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사포닌과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

김   찬

인 삼 연 구 단 

Ⅰ. 서론

  활성산소는 인체에 해가 되는 수퍼옥사이드 라

디칼 (superoxide radical, ․O2
-), 하이드록시 라디

칼 (hydroxyl radical,․OH),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일 항산소 (singlet oxygen, 
1
O2)

와 같은 산소화합물로 체내에서 일상 인 사과

정, 즉 자 달계, peroxisome의 지방산 사과

정, 포식세포 (phagotcytic cell) 등에서 생성된다

(Nakayama et al. 1992; Proctor, 1992; Zwart et 

al. 1999). 산소 분자는 2개의 부 자를 가지나 

반응성은 낮아서 부분은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oxidase에 의하여 물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자가 1개, 2개, 3개가 차례로 부가되면서 superoxide 

anion,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이 생

성된다(Bergen야 et al. 1999). 활성산소는 친 자성을 

띄므로 세포내에서 glutathione(GSH) /glutathione 

dislufide(GSSH)와 NAD(P)H/NAD(P)의 비율의 

변화와 단백질내 -SH 잔기의 산화를 래하여 체

내 redox status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세포내 산화  스트 스로 표 되

며, 세포 구성성분인 지질, 단백질, 핵산, 당, DNA 

등에 산화  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정상 인 사

를 해하기도 하며(Halliwell et al. 1995; Hamilton 

et al. 1997; Lodovici et al. 2001; Meydani et al. 

1995), 이로 인하여 암, 심장질환, 동맥경화, 소화

기질환, 자기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s et al. 1993; 

Gackowski et al. 2001; Steinberg, 1991). 활성산

소들이 생체내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은 1954년 

Conmoner가 hydroxyl radical을 측정하여 최 로 

보고하 고, 1969년 Fridovich에 의하여 SOD 

(superoxide dismutase)가 발견됨으로서 체내의 

superoxide anion의 생성과 소거에 한 기작이 

밝 졌다(McCord & Fridovich, 1969). 활성산소에 

한 체내 방어기구로는 SOD, catalase(CAT), 

glutathione peroxidase(GPx), glutathione-s-transferase 

(GST) 등의 효소작용과 분자의 항산화 물질이

나 단백질 등이 있다(Chang et al. 2001; Fuhrman 

et al. 2000; Oyangui, 1989). 한, 식이에 의한 천

연 항산화제의 섭취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효과

집
특 인삼분야 국내외 연구동향(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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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식물체의 2차 사산물인 

polypheol 화합물의 활성산소 소거활성이 in vivo

와 in vitr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식품에 있어 

항산화 물질의 존재  함량은 기능성과 련하여 

매우 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Burda & Oleszaw, 

2001; Hollman & Katan, 1999; Lu & Foo, 2001; 

Wang & Jiao, 2000). 

Ⅱ. 본론

1. 항산화 기전

  세포내 활성산소에 한 방어기 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세포내에서 정상

인 호흡에 의해 생성되는 기단계에서 superoxide 

anion이나 hydrogen peroxide를 제거하는 것이다. 

Superoxide anion은 superoxide dismutase에 의하

여 hydrogen peroxide로 환되고, 이어 catalase

에 물로 환된다. 한 glutathione peroxidase는 

glutathione의 보조작용으로 hydrogen peroxide와 

과산화물을 제거하며, 속성 이온(Fe2+, Cu2+) 유

래의 transferrin, ferritin, ceruloplasmin, lactoferrin 

등도 superoxide anion과 hydrogen peroxide 제거 

활성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효소들에 의한 항

산화 활성은 preventive antioxidant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류로 vitamin E, vitamin C, glutathione, 

ubiquinone, 요산 등과 같은 분자 항산화물질이 

hydroxyl radical을 제거하여 지질이나 단백질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polyphenol, 

flavonoid, anthocyanin, carotenoid 등의 phytochemical 

섭취에 의한 체내 항산화 활성의 증가에 한 여러 

실험  증거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류로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된 세포를 

원상태로 환원 시키려는 수복(repair)에 련된 효

소 활성을 들 수 있다. 활성산소에 의한 DNA의 

손상은 비가역 인 세포주기 정지(cell cycle 

arrest) 상태에 진입하면서 형태  기능  변화를 

동반하고 노화의 원인이 된다. 한 생체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의 산화  손상은 세포내 신호 달 

 투과성(permeability)의 변화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산화  손상을 수복하기 하여 

phospholipase, glycosylase, nuclease 등이 여한다. 

