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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종양 미세환경 (Tumor microenvironment, TME)

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함

께 공존하는 복잡한 세포 생태계로 구성되어있다(1,2). 

TME에서는 암세포와 여러 세포들간에 직접적인 접촉 

혹은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등을 통한 신호전달과정

에 의해 암세포 성장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종양

이 악성 종양으로 변환되는 특성을 보인다(1-4). 종양 

관련 대식세포 (Tumor-associated macrophages, 

TAMs)는 TME에서 쉽게 관찰되는 면역 세포들 중 한 

종류이며,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종양의 형성과 성

장을 돕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9). 

특히 TAMs는 혈관 신생성, 암세포 침윤, 이동능 및 혈

관 내 침윤 등 종양의 진행에 관련된 중요 과정들에 관

여할 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에서 암 세포의 혈관 외 탈

출 및 성장 촉진에도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5-7).

대식세포는 M1 과 M2로 분극화 (Polarization) 될 

수 있는데, M1 대식세포는 염증발생 과정에서 아직 악

성 종양이 되지 않은 변종 세포들을 죽임으로써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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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umor progression various immunosuppressive cells are recruited to a tumor microenvironment 
(TME). Tumor-associated macrophages (TAMs) are particularly abundant in TME. Based on their function, 
macrophages are categorized into two phenotypes: tumoricidal M1 and tumor-supportive M2. Generally, TAMs 
closely resemble M2-macrophages and lead to tumor growth. However, their phenotype can be changed by 
immune activator from M2 to M1 and thus promote tumor immunotherapy. Ginseng extracts are well known 
for its anti-tumor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from numerous reported studies. However, the mechanism 
of their effects is still not clear. Recently, some studies suggested that ginseng extracts induced immune 
activation as well as anti-tumor activities by a repolarization of activated macrophage from M2 phenotype to M1 
phenotype. But, further verification about the mechanism as to how ginseng extracts can stimulate the immune 
response is still need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ginseng extracts can alter the phenotype from 
M2 macrophages to M1 macrophages in mice by using a radiolabeled liposome. And we also evaluated the 
potential of radiolabeled liposome as a nuclear imaging agent to monitor the transition of phenotype of TAMs. 
In conclusion, the ginseng extracts seem to change the phenotype of macrophages from M2 to M1 like as 
lipopolysaccharide (LPS)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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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고 M2 대식세포는 종양의 형성 

및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5-8). 대식세포는 재분극

화 (Repolarization)를 통해 표현형 전환이 가능하고, 

TAMs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M2 대식세포를 M1 

대식세포로 재분극화할 수 있는 화합물, 성장인자, 전

사인자, 리간드, 효소 등에 대한 스크리닝 연구와 함께 

M1 대식세포 재분극화 유발물질을 TAMs에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16). 

기존에 이미 널리 약물전달체로 활용되는 리포좀과 

같은 나노입자들을 M1 대식세포 재분극화 유발물질을 

TAMs에 전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나, 나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M1 대식세포에 더 높게 축적되는 특성을 

나타낸다(17). 나노입자를 M1 대식세포가 아닌 M2 대

식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고자 mannose, M2pep, 

anti-MMR nanobody 등 M2 대식세포에 대한 특정

한 타겟팅 리간드를 나노입자 표면에 결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10,12,18,19). 이처럼 종양의 암세포뿐

만 아니라 종양 주변 면역세포 TAMs를 종양의 치료의 

표적으로 여기며 TME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새로

운 면역 치료법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

(18-20).

인삼은 항암활성, 면역증진 등의 효능을 보이며 현

재 면역조절 기능성 식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삼에는 주요 약효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이외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다당류, 알칼로이드, 지방산, 페놀

화합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한다

(21,22).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약리 효능을 띄는 인삼

추출물의 주요한 성분들을 검증해오고 있으나 아직 각 

성분들에 대한 효능 및 정확한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1-24).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에서 

인삼추출물이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M2에서 M1으로 효

과적으로 재분극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고(25,26), 

TAMs에서 M1 대식세포의 비중을 증가하여 궁극적으

로 종양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제시

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27,28). 따라서 새롭게 제

시된 인삼추출물의 종양 성장 저해에 관한 작용기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방사성추적자 

(Radiotracer)가 표지된 리포좀 (Liposome)을 사

용하여 마우스 대장암 모델에서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영상 기법으로 리포좀의 장기들

에 대한 축적 정도를 영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활용한 방사성추적자가 표지된 리포좀이 종양에 대하

여 높게 축적되며 오랜 시간 잔류하는 특성을 확인하

였다(29).

