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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각질 형성 세포에서
흑삼 추출물의 항노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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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lack ginseng extract steamed six times at 95°C (BGE-A6) was evaluated for its

antioxidant, anti-wrinkle, and skin moisturizing effects in human keratinocytes. When steamed six times at 95°C,
the content of total ginsenosides including minor ginsenosides (Rg3, Rh4, Rk1, and Rg5) was the highest at
14.97 mg/g.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BGE-A6 were measured by using different in vitro antioxidant assays
such a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d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antioxidant activity of BGE-A6 wa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 assay and a western blot assay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scavenging activity of BGE-A6 in H2O2-induced human keratinocytes.
Pretreatment with 100 μg/mL of BGE-A6 inhibited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by about 40%. Also, the expression of heme oxygenase-1 (HO-1), catalase (CAT), and superoxide dismutase-1 (SOD-1), very well-known
as antioxidant enzymes, was increased by BGE-A6 in a dose-dependent manner. BGE-A6 was shown to significantly inhibit the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1 and increase the production of type I collagen,
thus confirming its anti-wrinkle activity (P<0.05). Furthermore, BGE-A6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hosphorylation of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s (EGFR) and the expression of moisturizing proteins, such as
hyaluronic acid synthase 2 (HAS2) and aquaporin 3 (AQP3), indicating tha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skin
hyd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GE-A6 has potential for use as an effective compound in
anti-aging cosmetics to address wrinkle formation and skin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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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및 비효소적 방어시스템에 의해 제거된다(Lee, 2015). 피부
는 인체의 물리적･생화학적 방어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조직

인체는 자외선, 환경오염 물질과 같은 여러 외부자극과

으로 바깥쪽으로부터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

정상적인 대사 작용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응성 산소 라디

어 상호･기능적 특징을 가진다. 그중 각질 형성 세포는 표피

칼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활성산소(reactive oxygen

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세포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species, ROS)는 일반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존재하는 효소

matrix, ECM)을 구성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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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보습, 체온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Seo와 Choi,

비한 실정이다.

2013). 그러나 물리적 자극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활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귀 ginsenoside인 prosapoge-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경우에는 방어시스템을 무너

nin계 ginsenoside의 함량이 최적화되는 증숙 공정을 통해

뜨리고 단백질, DNA와 같은 세포 성분이 손상되어 중요한

제조된 흑삼을 이용하여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산화적

기능이 변질되거나 특이적인 신호전달과정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와 피부보습 및 주름개선 효과를

(Nam과 Kim, 2004). 이는 피부건조, 민감도 증가, 색소 침

검증함으로써 피부 노화 억제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화를 촉진시키고 광과민성 질

고자 한다.

환이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피부질환을 유발한다(Trouba
등, 2002). 이러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재료 및 방법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체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약

인삼(Panax ginseng)은 약리적 효능이 지속적으로 규명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은 Welgene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용 식물자원으로 인정받

(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fetal bovine serum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FBS)과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 BRL(Eggen-

(Jang 등, 201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d

stein,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Tannic acid, Folin-

Affairs Horticulture Industry Division, 2020). 인삼은 높

Ciocalteu’s reagent, L-ascorbic acid, 2,2-diphenyl-1-

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저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백삼(白蔘)

picrylhydrazyl(DPPH), 2-azino-bis(3-ethylbenzthiazo-

으로 가공하여 유통되어 왔지만 백삼의 저장성도 일반적으

line-6-sulfonic acid)(ABTS), quercetin, nitro blue te-

로 1년, 진공상태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Kwak,

trazolium(NBT), xanthine oxidase from bovine milk,

2019). 특히, 장마철 등 습도가 높은 경우, 백삼이 대기 중의

potassium ferricyanide, trichloroacetic acid, iron(Ⅱ)

습기를 흡습하게 되면 백삼 표면의 수분 활성도는 수삼보다

chloride, hydrogen peroxide(H2O2), dichlorofluoresce-

높아 곰팡이나 부패균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간 저장

in diacetate(DCF-DA)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과 유통을 위한 방법이 고려되었다(Jeon 등, 2008). 증숙

MO, US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실험에

(steaming)은 높은 온도에서 발생한 증기열을 이용하여 건

사용된 모든 시약은 일급 및 특급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조 약재 등을 찌는 공정으로 증숙된 약재는 물리화학적인

다.

