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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Ginseng, Panax ginseng C. A., white ginseng,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d ginseng can be made by a steaming process of white ginseng changing a variety of ginsenosides and 
ingredients such as dencichine. This article reviews red ginseng for mechanisms for pharmacodynamics and toxicity 
based on the content of ginseng’s active ingredients, ginsenoside changed by steaming. 
Methods: The following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PubMed, Science Direct and Chinese Scientific Journals 
full text database (CQVIP), and KSI (Korean Studies Information) from their respective inceptions to June 2012.  
Results: Compared with unsteamed ginseng, the content of ginsenosides Rg2, Rg3, Rg5, Rh1, Rh2 and Rk1 called 
red ginseng-specific ginsenosides increased after the steaming process. Different ginsenosides have shown a wide 
variety of effects such as lowering or raising blood sugar and blood pressure or stimulating or sedating the nervous 
system. Especially, the levels of Rg2, Rg3, Rg5, Rh1, Rh2 and Rk1 were increased by the steaming process, showing 
a variety of pharmacodynamics in biological systems. Also, various processing methods such as puffing and 
fermentation have been developed in processing crude ginseng or red ginseng, affecting the content of ginseng’s 
ingredients. The safety issue could be the most critical, specifically, on changed ginseng’s ingredients such as 
dencichine. The level of dencichin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red ginseng by the steaming process. In addition, 
the possible toxicity for red ginseng was affected by cytochrome P450, a herbal-drug interaction. 
Conclusions: The variety of 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properties should be changed by steaming process of 
Panax ginseng C. A., white ginseng. Even if it is not sure whether the steaming process of white ginseng would 
be better pharmacologically, it is sure that steaming reduces the level of dencichine causing a lower toxicity to the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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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7가지의 인삼속 식

물 중 약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Panax ginseng C. A. 
Meyer(고려인삼), Panax japonicum C. A. Meyer(죽절

삼), Panax notoginseng (Burk) F.H Chen(전칠삼), 
Panax quinquefolium L.(화기삼)의 4종이다. 일반적으

로 한약으로 이용되는 인삼은 Panax ginseng C. A. 
Meyer이다. 인삼은 크게 수삼, 백삼과 홍삼으로 분류

된다. 수삼은 밭에서 수확한 생인삼으로 70-80%의 수

분을 함유한 것이다. 백삼은 수삼의 표피를 벗기거나 

그대로 일광건조 또는 열풍건조하여 가공한 것이다. 
홍삼은 원료수삼을 표피를 벗기지 않은 채로 증기로 

쪄서 익혀 건조하는 修治(processing)과정을 통해 생

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홍삼이 일반적으로 

인삼이라고 불리는 백삼과의 차이는 수삼의 가공방법

의 하나인 증숙(steaming process)의 유무이다.1) 
그러나 홍삼은 1995년까지는 정부만이 제조할 수 

있었으나 1996년부터 전매제 폐지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홍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홍삼의 제조과정은 과거와는 팽화와 

발효 등의 다양한 수치과정이 응용되어 성분에서 큰 

차이를 유발한다. 특히 홍삼은 한방처방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기능성식품으로 상품화되어 성분의 구성 

종류 및 함량에 있어서 더욱 다양하다. 
이러한 연유로 홍삼의 대중화되어 한방의 보약이

라는 측면을 대신하여 한의업계의 위축을 가져온 주

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의업계는 한방조제를 통

한 홍삼이 국민건강에 보다 더 기여하고 질환예방에 

필수적이라는 대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 생존

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한 가장 일차적

인 문제는 전통적인 홍삼제조방법이 현대의 제조방

법과 성분 차이에 의한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적

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방에서 사용되는 홍

삼이 현대적인 제조방업에 의해 생산된 홍삼을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의업계는 한방조

제를 통한 홍삼이 더욱 효능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에 한계가 시작된다. 
그럼 한의업계가 홍삼의 기능성식품에 의한 국민

건강을 한방 원리와 한방 조제방법에 기초한 한약제

제가 더욱 더 국민건강에 바람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한

의업계에서는 과거의 방법이나 오늘날의 홍삼제조 

방법을 통해 유효성분과 독성성분의 함량에서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효성

분과 독성성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홍삼 제조방법에 대한 이해와 주요 유

효성분의 구성과 이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를 기초로 하여 제조된 홍삼에 한방원리

에 따른 한약재를 첨가하면 홍상 단독의 섭취보다 유

효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독성 측면에서 더욱 감소

된다는 원리와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홍삼의 약리작용은 體虛慾脫, 
肢冷脈微, 脾虛食少, 肺虛喘咳, 口渴, 內熱消渴, 久病

虛痢, 冲悸失眠, 陽痿宮冷, 心力衰渴 등으로 요약된

다. 영방 측면에서 오늘날 홍삼의 주요 성분에 의해 

제시되는 주요 효능은 혈관내피세포의 항세포자멸, 
항비만, 세포자멸 유도,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항암, 
항폐염증, 항전이, 항혈관성 치매, 항알츠하이머 질환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효능을 위해 홍삼

의 주요 ginsenoside는 홍삼-특이적 ginsenoside인 

Rg2, Rg3, Rg5, Rh1, Rh2와 Rk1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에 독성적인 측면은 증숙에 의한 dencichine 함

량 감소로 설명되고 있다. Dencichine은 신경-흥분성 

물질로 고용량에서 신경독성을 유발한다. 특히 신경

독성에 기인하여 dencichine은 직립보행 장애, 반사 

장애, 목의 경직과 다리의 신근마비 등의 증상을 동

반하는 신경성 갯완두중독증(neurolathyrism)의 원인

으로 추정되고 있다.48, 49)  
이와 같이 한방에서 바라보는 홍삼과 양방에서 바

라보는 홍삼은 효능과 독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

다. 따라서 홍삼의 대중화에 의한 한방의 위축을 어

떻게 극복할 수 있을꺼 하는 문제는 한의업계에서는 

큰 문제이며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 번에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홍삼의 증숙과정, 주
요 유효성분 및 성분에 의한 약리기전 그리고 독성에 

대한 양방학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홍삼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수치 과정인 증

숙에 의해 구성성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홍삼

의 약리 및 독성기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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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insenosides in Ginseng and Red Ginseng  

공통함유
ginsenosides(18)

백삼 특이적-
ginsenosides(6)

홍삼 특이적-
ginsenosides(14종)

Ro, Ra1, Ra2, Ra3, Rb1, Rb2, Rb3, Rc, Rd, 
Re, Rf, Rg1, Rg2, Rg3, Rh1, R1, Rf

Rb1, Rb2, Rc, Rd, R1, R2 Rg2, Rg3, Rg5, Rh1, Rh2와 Rk1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Rf2, Rs1, Rs2, Rs3, Rs4, R4, Rh4, Rg6, F4 등이 있음

(Adapted from Nam KY)   

Fig. 1. The change of crude saponin and ginsenoside by steaming process.
(Adapted from Hong) 

Fig. 2. The transformation of notoginsenoside by steamimg process.
(Adapted and modified from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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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Rg2 on glutamate-induced 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s(A) and calpain expression(B) in PC12
cells. (Adapted from Na Li)

Fig. 4. The effects on glutamate-induced caspase-3
expression and amyloid-β production. (Adapted from Na Li)

Fig. 5. The histological changes in cerebrum
ischemia-reperfusion. (Adapted from Zhang)

Fig. 6. The effects of Rg3 on angiogenesis in mouse
abdominal cavity. (Adapted from Yue)

Fig. 7. The mechanism for various cytokines expressed
by NF-κB. (Adapted from 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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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홍삼의 제조방법, 약리작용과 독성에 대한 문헌고

찰은 2010년부터 약 1년에 걸쳐 ScienceDirect (http:/
/www.sciencedirect.com)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

센터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www.ncbi.nlm.nih.gov/pubmed)의 Data base,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논문, 학술지, 단행본, 신문 

검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KSI KISS(http://kiss.kstu
dy.com)를 주로 이용하였다.

결 과

1. 홍삼의 성분과 변화

인삼의 약리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ginsenoside이다. 현재 여러 종류의 인삼에서 약 77종

의 ginsenoside가 분리되었는데  77종이 있는 것으로 

Panax ginseng C. A. Meyer에서 약 50 종류 확인되

고 있다.2) 증숙을 통해 ginsenoside의 종류와 함량이 

변화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인삼(백삼)과 홍삼의 약리

작용의 차이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증숙

의 횟수는 ginsenoside의 이화학적 변화에 있어서 영

향을 주게 된다. Fig. 1은 수삼 Panax ginseng C. A. 
Meyer 5년근의 수삼을 총 9회의 증숙처리 중 1, 3, 5, 
7, 9회에 있어서 조사포닌(crude saponin)과 각종 gin-
senoside의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3) Fig. 1의 A)
에서처럼 초기 4.24%에서 첫 번째 증숙에 의해 

6.09%로, 9번째 증숙에 의해 7.88%로 조사포닌 함량

이 증숙횟수의 증가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였다. Fig. 
1의 B)는 수삼의 주요 ginsenoside인 Rg1, Re, Rc, 
Rb1 Rg2, Rh1, Rg3의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Ginsenoside는 주로 비당부분(aglycon)에 

따라 4환성의 dammarane계와 5환성의 oleanane계의 

2종류로 대별된다. Dammarane계 ginsenoside는 다시 

비당부분에 붙어 있는 수산기(-OH)의 수에 따라 2개

인 protopanaxadiol type(PPD type)과 3개인 proto-
panaxatriol type(PPT type)으로 구분된다. PPD type
의 극성 ginsenosdide인 Rb1과 Rc는 첫 번째 증숙에 

의해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9번째 최종 증

숙에 의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PPT type의 극

성 ginsenoside인 Rg1, Re의 경우에는 3번의 증숙에 

의해 함량의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증숙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최종 9번째 증숙에 

의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Rg2, Rh1, Rg3과 

같은 비극성 ginsenoside의 경우에는 5번째 증숙에 

의해 큰 변화를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 Rg3의 경우에는 초기 수삼에서 미

량으로 존재하다가 1~5회 증숙에 의해 0.23~0.35 
mg/g로 증가하고 이후 최종 증숙에 의해 2.96 mg/g 
수준까지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수삼의 증숙을 

통해 조사포닌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ginsenoside 경

우에는 Rb1, Rb2, Rg1, Re의 함량은 감소하고 Rg2, 
Rh1, Rg3의 햠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증숙에 의해 

ginsenoside의 함량과 구성비가 변화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삼과 홍삼에 있어서 gin-
senoside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2) 백삼과 홍삼이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ginsenoside는 Ro, Ra1, 
Ra2, Ra3, Rb1, Rb2, Rb3, Rc, Rd, Re, Rf, Rg1, 
Rg2, Rg3, Rh1, R1과 Rf, 백삼-특이적 ginsenoside는 

Rb1, Rb2, Rc, Rd, R1, R2, 홍삼 특이적-ginsenoside
는 약 14종으로 Rh2, Rf2, Rs1, Rs2, Rs3, Rs4, Rg3, 
Rg2, Rh1, R4, Rh4, Rg5, Rg6과 F4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수삼의 증숙 및 가공과정과 더불어 수

삼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이

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홍삼인 경우에는 Rg2, Rg3, Rg5, 
Rh1, Rh2와 Rk1이 대표적인 홍삼-특이적 ginseno-
side이다. 

