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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ginse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ditional medicines in Korea.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ew technique in which ethanol extract of red ginseng (HRG) was exposed to the Co60 gamma
radiation ranging from 1~5 kGy. The irradiated HRG (IHRG) were analyz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to determine any compositional changes of ginsenosides due to
irradiation. No appreciable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HPLC pattern of ginsenosides of HRG.
Using MTT assay, the cytotoxicity effec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IHRG compared to HRG.
The LD50 concentration was 30 µg/mL for IHRG-1 (1 kGy), and 15 µg/mL for IHRG-5 (5 kGy).
The evidences of apoptosis, such as nuclei cleavage and Annexin V staining, were observed in the
human prostate cancer PC-3 cells treated with the IHRG. Additionally, the level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as apparently elevated by IHRG. We also studied the inhibitory effect of IHRG on
the growth rate of tumor xenografts in BALB/c male mice. The tumor growth rates were inhibited
by 56.9 and 76.1% in mice treated with 10 mg/kg of IHRG-1 and IHRG-5, respectively, compared
with control group (21.1%).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biologically active and soluble
components in HRG can be more effectively enhancement of anti-tumor effects using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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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은 유용한 식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진 소재이다

[Kee 등 1999]. 특히 아시아 인삼은 면역증강, 심혈관계 조절기

능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efer와 Pantuso,

2003; Helms, 2004; Buettner 등, 2006]. 인삼의 주요 생리활성

을 나타내는 것은 steroidal saponin인 진세노사이드로 알려져

있다[Attele 등, 1999].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뿌리, 잎 그리고

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인삼의 뿌리를 건조

시킨 백삼과 100oC의 증숙과정을 통하여 건조시킨 홍삼으로 구

분되어진다. 홍삼이 백삼에 비하여 약리활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Takaku 등, 1990]. 특히 항암효과에서 있어

서는 백삼과 홍삼을 비교해 본 결과 홍삼에서 현저한 효능 증

대 효과가 나타났다[Yun 등, 2001]. 이처럼 백삼과 홍삼의 약

리효능이 차이가 있는 것은 백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진세노

사이드가 증숙되어지는 과정 중에 화학적 구조변화에 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00]. 인삼과 그 조성물에 관하여

인간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Lee

와 Huemer, 1971]. 수많은 연구자들이 인삼의 항암효능과 다른

약리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의 Rg3와 Rh2가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Helms, 2004].

방사선조사는 식품에서 살균에 이용되어지는 중요한 수단중

하나이다. 천연물에 방사선조사는 성분의 구조변화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방사선조사를 이용하여 기능성물질을 나

노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체내흡수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방사선조사에 의한

인삼의 사포닌의 함량이나 조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Han 등, 1995]. 하지만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경우 인삼사

포닌의 생리활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홍삼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진세노사이드에 관련

되는 성분이 용해되는 에탄올 추출물만을 이용하여, 감마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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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처리하여 생리활성 중에 하나인 항암효과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은 금산농협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사람 전립선암세포주인 PC-3세포와 마우스

대장암 세포인 CT-26세포는 ATCC (Rockville, MD)로부터 분

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RPMI 1640 배지, 항생제,

trypsin 및 fetal bovine serum (FBS)는 Gibco BRL (Grand

Island, NY)에서 구입하였으며, 배양용기는 Falcon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제품을 사용하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을 위한 진세노사이드 표준

시약은 AMBO institute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는 오리엔트 바이오(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멸

균된 깔집과 사료를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에 수컷 마우스는

BALB/c 종을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6~7주이고 20-25 g의 무게

를 가진 것을 사용하였다.

홍삼에탄올 추출물 제조. 홍삼분말은 40 mesh로 고르게 분쇄

된 분말을 사용하여, 100 g의 홍삼분말과 70% 에탄올 300 mL

에 혼합하여 80oC 수조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냉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3M 필터로 여과한 후 여과되어진 잔여물을

70% 에탄올 300 mL에 다시 한번 추출하였다. 2회 추출한 추

출물을 모아 감압 농축한 후 농축물을 50% 에탄올에 녹인 다

음 −20oC에 보관하였다.