변화가 발생하여 조직이 재구성되고 각종 효소들이 불활성
화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Nam, 2005). 또한, 페

흑삼의 제조

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되고 고분자 형태의 유효성분이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에서 재배된 5년근 수삼을 깨끗

저분자화 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Lee 등, 2018). 홍삼

이 세척하여 약 5% 정도 건조하고 95°C에서 약 2시간 30분

(red ginseng)은 백삼을 1~2회 증숙하여 생산한 가공삼으

동안 증숙(1차 증숙)을 진행한 다음, 열풍건조기를 사용하여

로 주요성분인 ginsenoside가 열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수

50°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1차 건조)하였다. 1차 증숙 및

분해되어 prosapogenin 형태인 Rg2, Rg3, Rg5, Rh1, Rh2

건조 과정 후 2차부터 9차 증숙까지는 95°C에서 2시간 증숙

등이 생성된다. 이러한 prosapogenin계 ginsenoside의 항

한 다음 매 증숙마다 햇볕에서 8시간 건조를 진행하였다.

암, 항혈전, 항산화 작용 등과 같은 생리활성 효과가 규명됨

마지막 증숙 이후에는 수분함량이 13% 정도가 되도록 건조

에 따라 홍삼은 수요가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한 뒤, 공기가 순환되는 20~25°C 저장고에 6개월 이상 숙

건강기능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Oh 등, 2016; Jo 등, 2011).

성하여 흑삼을 제조하였다. 증숙을 하지 않고 건조만 진행한

또한, 홍삼보다 더 많은 횟수의 증숙 과정을 거쳐 가공한

백삼을 WG(white ginseng), 1, 3, 6, 9차 증숙한 흑삼을

흑삼(black ginseng)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흑삼은 전통

각각 BG-A1, BG-A3, BG-A6, BG-A9으로 명명하였다.

적인 방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짙은 검은색
을 나타내기 때문에 흑삼이라고 명명되었다(Nam 등, 2012).

증숙 횟수에 따른 ginsenoside 함량 변화

흑삼은 홍삼보다 더 많은 Rg3를 함유하고 그 외에도 Rk1,

제조된 흑삼의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Rh4 등을 함유하고 있어 더 우수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진다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준원액은 ginsenoside Rg3(S,

고 평가된다(Park, 2019). 이외에도 흑삼은 항산화 및 항암,

R), Rg1, Rb1, Rh4, Rk1, Rg5(Biopurify phytochemical

항비만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등,

Ltd., Chengdu, China) 표준물질 10.2 mg을 정밀하게 달아

2006; Park 등, 2015). 최근에는 기존의 구증구포 공정의

70%(v/v) 메탄올 용액 10 mL에 정용하였다(1 mg/mL). 이

제조시간 및 가공조건을 변경하여 수율 및 품질이 개선된

를 70% 메탄올로 1.43, 7.14, 35.71, 71.42, 142.86 ppm의

흑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산화적 스트레스 조절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시험용액은 시료

을 통한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의 항노화 기전 연구는 미

약 2 g을 정밀하게 달아 70%(v/v) 메탄올 용액 25 mL에

흑삼 추출물의 항노화 효과

1021

넣은 다음 분액 여두용 진탕기(RS-1, Jeiotech Co., Ltd.,

반응시킨 다음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라디칼 소거

Daejeon, Korea)에서 15분간 200 rpm으로 진탕하였다. 이

활성을 구하였다.