지난 연구에서 사용한 마우스 대장암 모델은 고형암

으로 TME에 TAMs가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지녔기

에 TAMs 연구에서 종양 모델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14,23,30), 방사성추적자가 표지된 리포좀 역시 종양

에서 과발현되는 특정한 수용체에 대한 타겟팅 리간드

가 결합되지 않았으며 순전히 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EPR) 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헐겁

게 형성된 신생혈관을 빠져나가 종양조직으로 전달

되어 TAMs에 축적되어 잔류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29,31). 

따라서 방사성추적자가 표지된 리포좀을 종양의 

TAMs의 분포 수준을 영상화하는 방사성 진단 조영제

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번 연구에서는 

종양모델을 이용한 연구에 앞서 먼저 정상 마우스를 활

용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방사성추적자가 표지된 리포

좀이 마우스 체내 M1 대식세포에 높게 축적되는 특성

을 활용하여 인삼추출물이 M2 대식세포를 M1 대식세

포로 재분극화 하는 작용기전을 생체분포확인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M1으로 재분극

화한다고 알려진 lipopolysaccharide (LPS) 처리 그룹

을 비교군으로 두고 결과를 비교검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기기 및 재료

방사성동위원소 131I 용액을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Daejeon,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였으며, 인삼추출물은 이만휘 교수가 분말

형태로 친절히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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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 표지

방사성추적자로 사용한 hexadecyl-4-iodobenzoate 

(HIB)는 지난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합

성 및 방사성표지를 진행하였다(29). 간략히 HIB의 

합성은 1-hexadecanol, 4-iodobenzoyl chloride, 

triethyl-amine과 CH2Cl2의 혼합물을 상온에서 반응

한 후 용매는 감압하에서 제거하고 잔여물을 hexane/

CH2Cl2로 추출하여 흰색의 결정형태로 얻었다. 방사성

요오드로 HIB를 표지하기 위해 전구체인 hexadecyl-

4-tributylstannylbenzoate를 합성하였는데 그 과정

은 hexabutylditin과 tetrakis(triphenylphosphine)

palladium을 toluene 용매하의 HIB에 첨가한 후, 

혼합물 용액의 색이 검은색이 될 때까지 reflux시켜

준 후 잔여물을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hexane:ethyl acetate = 20:1)를 통하여 무색의 오

일형태로 얻었다. 방사성표지도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hexadecyl-4-tributylstannylbenzoate에 HCl, 방

사성요오드 (131I), 그리고 H2O2 를 넣은 후 30분간 반

응하였다. 표지 수율은 방사선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radio-TLC; silica, hexane:ethyl acetate = 20:1)

를 이미지 스캐너 (AR-2000, Bioscan, USA)로 확인

하였다.

3.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 합성 

방사성추적자 표지 리포좀 역시 지난 연구에서와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29). 리포좀의 조성은 

Gd이온 표지 지질 1종을 제외한 것 이외에는 지난 연구

와 동일한 조성비로 구성되었고, 간략히 방사성요오드 

표지 HIB ([131I]HIB)와 함께 2 종류의 지질과 콜레스테

롤, 폴리에틸렌글리콜을 CHCl3 용매하에 혼합하여 thin 

film – hydration – extrusion 방법으로 균일한 크

기의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을 합성하였다(Figure 1).

4. 생체분포확인 실험

생체분포확인 실험은 먼저 인삼추출물이 마우스 체내 

대식세포의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

해 진행하였고, 2 mg의 인삼추출물을 BALB/c 마우스 

복강에 주사하였다. 1시간 이후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 

200 μL (0.74 MBq)를 마우스 꼬리정맥으로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생체분포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대

조군으로 인삼추출물을 주사하지 않은 그룹과 함께 리

포좀 주사 6시간 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총 4번 LPS 

(100 μg each)를 마우스 복강에 주사한 그룹을 두고 각 

그룹들에서 체내 장기들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보며 대

식세포의 표현형이 M2에서 M1으로 재분극화되는 작용

기전을 검증해보았다 (n = 2 each). 생체분포확인 실

험은 먼저 마우스를 경추 탈골시켜 희생시킨 후 심장으

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다른 중요 장기조직들을 적출

하여 혈액을 잘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감마카운터 

(1480 Wizard, Wallach, Finland)를 이용해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직에 축적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조직의 무게당 넣어준 방사성동위원소

의 퍼센트 (%ID/g)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에는 생후 6~8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를 Hyochang Science (Daegu, Korea)로 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때 동물에 관련된 모든 절차 및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131I]HIB-liposome and chemical structure of [131I]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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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경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승인번호: 2016-0024).