사포닌 분석. 인삼 및 팽화홍삼 분말 시료 2 g에 80% 메탄

올 100 mL을 첨가하고 환류냉각 장치를 이용하여 80oC에서 2

회 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물을 모아 감압 농축한 후 농축

물을 20 mL의 증류수에 녹여 사포닌 추출에 이용하였다. 얻어

진 사포닌 추출물중의 사포닌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PLC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컬럼은 µ-BondapakTM C18

Column (10 µm, 3.9×300 mm, Waters)을 검출기는 Agillent

UV detector (203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물(A)과

acetonitrile (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B를 기준으

로 20% (0분), 20% (5분), 33% (40분), 80% (60분), 80%

(75분), 20% (80분), 20% (90분)이었다. 이동상 유속은 분당

1.0 mL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20 µL, 분석온도는 35oC이었다.

세포배양. PC-3세포는 5% CO2,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하

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배지는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였다.

방사선조사. 방사선 조사를 위해서 홍삼 에탄올 추출물 250

mg을 50% 에탄올 10 mL에 0.05% H2O2가 함유되도록 하였다

(HRG). 0.05% H2O2첨가는 감마선 조사시 감마선 에너지의 효

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리레디칼인(OH−)기를 보충하기 위해

서 사용되었다. 제조된 HRG를 Co60 감마조사선에 1 kGy

(IHRG-1)와 5 kGy (IHRG-5)로 방사선 조사하였다.

세포 생존율 검정. 시험에 사용한 시료들에 의한 세포독성은

MTT assay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4 well plate에 2×105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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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시킨 후 ELISA reader (Bio-Rad Model 680, Hercules, CA)

를 이용하여 5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OD

값을 통해 산출하였다.

DAPI 염색. PC-3 세포(2×104 cells/well)를 6 well 배양용기

에 분주하고 배양기에서 37oC, 5% CO2 조건으로 18시간 이상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후, 시료를 처리하여 18시간 배양하

였다. 세포를 고정하기위하여 PBS로 2회 세척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30분 동안 실온에서 고정하고 PBS

로 3회 세척하였다. 세포의 핵은 형광염료인 DAPI (2 µg/mL)

로 30분간 염색하고 PBS로 3회 세척하여 형광 현미경

(Olympus× 70, Tokyo, Japan)으로 관찰 하였다.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분석. 세포내에 생성된

ROS는 세포내에 투과되는 비형광상태의 carboxy-H2DCFDA

(6-carboxy-2',7'-dichloro-dihydro-fluoresceine diacetate,

dicarboxymethyles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C-3 세포(2×104

cells/well)에 시료를 처리하고 각각 24시간 배양한 세포에 5 µM

의 carboxy-H2DCFDA를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하였다. Trypsin으로 세포를 떼어내어 Opti-

MEM 배지에 재부유 시켰다. 산화에 유발된 형광의 비율은

flow cytometer (Beckman FC500, San Jose, CA)로 480-530

nm에서 측정하였다.

Annexin-V FITC/PI 염색에 의한 검출. PC-3 세포(2×106

cells/well)에 시료를 처리하여 대조군과 24시간에서 각각

apoptosis가 유발되어진 정도를 Annexin-VFITC/PI 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trypsin으로 떼어낸 후

PBS로 1회 세척하였다. Binding buffer (10 mM HEPES/

NaOH, pH 7.4, 140 mM NaCl, 2.5 mM CaCl2) 85 µL에 세포

를 부유시킨 후 10 µL의 Annexin V-FITC와 5 µL의 PI로 15

분간 암반응 시켰다. Binding buffer를 300 µL를 첨가하여 flow

cytometer (Beckman FC500, San Jose, USA)로 분석하였다.

암세포 이식 실험동물 모델. 모든 실험동물은 20-22oC에서 습

도는 50±10%를 유지하였으며, 사료와 깔집은 모두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암세포 이식은 CT-26세포를 2×107로 오른쪽 다리

안쪽 피하에 이식하였다. 이식후 일주일동안 관찰하여 암세포

의 크기가 150±10 mm3 범위로 되어지면 시료를 처리하였다. 시

료는 HRG와 IHRG-5를 10 mg/kg의 용량으로 매일 구강투여

하였다. 암세포의 크기는 2일 간격으로 측정하여 투여 후 총

14일간 측정하였다. 암세포의 크기는 2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Tumor volume=length (mm)×width2 (mm2)/2

통계적 분석 방법. 모든 실험의 표시된 결과는 3번 수행하였

으며, 통계분석(STASTICA)은 mean±SD로 표시하였고, ANOVA

에 의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판정하였다.