를 4°C에서 1,6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지용성 및 수용성 성질의

0.2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여액을 적절히 희석하여

항산화 물질 모두 사용 가능한 항산화 활성 측정 방법으로

HPLC 분석에 사용하였다. Ginsenoside 분석을 위해 1260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청록색의

infinity 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ABTS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컬럼으로 Accucore C18

하는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 mM

(2.6 μm, 3.0×50 mm; 17126-053030, Thermo Fisher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서 12~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사용하였다. 이때 이동

+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ABTS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

상으로서 A 용매는 water, B 용매는 acetonitrile(HPLC

고 흡광도가 0.7~0.8이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

grade)을 사용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시험법을 일부 변형하

였다. 농도별로 희석한 흑삼 추출물에 희석한 ABTS 라디칼

여 acetonitrile의 농도를 10%에서 80%로 순차적으로 증가

용액을 대조군에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반

시키고 마지막에 다시 10% acetonitrile 순으로 조절하였

응시킨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BTS 라디칼

다. 전개 온도는 30°C, 유속은 0.8 mL/min이며, 검출기는

소거 활성을 구하였다.

1260 infinity Diode Array Detector(Agilent Technolo-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은 nitro blue tetra-

gies)를 사용하여 203 nm의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Ginse-

zolium(NBT) 환원법으로 측정하였다(Nishikimi, 1975). 3

noside 함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mM xanthine sodium salt와 0.6 mM NBT 용액, 15 mM

Ginsenoside 함량(mg/g) ＝C×

a
S

×b×

100
1,000

Na2-EDTA 용액,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7.4)를 혼합하고, 농도별로 희석한 흑삼 추출물과 50 mM

C: 시험용액 중 개별 ginsenoside 농도(μg/mL)

xanthine oxidase(0.1 units/mL)를 첨가하여 5분간 차광한

a: 시험용액의 전량(mL)

다음 37°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이를 560 nm에서 흡광도

S: 시료 채취량(g)

를 측정하였다.

b: 희석배수
1/1,000: 단위 환산 계수

환원력 활성
환원력(reducing power) 활성은 ferric ferricyanide

흑삼 추출물 제조

3+
2+
(Fe )가 ferrous(Fe ) 형태로 환원될 때 푸른색을 띠는

제조된 흑삼에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85~90°C에서

원리를 이용하는 Oyaizu(1986)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24시간 추출을 3회 반복하였다. 추출액은 60°C에서 진공

농도별로 희석한 흑삼 추출물에 200 mM sodium phos-

농축하여 64°Brix로 맞춰 흑삼 추출물을 제조하여 사용하

phate buffer(pH6.6)와 1% potassium ferricyanide를 차

였다. 흑삼 추출물은 4°C에서 냉장 보관하여 후속 실험에

례로 가하여 50°C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반응액에 10%

사용하였다.

trichloroacetic acid를 가하여 반응을 멈춘 후 원심분리하
여 얻은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넣고 실험군에는 1% iron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과 Dennis(1915)의 방법으로

(Ⅱ) chloride, 대조군에는 증류수를 가하여 70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하였으며, Folin-Ciocalteu’s reagent가 폴리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원리

세포배양

를 이용하였다(Kim 등, 2013). 희석한 흑삼 추출물에 80%

실험에 사용된 각질 형성 세포(HaCaT)는 Dulbecco’s

에탄올과 증류수를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s phe-

modified eagle medium(DMEM)에 10% fetal bovine se-

nol reagent를 넣어 8분간 방치한 다음, 10% sodium car-

rum(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P/S)을 첨가하

bonate를 가하여 40분간 반응시켜 760 nm에서 흡광도를

여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MCO-170AIC, Panasonic,

측정하였다. 이때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의 표준곡선

Osaka, Japan)에서 37°C로 배양하였다.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세포 생존율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흑삼 추출물의 세포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os-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mann(1983)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를 진행하였다. 세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평가법으로 본 실험에서는 Blois

4
포를 96-well plate에 최종 농도 1×10 cells/mL가 되도록

(195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희석한 흑삼 추출

분주하여 배양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CO2 in-

물에 DPPH 용액을 대조군에는 메탄올을 첨가하여 20분간

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MTT 용액(5 mg/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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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반응시킨 뒤 dimethyl sulfoxide(DMSO)를 첨가

ELISA를 이용한 collagen 및 MMP-1 발현량 측정

하여 생성된 formazan을 용해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흑삼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colla-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

gen 및 MMP-1 생성량을 ELISA ki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로 표시하였다.