이와 같이 증숙의 열처리에 ginsenoside의 변화가 

유발되는데 홍삼-특이적 ginsenoside가 증기 또는 증

숙을 통해 생성되는 기전은 기존 ginsenoside의 glu-
cosyl residue의 변화로 설명된다.3) Fig. 2에서처럼 인

삼에서 분리된 notoginsenoside에 증기를 가했을 때 3
번과 20번 탄소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 glucosyl resi-
due가 분리되어 Rh2와 Rg3으로 전환된다. 마찬가지

로 Rg2 및 Rh2 등의 홍삼-특이적 ginsenoside도 백삼 

또는 수삼에 포함되어 있는 ginsenoside의 glucosyl 
residue의 분리에 기인한다. Rg3 경우에는 고압증기

를 가했을 경우에 20번 탄소에서 탈수화반응이 유도

되어 Rk1과 Rg5로 전환된다. 따라서 수삼의 홍삼으

로의 과정에서 증기 및 고압은 기존의 ginsenosi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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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골격에서 glucosyl residue 분리 및 탈수화 반응

을 통해 홍삼-특이적 ginsenoside 생성을 유도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증기 및 고압의 조건은 홍

삼-특이적 ginsenoside의 함량과 종류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홍삼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홍삼으로의 가공과정에서 증숙은 ginsenoside의 변

화 외에도 비-ginsenoside나 비-사포닌 물질의 차이 

또한 유도한다.4) 예를 들어 수삼의 홍삼으로 가공과

정에서 증숙은 분해효소의 불활성화를 유도하는 물

질 생성, ginsenoside의 항산화물질로의 전환, 녹말의 

젤라틴화(gelatinization)를 통한 인삼 성분의 흡수 증

가를 비롯한 다양한 비사포닌 물질의 변화가 이루어

진다. 홍삼-특이적 비사포닌 성분은 polyacetylene계 

성분, 산성 다당체(acidic polysaccharide) 성분, 아미

노산과 그 유도체 성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홍삼의 

생리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인삼의 대표적인 polyacetylene계 성분은 panax-
ydol, panaxynol, panaxytriol의 3종이 있다. 특히 pan-
axytriol은 증숙을 통해 panaxydol로부터 생성되는 대

표적인 홍삼-특이적 비사포닌 성분이다. 인삼의 대표

적인 산성다당체로는 pectin-like α-1, 4-poly-
galuronan과 uronic acid가 있다. 백삼인 경우에는 

pectin-like α-1과 4-polygaluronan의 함량이 0.6-0.8%
이지만 홍삼인 경우에는 4-7%로 약 8배 정도 높다. 
일반적으로 인삼에는 약 2% 정도의 유리아미노산이 

존재하며 이중 aginine이 약 60-70%인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수삼의 홍삼 과정에서의 증숙에 의해 당

과 아미노산의 결합 반응인 Mailard 반응을 통해 다

양한 아미노산 유도체가 생성한다. 홍삼-특이적 아미

노산 유도체로는 arginine과 maltose의 결합한 maltu-
losyl arginine이 있다. Arginine-fructose-glucose는 

maltulosyl arginine의 일종으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altol도 맥아당과 

아미노산의 Mailard 반응을 통해 홍삼에서 함량이 증

가된다.5) 

2. 홍삼의 약리작용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는 인삼의 적응증으로는 

虛脫, 嘔吐泄瀉, 虛喘, 消渴, 氣血不足, 失眠 등이 있

다. 홍삼과 인삼은 기능성식품으로도 분류되는데 기

능성은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 등으

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백삼의 경

우에 ① 몸이 虛하고 弱하고 脫盡의 體虛慾脫, ②팔

다리가 冷하고 맥이 약한 肢冷脈微, ③ 비장이 약해

서 식욕부진의 脾虛食少, ④ 폐가 약해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는 肺虛喘咳, ⑤ 진액이 말라서 갈증이 있

는 口渴, ⑥ 몸안에 열이 있어 갈증이 생기는 內熱消

渴, ⑦ 오랜 변으로 몸이 허약하고 마른상태의 久病

虛痢, ⑧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상태의 冲悸

失眠, ⑨ 발기부전과 자궁이 냉한 陽痿宮冷, ⑩ 심기

능이 약한 心力衰渴이 적응증이 있다. 홍삼의 경우에

는 백삼의 ①, ②, ③과 더불어 心力衰渴, 心源性 休

克, 氣가 약해서 血行의 不全인 氣不攝血 등이 적응

증으로  백삼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인삼과 홍삼의 약리효능적인 측면에

서 명확한 차이에 대한 구별은 쉽지가 않다. 이는 

Table 1에서처럼 인삼 및 홍삼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

은 ginsenoside가 유사하며 일부 홍삼-특이적 ginse-
noside를 제외하고 인삼 및 홍삼이 유사한 ginseno-
side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삼과 홍삼에

서 ginsenoside가 차이가 있더라도 각각의  ginseno-
side가 중복적인 약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삼 및 홍

삼의 전체적인 효능 측면을 구분하여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논하는 홍삼의 약리작용은 

홍삼-특이적 ginsenoside인 Rg2, Rg3, Rg5, Rh1, Rh2
와 Rk1을 중심으로 설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

다.   

1) Rg2 
(1) 항알츠하이머 질환

Rg2연구는 미비하지만 뇌신경세포 및 치매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치매는 크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치

매로 구분된다. 알츠하이머질환은 대뇌 피질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기억력과 언어기능의 장애뿐

만 아니라 판단력과 방향감각이 상실되어 환자가 자

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는 질환이다. 혈관

성 치매는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허혈성-저산소성 뇌병변에 기인한다. 따
라서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인지기능, 행동조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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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대뇌의 주요 부분에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병

변으로 발생하는 치매로 정의된다. 기타 치매는 뇌가 

충역에 의해 손상되거나 뇌종양, 중추신경 매독, 일산

화탄소 중독과 기타 질환에 의해 뇌가 영향을 받은 

결과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 치매증상으로 이

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

매 그리고 기타 치매는 대략적으로 50%, 30%와 20%
의 유병율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

인으로는 신경세포의 세포자멸로 이해되는데 알츠하

이머 치매는 amyloid-β 축적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세

포자멸 기전, 혈관성 치매는 뇌허혈증 및 재관류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세포자멸 기전이 in vitro 및 동물

모델에 응용되고 있다.6-7)     
Ginsenoside 중 Rb1, Rg3, Re가 신경독성에 대한 

보호 효능이 있는 것으로 in vitro 연구를 통해 알려

졌다. 이들 ginsenoside의 항신경독성 효능은 아미노

산인 glutamate  및 β-amyloid 유도-신경독성 모델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Rg2 또한 이러한 모델을 통해 

신경독성에 대한 유사한 효능이 확인되었다. 
Glutamate는 뇌에서 주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일

종이다. 신경전달물질이란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이

웃한 뉴런을 자극함으로써 신경계의 자극을 유도하

는 화학물질이다. 신경전달물질은 수십 종류가 발견

되었으며 크게 아미노산류(acetylcholine, glycine, as-
paragine, glutamate, GABA), 아민류(dopamine, adre-
naline, noradrenaline), 펩티드류(vasopressin), 지방산

류(histamine, serotonin)의 4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아미노산 glutamate는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수용

체에 결합하여 인지, 기억, 운동 및 감지를 포함한 신

경반응을 유도한다. Glutamate는 시냅스전

(presynaptic) 막의 gluamate 수용체인 NMDA re-
ceptor (N-methyl-D-aspartate receptor)에 결합하여 

시냅스후(postsynaptic) 막의 이온채널 개방에 의한 

흥분성 전압을 유도한다. 이는 신경전달물질이 신경

계에서 시냅스 연결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뇌졸중 및 알츠하이머 질환 등에서

는 glutamate 결합에 의하여 과도한 NMDA 수용체 

활성이 유도되어 신경세포의 손상과 죽음을 초래한

다. NMDA 수용체의 과잉 활성에 의한 신경세포 손

상 기전은 신경세포의 막에 위치한 이온채널을 통해 

과도한 칼슘의 유인으로 이해되고 있다.8) 또한 시냅

스전 neuron에서 glutamate가 방출되어 시냅스후 막

의 NMDA 수용체에 결합하면 칼슘채널이 개방되어 

칼슘(Ca2+) 유입이 증가된다. 칼슘의 과도한 유입은 

다양한 Ca2+-의존성 분해효소인 지방분해효소인 li-
pase, 핵산분해효소인 nuclease와 단백질분해효소인 

protease의 활성을 유도한다. 이들 분해효소의 활성은 

막을 비롯하여 핵, 단백질의 손상을 유도한다. 또한 

칼슘의 유입은 free radical 증가를 유도하여 신경세

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다.   
알츠하이머 질환의 발생의 원인은 노인반(senile 

plaque)과 신경섬유 농축체(neurofibrillary tangle) 형
성과 관련이 있다. 노인반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직접

적인 원인물질로 고려되는 amyloid-β 단백질이 응축

된 것이다. Amyloid-β는 secreatase뿐만 아니라  시스

테인 단백질분해효소(cysteine protease)인 caspase-3
의 활성에 의해 amyloid-β 전구단백질(amyloid-beta 
precursor protein, APP) 분해로부터 생성되는 비정상

적인 단백질 또는 peptide이다. 노인반은 Amyloid-β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타우단백질이나 신경섬유，

뇌내 노폐물과 결합하여 일종의 신경섬유농축체를 

형성한다.9) 신경섬유 농축체는 신경세포 내부에 실타

래처럼 축적되어 신경세포의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

경세포 기능을 저해한다. 따라서 amyloid-β는 알츠하

이머 질환의 원인이 되는 peptide이다. Glutamate는 

caspase-3, 효소 활성을 유도하여 AAP 분해의 산물

인 amyloid-β 생성을 촉진하는데 Ginsenoside Rg2가 

glutamate와 amyloid-β 형성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0) Fig. 3의 A)는 랫드에서 분리된 

PC12 세포에 glutamate를 처리한 후 세포내 칼슘농

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칼슘통로차단제 ni-
modipine에 의해 칼슘 유입이 차단되었으며 이는 세

포 내로의 칼슘 유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 PC12세포에 glutamate를 처리한 결과, 대조

군세포에서 약 2배 정도의 칼슘이 세포질에서 증가한 

반면에 glutamate와 함께 Rg2를 처리한 결과, 세포 

내로의 칼슘 유입이 nimodipine에 의한 효과만큼 저

해되었다. 따라서 Rg2는 glutamate에 의한 칼슘의 유

입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3의 B)는 Ca2+
에 의해 발현 및 활성이 증가되는 Ca2+-의존성 단백

질분해효소인 calpain 발현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Glutamate 투여를 통해 PC12세포에서 calpain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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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되었지만 Rg2에 의해 발현이 거의 없을 정도

로 억제되었다.  
칼슘에 의한 calpain활성은 항산화효소의 분해를 

유도하여 세포의 항산화적 방어시스템을 약화시킨다. 
이는 칼슘 유입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일부 설명된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자

멸을 유도하는 caspase-3의 발현을 증가시킨다.11) 여
기서 자료 제시는 없었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서 glu-
tamate 처리에 의해 PC12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되었으며 Rg2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10) Fig. 4는  glutamate 투여에 의해 PC12
세포에서 caspase-3 발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

다. Glutamate에 의해 caspase-3의 발현이 증가하였으

며 Rg2에 의해 발현이 대조군의 수준으로 감소되었

다. 또한 glutamate에 의해 증가된 amyloid-β가 Rg2
에 의해 감소되었다. 따라서 glutamate는 PC12세포에

서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caspase-3 증가, caspase-3 
활성에 의한 amyloid-β 증가를 유도하는데 Rg2는 

glutamate에 유발된 현상들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Rg2에 의한 amyloid-β 생성

에 대한 억제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예방과 치료약물

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전이 된다.     
    