2. 인삼 사포닌의 항산화 작용

  재까지 인삼으로부터 30 여종의 ginsenoside가 

확인되었으며, ginsenoside는 비당부분(aglycone)의 

골격에 따라 트리테르페노이드계 사포닌과 스테로

이드계 사포닌으로 크게 분류되며, 인삼사포닌은 

거의 트리테르페노이드계의 담마란계 사포닌으로

서 인삼속 식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사포닌이다. 

따라서 인삼사포닌은 비당부분의 구조에 따라 4환

성의 담마란계 사포닌과 5환성의 올 아난계 사포

닌의 2 종류로 별된다. 담마란계 사포닌은 다시 

비당부분에 붙어있는 수산기의 수에 따라 2개인 경우 

protopanaxadiol계, 3개인 경우 protopanaxatriol계 

사포닌으로 나 어진다. 백삼에만 특이 으로 존

재하는 사포닌은 MG-Rb1, MG-Rb2, MG-Rc, 

MG-Rd 같은 malonyl-ginsenoside이며, 백삼에 비

해 홍삼에는 G-Rh2, G-Rs1, G-Rs2, H-R4 같은 사

포닌이 특이 으로 존재한다(Chang et al. 1994). 

사포닌의 약리작용으로는 추신경계에 한 작

용, 뇌기능항진, 항암작용, 면역조 기능, 항당뇨, 

간기능 항진작용, 심 장애 개선  항동맥경화 

작용, 압조  작용, 항스트 스, 항피로, 항염증, 

마약해독, 항산화  노화억제, 방사선 방호 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Hwang et al. 1983;  Kim et al. 

1989; Kim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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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ol계와 triol계 인삼사포닌의 기본 구조

  인삼 사포닌의 항산화 작용에 하여는 많은 실

험자들이 in vitro와 in vivo 모델을 이용하여 다

양한 실험결과를 발표하 다. 사포닌을 가수분해

하여 얻은 prosapogenin, panaxadiol(PD)  panaxatriol 

(PT)에 한 항산화 실험에서 prosapogenin > 

panaxatriol > panaxdiol의 순으로 효과가 높았으

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가수분해물이 인삼사포닌

에 비해 2～3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Oh, 1985). Sung 등도 홍삼의 용매별 추

출물과 총사포닌, PD계, PT계 사포닌에 한 투

여효과를 비교하 을 때 GPx 활성은 PD가 PT보

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도 PD에서만 유의 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

하 다(Sung et al. 2000). 한 PD계 사포닌과 

PT계 사포닌의 함량비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다

르게 나타나며, PD/PT 비율이 2.5에서 가장 효과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의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Chang, et al. 1999).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산

화  스트 스에 한 인삼 사포닌의 효과에 해

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사포닌 분획 투여에 의해 

실험동물의 생존율을 10% 이상 증가시켰으며, 간

조직의 MDA(malondialdehyde) 함량은 17% 하

되었다. 한 체내 항산화 효소인 SOD, catalase, 

GPx 활성은 각각 16%, 10%,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1998). 개별사포닌에 

한 연구결과로 GPx 활성은 PD계 사포닌인 

ginsenoside Rb1과 Rc 만이 유의 인 활성증가를 

보 으며, ginsenoside Rb2는 catalase 활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1996). 한 

ginsenoside Rb2는 사조 인자 AP2를 유도하여 

유해산소 제거효소의 사조 부 내의 AP2 결합

부 를 통해 효소 함량 증 를 유도하고, 실제로 

노화 진 마우스 간조직의 Cu, Zn-SOD, Mn-SOD, 

catalase 활성과  albumin  비단백질성 

-SH를 증가시키므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Lee et al. 1999). 

  이러한 직 인 항산화 효소의 유도, 라디칼의 

물리, 화학  구조변형에 의한 소거활성과는 달리 

소포체나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포질내로의 Ca2+

의 방출을 방지하는 항산화성 기 도 연구되었다. 

