a) 10 2.282 .413

4.659 .007 b-d
TT(b) 10 1.924 .115

SF-20(c) 10 2.228 .325

SF-40(d) 10 2.384 .218

Liver

NC(a) 10 15.378 2.386

4.233 .012 a-b
TT(b) 10 12.727 1.374

SF-20(c) 10 13.144 1.606

SF-40(d) 10 14.148 1.734

Kidney

NC(a) 10 2.770 .291

7.447 .001
a-c

c-d

TT(b) 10 2.452 .443

SF-20(c) 10 2.249 .154

SF-40(d) 10 2.776 .229

Spleen

NC(a) 10 .806 .112

40.758 .000

a-b

a-c

a-d

TT(b) 10 .419 .084

SF-20(c) 10 .463 .078

SF-40(d) 10 .507 .065

Data were obtained from 10 animals for each group and 

expressed in mean±S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Notes on group designation are the 

same as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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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무게의 경우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으며 TT 투여 시 NC군 비 약 84.3% 수

으로 감소하 다. 그러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약 115.8%와 123.9% 수 으로 증가하여 유의성

(p<0.01)이 있었으며, NC군 비 97.6%와 104.5%의 수

으로 각각 증가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TCDD가 생식기에 가장 큰 

향을 미쳐 고환의 무게를 크게 감소시켰는데 이때 고

려홍삼 물추출물에서 분리된 조사포닌을 투여할 경우 

TCDD에 의해 감소된 고환의 무게를 회복시켰다는 보고

[13]와 일치한다. 홍삼에서 분리된 조사포닌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TCDD와 같은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생식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의 한가지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3 혈액의 생화학지표에 미치는 영향

정상 조군 (NC), TCDD 단독 투여군 (TT)과 SF 투

여군 (SF-20  SF-40)이 액의 생화학지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 WBC 수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04.2% 증가하 으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93.5%, 89.6%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96.9%, 92.9% 수 으로 회복되었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The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blood biochemical indexes of male 
guinea pigs exposed to TCDD

Index Group N Mean SD F p post-hoc

WBC 
(10³/㎕)

NC(a) 10 12.69 4.82

.135 .939
TT(b) 10 13.44 5.93

SF-20(c) 10 12.56 4.48

SF-40(d) 10 12.04 4.56

RBC

(106/㎕)

NC(a) 10 5.64 .57

.872 .465
TT(b) 10 5.41 .66

SF-20(c) 10 5.54 .59

SF-40(d) 10 5.89 .88

HCT 
(%)

NC(a) 10 45.21 .98

16.181 .000

a-b

b-c

b-d

TT(b) 10 42.42 .85

SF-20(c) 10 45.48 2.41

SF-40(d) 10 46.87 1.04

PLT 
(10³/㎕)

NC 10 673 136

1.564 .215
TT 10 588 108

SF-20 10 676 182

SF-40 10 737 183

Data were obtained from 10 animals for each group and 

expressed in mean±S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Abbreviation: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Hct; hematocrit, PLT; platelet.

RBC 수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99.3% 감

소하 으며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102.4%, 108.9% 수 으로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

(p<0.01)이 없었으며 NC군 비 각각 98.2%, 104.4% 수

으로 회복되었다. 헤마토크릿(Hct) 값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93.8% 감소하 으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107.2%, 110.5% 수 으로 증가

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으며, NC군 비 

100.6%, 103.7% 수 으로 회복되었다. 소  수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87.4% 감소하 으며 SF-20

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114.9%, 125.3% 수

으로 증가하 고 NC군 비 각각 100.4%, 109.5% 수

으로 회복되었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한 처리

군 사이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해 Scheffe

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Hct 값의 경우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Table 2).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TCDD가 조 장기에 향

을 미쳐 소   백 구의 생성장애를 일으켰다는 보

고[12,14, 21]와 홍삼 물추출물을 투여할 경우 TCDD에 

의해 감소되었던 소 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12]와 일치한다. 특히 TCDD에 의해 감소했던 소

의 수는 사포닌을 투여할 경우 용량 의존 으로 

하게 회복되는 특징을 보 다. 