(2) 항혈관성 치매에 대한 약리기전

Rg2의 amyloid-β 형성에 기인하는 알츠하이머 치

매에 대한 효능 가능성과 더불어 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능도 확인되고 있다.10) Rg2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

해 랫드의 혈관성 치매모델인 중대뇌동맥폐쇄-재관류 

방법(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MCAO)-reperf
usion method)이 응용되었다. 이는 일종의 허혈-재관

류 (ischemia-reperfusion)방법으로 혈액의 공급을 감

소시킨 후 일정시간이 지나 혈액공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수술 동안이나 혈전에 의해 생체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혈 후 혈액의 재

관류는 ROS 생성을 증가시켜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를 통해 세포의 손상과 세포자멸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 1시간의 뇌동맥의 폐쇄는 허혈 유도를 

의미하여 이후 48시간 동안 혈액의 재관류가 이루어

졌다. Rg2는 허혈 유도 후 재관류 15분 전과 재관류 

24시간 후에 미정맥을 통해 투여되었다. Rg2의 이러

한 시차를 두고 투여하는 목적은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12) Fig. 5의 A)는 1시간 

허혈-48시간 재관류 후  2,3,5-Triphenyl tetrazolium c
hloride(TTC) 염색을 한 대뇌의 관상절단면이다. 염

색이 되지 않은 흰 부분이 허혈-재관류에 의해 경색(i
nfarction)이 유발된 조직이며 붉은 부분은 살아있는 

조직이다. Fig. 5의 B)는 hematoxylin-eosin 염색을 

통해 경색이 발생한 부위를 정상대조군과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허혈-재관류에 의해 경색이 발생한 

조직에서 정상세포가 응축되어 크기가 감소되는 세

포의 농축변성(pyknosis)이 확인되었다. Fig. 5의 C)
에서 Nissl 염색을 통해 미상핵-피곡(caudate-putame
n) 지역에서의 신경세포 감소가 허혈-재관류에 의해 

유도된 것이 확인되었다. 허혈-재관류에 의한 신경세

포의 죽음은 세포자멸로 이해되고 있다.13-15) 
발암억제단백질인 p53은 내인성 미토콘드리아 경

로와 외인성 사멸수용체 경로를 통해 세포자멸을 유

도하며 이를 p53-의존성 세포자멸(p53-induced apop-
tosis)이라고 한다. 특히 p53-의존성 세포자멸은 세포

자멸-유도 전구단백질(pro-apoptotic members)의 발

현을 유도하는데 BAX 단백질도 p53의 활성에 의해 

발현된다.14) 본 연구에서도 Rg2에 의한 p53 및 BAX 
단백질의 활성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허혈-재관

류 시험군의 대뇌 미상핵-피곡 지역에서 p53 및 

BAX 활성이 정상군 및 가짜 처치군(sham-operation
군)에서의 활성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
는 허혈-재관류에 의한 p53 및 BAX의 활성이 증가

되어 뇌의 신경세포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증가된 p53 및 BAX 활성은 양성대조물질인 

nimodopin에 의해 감소되었다. Nimodopin은 동맥이

완제로 혈관이완에 의한 혈액량의 증가를 유도하여 

허혈에 의한 이들 단백질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Rg2에 의해 p53 및 BAX 활성이 농

도-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Rg2가 허혈-재관류

에 의해 유도된 뇌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을 예방하는 

기전으로 추론된다. Rg2의 이러한 효능이 nimodopin
과 같은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Rg2의 항산화적 효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혈관성 치매에 대한 Rg2의 효능을 허혈

-재관류 모델을 통해 확인되었다. 허혈-재관류에 의해 

뇌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이 유도되었다. 또한 세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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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과 관련된 p53과 BAX 단백질이 허혈-재관류에 의

해 증가와 되었다. 그러나 Rg2 투여를 통해 p53과 

BAX 단백질이 감소되어 허혈-재관류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세포자멸이 억제되었다. Rg2의 이러한 기능

은 신경학적 행동증상 및 기억력 저하의 억제하여 혈

관성 치매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Rg3 
(1) 항전이효능

Rg3가 항암과 항전이 효능이 in vitro의 전립선암

세포, 결장암세포, 멜라닌생성 암세포를 비롯하여 in 
vivo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15-18) 이러한 항암 효능에 

기인하여 중국에서는 ‘Shen-Yi Capsule’이라고 불리

는 Rg3 단일물질의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암

세포의 침윤과 전이를 예방 및 치료에 적용된다.19) 암
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있어서 신생혈관형성은 필수

적이다. 암종양이 작을 경우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

폐물 배출을 위하여 기존 혈관을 이용한다. 그러나 

암종양의 직경이 약 1-2 mm 이상이 되면 신생혈관형

성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 암종양의 성

장이란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의 악성종양으로 전환

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세포의 침윤

과 전이의 악성종양으로 전환단계에서 신생혈관형성

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Rg3의 항암효능은 

신생혈관형성 억제의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신생아의 제대혈-유래 정맥내피세포인 HUVEC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을 이용하여 

Rg3에 의해 신생혈관형성의 억제가 확인되었다.20) 본 

연구에서 Rg3과 신생혈관형성 억제제인 angiostatin
에 의한 HUVEC에 대한 증식 저해되었다. 신생혈관

형성은 우선적으로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Rg3에 의한 HUVEC 증식 억제는 신생혈관형

성 억제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in vitro에서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이 억제

되었는데 in vivo에서도 Rg3에 의해 혈관형성이 억제

되었다. In vivo에서의 혈관형성은 Matrigel plug as-
say가 이용한다. 내피세포와 더불어 Matrigel을 신생

혈관형성 유발인자인 bFGF(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와 항응고물질인 heparin과 함께 C57/BL 마우

스 복강에 투입하면 plug를 형성하면서 검은색의 고

체로 변하게 된다. 복강에서 plug를 제거하여 plug에

서 신생혈관형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lug에

서는 혈관뿐 아니라 혈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적혈구

의 햄단백질인 hemoglobin용량 측정을 통해 혈관 생

성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Fig. 6의 B)처럼 plug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C)와 D)처럼 Rg3에 

의해 plug의 크기가 감소되거나 대조군과 같이 plug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 Fig. 6의 E)
는 plug내에 존재하는 hemoglobin 함량을 나타낸 것

이다. bFGF와 heparin이 포함되지 않은 vehicle군에

서는 hemoglobin 함량이 없지만 포함된 군에서는 함

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plug 형성과 더불어 

내부에 혈관이 형성되어 혈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Rg3 투여에 의해 hemoglobin의 함량

이 용량-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in vivo에서

도 Rg3에 의해 신생혈관형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3) Rg5
(1) 항폐염증 효능 

Rg5는 홍삼-특이적 ginsenoside이지만 다른 ginse-
noside와 비교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수 연구에 의하면 Rg5는 항암, 항불안, 항피부염과 

항폐염증 등의 효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폐염증에 

대한 효능은 lipopolysaccharide-유도 마우스 모델을 

통해 확인되었다.21-23) 폐염증은 비만세포, B 세포, 호
중구백혈구를 비롯하여 대식세포 등의 다양한 면역

세포가 관련되어 발생된다. 이들 면역세포에 의한 폐

염증 기전은 사이토카인과 케모킨을 통해 염증매개

물질의 방출에 의해  촉진되거나 염증 부위로의 호중

구, 단핵구와 임파구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들의 유인, 
성숙에 기인한다.24)

염증매개물질 중 염증전구성 사이토카인(proinflam
matory cytokines)인 IL-1β와 TNF-α는 핵전사인자인 

NF-κB(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
ctivated B cell)에 의해 유전자에서 발현된다. Fig. 7
에서처럼 대식세포에서 NF-kB는 지질다당류(lipopol
ysaccharide, LPS)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다양한 사이

토카인과 케모킨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유도한다.25) 이와 같이 NF-kB는 숙주의 면역반응을 

비롯하여 염증과 세포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

사인자로 현재까지 면역반응과 관련된 약 27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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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mechanism for monocyte to penetrate vessel and to attach to tissue.
*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CCR2:chemokine (C-C motif) receptor 2.

(463)

사이토카인, 케모킨과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PS는 세균성 염증유발물질

로 분류된다. LPS는 그람음성세균의 세포 표면을 구

성하는 물질로서 세균이 침입하면 LPS가 대식세포에 

인지되어 면역반응이 유도된다. 대식세포에 의한 LP
S 인식은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인식표멱단

백질인 CD14에 의해 이루어진다. CD14는 막관통 수

용체인 TLR(toll-like receptors)의 활성을 유도하여 I
κB kinase(IκK)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LPS가 대

식세포의 TLR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NF-kB의 경

로를 활성시키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IκK는 NF
-κB에 결합하여 있는 IκB의 인산화를 유도하는데 이

는 NF-kB가 핵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

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Fig. 7에서처럼 NF-κB에 

의해 생성된 IL-1β와 TNF-α가 다시 NF-κB를 활성화

하는 양성자동조절경로(positive autoregulatory loop)
를 통해 스스로가 과잉발현이 유도되기도 한다. 이러

한 양성자동증폭은 급성내독소혈증(acute phase endo
toxemia)을 유발하여 쇼크를 비롯한 장기손상 및 죽

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NF-kB의 활성에 의해 CO
X-2(cyclooxygenase-2)와 NO(nitric oxide)가 증가한

다. COX-2는 염증매개물질인 prostaglandin E2(PGE
2) 생성을 유도하여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 또한 N
O(nitric oxide)도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NF-kB에 의한 사이토카인 생성

은 병원균을 제거하는 선천성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발현에 의한 면역과잉반응 또한 

유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사이토카인 생성과 관련된 

NF-kB의 활성조절은 항염증을 위한 중요한 조절기전

으로 이해되고 있다. 