Xanthine oxidase에 의한 산화  스트 스에 하

여 ginsenoside Rb2가 효과 이었으며, 이는 칼슘

통로 활성이 해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 다

(Wang et al. 1994). 심 세포에서는 ginsenoside 

Rb1, Rb2, Rb3  Re가 항산화 련된 효과를 보

으나, Rd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hong 

et al. 1995).  다른 연구결과로 Re, Rg1, Rg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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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가 Ca
2+
 통로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에 

있어서는 ginsenoside Rf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Mogil et al. 1998).   

3. 인삼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작용

  비사포닌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검색한 결과 

사포닌 분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지질과산화 억

제 작용이 있는 것이 밝 졌으며, 이들 유효성분을 

검색한 결과 maltol (3-hydroxy-2-methyl-r-pyrone), 

salicylic acid, vanilic acid 등의 페놀성 화합물이 

주요 항산화 물질임이 밝 졌다. 특히 이  

matol은 수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홍삼 특유의 

성분으로 활성산소 소거작용이 뛰어나 생체조직 

손상을 방어해 다. 한 p-coumaric acid는 

소  응집을 억제하고 arachidonic acid 사를 조

하여 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 외

에 인삼에서 ferulic acid, caffeic acid, gentisic 

acid, cinnamic acid 등 10여종의 페놀 화합물의 

구조가 밝 졌다(Choi et al. 2002;Kim et al. 1987; 

Wee et al. 1996). 

그림 2. 인삼에서 분리된 폴리페놀 화합물

  이  maltol은 홍삼의 특이성분으로 홍삼 가공

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rat 

liver homogenate를 이용한 과산화지질 억제 실험

에서 Fe
3+
와의 chelate 형성을 확인하 고, 경구투

여에 의한 간 조직 의 과산화물 억제효과를 확인

하 다(Han et al 1985). Maltol의 adriamycine에 

의한 cardiomyocyte의 세포막 손상 억제와 paraquat

에 의한 간세포 독성 억제는 maltol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었다(Shin 

et al. 1990). 최 등은 인삼 아세톤 추출물로부터 3

개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분리하여 자공여능과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하 으며, 어유

에 있어서 속이온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는 것으

로 보고하 다(Choi et al. 2002). 한이와 박은 

수용성 계에서 개별 페놀산의 MDA 생성 억제효

과와 인삼 추출물과의 상승작용을 비교하 다(Lee 

& Park, 1998). 폴리페놀의 항산화 활성은 그 함

량과 정의 상 계가 있다고 여러 실험자에 의하

여 밝 졌으며, 인삼의 폴리페놀 함량과 도지

단백질 산화억제활성간의 상 계가 실험 으로 

증명되었다(Lee et al. 2003). 한 폴리페놀 화합

물이 세포내 항산화 효소계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는 in vitro 실험결과들도 이들이 인체의 항산화 

방어시스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Chinease hanster lung cell V79-4를 

이용한 실험에서 여러 가지 추출방법에 따른 폴리

페놀 추출물 분획들이 항산화 효소계(SOD, CAT, 

Gpx)의 활성 증가를 보 으며, 특히 같은 농도(50 

μg)의 cinnamic acid와 ferulic acid보다 더 높은 활

성증가를 보 다(그림 3, 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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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항산화 효소계에 미치는 인삼 폴리페놀 

분획물의 효과

  #7, #9, pectin, MDS175는 추출방법에 따른 인삼 

폴리페놀 화합물 분획임.

Ⅲ. 결론

  인체의 노화와 련한 여러 가지 학문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 자설과 더불어 리라디칼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인체내 리라디칼의 유

해성에 한 연구는 불과 30 여년의 짧은 배경에

도 불구하고 노화와 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삼 한 다양한 약리학 인 연구는 범

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라디칼 특히, 유해 산소 

라디칼에 한 연구는 한정 이었다. 창기 사포

닌 주의 항산화 연구에 해서도 성분 분리와 

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인삼은 사포

닌, 다당체, 폴리페놀, 폴리아세틸 , 단백질 등 다

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효 한 단일 

성분 는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효과 증진 등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인삼의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는 미진하지만, 다양한 경로의 

항산화 메커니즘을 과학 으로 구명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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