3.4 당질과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고콜 스테롤 증은 힘 의 지방축 , 피부, 간 비 , 

췌장염  심장 발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 상을 나

타내는데 고콜 스테롤 증이 유발된 마우스에 홍삼 물

추출물을 투여할 경우 간의 지질 사  간 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22]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C군, TT군  SF 투여군 (SF-20  SF-40)이 당질과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처리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각각 실시하 다 (Table 3), 

당질 사와 계있는 당의 경우 TCDD 투여 시 정

상군 (NC) 비 110.8% 증가하고 SF-20과 SF-40 투여 

시 조군 (TT) 비 각각 92.7%, 90.9% 수 으로 감소

하 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그리고 아 라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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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232.2% 증가하 으나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42.9%, 46.2%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99.6%, 100.2% 수 으

로 회복되어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홍삼 사포닌이 TCDD에 의해 증가된 당을 감소

시켰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한 TCDD에 의해 

증가하 던 아 라아제 활성이 홍삼 사포닌에 의해 유의

하게 감소한 본 연구의 결과는 TT 투여로 감소된 당

과 청 아 라아제 활성이 SF-40 투여 시 유의하게 증

기하 다는 보고[23]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질 사와 계있는 성지질 (TG)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92.7% 증가하고 SF-20과 SF-40 투

여 시 TT군 비 각각 65.82%, 60.8%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126.8%, 117.1% 수 으로 회복되어 통

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NC(a)와 TT(b), NC(a)와 SF-20(c),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총콜

스테롤 (TC)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10.5% 증가하고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

각 88.1%, 90.5%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90.4%, 

100.0% 수 으로 회복되었으나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 

LDL-콜 스테롤 (LDL-C)의 경우 TT 투여 시 NC군 

비 110.3% 증가하고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86.0%, 88.4%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94.9%, 97.4% 수 으로 회복되어 통계  유의성이 있었

다(p<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TT(b)와 SF-20(c), TT(b)와 

SF-40(d)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HDL-콜 스테

롤 (HDL-C)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19.0% 

증가하고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71.2%, 79.2% 수 으로 감소하 고 NC군 비 84.8%, 

94.3% 수 으로 회복되어 통계  유의성이 있었다

(p<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NC(a)와 TT(b), NC(a)

와 SF-20(c), TT(b)와 SF-20(c), TT(b)와 SF-40(d)사

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TCDD 투여 시 TG나 TC 함량의 증가[21]하고, LDL 

 HDL 수 이 감소[24]하여 고지 증이 발생하는데 이

러한 상은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한 가지 

특징이라는 보고[25]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TT 투

여 시 성지질 (192.7%)과 총콜 스테롤 (110.5%)이 증

가를 찰할 수 있었다.

<Table 3> The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lipid 
and glucose metabolism related 
indices of male guinea pigs exposed 
to TCDD

Index Group N Mean SD F p post-hoc

TG 

(mg/dl)

NC(a) 10 41 6

80.188 .000

a-b

a-c

b-c

b-d

TT(b) 10 79 9

SF-20(c) 10 52 4

SF-40(d) 10 48 2

TC 

(mg/dl)

NC(a) 10 38 5

2.614 .066
TT(b) 10 42 4

SF-20(c) 10 37 2

SF-40(d) 10 38 6

LDL-C 

(mg/dl)

NC(a) 10 39 5

4.388 .010
b-c

b-d

TT(b) 10 43 4

SF-20(c) 10 37 2

SF-40(d) 10 38 4

HDL-C 

(mg/dl)

NC(a) 10 2.10 .21

15.830 .000

a-b

a-c

b-c

b-d

TT(b) 10 2.50 .18

SF-20(c) 10 1.78 .14

SF-40(d) 10 1.98 .37

Glucose 

(mg/dl)

NC(a) 10 148 14

2.706 .060
TT(b) 10 164 11

SF-20(c) 10 152 17

SF-40(d) 10 149 12

Amylase 

(IU/L)

NC(a) 10 3024 269

435.078 .000

a-b

b-c

b-d

TT(b) 10 7021 328

SF-20(c) 10 3014 330

SF-40(d) 10 3246 257

Data were obtained from 10 animals for each group and 

expressed in mean±S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Notes on group designation are the 

same as in Table 2. Abbreviations: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한편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은 간장 내 콜 스테롤의 

사를 항진시키고 한 콜 스테롤 운반체에 있는 수용

체 (LDL-cholesterol receptor)를 활성화 시키며[26] 액 

속의 지단백질 가수분해효소 (LPL)의 활성을 증가시키

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한 인삼의 사

포닌 성분이 액 속의 콜 스테롤 수치을 낮추어 다

는 보고[18, 27]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TCDD 투여

로 증가했던 LDL-C는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86.0%와 88.4% 수 으로 양이 감소하 고 