Fig. 8. The effects of RG5 on the activity of IL-1β and TNF-α (Adapted from Kim 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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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은 in vitro 및 in vivo를 통해 LPS를 처리

한 후 Rg5에 의한 IL-1β와 TNF-α 생성에 대한 영향

을 확인한 것이다.26)  Fig. 10의 A)에서 폐의 대식세

포에 LPS를 처리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3배 정

도의 IL-1β와 TNF-α가 증가하였지만 Rg5에 의해 농

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10의 B)는 LPS를 

C57BL/6 마우스에 기관내 투여(intratracheal in-
jection) 후 10시간 지나서 폐조직의 균질액에서 측정

한 IL-1β와 TNF-α를 나타낸 것이다. LPS 투여에 의

해 IL-1β와 TNF-α의 활성이 증가하였지만 Rg5에 의

해 감소되었다. Rg5에 의한 IL-1β와 TNF-α 활성 감

소는 스테로이드성 염증억제제인 dexamethasone에 

의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Rg5는 폐의 대

식세포 및 폐조직에서 LPS-유도 IL-1β와 TNF-α  활
성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LPS에 의해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와 COX-2의 발현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

다.26) iNOS는 NO를 합성하는 효소이다. NO는 

COX-2와 같이 염증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iNOS 
활성은 폐염증을 촉진하게 된다. 대식세포에서 LPS
에 의해 증가된 iNOS와 COX-2 발현이 Rg5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LPS에 의해 IL-1β와 TNF-α의 사이토카

인 그리고 염증매개효소인 iNOS와 COX-2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들 사이토카인과 염증매개효소는 염증

을 증가를 유도하여 폐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대식세포에서의 이들의 발현은 막관통단백질인 TLR
과 LPS의 상호작용 또는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Rg5에 의한 폐염증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과 효소 

발현의 감소는 LPS와 TLR의 결합 저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  따라서 LPS에 의한 염증

매개-사이토카인 및 효소는 TLR 통한 NF-kB 활성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었지만 Rg5는 LPS와 TLR의 결

합 저해, NF-kB의 불활성화 그리고 이들의 유전자 

전사 억제를 통해 폐염증 효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4) Rh1
(1) 항염증 효능 

단핵구는 혈관, 골수와 비장 등으로 혈액과 함께 

순환한다. 병원균의 감염 시 단핵구는 감염된 조직으

로 이동하여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분화되기 때

문에 일종의 면역강화세포이다. 분화와 더불어 면역

학적 반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핵구의 조직으

로의 이동과 혈관 관통이 중요하다. 단핵구의 조직으

로의 이동과 집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화학유인물질

인 단핵구-화학유인단백질(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이라는 사이토카인의 역할이 필요

하다.27-28) Fig. 9처럼 MCP-1은 단핵구의 표면에 존재

하는 수용체인 케모킨 수용체 2[chemokine(C-C mo-
tif) receptor 2, CCR2]에 결합하여 단핵구의 이동과 

혈관 관통을 유도한다. 그러나 과도한 MCP-1 활성은 

단핵구 및 대식세포의 집합에 의한 과잉면역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과잉면역반응은 죽상동맥경화증, 
뇌손상, 류마티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하여 

종양 부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MCP-1은 단핵구

가 혈관에서 혈관내피세포 공간 쪽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위족통과(diapedesis)를 유도한다. 이동된 단

핵구는 지방의 축적과 더불어 거품과 같은 포말세포

(foam cell) 형성을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죽처럼 묽
어지고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 형성

이 유도되어 과도한 염증반응에 의한 죽상동맥경화

증을 비롯하여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MCP-1에 의한 단핵구의 이동과 흡착에 대한 저해는 

항염증뿐 아니라 혈관질환 예방에도 중요하다. 
Rh1이 MCP-1 발현 및 단핵구의 이동에 대한 영향

이 확인되었다.29) Fig. 10은 사람의 단핵구에서 유래

한 THP-1(human acute monocytic leukemia cell line) 
세포주를 이용하여 Rh1의 MCP-1과 CCR2의 발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의 A)에서 Rh1은 

MCP-1과 CCR2의 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THP-1 
세포에서 감소를 유도하였다. Fig. 10의 B)와 C)는 

MCP-1과 CCR2의 개별 발현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

타낸 것으로 Rh1에 의해 각각의 단백질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Rh1은 단핵구의 

이동을 유도하는 MCP-1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이는 

단핵구가 혈관에서 조직으로의 관통과 조직에서의 

흡착을 저해하는 것으로 또한 확인되었다. 따라서 

Rh1은 단핵구에서 MCP-1과 CCR2 발현 감소를 통

해 조직으로의 단핵구의 이동 및 흡착을 저해하여 항

염증 효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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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s of Rh1 on MCP-1 and CCR2 epression.
*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CCR2: chemokine <C-C motif> receptor 2. (Adapted from  Choi YJ).

Fig 11. The mechanism for gene transcription by
Estrogen-ER complex

Fig 12. The effect of Rh1 on gene expression of
luciferase. (Adapted from  Joo LY)

Fig 13. PMA-induced MMP expresssion(A) and the reduced induction of NF-kB by Rh2.
*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 MMP: metalloproteinase. (Adapted from Kim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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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ytoestrogen의 역할 

모든 생물체는 합성과 분해를 통해 생명현상을 유

지하며 이러한 합성과 분해의 불균형에 기인하여 질

환이 발생한다.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

이 개발되고 있지만 합성이나 천연물의 약물이 전통

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합성과 분해의 불균형을 정상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물은 2가지 기전을 통해 약

리작용을 한다. 첫 번째는 약물이 합성과 분해에 결

함이 있는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물질의 역할을 대신

하는 약리작용이며 두 번째는 합성과 분해를 수행하

는 효소나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유전자 발현

을 약물이 증가를 유도하는 약리작용이다. 인삼의 

ginsenoside는 후자를 통해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Rh1 또한 유전자 

발현을 통해 estrogen의 역할을 수행한다. Estrogen은 

성주기뿐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

하는 중요한 여성호르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일부 

곤충과 더불어 모든 척추동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estrogen은 종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Estrogen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존재하여 정자 성숙을 포함하여 성적충동 등의 생리

적 기능을 담당한다. Estrogen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

을 수행하는 기전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

한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는 것이다.30-31) Estrogen은 

사람의 전체 유전자 약 20,500개 중 약 137개의 유전

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

이 estrogen은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기 때

문에 폐경에 의한 혈중estrogen의 감소는 여성에 있

어서 폐경 후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폐경에 따른 증후군 완

화를 비롯하여 심혈관계질환, 골다공증, 뇌졸중과 알

츠하이머 질환 예방을 위해 estrogen 보충요법이 이

용되고 있다. Estrogen에 의한 유전자발현은 핵수용

체인 에스트로젠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와의 

복합체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Estrogen이 영향을 

주는 137개의 유전자 중 약 89개 유전자가 estro-
gen-ER 복합체를 통해 전사가 이루어진다.32) Fig. 11
처럼 estrogen은 핵단백질인 에스트로젠 수용체를 매

개로 하여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 ER은 2개의 

HSP90, HSP70과  p60 단백질과 결합하여 불활성상

태로 존재한다. ER은 단일 단위체로 존재하다가 es-
trogen이 단순확산을 통해 세포질과 핵에 진입하며 

결합하게 되면 ER-ER의 동종이합체로 전환된다. 
ER-ER 동종이합체에서 각각의 ER에 estrogen이 결

합하여 estrogen-ER 복합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es-
trogen-ER 복합체는 2개의 ER 단위체와 2 분자의 es-
trogen으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되어 활성화가 이루어

진다. 활성화된 estrogen-ER 복합체는 유전자 프로모

터 영역내의 estrogen-responsive element(ERE)와 결

합하여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estrogen과 화학구조 및 체내 작용이 

유사한 식물성 성분을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
gen)이라고 한다. 홍삼-특이적 ginsenoside인 Rh1은 

ER의 활성을 통해 식물성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 Fi
g. 12는 Rh1이 estrogen-ER 복합체에 의해 유전자 발

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33) 이에 대한 실험은 

estrogen-ER 복합체가 결합할 수 있는 estrogen-respo
nsive element(ERE)를 가진 luciferase 유전자가 이용

되었다. ERE-Luciferase 유전자는 plasmid를 통해 ER
을 가진 사람의 유방암세포(ER-positive human breast 
adenocarcinoma)인 MCF-7 세포에 주입되어 만들어

졌다. 결과적으로 MCF-7 세포는 estrogen에 반응하

여 estrogen-ER 복합체 형성, luciferase 유전자의 ER
E에 결합, luciferase 발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대조군에서 아주 미량의 luciferase의 발현이 이루어

졌지만 estradiol 10 nM 투여에 의해 MCF-7 세포에

서 약 5배 정도의 luciferase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는 

곧 estrogen에 의해 유전자가 전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stradiol을 대신하여 고농도의 

Rh1 100 μM을 투여한 결과,  estradiol에 의한 발현 

정도와 유사한 양의 luciferase가 발현되었다. 특히 R
h1의 투여농도-의존적으로 luciferase의 발현이 증가

되었다. 따라서 Rh1은 estrogen과 유사하게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estrogen에 의해 전사가 유도되는 유전

자를 estrogen-반응 유전자라고 한다. PR(progester-
one receptor protein)를 비롯한 c-fos, pS2 유전자도 

일종의 estrogen-반응 유전자이다. 본 연구에서도 es-
trogen 투여에 의해 c-fos, pS2를 비롯하여 PR 유전자

의 전사 산물인 mRNA가 증가하였다. Rh1 역시 es-
tradiol와 유사하게 이들 유전자의 mRNA 증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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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다. 따라서 Rh1은 estrogen에 의해 mRNA가 

전사되는 유전자를 전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Rh1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되어 estro-
gen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결

국 estrogen receptor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receptor와 결합할 수 있는 estrogen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ginsenoside
와 steroid hormone는 유사한 riterpene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대부분의 ginsenoside는 친수성 및 소수성의 

양친수성(amphiphilic nature) 특성을 나타낸다. 
Estrogen처럼 친지질성의 특성으로 Rh1이 세포막을 

단순확산으로 쉽게 통과하고 ER과 결합할 것으로 추

정된다. Rh1의 estrogen과 같은 역할은 riterpene 구조

와 Rh1의 20번 탄소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3)  
 
5) Rh2 
(1) 항암효능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를 위한 신생혈관형성은 세

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외기질의 분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암세포는 gelatinase이라고 불리는 세

포외기질 분해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MMP-2, MMP-3, MMP-9, MMP-14를 세

포 외로 분비하여 세포외기질을 분해한다.34-36) 특히 

MMP 중에서 MMP-2와 MMP-9가 암세포에서 분비

되는 대표적인 gelatinase이다. 이러한 분비와 분해는 

암세포의 성장을 위한 침윤과 전이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MMP의 발현이 높다. 
MMP의 높은 발현은 신경교종(gliomas)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신경교종은 뇌와 척수의 내부에 있는 신

경교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이다. 신경교세포는 신경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며 구조적으로 조직

의 지지작용을 한다. 신경교종은 신경조직과 연결된 

부위이나 어떤 조직 및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 뼈와 연골 등에 생긴 다른 암조직과 함께 나타