결 과

진세노사이드 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홍삼 에탄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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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G)에 감마선 조사에 따른 진세노사이드의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HPLC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홍삼 에탄올 추

출물에 감마선 1 kGy (IHRG-1)와 5 kGy (IHRG-5)를 조사한

두 처리군에서 예견되는 진세노사이드 조성변화는 거의 관찰되

지 않았다(Fig. 1).

HRG와 IHRG의 암세포사멸효과. 감마선 조사된 홍삼에탄올

추출물(IHRG)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HRG를 처리한 군

에서는 30 µg/mL의 농도에서도 세포생존율이 증가되어지는 반

면에 IHRG-1과 IHRG-5 처리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

존율이 감소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IHRG-1과 IHRG-5 처리군은

3µ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감소되어 IHRG-1은 30 µg/mL,

IHRG-5는 15 µg/mL에서 LD50을 보였다(Fig. 2). IHRG 처리군

들에서 나타나는 세포사멸이 apoptosis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nnexin V/PI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IHRG

를 처리한 두 개의 군에서 모두 세포사멸이 apoptosis에 의해 유

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Annexin V와 PI의 염색

을 통하여 apoptosis의 진행율을 측정한 결과 IHRG-1 처리군에

서는 26.6±2.8%, IHRG-5 처리군에서는 41.5±6.8%를 나타내었

다(Fig. 3B). 또한, DAPI 염색으로 핵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

IHRG를 처리한 두 개 처리군에서 공통적으로 aoptosis의 유발시

나타나는 특징인 핵의 응축과 분절이 확인되었다(Fig. 4A).

IHRG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 IHRG에 의

한 세포 죽음에 산화적 스트레스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자,

IHRG-1은 30 µg/mL, IHRG-5는 15 µg/mL 농도로 PC-3세포에

각각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H2DFF-DA로 형광 염색하

여, flow cytometry assay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IHRG를 처

리한 군들에서 ROS의 활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4B).

마우스 대장암세포(CT-26)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의 항암

효과. HRG를 투여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교하여 암세포의 증

식이 10일째까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11일째부터 약간의 증식억

제를 관찰하였다. IHRG-5 처리군에서는 효과적으로 암의 증식

을 억제하였다(Fig. 5A). 투여군별 암세포 증식억제율을 살펴보

면, HRG 투여군은 21.1%, IHRG-5 투여군에서는 56.9%를 보

였다. 14일 후 모든 군의 마우스를 희생시켜 암조직을 적출하

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92±0.06 g, HRG 투여군은

1.28±0.12 g, IHRG-5 경구투여군은 0.68±0.12 g으로 관찰되었다

(Fig. 5B).

고 찰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현재까지 29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각

각의 약리효능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Choi 등, 2008]. 인삼의

가공방법에 따라 백삼과 증숙을 통하여 건조시킨 홍삼으로 구

분되어진다. 최근 백삼과 홍삼의 생리활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

여, 홍삼이 더 생리활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isaki 등, 1995; Konoshima 등, 1998]. 이는 진세노사이드

가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조성이 함량이 Rg1과 Rb1의 함량이

낮아지고 Rg3와 Rg5 등 당이 하나 또는 두개이상이 분해되는

형태로 바뀌어 약리효과를 더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Fig. 2. The cytotoxicity effects of HRG, IHRG-1, and IHRG-5 in

PC-3 cells. PC-3 cells (2×105 cells/mL) were treated with HRG,
IHRG-1, and IHRG-5 for 24 h.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HRG: ethanol extract of red ginseng, IHRG-1: 1 kGy irradiated HRG,
IHRG-5: 5 kGy irradiated HRG. *IHRG-1 p≤0.05 compared with
HRG, #IHRG-5 p≤0.05 compared with HRG.

Fig. 1. HPLC chromatograms of ginsenoside composition from

ethanol extract of red ginseng (HRG), 1 kGy irradiated HRG

(IHRG-1), and 5 kGy irradiated HRG (IHR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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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upta 등, 2004]. 본 연구에서, 홍삼 에탄올 추출물에 감마

선을 조사하여 사포닌의 조성에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자, 식

품에서 허용되어지는 조사선량 범위인 1과 5 kGy를 조사하였

다. 홍삼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가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조성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 확인