HDL-C는 각각 71.2%, 79.2% 수 으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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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콩팥과 심장기능 관련 생화학지표에 미치

는 영향

노폐물의 배설과 액의 해질  산도 조 에 있어

서 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 콩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독성 물질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동

물에 따라 다르다[12]. 재까지 콩팥 독성의 발생 기

은 명확하게 밝 져 있지는 않지만 노폐물의 여과 는 

일시  장 과정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그 독성 물질 에서 TCDD는 지방조직

에 잘 침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조직으로 둘

러싸인 콩팥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1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NC군, TT군  SF 투여군 (SF-20  SF-40)

이 콩팥과에 심장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처리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각각 실시하 다 (Table 4). 

콩팥의 기능과 련된 생화학지표인 크 아티닌 

(CRE)의 경우 TT 투여 시 정상군 (NC) 비 128.6% 증

가하 으나 SF-20과 SF-40 투여 시 조군 (TT) 비 

각각 77.8%, 100.0%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0.0%, 

128.6%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NC(a)

와 SF-40(d), TT(b)와 SF-20(c), SF-20(c)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요소질소 (BUN)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32.1% 증가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89.2%, 78.4%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

것은 NC군 비 각각 117.6%, 103.6%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NC(a)와 SF-20(c), TT(b)와 

SF-20(c), TT(b)와 SF-40(d), SF-20(c)와 SF-40(d) 사

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요산 (UA)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72.2% 감소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138.5%, 146.2% 수 으

로 증가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0%, 105.6%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무기질 에서 칼슘은 유의성이 없었지만 인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07.2% 증가하 던 것

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93.3%, 

94.4%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p<0.01)이 있었

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0%, 105.6% 수 으로 회복

된 것이며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TCDD의 향으로 증가했던 콩팥과 련된 

생화학지표 에서  요소질소(BUN)을 제외한 CRE, 

UA 지표가 사포닌 (SF-20, SF-40) 투여 시 감소하여 콩

팥의 기능을 개선 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인삼이 콩팥기

능 련된 생화학  지수의 악화를 개선시켜 콩팥의 류

량을 증가시켰다는 보고[28]와 홍삼 조사포닌이 TCDD에 

의해 BUN을 제외한 CRE, UA 지표의 감소를 개선시켜 

TCDD에 의해 발생했던 신장독성을 경감시켰다는 보고

[14]와는 일치하 으나 TCDD에 의해 감소했던  무

기질인 칼슘과 인의 함량이 감소하 으나 조사포닌 투여

시 증가하 다는 보고[23]와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4> The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cardiac and renal function related 
indexes of male guinea pigs exposed 
to TCDD

Index Group N Mean SD F p post-hoc

LDH (IU/L)

NC(a) 10 1025 151

73.74

8
.000

a-b

a-d

b-c

b-d

TT(b) 10 354 104

SF-20(c) 10 1115 188

SF-40(d) 10 1247 131

CK (IU/L)

NC(a) 10 605 98

27.07

4
.000

a-b

b-c

b-d

TT(b) 10 835 73

SF-20(c) 10 547 67

SF-40(d) 10 589 74

CRE (mg/dl)

NC(a) 10 0.7 0.1

10.78

1
.000

a-b

a-d

b-c

c-d

TT(b) 10 0.9 0.2

SF-20(c) 10 0.7 0.2

SF-40(d) 10 0.9 .1

BUN (mg/dl)

NC(a) 10 28 2.0

65.14

5
.000

a-b

a-c

b-c  b-d

c-d

TT(b) 10 37 1.6

SF-20(c) 10 33 1.7

SF-40(d) 10 29 1.5

UA (mg/dl)

NC(a) 10 1.8 0.2

15.91

4
.000

a-b

b-c

b-d

TT(b) 10 1.3 0.1

SF-20(c) 10 1.8 0.3

SF-40(d) 10 1.9 0.2

Ca²⁺(mg/dl)
NC(a) 10 11.2 0.4

2.132 .113
TT(b) 10 11.5 0.2

SF-20(c) 10 11.2 0.2

SF-40(d) 10 11.4 0.3

P⁵⁺(mg/dl)
NC(a) 10 8.3 0.3

7.623 .000

a-b

b-c

b-d

TT(b) 10 8.9 0.5

SF-20(c) 10 8.3 0.3

SF-40(d) 10 8.4 0.1

Data were obtained from 10 animals for each group and 
expressed in mean±S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Notes on group designation are the 
same as in Fig 1. Abbreviation: LDH: lactate dehydrogenase, CK: 
creatinine kinase, CRE: creatinine, BUN: blood urea nitrogen, 
UA: uric acid, P: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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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장과 련된 생화학지표인 creatinine kinase 

