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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인삼은 미나리목 오갈피 나무과에 속하는 음지성 여러해살이풀로써 학명을 Panax 

ginseng이라 하며 온대 지역 산악지대의 삼림에서 자생하는 음지 식물인데 약용식물로 수

요가 증가하면서 재배하게 되었다. 충분히 자란 식물체의 높이는 약 60㎝로서, 줄기는 해마

다 한개만 곧게 또는 비스듬히 자라 나오고 이것의 끝에 3~4개의 잎이 돌려나오며 잎은 잎

자루가 길고 잎새는 보통 5개의 작은 잎으로 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을 이루고 있다. 가

을에 작고 넓적한 구형의 선홍색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지름 5~9㎜의 핵과로서 반원꼴의 

핵이 2개 들어있으며 핵 속에 각 1개씩의 종자가 들어 있어 이것을 "삼딸"이라고도 부른다. 

뿌리는 황백색으로 발아 후 수년이 지나면 길이 10~20㎝, 굵기 2~3㎝ 정도로 자라며 이뿌

리의 모양이 인체를 닮아서 人蔘이라 부른다.

현재는 한국이외의 지역에는 인삼과는 다른 종이면서 인삼이라 불리는 약초가 있는데 이

를 인삼과 구별하기 위해 한국의 인삼을 특별히 "고려인삼"이라 하며, 또 한국인삼 삼을 "

蔘"이라 쓰고 넓은 뜻의 다른 인삼의 삼은 "參"이라 쓴다. 즉 人蔘, 高麗人蔘은 한국의 인삼

을 화기삼, 광동인삼은 넓은 뜻의 다른 인삼을 일컫는다. 인삼은 이처럼 좁은 뜻으로는 고

려인삼을 뜻하나, 넓은 뜻으로는 미국인삼, 중국의 삼칠인삼(三七人蔘), 일본의 죽절인삼 등

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삼의 약효를 요약하면 강장, 강심, 건위, 보정, 진

정, 자양 등의 약으로 사용되고 위장 등의 기능 쇠약에 의한 물질대사 기능의 저하에 부활

제로 사용되며 병약자의 위부정체감, 소화불량, 구토, 흉통, 이완성 설사, 식욕부진 등에도 

응용된다. 일본 등에서는 민간약으로 지혈, 화상치료, 점막 등의 염증치료에도 이용하며 중

국의 삼칠인삼은 지혈, 진통, 소종, 정상치료 등에도 활용한다. 이상의 약효에 대한 세계적

인 연구가 1950년대부터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성분, 약리작용, 임상적 분야에서 획

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과학적인 증명을 보게 되었다.

홍삼은 위와 같은 효능을 가지는 6년근 수삼(水蔘)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일정한 용기에 

넣어 가열된 수증기를 이용하여 찐 증삼(蒸蔘)을 만든 후, 1차 열풍건조 후부터는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분이 12.5∼13.5% 정도 될 때까지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홍

삼의 중요 성분으로는 백삼과 같이 배당체(glycosides), 인삼향 성분(panacen), 폴리아세틸

렌계 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B군), 미량원소, 효소, 항산화물질과 유기산 

및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홍삼은 중추신경에 대해서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이 있으

며, 순환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조혈작용(造血

作用)과 혈당치(血糖値)를 저하시켜 주고, 간을 보호하며,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성행동(性行

動)이나 생식효과에 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며, 항염(抗炎) 및 항종양작용(抗腫瘍作用)

이 있고, 방사선에 대한 방어효과, 피부를 보호하며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한다. 홍삼의 효

과 중 중요한 것은 적응소(adaptogen:適應素) 효과로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유해

작용인 누병(淚病), 각종 스트레스 등에 대해 방어능력을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

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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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계는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세포나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로 림프구와 

보조세포,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림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역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는 림프구이지만 실제로 면역반응은 림프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세포라고 부르는 다른 여러 가지 백혈구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

다. 이들 보조세포들은 항원을 림프구에 제시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고 진행시키기도 하며, 

항원을 제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조세포 중에서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s)는 최근에 세포 치료제로서 응용 가능성 때문에 의학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에 대해 많은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적 면역반응은 T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으로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

가 MHC 분자에 결합한 항원 펩티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이적 면역반응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원제시세포를 전문적 항원제시세포(Professional 

Antigen Presenting Cells)라고 하며 B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를 말한다. 그러나 불활

성화 상태의 B세포는 탐식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MHC 분자의 발현양도 많지 않다. 대식

세포의 경우 탐식작용은 활발하지만, 면역작용의 결과 생산되는 IFN-γ와 같은 사이토카인

의 도움이 없으면 MHC 분자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원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

지상세포는 생체 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성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면역반응을 조절하

는 강력한 전문 항원제시세포로 알려져 있다.