되었다. 이는 Han 등[1995]이 보고한 백삼시료에 감마선 10

kGy를 조사하였을 때 진세노사이드 조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

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홍삼 에탄올 추

Fig. 3. IHRG-1 and IHRG-5 induce apoptosis in PC-3 cells. (A) Assessment of cell death by flow cytometry. Cell were treated of IHRG-1 and
-5 for 24 h, and then harvested for analysis of apoptosis using the Annexin V-FITC/PI apoptosis cells dectection kit. (B) Total percentage of
apoptotic cells in each treatment group is summarized with data represented a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Fig. 4. IHRGs induced nuclei fragmentation and oxidation stress in PC-3 cells. (A) Changes in nuclei by DAPI staining. Apoptotic cells indicate
condensed and fragmented nuclei. Magnification ×200. Presentation photographs are shown from three repeated experiments. (B) Induction of ROS
production following IHRG-1 and IHRG-5 treatment of PC-3 cells. After treatment the cells were load with DCFH-DA and fluorescence was
measureed at 490 nm excitation and 530 nm emission using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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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삼의 약리효과중 대표적인 것이 항암효과를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다[Sato 등, 1994; Kim 등, 2000]. 하지만 아직까지

홍삼에 감마선 조사를 하였을 경우 항암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홍삼의 에

탄올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를 사람의 전립선암 세포주인 PC-3

세포에서 항암효과를 살펴보았다. 홍삼 에탄올 추출물은 30 µg/

mL에서도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감마선 조사를 처리한

홍삼 추출물들은 저농도인 3 µg/mL부터 세포생존율을 감소시

켰다. 세포사멸을 유발시키는 것이 괴사가 아닌 apoptosis에 의

한 것임을 본 연구에서 핵의 분절 및 Annexin V/PI 염색을 통

하여 검증하였으며,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poptosis를 유도하기

위해서 ROS의 활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내

ROS의 증가는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의 손

상을 유발시킨다[Simbula 등, 2007].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

를 처리한 홍삼 에탄올 추출물이 ROS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

는 감마선 조사를 통한 홍삼 에탄올 추출물이 ROS의 활성을

통하여 핵의 분절이 유발되어 apoptosis를 통하여 세포사멸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BALB/c 마우스에 대장암 세포인 CT-26세포를 피하에 이식

시킨 후, 홍삼 에탄올 추출물과 감마선을 조사한 홍삼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뚜렷한 암세포 증식억제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감마선 조사된 홍삼 에탄올 추

출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보고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된 인삼이 랫드의 태자와 신생자의 발달 및 다른 유전독성

및 행동발달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Park 등, 2001]. 또한,

Kim 등[2008]과 Choi 등[2009]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방사

선 조사에 의해 문어 자숙액의 에탄올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문어 자숙액에

항산화 활성으로 추정되는 폴리페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의해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홍삼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

분으로 알려진 조성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및 기타 조성물의 구조 변화에 의해서 생리활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홍삼의 감마선조사를 통한 항암효과 증대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감마선조사에 따른 홍삼의 진

세노이드 외의 다른 성분의 변화 및 항암효과의 정확한 기전규

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초 록

홍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동안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 에탄올 추출물에 감마선을 1~5

kGy 범위에서 조사를 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감

마선 조사된 홍삼 추출물(IHRG)의 진세노사이드의 조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HPLC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홍삼 에

탄올 추출물에 감마선 1 kGy와 5 kGy를 조사한 처리군에서 진

세노사이드의 조성에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전립선암세포주인 PC-3세포에서의 IHRG의 세

포독성을 살펴 본 결과, 감마선을 처리하지 않은 홍삼추출액

(HRG) 보다 더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LD50 농도가 IHRG-1

(1 kGy)에서는 30 µg/mL, IHRG-5 (5 kGy)에서는 15 µg/mL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포독성이 Annexin V/PI 분석 및 핵의 염색

법인 DAPI 염색을 통하여 IHRG를 처리한 군들에서 전형적인

apoptosis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ROS)의

유발이 IHRG 처리군에서 나타났다. BALB/c 마우스에 암세포

를 이식시킨 모델에서 IHRG에 의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HRG에서 21.1%인 반면

에, IHRG-1에서 56.9%, IHRG-5에서 76.1%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들 통해, HRG에 어떤 생리활성 물질이나 성분들이 감마

선 조사에 의해 항암효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홍삼, 항암효과, 아폽토시스, 진세노사이드, 감마

선 조사

Fig. 5. The inhibitory effects of tumor growth by the HRG and

IHRG-5. (A) The changes of tumor volume of the treatment group at
an interval of 2 days after oral feeding of HRG and IHRG-5. (B) The
average tumor weight of HRG and IHRG-5 groups at 14th day.
*p≤0.05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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