5
다. 6-well plate에 세포를 2×10 cells/mL의 농도로 분주

하여 배양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1시간 전처리한 다음 0.5

세포 내 ROS 소거 활성

mM H2O2를 처리하여 재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배양 배지를

흑삼 추출물의 세포 내 ROS 소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하여 MMP-1 및 제1형 pro-collagen 생성물을 MMP-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H2DCFDA)

1 ELISA kit(Abcam, Cambridge, UK) 및 Type 1 pro-

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녹색의 형광물질인

collagen kit(Abcam)을 각각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

2′,7′-dichlorofluorescin(DCF)로 변화되는 원리인 DCF-

를 측정하였다.

DA assay를 이용하였다(Lee, 2014). 12-well plate에 세포
5
를 1×10 cells/mL의 농도로 분주하여 배양 후 시료를 1시

통계처리

간 전처리한 뒤 0.5 mM H2O2를 처리하여 추가 배양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각 군

그 후 20 µM의 DCF-DA를 처리하여 30분간 반응시킨 뒤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PBS로 3회 세척한 세포를 형광현미경(U-HGLGPS, OLYM-

IL, USA)을 이용한 Student’s t-test로 하였으며, P 값이

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이때 형광세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는 iSolution auto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Western blot을 이용한 항산화, 주름개선 및 보습 관련 단
백질 발현량 측정

증숙 횟수에 따른 흑삼의 ginsenoside 함량 변화

흑삼 추출물의 항노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

증숙 공정에서 ginsenoside는 3번과 6번 탄소에서 가수

주름개선 및 보습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을 western blot으

분해와 이성화 반응, 그리고 20번 탄소에서 탈수 반응을 일

5
로 확인하였다. 6-well plate에 세포를 2×10 cells/mL 농

으켜 극성이 낮은 ginsenoside로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Sun

도로 분주하여 배양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1시간 전처리한

등, 2009). 이러한 저극성･저분자 ginsenoside인 prosa-

다음 500 μM H2O2를 처리하여 재배양하였다. 세포 내 단백

pogenin은 기존의 ginsenoside에 비해 체내에서 흡수율이

질을 protease inhibitor mixture가 첨가된 passive lysis

높고 독성이 낮으며, 생리활성이 증가함으로써 강한 약리

buffer로 추출한 후, 세포 용해물의 단백질 농도는 BCA pro-

활성을 나타낸다(Nam 등, 2013). 이에 따라 증숙 횟수별로

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제조된 흑삼의 효능 검증을 위한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10% sodium dodecyl sul-

흑삼에 함유된 ginsenoside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1에 나타내었다. 증숙 처리 전 백삼의 총 ginsenoside 함량

통해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분리된 단백

은 3.34 mg/g이었고, 증숙 회수가 1, 3, 6회로 많아질수록

질을 blotting 하였다. 그 후 membrane을 5% skim milk로

총 ginsenoside 함량이 각각 5.88, 10.01, 14.97 mg/g으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고 TBST로 3회 세척한 다음 4°C에

증가하였으나 증숙 회수가 9회인 경우에는 총 ginsenoside

서 1차 항체와 1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HRP 컨쥬게이션된

의 함량이 10.2 mg/g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열에 의해

2차 항체와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하였다. 단백질 발현

protopanaxadiol(PPD)계와 propanaxtriol(PPT)계 gin-

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detection sys-

senoside의 특정 부위의 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백삼(WG)

tem(AI680, GE healthcare, Uppsala, Sweden)을 이용하

에는 함량이 극히 미량이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prosapoge-

여 분석하였다.

nin인 Rg3, Rh4, Rk1, Rg5 등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rosapogenin의 함량이 가장 증가된 흑

Table 1. Changes in ginsenoside content of black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s
Samples

Times

WG
BG-A1
BG-A3
BG-A6
BG-A9
1)

ND: Not detected.

0
1
3
6
9

Rg3 (S+R)
1)

ND
0.12
0.97
3.35
2.74

Rg1

Ginsenoside contents (mg/g)
Rb1
Rh4
Rk1

Rg5

Total

1.74
2.16
1.64
0.31
ND

1.6
3.35
4.7
2.73
0.27

ND
ND
0.67
2.49
2.26

3.34
5.88
10.01
14.97
10.20

ND
0.21
1.51
4.19
3.33

ND
0.04
0.52
1.9
1.6

흑삼 추출물의 항노화 효과

Table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black ginseng extract
Phenolics
(tannic acid, mg/g)
1)

WGE

BGE-A6

15.29±0.971)

51.67±1.56

Values are mean±SD (n=3).