Results and Discussion

1.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 합성

인삼추출물이 종양 관련 대식세포를 재분극하는데 주

요 인자로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종양 성장 저해를 

일으키는 작용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연구에서 

활용된 방사성요오드로 표지된 리포좀을 이번 연구에서

도 동일한 과정으로 준비하였다(Figure 1). 먼저 방사성

추적자를 준비하였고 HIB전구체를 사용하여 방사성요

오드 131I로 표지반응을 진행하였다. [131I]HIB표지수율

은 약 93%였으며(Figure 2A), 정제 후에는 98% 이상

의 매우 우수한 방사화학적 순도를 보여주었다(Figure 

2B). 그런 다음 지난 연구에서와 동일한 조성비로 방

사성 추적자 [131I]HIB를 포함한 이외의 리포좀의 구성

성분들을 모두 혼합하여 thin film – hydration – 

extrusion 과정을 통하여 2시간 이내에 손쉽게 방사성 

요오드화 리포좀을 합성할 수 있었다. 

2. 생체분포확인 실험

먼저 마우스에 인삼추출물 처리 유무에 따른 마우

스 체내 대식세포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체분포확

인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인삼추출물의 처리로 

인하여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의 섭취가 혈액, 비장, 

Figure 3. Biodistribution data of [131I]HIB-liposome in normal BALB/c mice intraperitoneal (i.p.) injected with LPS or ginseng extracts obtained 24 h post injection (n = 2 each).

Figure 2. Radio-TLC chromatogram of [131I]HIB. (A) Radiolabeling mixture; (B) Purifi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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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림프절에서 대조군 대비 대략 30 %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ure 3). 이러한 증가가 실제로 마

우스 체내 대식세포의 활성이 변화함에 기인하는 것인

지 검증하기 위하여 마우스 체내 대식세포 염증 단백질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 MIP)을 급격

히 증가시키며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M1으로 재분극화

를 유도하여 대식세포의 대식작용에 대한 활성을 증가

시킨다고 알려진 LPS를 마우스 복강에 반복적으로 처

리한 그룹을 비교군으로 두어 장기들에 대한 방사성요

오드화 리포좀의 섭취를 확인해보았다(14, 17, 26, 32). 

그 결과 LPS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 대비 모든 장기에서 급격하게 섭취가 증가하였고, 특

히 그 증가 비율이 혈액에서는 4.2배, 간 2.5배, 비장 

1.8배, 림프절 1.6배로 면역세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진 장기들에서 그 증가 비율은 더욱 높았다(7, 

11, 16). 따라서 LPS만큼 M1 대식세포로의 재분극화 및 

대식세포의 활성을 급격하게 유도하지는 않았으나 인삼

추출물도 LPS처리군에 대한 결과와 대부분의 장기들에

서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M1 대식세포로 

재분극화를 유도함을 확인하였고, 체내 대식세포의 활

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이 마우스 체내의 대식세포의 활

성변화와 재분극화에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인삼추출물이 대식세포의 활성을 변화시켜 M1 대식

세포로 재분극화를 유도함을 확인하였고, 방사성요오드

화 리포좀이 변화된 마우스 체내 대식세포의 활성과 재

분극화에 효과적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

직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들이 남겨진 상황이지

만 방사성요오드화 리포좀이 대식세포의 M1, M2표현

형의 분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사성 진단 조영제

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해볼 수 있었다. 추

가로 보다 명확한 검증을 위해 먼저 인삼추출물의 성분

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인삼추출물의 처

리 유무에 따른 대식세포의 활성과 TAMs의 재분극화

에 대한 변화를 종양모델에서 직접 생체분포확인 실험

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와 같은 변화들을 

PET 을 이용해 직접 영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연구를 함

께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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