수지상세포가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수지상세포는 말초 비림프계 기관에서 항원을 섭취하여 처리한 다음 MHC 분

자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림프계 조직의 T세포 영역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부착/공동자극 

분자와 사이토카인으로 항원 특이적 T세포의 증식/분화를 유도한다.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

은 T세포의 항원 수용체를 통해 CD8+ 또는 CD4+ T세포의 활성화로 일어난다. 이때 수지

상세포는 세포표면의 MHC I과 MHC II 분자와 결합한 항원 펩티드를 T세포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부착/공동자극 분자(CD40, CD80, CD86 등)를 통해 T세포의 

CD154, CD28, CTLA-4 분자와 결합하여 보조적인 자극으로 T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실험에 사용한 수지상세포의 기능은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며, 림프조직

에서 발견되는 성숙된 수지상세포는 미경험 T세포(naive T cell)의 가장 강력한 자극세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피세포 하부와 심장, 또는 신장의 고형 장기에서 발견되는 

미성숙 수지상세포는 항원제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수지상세포는 골수의 골수계 전구세

포(myeloid progenitor)로부터 유래되어 혈액을 통하여 말초조직으로 이동한다. 말초조직에

서 수지상세포는 MHC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낮은 미성숙한 표현형을 나타내고, 공동자극 

B7분자의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숙 수지상세포들은 아직 효과적으로 미경험 T

세포를 자극할 수 없다. 그러나 수지상세포는 수용체를 통하여 미생물 표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을 인지하고 포획하는 능력을 가진 대식세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으며, DEC205와 같은 수용체를 이용함으로서 포식작용(phagocytosis)에 의한 높은 항원포

획 활성을 나타낸다. 다른 세포 외 항원은 다량의 주위 유동체를 삼키는 과정인 거대음세포

작용(macropinocytosis)을 통해 비특이적으로 섭취한다.

현재 수지상세포는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세포에서 분화 유도하는 것이 가능

해짐에 따라 항암 치료를 위한 면역요법 개발과 암 항원 특이적 세포독성 T세포 배양 등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먼저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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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여 정관장 홍삼에서 분리한 H20 extract, EtOH extract, 

crude saponin이 수지상 세포의 성숙 유도와 T 세포 반응 증가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궁극

적으로는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을 증진하여 종양의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을 탐색하는 것

이 목적이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에 사용한 홍삼 시료(H20 extract, EtOH extract, crude saponin)는 

KT&G 중앙연구소에서 공급받아 20㎎/㎖이 되도록 인산완충용액(PBS)에 녹인 다음, 

3000rpm, 30min, 4℃에서 원심침전하였다. 원심침전 후 수거한 상층액을 0.45㎛ filter로 

filtration하고, 그 중 일부를 건조 시킨 다음 건조중량을 측정하여 최종농도를 정하였다.

또한 수지상세포는 생쥐(C57BL/6)의 대퇴골에서 골수세포를 얻어 적혈구 용해 완충액을 

처리한 후,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적혈구가 제거된 골수세포 1×106개를 6well micro-plate

에서 GM-CSF(1000u/㎖)와 IL-4(1000u/㎖)가 포함된 완전배지(10%FBS RPMI1640)로 배

양하였고, 배양 4일 후에 1㎖의 완전배지와 동량의 GM-CSF(1000u/㎖), IL-4(1000u/㎖)를 

첨가하고, 배양 6일 째 홍삼 시료(H20 extract, EtOH extract, crude saponin)를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이 때, syngeneic T세포(OVA-specific)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6일 째 시료와 OVA(1

㎎/ml) 항원을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수지상세포의 세포표면단백질은 홍삼 

시료 처리 후 회수한 수지상세포(5×105개)를 CD16/CD32(FcγⅢ/ⅡReceptor)로 4℃에서 

30분 동안 blocking하고 washing 용액(1%FCS 0.1%NaN3/PBS)으로 세척하였다. 다음 

PE-conjugated anti-CD40, PE-conjugated anti-MHC class Ⅱ, PE-conjugated 

anti-CD80, PE-conjugated anti-CD86 mAb로 4℃에서 30분 동안 염색하였고, washing 

용액으로 세척한 후, FITC-conjugated anti-CD11c mAb로 4℃에서 30분 동안 염색하였

다. 염색된 세포는 다시 washing 용액으로 세척한 후, 인산완충용액에 현탁하여 유세포분석

기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성숙한 수지상세포에서 높게 나타나는 phagocytosis는 성숙한 수

지상세포에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positive control로서 세균의 다당질인 

LPS(Lipopolysaccharide)와 각 홍삼 시료를 6일째의 미성숙한 수지상세포에 처리한 후, 회

수하여 1mg/ml의 FITC-dextran을 이용하여 유세포분석기로 phagocytosis를 분석하였다.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에 의한 T세포의 증식은 홍삼 시료 처리 후 회수한 수지상세포에 