(CK) 활성도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38.0% 

증가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

각 66.5%, 70.5%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90.4%, 

97.4%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TT(b)

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LDH (lactate dehydrogenase) 활성의 경우 TT 

투여 시 NC군 비 34.5%로 감소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314.9%, 352.3% 수 으

로 증가하여 통계  유의성(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8.8%, 121.7% 수 으로 회

복된 것이며 NC(a)와 TT(b), NC(a)와 SF-40(d), TT(b)

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TCDD에 의해 증가하

던 CK 활성은 SF투여 시 유의하게 감소하 고 TCDD

에 의해 감소했던 LDH 활성은 SF 투여 시 TT군 비 

3배 이상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흰쥐에서 TCDD에 

의해 감소했던 CK 활성이 조사포닌 투여로 증가하지 못

했다는 보고[23]와는 차이가 있으며 TCDD에 의해 감소

했던 LDH 활성이 조사포닌 40 mg/kg 투여 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는 보고[23]와 일치하 다.

3.6 간 기능 관련 생화학지표에 미치는 영향

고려인삼의 물추출물과 사포닌 성분은 각종 간독성 

물질로 유도되는 간의 기능   조직병리학  병변을 

히 개선시키고, TCDD, CCl₄, galactosamine 등과 

같은 독성물질에 의한 간세포의 독성을 방어하는 등 간 

상해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NC군, TT군  SF 투여군 (SF-20  

SF-40)이 간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일

원분산분석과 처리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각각 실시하 다(Table 5). 간의 

기능과 련된 생화학지표인 총단백질 (TP)의 경우 

TCDD투여 시 정상군 (NC) 비 93.4% 감소하 으나 

SF-20과 SF-40투여 시 조군 (TT) 비 각각 107.0%, 

110.5% 수 으로 증가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

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0.0%, 103.3%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TCDD 투여군과 SF 투여군 사이에 차

이가 없었다는 보고[19]와는 차이가 있었다.

알부민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94.1%로 감

소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106.3%, 103.1% 수 으로 증가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

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의 경우 TCDD 

투여 시 NC군 비 171.8% 증가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67.2%, 71.4%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

군 비 각각 115.5%, 122.7%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TT(b)와 SF-20(c), TT(b)와 SF-40(d)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홍삼 추출물군이 TCDD투여에 의해 증가하 던 AST 활

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보고[19]와 일치하엿다.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경우 TT 투여 시 

NC군 비 155.6% 증가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73.8%, 77.4% 수 으로 감소하여 통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14.8%, 120.4%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TT(b)와 SF-20(c)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홍삼추출물 투여군과 TCDD 투여군 사

이에 유의성이 없었다는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19].

<Table 5> The effect of saponin fraction on liver 
function related indexes of male rats 
exposed to TCDD

Index Group N Mean SD F p post-hoc

TP(g/dl)

NC(a) 10 6.1 .1

10.075 .000

a-b

b-c

b-d

TT(b) 10 5.7 .5

SF-20(c) 10 6.1 .2

SF-40(d) 10 6.3 .1

Albumin 

(g/dl))

NC(a) 10 3.4 .2

1.104 .360
TT(b) 10 3.2 .1

SF-20(c) 10 3.4 .3

SF-40(d) 10 3.3 .3

AST 

(IU/L)

NC(a) 10 110 22

12.213 .000

a-b

b-c

b-d

TT(b) 10 189 32

SF-20(c) 10 127 22

SF-40(d) 10 135 42

ALT 

(IU/L)

NC(a) 10 54 10

6.439 .001
a-b

b-c

TT(b) 10 84 19

SF-20(c) 10 62 15

SF-40(d) 10 65 17

ALP 

(IU/L)