Table 3. Effect of black ginseng extract on DPPH, ABTS, and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ntioxidant activity (SC50, µg/mL)
1)
Sample
DPPH
ABTS
Superoxide
radical
radical
anion radical
2)
1.16±0.01
－
L-Ascorbic acid
2.93±0.01
－
－
2.61±0.02
Quercetin
1,096.80±9.83 185.37±0.89
>10,000
WGE
252.50±1.26 35.02±0.38 656.87±10.58
BGE-A6

삼(95°C에서 6회 증숙한 BG-A6)으로 흑삼 추출물(BGEA6)을 제조하여 후속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체 내 페놀 성분은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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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GE: dried Panax ginseng extract without processing, BGEA6: black ginseng extract by steaming-drying 6 times at 95°C,
L-ascrobic acid and quercetin are used as a positive control.
2)
Values are mean±SD (n=3).

기 때문에 단백질 및 기타 거대분자들과 쉽게 결합하고 다양
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며 여러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

라디칼 소거 활성은 1 mg/mL에서 46.85, 99.18%, ABTS

려진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라디칼 소거 활성은 0.1 mg/mL에서 33.51, 91.51%로 나타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은 항산화 활성을 탐색하는 일차적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6a)의 연구에서 백삼, 홍

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Boo 등, 2009). 인삼은

삼, 흑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1 mg/

maltol, salicylic acid, vanillic acid 등과 같은 20여종 이상

mL에서 12.07, 23.98, 72.50%,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의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그중 배당체나 아민작용

측정하였을 때 0.1 mg/mL에서 15.80, 28.70, 89.60%로

기와 연결되어 있는 결합형 페놀산과 고분자 불용성 페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증자 처리

화합물은 열처리 과정을 통해 유리형 페놀산 및 페놀 화합물

를 하였을 때 ginsenoside Rh1, Rg2, Rg3 등이 많이 생성되

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페놀 화합물이 생성되어 총 폴리페놀

고 이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과 DPPH, ABTS 라디칼 소거

화합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on 등, 2005).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증숙 전(WGE)과 증숙 후(BGE-A6) 추출물의 총

Superoxide anion 라디칼은 호기성 세포의 효소 및 비효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

소적 단계에서 생성되는 라디칼로 독성이 매우 강하고 노화

었다. BGE-A6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51.67 mg/g으로

와 관련된 산화 반응의 개시단계에 관여한다. 또한 hydro-

WGE에 비해 약 3배 이상 함량이 증가하였다. Kim 등

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singlet oxygen 등과 같

(2016b)의 연구에서도 증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삼과 95

은 다른 활성 산소종의 생성에 관여하여 지질, 단백질, DNA

°C에서 6번 증숙한 흑삼의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2.90,

등에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과

14.02 mg/g으로 증숙 과정을 통해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Jeon, 2011). 이에 따라 WGE와 BGE-A6의 superoxide

나타났다. 이는 인삼이 증숙 과정을 통해 화학적 변화를 일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으켜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었다. WGE의 SC50 값은 10,000 μg/mL 이상으로 나타났고
BGE-A6는 656.87±10.58 μg/mL로 나타났다. 이때 양성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대조군인 quercetin의 SC50 값은 2.61±0.02 μg/mL로 나타

증숙 전 백삼 추출물(WGE)과 증숙 후 흑삼 추출물(BGE-

났다. Shin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건지황을 시간별로

A6)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 ABTS 라디

증숙하여 건지황과 숙지황의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

칼,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고 그 결

거 활성을 비교한 결과, 1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26.53,

과를 Table 3에 SC50 값(라디칼을 50% 소거하는데 필요한

79.46%로 3시간 동안 증숙하였을 때 활성이 약 3배 증가한

시료의 농도)으로 나타내었다. 흑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흑삼 추출물의 경우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WGE와 BGE-A6의 SC50 값은 각

증숙 과정을 거치면서 열에 의해 prosapogenin과 총 폴리

각 1,096.80±9.83, 252.50±1.26 μg/mL로 나타나 증숙 전

페놀의 함량이 증가되어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을 높이는 것

에 비해 증숙 후에 소거 활성이 약 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으로 사료된다.