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경교종의 일종인 human as-

troglioma U87MG 세포에 MMP 발현과 이에 대한 

Rh2의 영향이 확인되었다.37) Rh2의 영향은 U87MG 

세포에 MMP 유도물질인 phorbol myristate ace-
tate(PMA)를 처리하여 이루어졌다. PMA를 처리한 

U87MG 세포에서 MMP-2를 제외한 모든 MMP가 발

현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MMP-2가 PMA에 

의해 발현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은 MMP-2가 구

성효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2가지 종류

인 구성효소와 유도효소로 구분된다. 구성효소는 

PMA와 같은 외부 유도물질의 노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이며 유도효소는 유도

물질의 노출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는 효소를 의미한

다. 따라서 MMP-2는 구성효소이며 나머지 MMP는 

PMA의 노출에 증가하는 유도효소로 분류할 수 있다. 
U87MG 세포에서 PMA에 의해 증가된 MMP-1, 
MMP-3, MMP-9와 MMP-13이 Rh2에 의해 농도-의존

적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Rh2는 암세포에서 발현이 

높은 gelatinase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경선종에서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는 여

러 종류의 MMP 중에서 MMP-9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MP-9 발현은 Fig. 13의 A)에서처럼 핵

전사인자인 NF-kB의 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사

인자란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

현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의미한다.  PMA는 MMP 발
현을 유도하는 유도물질인데 MMP-9 발현도 NF-kB
에 의해 이루어진다.37) 본 연구에서도 Fig. 13의 B)에
서처럼 U87MG 세포에서 PMA 및 Rh2에 의해 

NF-kB의 전사 활성에 대한 영향이  NF-kB 유전자와 

plasmid를 이용하여 U87MG 세포에 옮긴 후 luci-
fease 발현이 확인되었다. Lucifease 발현이 증가되면 

유전자 전사에 대한 NF-kB의 활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PMA에 의해 luciferase 발현이 대조군과 비

교하여 약 6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이는 NF-kB 활성

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PMA에 의해 증가된 lu-
ciferase 발현은 Rh2에 의해 약 50% 정도로 감소되었

다. 이는 MMP-9 또한 NF-kB 활성에 의해 전사되기 

때문에 Rh2는 NF-kB 활성 억제를 통해 MMP-9 발

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h2는 

NF-kB 활성 억제를 통해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를 위

해 필요한 세포외기질분해효소인 MMP-9 발현을 저

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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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effect of Rh2 on apoptosis in SK-HEP-1 cancer cell.
(Adapted from Oh Jeong-In)

Fig. 15. The role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
in lipid metabolism.

Fig. 16. The effect of Rh2 on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 activity. (Adapted from Hwang JT)

Fig. 17. The effect of Rk1 on apoptosis in human umbilical vein cell(HUVEC).
* DMSO: dimethyl sulfoxide. (Adapted from Le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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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자멸 유도 

Rh2는 암세포에서 caspase-3 활성의 증가를 통해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항암효능이 설명되고 

있다. Rh2에 의한 암세포의 세포자멸은 사람의 간암

세포주인 SK-HEP-1 세포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38) 
Fig. 14는 20 mM의 Rh2를 SK-HEP-1 세포에 처리한 

후, 시간경과별로 세포자멸의 세포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투여 2시간 후 세포막의 blebbing, 세
포의 원형화 그리고 염색질의 농축이 발생하였다. 
Rh2 투여 후 4시간에서 SK-HEP-1 세포의 세포자살

체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세포형태학적인 측면에서 

Rh2는 사람의 간암세포주인 SK-HEP-1 세포의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h2에 의한 암세포의 세포자멸은 caspase-3의 활

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Rh2 투여 30분 후부터 SK-HEP-1 세포에서 caspase-3 
활성이 증가되었다. 일반적으로 caspase-3의 활성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비되는 cytochrome C에 의해 

caspase-9를 통해 이루어진다. Cytochrome C는 미토

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heme 단백질로 ATP 생성

을 위한 전자전달을 담당한다. 그러나 cytochrome C
는 Ca2+농도 상승과 같은 세포자멸 신호에 의해 미

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방출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Rh2에 의해 cytochrome C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되

었다.  따라서 간암세포인 SK-HEP-1 세포에 있어서 

Rh2에 의한 세포자멸은 Rh2의 항암기전으로 이해되

며 이러한 기전은 cytochrome C와 caspase-3 활성 증

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항비만효능 

에너지 축적은 에너지의 과잉소비가 요구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의 축적은 지방세포나 지방조직에 존재하는 trigly-
ceride의 함량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다양

한 세포의 구성되는데 지방조직은 기질-혈관 분획

(stroma-vascular fraction, SVF)의 주변부에 혈관내피

세포, 섬유아세포와 대식세포로 구성된다. 새로운 지

방세포는 영양상태와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 기질-혈
관 분획의 주변부에 일생을 통해 형성된다. 지방축적

은 식이를 통해서 지방합성이라고 불리는 비지방 물

질로부터 생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지방합성은 설치류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사람

에게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고 식이에 의한 공

급이 지방축적의 더 중요한 원인이다. 혈장에서 기질

로 지질이 통과하면 지방세포는 lipoprotein lipase라
는 효소를 합성한다. Lipase는 혈관으로 이동하여 tri-
glyceride-풍부 지단백질인 chylomicron과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를 가수분해하여 지방

산과 유리-glycerol을 생성한다. 지방산은 운반체를 

통해 지방전구세포로 들어가며 glycerol phosphate와 

더불어 에스테르화되어 triglyceride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triglyceride는 유리-glycerol과 유리-지방산

(non-esterfied fatty acid, NEFA)의 에스테르화반응

(esterification)을 통해 합성된다. Triglyceride의 합성

을 통해 지방전구세포는 지방세포(adipocyte)로 분화

가 촉진되어 단일지방립(single lipid droplet)에 축적

된다. 지방립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방세포-특
이적 단백질인 perilipin으로 덮여있다. 또한 단일지방

립은 서로 합착하여 합착지방립을 형성하여 핵과 세

포소기관이 한쪽 구석으로 위치하게 된다.39-41) 이와 

같이 지방전구세포는 triglyceride의 축적으로 지방립

과 합착지방립의 형성 통해 지방세포로 분화되며 이

는 비만을 유도하며 비만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지

방전구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도 초래하지만 세포형태학적으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원인이며 최대 8배 정도까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세포 또는 지방전구세포의 수 또

한 비만의 중요한 원인인데 남성은 260억 개, 여성은 

약 350억 개의 세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포 수의 차이는 결국 비만도가 남성보

다 여성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세포의 triglyceride는 에너지가 요구될 때 지

방분해의 과정인 지방산과 glycerol이 분해되어 혈관

으로 들어간다. 지방분해 과정에서는 여러 효소의 활

성이 필요하지만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두 효소인 

adipose tissue triglyceride lipase와 hormone-sensitive 
lipase(HSL)가 핵심 효소이다. 특히 HSL 활성은 가역

적인 인산화 과정과 세포질에서 지방립의 표면으로

의 이동 과정 등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조절된다. 
HSL 활성을 유도하는 호르몬은 glucagon, costico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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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d, ACTH(Adrenocorticotropic hormone), cat-
echolamin이다. 이들 호르몬은 지방세포의 β-agonist 
receptor에 결합하여 cAMP(cyclic adenosine mono- 
phosphate) 생성을 통해 지방분해를 유도한다.41) 반
면에 인슐린은 lipoprotein lipase의 활성화를 통해 지

방합성과 지방축적을 유도한다. HSL에 의해 생성된 

유리-glycerol과 유리-지방산은 혈액을 통해 간 및 기

타 조직에 들어가 에스테르화 또는 에너지 합성을 위

한 β-oxidation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지방조직 또는 지방세포는 triglyceride의 합성과 

방출을 통한 에너지 조절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호르

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기도 하다. 지방조직에서 

생성된 중요한 호르몬은 leptin과 adiponectin이다.41) 
Leptin은 지방조직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

는 일종의 사이토카인이다. Leptin은 뇌의 시상하부 

핵에 작용하여 식이섭취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또한 leptin은 근육과 간에서는 지방

산 산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leptin의 기능은 부분적

으로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를 통해 

이루어진다.42) 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가장 많

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으로 혈액에 분비된다. 
Adiponectin은 인슐린-자극 호르몬이며 간과 근육에

서 ATP 생성의 과정인 β-oxidation을 촉진하여 glu-
cose 생성을 감소시킨다. Adiponectin 활성 역시 

AMPK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나 leptin은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되지만 adiponetin은 지방세포

가 많으면 혈액농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만

과 제2형당뇨에서 adiponetin의 혈장농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leptin뿐 아니라 adiponectin의 활성은 항비만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leptin과 adiponectin의 

활성은 AMPK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AMPK을 통

한 신호전달체계 활성은 항비만 물질의 개발에 있어

서 위한 중요한 기전이다. 실제로 AMPK 활성을 유

도하는 biguanide 계열인 metformin와  rosiglitazone
은 제2형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다.43) Fig. 15에서처

럼 leptin과 adiponectin, 그리고 biguanide 약물 외에

도 운동과 굶주림은 AMPK 활성화를 통해 지방합성 

감소 또는 지방산 산화 증가를 유도하여 유리 지방산

을 감소시키거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비만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AMPK는 지방산 산화뿐  아니

라 세포의 당흡수, 당운반 단백질의 합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master 
switch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AMPK의 활성화

를 유도한 물질이 곧 항비만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이섭취 또는 지방산의 생성은 지방축

적의 원인이며 지방축적은 지방전구세포의 지방세포

로의 분화를 유도하여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AMPK 활성은 지방합성 억제 및 지방산 산화의 촉진

을 통해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여 항비만의 주요 

표적기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Rh2의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을 통해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44)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특정 현상을 

확인에 앞서 세포가 죽지 않는 농도를 결정하기위해 

선행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는 알고자 하는 현상 이전

에 세포가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전구세포인 3T3-L1에 Rh2의 여러 농도를 투여 결과, 
40 μM 정도에서 세포가 죽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을 투여하여 지방전구세

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Rh2에 대한 영

향이 확인되었다. 지방산은 지방전구세포에 흡수, 축
적되어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세포 

내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세포로

의 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Rh2의 3T3-L1에 

투여한 결과, 지방의 용량이 Rh2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하였다. 이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로

의 분화된 지방전구세포의 수가 Rh2에 의해 감소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h2는 지방전구세포

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Rh2의 지방세포 분화에 대한 억제는 지방

산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방산 산화를 유

도하는 핵심적인 조절단백질인 AMPK에 대한 Rh2 
영향은 Rh2에 지방산의 감소가 AMPK 활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16의 A)는 Rh2에 

의한 3T3-l1 세포에서의 AMPK 활성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45) Rh2 투여 3 시간 후 AMPK가 Rh2 
농도-의존적으로 전기영동상에서 증가하였다. AMPK
의 활성화는 인산화에 이루어지는데 Fig. 16의 B)에
서 Rh2 20 μM과 40 μM에 의해 AMPK 인산화가 증