NC(a) 10 257 22

4.260 .011 a-b
TT(b) 10 289 22

SF-20(c) 10 266 14

SF-40(d) 10 262 25

Data were obtained from 15 animals for each group and 
expressed in mean±S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Notes on group designation are the 
same as in Table 2. Abbreviation: TP; Total protein, Alb; 
album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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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ne phosphatase (ALP)의 경우 TT 투여 시 NC

군 비 112.5% 증가하 던 것이 SF-20과 SF-40 투여 

시 TT군 비 각각 92.0%, 90.7% 수 으로 감소하여 통

계  유의성 (p<0.01)이 있었다. 이것은 NC군 비 각각 

103.5%, 101.9% 수 으로 회복된 것이며 NC(a)와 TT(b) 

사이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TCDD에 의해 감소했던 TP가 홍삼 사포닌(SF-20, 

SF-40) 투여시 증가하 으며, TCDD에 의해 감소했던 

AST, ALT, ALP 활성이 홍삼 사포닌 투여 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홍삼 사포닌은 TCDD에 의해 증가했

던 AST 활성을 가장 크게 억제하 다. 이러한 결과는 흰

쥐에서 AST 활성이 TCDD투여 시 정상군 비 TT군이 

364.1% 증가하 으나 홍삼 조사포닌 투여 시 활성이 크

게 억제되었으며 홍삼 물추출물이 TCDD에 의해 손상된 

간기능 활성을 회복시킨다고 보고와 일치하 다[12].

4. 결 론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로 유도

된 성독성 웅성 기니피그에 한 홍삼 사포닌 분획의 

방어효과를 조사하 다. 40 마리의 웅성 기니피그를 4 군

으로 나 어 정상군 (NC)에는 TCDD의 운반체를, 

TCDD 단독투여군 (TT)에는 TCDD (1.0 ㎍/ml)와 생리

식염수를 1회 복강주사 하 다. 사포닌 분획(SF) 투여군 

(SF-20, SF-40)에는 각각 20  40 mg/kg,b.w./day의 용

량의 사포닌 분획을 TCDD 투여 1주일 부터 총 4주간 

복강 주사하 다. 분석 자료는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의 사후검증 방식으로 통계처리를 하 다. 

1. 체 은 TCDD 투여군 (TT)은 1주째부터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SF 투여군은 TT군에 비해 완만하기

는 하지만 유의하게 증가 (p>0.01)하여 체 감소 

억제 효과가 찰되었다.

2. 간, 콩팥, 지라, 고환의 무게의 경우 TCDD 투여 시 

의해 감소하 으나 SF 투여 시 유의하게 증가 

(p>0.01)하여 장기의 기능장애 보호 작용이 확인되

었다.

3. 액 련 생화학지표 에서 TCDD 투여 시 헤마

토크릿(Hct) 값과 구  소 의 수는 감소하

으며 백 구의 수는 증가하 고 SF 투여 시 증가

했던 WBC의 수는 감소하 고 구  소 의 

수와 Hct값은 증가하 다. 그러나 Hct만 유의성 

(p>0.01)이 찰되었다.

4. 당질  지질 사 련 생화학지표 에서 TCDD 

투여 시 아 라아제는 감소하 고 성지질 (TG), 

총콜 스테롤 (TC), LDL-콜 스테롤 (LDL-C)  

HDL-콜 스테롤 (HDL-C)의 양은 증가하 으며 

SF 투여 시 아 라아제는 증가, TG, TC, LDL-C 

 LDH-C는 감소하 다. 그러나 아 라아제, TG, 

LDL-C  HDL-C만 유의성(p>0.01)이 있었다. 

5. 콩팥  심장 련 생화학지표 에서 TCDD 투여 

시 크 아티닌 (CRE),  요소질소 (BUN)  

creatinine kinase (CK)는 증가하 고 요산 (UA)와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양은 감소하 다. 

그러나 SF투여 시 CRE, BUN  CK는 감소하고 

CK  UA의 양은 증가하 으며 통계  유의성

(p>0.01)이 확인되었다.

6. 간 기능 련 생화학지표 에서 TCDD 투여에 의

해 총단백질 (TP)의 양은 감소하고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의 활성은 증

가하 다. 그러나 SF 투여 시 TP는 증가하고 AST, 

ALT  ALP의 활성은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 (p>0.01)이 있었다. 따라서 사포닌 분획이 

간 손상 보호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홍삼의 사포닌 분획은 임상화학지

수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TCDD 독성에 의한 체 감

소, 장기의 기능 하  간 손상을 하게 방어하는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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