확인되었다. 이때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L-ascorbic acid
의 SC50 값은 2.93±0.01 μg/mL로 나타났다. 또한, WGE와

환원력 활성

BGE-A6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SC50

환원력은 활성산소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을

값은 각각 185.37±0.89, 35.02±0.38 μg/mL로 증숙 후에

뜻하며 WGE와 BGE-A6의 환원력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소거 활성이 증숙 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때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WGE는 125, 250, 500 μg/

양성 대조군인 L-ascorbic acid의 SC50 값은 1.16±0.01

mL 농도에서 흡광도 값이 0.65±0.01, 0.90±0.01, 1.31±

μg/mL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WGE와 BGE-A6의 DPPH

0.01로 나타난 반면에 BGE-A6는 1.32±0.01, 2.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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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WGE and BGE-A6 on reducing power. All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3.61±0.10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

공정은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

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양성대조군인 L-ascorbic acid은

이라고 사료된다.

125 μg/mL 농도에서 2.33±0.02로 나타났다. Song 등

세포보호 효과

(2012)의 연구에서 더덕 열수 추출물과 증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의 환원력 값이 125 μg/mL 농도에서 각각 0.615,

HaCaT 세포에서 BGE-A6의 효능을 평가하기에 앞서 세

1.245로 증숙 공정을 거친 더덕의 환원력이 현저히 증가하

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나타내었다. 세포에 BGE-A6를 6.25~100 μg/mL의 농도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흑삼 추출물의 환원력 활성

로 24, 48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의

은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증숙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Fig. 2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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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BGE-A6 on the cell viability in H2O2-induced HaCaT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BGE-A6 for 24, 48
hr and (B) Cells were treated with BGE-A6 for 1 hr then treated with 0.5 mM H2O2 for 6 hr. The cell viability was analyzed
using MTT assay. (C) Expressions of PCNA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HSC70 wa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
All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
and P<0.05 compared to H2O2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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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 이하의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았기

3B). Jang 등(2016)의 연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때문에 향후 실험에 사용될 시료의 농도 범위를 12.5~100

대식세포에 백삼, 홍삼, 흑삼 추출물을 100 μg/mL 농도로

μg/mL로 결정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BGE-A6의

처리하였을 때 흑삼 추출물이 홍삼과 백삼 추출물에 비하여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GE-A6를 12.5~100 μg/

ROS 생성 저해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o와

mL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전처리한 다음 0.5 mM H2O2를

Choi(2013)는 HaCaT 세포에서 H2O2 500 µM을 처리하였

처리하여 6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Fig. 2B에

을 때 증가한 ROS 생성이 금은화 물 추출물에 의해 농도

나타낸 바와 같이 세포에 0.5 mM H2O2 처리하였을 때, 약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이를 통해 세포사멸 및 손

30% 정도 감소된 세포의 생존율이 BGE-A6 처리에 의해

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GE-A6

농도 의존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이

가 H2O2 처리로 인해 과도하게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로

를 바탕으로 단백질 수준에서 세포 생존율을 회복시키는지

부터 생성되는 ROS를 억제하여 세포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

확인하기 위하여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으로 사료된다.

(PCNA)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PCNA는 세포주기의 G1

항산화 효소 발현량 변화

기와 S기에서 발현이 증가하여 증식과 관련된 핵단백질로
알려져 있어 세포 증식능의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Shin과

정상세포들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산화 경로를 억제하

Park, 1995). Fig. 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앞서 세포 생존율

여 세포 상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을 측정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어 H2O2로 감소된

위한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체 내 존재하

생존율을 BGE-A6가 효과적으로 회복시킨다고 판단하였다.