가되었다. 따라서 Rh2는 3T3-L1에서 AMPK 활성화

를 통해 지방산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Rh2는 3T3-L1의 지방전구세포에서 

AMPK 활성 증가를 통해 항비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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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6) Rk1
(1) 혈관내피세포의 항세포자멸 효능 

Rk1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어 약리적 효

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세포자멸은 암세포를 비

롯하여 정상적인 못한 세포에 의한 생체에 영향을 최

소하기 위해 스스로 죽는 과정으로 생체의 방어기전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체의 환경

에서 세포자멸은 새로운 세포와 교체로 이루어지는 

항상성 유지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세포자멸과 

새로운 세포의 생성에 의한 균형 즉, 항상성이 이루

이지지 않으면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예는 골

다공증 발생에서 이해할 수 있다.46) 
골(뼈)은 일생을 통해 개형(remodelling)이라는 과

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체된다. 정상적인 신체의 상

태에서 골의 개형은 오래된 골을 제거하는 파골세포

에 의한 골흡수와 제거된 위치에서 조골세포에 의한 

새로운 골형성으로 이루어진다. 골형성을 위한 조골

세포는 다기능성 주세포(pluripotent stem cells)에서 

기원하며 파골세포는 세포자멸을 통해 골흡수가 이

루어진다. 그러나 폐경기와 같은 시기에 estrogen의 

분기가 저하되면 골형성의 조골세포 생성은 저하되

고 파골세포의 세포자멸이 지속되면 골개형의 불균

형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상적

인 조직에서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의 균형은 조직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데 세포증식보다 세포자멸이 

지속되면 질환의 원인이 된다. 암을 비롯하여 자동면

역, 패혈증, 신경퇴화 등과 같은 병리적 현상에서 세

포 교체의 항상성이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생물체의 전체 조직에서 영양공급과 배출물의 이동

을 담당하는 혈관의 혈관내피세포 또한 세포 교체를 

통해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항상성을 허무는 혈

관내피세포의 불균형적인 세포자멸은 혈관의 형태학

적 통합성과 내피층 기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동맥경화증, 동종이식 혈관병증(allograft vascul-
opathy)과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다양한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세포자멸

의 촉진을 예방하는 방법이 질환치료의 일부로 제시

되고 있다. Fig. 17은 제대정맥내피세포(human um-
bilical vein cell, HUVEC)에 세포자멸 유도물질인 

dimethyl sulfoxide(DMSO)를 처리한 후, Rk1에 의한 

세포생존율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47) DMSO
에 의해 HUVEC의 생존율이 대조군 대비 약 25% 정
도까지 감소되었지만 Rk1에 의해 약 80-90% 까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Rk1이 혈관내피

세포의 세포자멸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포

자멸 억제뿐 아니라 Rk1은 감암세포주인 HepG2 세
포에서 텔로머라제 활성을 억제하여 항암효능도 확

인되었다.48) 

3. 홍삼의 독성

홍삼이 인삼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홍삼이 인삼 또는 수삼의 

중숙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처리에 의한 성분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삼에 대한 독성 

연구는 다소 있지만 홍삼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따라서 인삼의 독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증숙에 의한 성분 변화에 따른 홍삼

의 독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신경독성을 유발하는 인삼의 dencichine 성분을 

예로 들 수 있다. Dencichine은 인삼에 의한 신경흥분

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이지만 증숙에 의해 감소되어 

홍삼에는 낮은 용량으로 존재하여 홍삼에 의한 신경

독성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삼의 ginsenoside
는 약물대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cytochrome P450 
활성에 영향을 주어 약물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비
록 증숙에 의해 홍삼의 ginsenoside 함량과 종류에 변

화가 있더라도 이들에 의한 cytochrome P450 활성에 

대한 영향을 통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독성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삼에 의한 독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삼의 증숙에 따른 성분의 변화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1) Dencichine의 독성 

① Dencichine의 독성과 함량변화 

Dencichine은 β-N-oxalo-L-α, β-diamino-propionic 
acid (β-ODAP)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성분

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단백질성 아미노산이다. 
Lathyrus sativus라는 향완두의 종자에서 처음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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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독성

0.31%  in Panax quinquefolium 
0.51% in Panax ginseng 

0.9% in Panax notoginseng 
신경독성

(472)

리되었다. 미국삼인 Panax notoginseng의 약리 효능

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 저용량에서는 지혈작용

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encichine은 신경

-흥분성 물질로 고용량에서 신경독성을 유발한다. 신
경독성에 기인하여 dencichine은 직립보행 장애, 반사 

장애, 목의 경직과 다리의 신근마비 등의 증상을 동

반하는 신경성 갯완두중독증(neurolathyrism)의 원인

으로 추정되고 있다.49, 50) Dencichine은 인삼의 종류

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Table 2에서처럼 dencichine

은 Panax quinquefolium에 0.31%,   Panax ginseng에 

0.51%, Panax notoginseng에 0.9%로 미국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51) 그러나 증숙을 하거나 홍삼에

서는 0.02-0.12%로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 홍삼에서의 dencichine 함량이 감소하는 이유

로는 자체의 dicarboxylic acid 구조가 열에 불안정하

기 때문에 증숙을 통한 열처리에 의해 2,3-daimi-
no-propyl aldehyde carboxylic acid로의 분해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able 2. The Content and Major Toxicity of Dencichine in Various Ginseng  

(Adapted from Park Hoon)

Fig. 18. The mechanism for neuron toxicity by Dencichine
* 호르몬 bradykinin은 PLC-β(phospholipase C-β)를  활성하여 ER(endoplasmic reticulum)에서 IP3 receptor channel(IP3-R)을 통해 

IP3(inositol 1,4,5-trisphosphate) 생성한다. 이는 세포질로의 Ca2+ 방출을 유도하여 세포질 농도를 증가시킨다. 방출된 Ca2+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Ψ)를 감소시켜 ATP 합성을 감소시킨다. Ca2+는 SOCE(Store-operated Ca2+ entry, 축적을 위한 Ca2+ 입구)와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ATPase(SERCA) pump의 도움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축적되며 Na+/Ca2+exchange transport(NCX)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된다. L-dencichine(L-β-ODAP)의 24시간 노출은 bradykin 유사한 Ca2+ 이동을 유발한다. L-dencichine에 의한 신경독성은 Ca2+ 유입에 
의한 신경세포의 ATP 저하와 세포자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REBS: Krebs cycle, ER: endoplasmic reticulum, PTP:permeability transition 

por, NMDA: N-methyl-d-aspartate receptor, [Ca2+]i: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Ca2+]ER: endoplasmic reticulum calcium 
concentration, [Ca2+]m: endoplasmic reticulum calcium concentration (Adapted from Moor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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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effects of L-dencichine on Ca2+ concentrations in cytoplasm, endoplasmic reticulum and mitochondria.
(Adapted from Moorhem)

② 신경독성

Dencichine은 거울상이성질체로 L-dencichine과 

D-dencichine이 존재한다. L-dencichine이 신경독성을 

유발하지만 D-dencichine은 신경독성을 유발하지 않

는다는 보고도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L-den-
cichine에 의한 신경독성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신

경흥분성 독성에 기인하는 신경성 갯완두중독증

(neurolathyrism)의 원인이다.50) 신경흥분성 독성이란 

신경세포의 활성을 유도하여 발생하는 독성으로 주

로 신경전달물질의 상가작용에 의한 신경세포 과잉

자극에 기인한다. 흥분성 신경독성물질에 의한 신경

독성 유발의 원인은 흥분성신경전달물질인 L-gluta-
mate와의 구조적인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부 

설명되고 있다. 과잉의 L-glutamate는 신경세포의 

glutamate receptor와의 상호작용 증가를 통한 Ca2+ 
반응의 장애를 유발한다(Fig. 18). Glutamate receptor
는 이온성 수용체로 2가지 형태인  N-meth-
yl-d-aspartate receptor((NMDA receptor)와 Ca2+-per-
meable α-amino-3-hydroxy-5-methyl-4-isoxazole pro-
pionic acid receptor(AMPA) receptor가 있다.52)  
Ca2+는 두 receptor의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내로 

유입된다. L-glutamate에 의한 Ca2+의 유입은 Ca2+-

의존성 분해효소인 단백질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phosphatase, 핵산분해효소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와 

프리라디칼의 생성을 유발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포내 Ca2+ 수준은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저장을 통해 유지되어 Ca2+-의존성 생리적 기능이 

수행된다. 특히 소포체에서의 Ca2+는 세포 신호에 

의해 소포체 내막에 존재하는 inositol 1,4,5-tri-
sphosphate(IP3) channel과 ryanodine receptor 그리고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ATPase(SERCA) 
pump에 의해 신속히 세포질로 방출되어 미토콘드리

아로 유입된다.53, 54) Ca2+의 미토콘드리아 유입은 막

을 통해 단일방향으로만 이동시키는 막단백질인 uni-
porter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Ca2+는 Na+ 또는 

H+의 교환에 의해 작동하는 antiporter를 통해 방출된

다. 그러나 Ca의 과잉 축적은 신경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Ca2+의 이동에 있어서 인접한 소포체와 미토

콘드리아는 Ca2+-유도 세포독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의 중요한 장소이다. 
소포체내로 Ca2+가 과잉 유입되면 항상성의 불균형

에 기인하여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이러한 소포체의 

스트레스 전사 후 진행되는 단백질 가공에 영향을 주

게 되어 신경세포 퇴화를 유도하게 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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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합성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Ca2+ 과잉 유

입은 ATP 합성의 감소와 더불어 세포자멸을 유도하

는 cytochrome C 방출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신경흥

분성 독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Fig. 30은 L-denci-
chine(L-β-ODAP)에 의한 glutamate의 상가작용을 통

해 Ca2+ 유입 증가에 의한 흥분성 신경독성 기전을 

나타낸 것이다.55) 
Fig. 19는 마우스 신경아세포종인 N2a 세포에서 

L-dencichine의 Ca2+농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

이다.54) Fig. 19의 A)는 세포질의 Ca2+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2a 세포에 L-dencichine 2 mM, 
L-glutamate 2 mM이 24시간 각각 노출되었다. 대조

군과 L-glutamate 투여군에서는 세포질의 Ca2+ 농도

의 변동폭에서 차이가 없지만 L-dencichine에 의해 

약 2배 정도 변동폭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L-dec-
ichine은 N2a 세포에서 Ca2+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추정된다. Fig. 30의 B)는 SERCA 단백질 양을 

측정한 것이다. Ca2+의 소포체 내로의 유입은 

SERCA 단백질의 pumping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SERCA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한다. 대조군과 L-glu-
tamate의 군에서 보다 L-dencichine에 의해 N2a 세포

에서 증가되었다(Fig. 19의 C). 또한 Fig. 19의 D)에
서 L-decichine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Ca2+의 

농도 변동폭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L-decichine에 의

해 세포질에서 Ca2+ 농도의 증가된 변동폭은 세포질

에서 SERCA 단백질의 증가된 발현으로 소포체와 미

토콘드리아에서의 Ca2+ 농도의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Ca2+의 세포질로의 유입은 다양한 