MMC(Mitomycin C)를 처리한 다음, 96 well micro-plate에 3×104개가 되도록 분주하고, 

여기에 다시 CD4+(5×104개), 혹은 CD8+(1×105개) syngeneic T세포나 allogeneic T세포

(3×105개)를 각각 분주하여 72시간 배양한 후, 세포증식 정도를 5-Bromo-2'-deoxy 

-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Ⅲ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항원을 제시받아 활

성화된 T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인 IL-2, IFN-γ는 T세포 증식과 마찬가지로 

MMC(Mitomycin C) 처리한 수지상세포에 syngeneic T세포(CD4+ or CD8+), 혹은 

allogeneic T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여 효소항체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 성숙한 수지상세포는 미성숙한 수지상세포와는 달리 세포표면단백질로서 

MHC class Ⅱ, CD80, CD86, CD40, CD11c를 다량 발현하고 있어 수지상세포에 의한 T 

cell의 면역 활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홍삼 시료(H20 extract, EtOH extract, 

crude saponin)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표면단백질의 발현 증가를 형광에 따라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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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ing하여 관찰한 결과, crude saponin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만 농도 100㎍/ml에서 

CD11c/MHC Ⅱ, CD11c/CD40, CD11c/CD80, CD11c/CD86 모두 대조군 24.8%, 16.5%, 

28.8%, 19.4%에 비해 각각 37.6%, 38.4%, 39.1%, 31.7%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숙한 수지상세포를 관찰하는 지표인 phagocytosis를 분석한 결과 FITC-dextran

을 60분 처리했을 때, 미성숙 수지상세포의 phagocytosis는 33.5%, LPS를 처리해 성숙을 

유도한 수지상세포는 23.9%로 phagocytosis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으로 LPS에 의해 효과적

으로 수지상세포의 성숙이 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대조군과 각 홍삼 시료

를 처리한 실험군을 비교한 결과 crude saponin 100㎍/ml에서 LPS를 처리한 대조군보다

도 낮은 수치인 9%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crude saponin을 처리하였을 때 수지상세포의 

성숙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세포표면단백질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세포표면분자를 발현한 수지상세포는 성숙하게 되면 포식된 항원을 T cells에 제

시하고, 항원을 제시 받은 T세포는 분열 증식은 물론 IL-2, IFN-γ와 같은 cytokines을 분

비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실험에 사용한 allogeneic T세포는 수지상세포와 다른 

동종이계의 생쥐에서 유래한 세포로 수지상세포 고유의 peptide가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syngeneic T세포는 수지상세포와 기원이 같은 동종동계의 생쥐에서 

분리된 세포이며 OVA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만을 분리 배양하였기 때문에 항원으로

서 OVA를 인지한다. 먼저 allogeneic T세포의 증식을 관찰한 결과, H20 extract와 EtOH 

extract를 처리한 실험군의 경우 모두 농도 1㎍/ml에서 가장 활발한 증식이 일어남을 확인

하였고, crude saponin은 H20 extract, EtOH extract와는 달리 농도 100㎍/ml에서 가장 

활발한 T세포 증식이 유도됨을 관찰하였다. 반면 syngeneic T세포 중 CD4+ T세포의 경

우, 항원인 OVA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OVA를 처리하였을 때 T세포의 증식

이 유도되었다. 항원을 인지한 T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cytokines인 IL-2와 IFN-γ는 

allogeneic T세포와 syngeneic T세포에서 모두 특정 농도에서만 유의적으로 그 분비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syngeneic T세포에서 특히 종양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암세포를 파

괴시키는 cytotoxic T세포인 CD8+ 세포의 경우 H20 extract에서는 0.1㎍/ml과 1㎍/ml, 10

㎍/ml에서 가장 높은 T세포 증식을 유도하였고 EtOH extract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0.01

㎍/ml을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crude saponin 또한 0.01㎍/ml을 제

외한 모든 농도에서 높은 T세포 증식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100㎍/ml에서 OVA만을 처리한 

대조군보다 2배 이상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OVA를 제시하는 수지상세

포에 의해 활성화된 T세포는 H20 extract, EtOH extract, crude saponin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IFN-γ의 분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T세포 증식과 마찬가지로 특히 

crude saponin의 농도 100㎍/ml에서 12배 이상의 IFN-γ가 분비되었다. 하지만 allogeneic 

T세포와 CD4+ syngeneic T세포 반응에서와는 달리 IL-2의 분비는 유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in vitro에서 각 홍삼 시료의 수지상세포 활성과 그에 따른 T세포의 

활성을 분석한 것이다. 앞으로 홍삼 시료에 의한 세포독성 T세포의 활성을 ex vivo 및 in 

vivo에서 수행하여, 종양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cancer-therapy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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