분해효소의 활성과 프리라디칼 생성에 의한 신경세

포독성과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 방출에 의

한 세포자멸을 유발한다. 따라서 L-dencichine에 의한 

신경독성은 glutamate receptor의 활성제(activator)로 

작용하여 신경세포의 세포질로의 Ca2+ 과잉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활성중간대사체의 생성 여부  

 독성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유기물질은 생체전환

을 통해 활성중간대사체(reactive intermediates)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활성중간대사체는 활성이 

높아 생체를 구성하는 4대 거대분자인 DNA, 당, 지
질, 단백질과 상호작용으로 결합을 하여 독성을 유발

한다. 광방기(aristolochia fangchi)의 알칼로이드 일종

인 aristolochic acid성분은 활성중간대사체를 생성하

는 한약재이다. 또한 양약의 acetaminophen 역시 간

독성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날 용량조절의 문제가 제

시되고 있다. 이것도 간독성의 핵심 기전인 활성중간

대사체의 생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약 및 양약의 

독성이 생체전환을 통한 활성중간대사체 생성에 기

인하는데 모든 독성물질의 80%이상이 이에 의한 독

성기전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한약의 활성중간대사체

의 확인은 홍삼독성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성중간대사체는 대부분 

외인성물질의 대사과정인 제1상반응(Phase I)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생성된다.56) 
홍삼의 주요 성분인 ginsenoside와 다른 성분이 생

체전환, 특히 제1상반응의 P450에 의한 활성중간대

사체로 전환되는 정보는 현재까지 없다. 특히 ginse-
noside는 위의 위산이나 장내세균에 의해 triterpene 
골격에 결합되어 있는 당이 분해되면서 흡수된다. 또
한 C-K인 경우에는 장내세균에 의해 Rb1, Rb1과 Rc
의 ginsenoside로부터 전환, 흡수되어 간이나 다른 조

직에서의 환경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소변이나 담즙

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특성은 홍삼 의 ginsenoside가 

흡수 후 생체전환이 없이 그대로 배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부분의 활성중간대사체가 제1상반응의 

P450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전환이 없다는 것

은 활성중간대사체 생성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ginsenoside에 의한 활성중간대사체 생

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홍삼의 주요 

성분인 ginsenoside와 기타 성분이 P450에 의한 생체

전환이 없는데 이는 홍삼 그 자체가 독성학적으로 비

교적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삼은 한방에

서 무독하고 장기복용이 가능한 상약으로 알려져 왔

다. 이와 같이 인삼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는 

P450에 의해 활성중간대사체로 전환되는 물질이 없

다는 것에 기인한다.  

(3) 약물상호작용과 Cytochrome P450에 영향    

홍삼과 양약의 약물작용에 의한 독성기전은 ① 홍

삼에 의한 양약 혈중농도 증가, ② 홍삼에 의한 P450 
활성 및 저해를 통한 활성중간대사체 생성이라는 2가

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홍삼이 특정 양약의 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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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P450 효소 활성을 저해하면 양약의 혈

중농도는 대사에 의한 친수성으로 전환되지 않아 지

속적으로 혈관계에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며 과용량

에 의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에 홍삼이 P450 
활성을 증가시키면 양약의 대사가 촉진, 배출되어 양

약의 약리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홍삼은 특정 양

약의 활성중간대사체의 활성 증가를 유도하여 독성

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두통치료제인 acet-
aminophen은 CYP2E1에 의해 활성중간대사체로 전

환되어 간독성을 유발한다. 만약 홍삼이 CYP2E1의 

활성을 증가시키면 acetaminophen로부터 더 많은 활

성중간대사체 생성에 의한 독성증가에 기인하여 약

물상호 불화합((incompatibility)을 유발할 수 있다.57) 
이와 같이 P450의 활성은 약물상호작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홍삼에 의한 P450에 대한 

영향은 양약과의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독성에 있어

서 주요 기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홍삼에 의

한 P450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반면

에 인삼의 다양한 ginsenoside에 의한 P450 홍삼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Table 3). 따라서 홍삼이 인

삼의 ginsenoside와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홍삼 특

이적-ginsenoside인 Rg2, Rg3, Rg5, Rh1, Rh2와 Rk1
에 의한 P450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Rg2, 
Rg5와 Rk1은  P450에 의한 영향이 없거나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Rg3는 CYP2D6, 
Rh2는 CYP3A4, Rh1은 CYP2D6, CYP3A4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홍삼의 gin-
senoside에 의한 P450에 영향은 활성 증가보다 저해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홍삼에 의한 양약과 상호작용

은 P450의 활성 저해를 유도하여 양약 및 건강기능

성식품의 혈액농도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홍삼의 부작용과 일반 독성 

(4-1) 홍삼의 일반적인 부작용

전통적으로 인삼은 한방에서 무독하고 장기복용이 

가능한 상약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P450에 의해 생

체전환이 되지 않고 배출되며 또한 활성중간대사체

로의 전환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홍삼의 경

우에는 증숙 과정을 통해 인삼에 의한 신경독성을 유

발하는 원인물질인 dencichine의 함량이 감소되기 때

문에 인삼에 의한 부작용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추정

된다. 홍삼의 부작용이 다소 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사람을 대상

으로 인삼 및 홍삼 투여를 통한 57개의 임상시험 중 

30개의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의 존재 유무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졌다.58) 이중 14개 시험에서 부작용에 대

한 보고가 없었으며 16개 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되

었다. 이들 부작용은 인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었는데 Panax ginseng인 경우에는 위장장애, 오심, 설
사 등의 위장계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Panax quin-
quefolium인 경우에는 불면증, 두통, 흉부 불쾌감, 설
사 그리고 제2형당뇨병의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홍삼

의 경우에는 4개의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확인되었

으며 이중 3개 시험에서는 소화장애, 1개의 시험에서

는 저혈당증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홍삼도 부작

용이 유발하지만 인삼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부작

용은 유발하지 않고 부작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홍삼이 어떤 종류의 

인삼으로부터 증숙되었고 과잉복용량은 인삼-오용 증

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삼의 전형적인 부작용을 

통해 홍삼의 부작용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인삼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부작용

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LA에서 임상의사들이 

1999년 인삼을 복용한 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

고에 따르면 약 10%에서 신경예민성, 흥분, 불면증, 
피부발진과 설사가 발생하였다. 인삼에 의한 이러한 

증상을 인삼-오용 증후군(ginseng-abuse syndrome)으
로 명명되었다. 특히 카페인과 함께 인삼을 복용하였

을 경우에 인삼-오용-증후군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9) 그러나 인삼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은 불면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삼의 다른 

부작용으로 오심, 설사, 도취, 두통, 코피, 고혈압과 

저혈압, 유방통, 질출혈, 홍반, 부종, 딸꾹질, 저칼륨

증, 당뇨병재발, 고열,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초기에 피부알레르기와 다형 삼출성 

홍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중증인 경우에는 수포가 증

가하여 구비강 점막, 항문, 성기, 눈, 내장 점막에 퍼

지게 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이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까지 인삼

의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의 분석을 통해 약 52.9%가 

신경계, 11.8%가 순환계, 8.8%가 쇼크와 사망, 17.7%
가 기타로 분류되었다. 부작용을 유발한 환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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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후 1개월부터 74세 까지로 연령 전반에 걸쳐 발

생한다.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 1.7배  정도 높게 인삼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구투여를 

통해 발생한 것이며 간혹 근육투여를 통해서도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삼의 1회 투여용량은 

3-40 mg 정도인데 부작용의 발생 시기는 투여 후 수 

분에서 30일 정도이다. 

Table 3. The Effects of Ginsenoside on Activity of Various P450

Ginsenosides 활성 P450 저해 P450 전체 P450에 대해 영향이 
없거나(X) 영향이 없는 P450

Protopanaxadiol type
Rb1 X
Rb2 X
Rc X

Rd CYP1A2, CYP2C9, 
CYP2D6, CYP3A4  

Rg3 CYP2D6 

Rh2 CYP3A4 

20(S)-Protopanaxadiol CYP2C9 

Compound-K CYP2C9 

F2

Mc

Compound-Y

Mb

M6

GP-XVII

Gp-LXXV

Protopanaxatriol type
Re CYP1A2, CYP3A4 CYP2E1, CYP2C19
Rf X

Rg1 X
Rg2 X

Rh1 CYP2D6, CYP3A4,  

F1 CYP2D6, CYP3A4 

20(S)-Protopanaxatriol CYP2C9, CYP3A4 

Notoginsenoside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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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mechanism for gene transcription by
ginsenoside. (Adapted from Park YC)

Fig. 21. The effects of Rg3 on mean arterial
pressure(MAP) and vessel thickness (Adapted 

from Lee JY) 

(4-2) Ginsenoside-특이적 독성

① Rg1
인삼의 다양한 ginsenoside는 다양한 생리활성기능

을 수행하는 인삼의 핵심성분이다. 인삼의 생리활성

기능은 ginsenoside에 의한 유전자 발현에 기인한다. 
그러나 특정 ginsenoside의 과잉복용은 유전자 발현

의 지나친 활성화를 유도하며 부작용을 유도할 수 있

다. 실제로 인삼과 홍삼에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Rg1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통해 유전

자의 활성을 유도하여 생성물에 의한 독성 또는 부작

용을 유도할 수 있다. Ginsenoside에 의한 유전자의 

활성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riterpene 구조에 

기인한다. Riterpene 구조는 소장에서의 생체전환 또

는 열에 의해 ginsenoside에서 당이 분리되면서 생성

된다.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에 

기인하여 ginsenoside가 이들에 의한 생리적 기능을 

유도하게 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cortisone, hy-
drocortisone, deoxycorticosterone 그리고 dex-
amethasone의 glucocorticoid의 생리적 기능은 당합

성, 단백질 분해, 수분균형 조절, 칼슘흡수 감소를 비

롯하여 뼈의 생성을 돕는 조골세포 기능의 활성화 등

이 있다. 대부분 이들 호르몬은 글루코콜티코이드 수

용체(glucocorticoid Receptor, GR)와 결합하여 표적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생리적 기능을 유발한다.60) 
Ginsenoside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R에 결합에 의한 유전자 발현

을 통해 생리적 기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

전을 통해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ginse-
noside는 Rg1이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Fig. 20에서처럼 Rg1은 GR에 결합

하여 핵으로 이동,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존재하

는 glucocorticoid-responsive element(GRE)와의 결합

을 통해 전사를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GR은 HSP90 
(heat shock protein 90, 열충격단백질90)이라는 단백

질과 결합되어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는데 스테로이

드 호르몬이나 Rg1과 같은 리간드에 의해 분리되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 Rg1뿐 

아니라 다른 ginsenoside 역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

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g1은 유전자 발현

을 유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홍삼의 

Rg1은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하여 스테로이드성 부작

용을 유도할 수 있다.  

② Rg3
홍삼-특이적 ginesnoside인 Rg3은 혈관이완을 유

도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저혈압 및 혈관 변성

을 유도하는 독성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61) Rg3을 

마우스에 정맥주사 후 동맥혈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이에 앞서 혈관수축제인 phenylephrine 1 μg/kg
가 투여되었다. 혈관수축제는 혈관평활근 수축을 유

도하여 혈압을 증가시킨다. Fig. 21의 A)에서  phe-
nylephrine-대조군의 평균동맥혈압의 변화는 초기혈

압의 95% 수준이었지만 Rg3 투여에 의해 평균동맥

혈압의 변동폭이 초기의 약 80% 수준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Rg3가 phenylephrine에 의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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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맥혈압의 변동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phenyl-
ephrine에 의한 동맥혈압의 증가를 희석하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Rg3가 phenylephrine-유도 수축을 

약화시켜 phenylephrine-유도 평균동맥혈압의 변동폭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 21의 B)는 ICR 
마우스에 1일 20 mg/kg의 Rg3을 4주 동안 정맥투여

한 후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Rg3에 의해 흉

부대동맥의 두께 감소와 및 혈관 넓이의 증가되었다. 
따라서 Rg3는 이 혈관의 변화를 유도하여 혈압을 저

하시키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Rg3의 독성 결과는 한방처방을 통

한 독성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

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Rg3은 0.029%에서 

0.05%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삼 10g(한방에 

이용되는 1첩에 들어가는 건삼의 크기)에 5 mg 정도

의 Rg3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60kg 
체중의 성인의 1회 Rg3 흡수량은 경구투여 시에 소

장으로 흡수되며 최대로 약 5mg 정도이다. 연구에서 

마우스에 대한 정맥투여를 통한 1회 용량은 성인의 1
회 섭취량의 1,000배 정도 높은 용량이며 이를 4주간 

정맥투여하였다. 사람에 있어서 인삼 및 홍삼을 통해 

이러한 높은 용량의 Rg3을 섭취하는 경우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약리

학적 농도(pharmacological dose)에서 의미는 있겠지

만 인삼 및 홍삼 복용을 통해 흡수된 Rg3의 생리적 

농도(physiological dose) 측면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

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Shen-Yi Capsule’이라고 불

리는 Rg3 단일물질의 항암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용량 Rg3에 노출에 의한 혈관독성에 유의할 필요

성이 있다.  

③ Rb1 
일반적으로 인삼에 대한 처방은 신경이 예민하고 

정신분열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요망

된다. 특히 중추신경계 자극제, 향정신계 약물 그리고 

호르몬 제제와 동시 복용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ginsenoside의 CNS에 대한 영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삼 자체만의 복용은 CNS에 대해 자극 및 

억제 효과 모두를 나타내어 신경전달체계 조율을 유

도한다. Ginsenoside의 신경계 자극 측면에서는 Rb1
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습력과 기억력 과정을 중재하

는 신경계는 중추-콜린성 신경계이다. Rb1은 중추-콜
린성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콜린의 흡수를 유도하여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의 방출을 촉진시켜 신

경계를 자극한다.62-63) 반면에 인삼추출물 투여에 의

해 acetylcholine, glutamate, dopamine, noradrenalin
과 serotonin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흡수가 저해된다. 
이와 같이 인삼은 신경전달체계를 조율하는데 이는 

다양한 ginsenoside에 기인한다. 또한 인삼에 의한 신

경계에 대한 영향은 ginsenoside의 함량과 종류에 따

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홍삼도 홍삼-특이적 ginseno-
side가 존재하지만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처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3) 홍삼 및 인삼의 ginsenoside의 일반 독성의 

특성

홍삼에 대한 LD50에 정확한 정보는 얻기 어렵고 

인삼과 홍삼의 주효 유효성분인 ginsenoside의 mouse 
경구투여에 대한 LD50은 300-1300 mg/kg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ginsenoside 각각의 경구투

여량은 15-50 mg/mg/day로 복용량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은 인삼추출물 및 ginsenoside의 투여 경로에 따

른 LD50에 대한 자료이다. 홍삼의 LD50도 이에 의해 

유추하여 추정할 수 있다.64-66)   

- 인삼열수추출물의 경구투여에 대한 마우스 LD50

은 1,400 mg/kg, 인삼분말의 경구투여 에 대한 마우

스 LD50은 5,000 mg/kg이다. 피하투여에 대한 마우스 

LD50은 16.5 mg/kg이다. 
- 복강투여를 통한 Re의 마우스 LD50은 405-465 

mg/kg이다. 정맥투여에 대한 Re의 마우스 LD50은 

130 mg/kg이다. 피하투여에 대한 Re의 마우스 LD50

은 1,500 mg/kg이다.     
- 복강투여를 통한 Rb1의 마우스 LD50은 1,110 

mg/kg이다. 정맥투여에 대한 Rb1의 마우스 LD50은 

243 mg/kg이다. 
- 경구투여를 통한 Rg1의 마우스 LD50은 5,000 

mg/kg이다. 사망에 이루지 전까지 활성성 저하, 저체

온이 관찰되었다. 복강투여에 대한 Rg1의 마우스 

LD50은 1,600 mg/kg이다. 정맥투여에 대한 Rg1의 마

우스 LD50은 396 mg/kg이다.     
- 복강투여를 통한 Rg3의 마우스 LD50은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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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이다. 
- 대부분의 ginsenoside의 정맥투여를 통해 용혈현

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식이과 함께 저용량의 gin-
senoside을 복용할 경우에는 용혈현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량의 ginsenoside를 투여할 경

우에 최기형성 독성이 유발하지만 식이와 함께 복용

할 경우에는 최기형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 론

수삼 또는 백삼의 증숙을 통해 만들어진 홍삼은 

약리효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ginse-
noside의 종류와 함량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홍삼 

특이적-ginsenoside는 Rh2, Rf2, Rs1, Rs2, Rs3, Rs4, 
Rg3, Rg2, Rh1, R4, Rh4, Rg5, Rg6가 있으나 수삼의 

증숙 및 가공과정과 더불어 수삼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홍

삼인 경우에는 Rg2, Rg3, Rg5, Rh1, Rh2와 Rk1이 

대표적인 홍삼-특이적 ginsenoside로 고려되고 있다. 
홍삼가공과정에서 증숙은 ginsenoside의 변화 외에도 

비-ginsenoside 또는 비-사포닌 물질의 차이 또한 유

도한다. 홍삼-특이적 비사포닌 성분은 polyacetylene
계 성분, 산성 다당체(acidic polysaccharide)성분, 아

미노산과 그 유도체 성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홍삼

의 생리활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홍삼-특이적 ginsenoside인  Rg2, Rg3, Rg5, Rh1, 

Rh2와 Rk1에 대한 약력학적인 측면을 통해 홍삼의 

새로운 약리효능이 고찰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 Rg2는 알츠하이머질환의 주요 원인물질인 amy-
loid-β 생성을 억제한다. 또한 허혈은 뇌신경세포의 

세포자멸을 유도하여 혈관성치매의 원인이 되는데 

Rg2는 세포자멸을 억제하여 혈관성 치매를 예방한

다. 
- Rg3은 항암효능이 있는데 이는 Rg3가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한다. 

- Rg5은 폐염증은 비만세포, B 세포, 호중구백혈

구를 비롯하여 대식세포 등의 다양한 면역세포가 관

련되어 발생된다. 특히 이들 세포는 유전자 전사가 

활성화되어 면역반응이 증가된다. Rg5는 핵전사인자

인 NF-kB의 불활성화를 통해 이들 면역세포의 유전

자 전사 억제하여 항폐렴증 효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Rh1은 단핵구-화학유인단백질(Monocyte chemo-
attractant protein-1, MCP-1)은 염증부위로 단핵구의 

이동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 Rh1은 단핵구에서 MCP-1 발현 감소를 통해 

조직으로의 단핵구의 이동 및 흡착을 저해하여 항염

증 효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Rh1은 estro-
gen과 화학구조 및 체내 작용이 유사한 식물성 에스

트로겐이다. Estrogen은 사람의 전체 유전자 중 약 

137개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h1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되어 estro-
gen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Rh2는 NF-kB 활성 억제를 통해 암세포의 침윤

과 전이를 위해 필요한 세포외기질분해효소인 

MMP-9 발현을 저해하여 항암효능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Rh2는 암세포에서 caspase-3 활성의 증

가를 통해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항암효능

이 설명되고 있다. 지방전구세포는 triglyceride의 축

적으로 지방립과 합착지방립의 형성 통해 지방세포

로 분화되며 이는 비만을 유도하며 비만의 지표가 된

다. AMPK 활성은 지방합성 억제 및 지방산 산화의 

촉진을 통해 지방전구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 Rh2는 AMPK의 인산화를 통한 활성을 유

도하여 항비만효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Rk1은 혈관내피세포의 불균형적인 세포자멸을 

예방한다. 혈관내피세포의 불균형적인 세포자멸은 혈

관의 형태학적 통합성과 내피층 기능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이는 동맥경화증, 동종이식혈관병증과 울

혈성심부전 같은 다양한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Rk1은 불균형적인 세포자멸의 촉진을 

예방하는 방법이 질환치료의 일부로 제시되고 있다. 

 - 홍삼이 인삼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추정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홍삼이 인삼 또는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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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숙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처리에 의한 성

분 변화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삼의 독성연구를 바탕

으로 증숙에 의한 성분 변화에 따른 홍삼의 독성 정

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독성을 유발하는 인삼의 dencichine 성분을 예

로 들 수 있다. Dencichine은 인삼에 의한 신경흥분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이지만 증숙에 의해 감소되어 홍

삼에는 낮은 용량으로 존재하여 홍삼에 의한 신경독

성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한약 및 

양약의 독성이 생체전환을 통한 활성중간대사체 생

성에 기인하는데 모든 독성물질의 80%이상이 이에 

의한 독성기전으로 설명된다. 활성중간대사체는 대부

분 외인성물질의 대사과정인 제1상반응에서 P450에 

의해 생성된다. 홍삼의 주요 성분인 ginsenoside와 기

타 성분이 P450에 의한 생체전환이 없는데 이는 홍

삼 그 자체가 독성학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록 홍삼이 P450에 의해 활성중간대사체

를 생성하는 물질이 없을 지라도 P450 발현을 증가 

또는 억제할 수 있다. 이는 P450에 의해 대사되는 양

약 대사에 영향을 주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홍삼 특이적-ginsenoside인 Rg2, Rg5와 Rk1은  

P450에 의한 영향이 없거나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Rg3는 CYP2D6, Rh2는 CYP3A4, 
Rh1은 CYP2D6, CYP3A4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홍삼의 ginsenoside에 의한 

P450에 영향은 활성 증가보다 저해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홍삼에 의한 양약과 상호작용은 P450의 활성 

저해를 유도하여 양약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혈액농

도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홍삼에 대한 LD50에 정확한 정보는 얻기 어렵고 

인삼과 홍삼의 주효 유효성분인 ginsenoside의 mouse 
경구투여에 대한 LD50은 300 - 1300 mg/kg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ginsenoside 각각의 경구투

여량은 15-50 mg/mg/day로 복용량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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