는 항산화 시스템으로는 heme oxygenase-1(HO-1),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등이 있으며,

세포 내 ROS 소거 활성

그중 HO-1은 heme의 산화를 유도하여 biliverdin, free

HaCaT 세포에서 H2O2 처리에 의해 유발된 세포 독성에

iron 및 carbon monoxide로 산화 및 분해하는 세포 내

대한 BGE-A6의 세포보호 효과가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를

heme을 조절하는 주요 효소이다(Gozzelino 등, 2010). 또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내 ROS 생성

한, SOD는 항산화 방어 체계 첫 번째 단계에서 독성이 강한

에 미치는 영향을 DCF-DA 형광염색을 통해 활성 산소종의

O2 를 H2O2와 산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촉매하고 CAT는

양을 형광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3A에 나타낸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대표적인 효소이다(Ighodaro

바와 같이 HaCaT 세포에 0.5 mM의 H2O2를 6시간 처리 시

와 Akinloye, 2018). 그러나 ROS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이

현저하게 초록 형광이 증가하였으나, 100 μg/mL의 BGE-

러한 생체 내 항산화 반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활성산소가

A6를 1시간 전처리 후 동일한 농도의 H2O2를 6시간 처리한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한다(Jeong, 2017). BGE-A6가 H2O2

군에서는 초록 형광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의해 증가된 세포내 ROS 소거를 통해 세포보호 효과를

또한, DCF-DA 형광세기를 iSolution autoplus 프로그램을

나타냄에 따라 BGE-A6의 ROS 소거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

이용하여 정량한 결과 HaCaT 세포에 0.5 mM H2O2를 처리

여 세포 내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량을 western blot

하였을 때 증가한 ROS 생성이 BGE-A6를 100 μg/mL 농도

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HaCaT

로 처리한 경우 약 4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세포에 0.5 mM H2O2를 처리하여 감소된 HO-1, CAT, SO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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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 (0.5 mM)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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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BGE-A6 on H2O2-induced intracellular ROS levels in HaCaT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BGE-A6 for 1
hr and then stimulated with 0.5 mM H2O2. Then cells were stained with DCF-DA for 30 min and observed under fluorescence
microscopy. (A) Image of the intracellular ROS levels by fluorescence microscopy and (B) the relative fold increase of detected
***
ROS level was measured by DCF-DA assay. All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P<0.001 compared to H2O2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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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GE-A6 on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HO-1, CAT, and SOD) in H2O2-induced HaCaT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BGE-A6 for 1 hr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0.5 mM H2O2 for 6 hr. Expressio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HSC70 wa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All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
#
experiments. P<0.05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P<0.05 compared to H2O2 treated group.
단백질의 발현이 BGE-A6 처리 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

주름 개선 및 보습 관련 단백질 발현량 변화

다. 특히, CAT와 SOD의 경우는 BGE-A6 처리 시 농도 의

피부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존적으로 발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1의 경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하는 동시에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기

우는 모든 농도에서 발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의해 ROS가 생성되면 피부 노화가
시작된다. 또한,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세포 내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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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BGE-A6 on the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type 1 procollagen and MMP-1 in H2O2-induced HaCaT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BGE-A6 for 1 hr and then stimulated with 0.5 mM H2O2 for 6 hr. Production of (A) type 1 procollagen
and (B) MMP-1 released into the culture media was determined by ELISA. Expressions of (C) collagen, MMP-1, (D) HAS2, AQP3,
and EGFR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HSC70 wa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All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
#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to control and P<0.05 compared to H2O2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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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될 뿐만 아니라 세포 구성 성분인 단백질, DNA 및 지질

단백질의 발현은 증가시키고 MMP-1의 발현을 감소시켜

을 손상시켜 콜라겐 및 엘라스틴과 같은 세포외기질을 분해

피부보습 및 피부장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의 발현이 증가하

AQP3의 증가는 피부조직 및 피부세포막에 발현되는 EGF

여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이 저하된다(Yun 등, 2018). 특히,

수용체의 인산화를 증가시킴으로써 피부 건조에 대한 보호

MMP-1은 세포 내 존재하는 주요 콜라겐 분해 효소로 피부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BGE-A6의 항산화 및

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섬유성 콜라겐 Ⅰ형과 Ⅲ형을 분해하

피부보습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전 연구가 진

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있다(Lee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GE-A6의 주
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콜라겐 발현 및 MMP-1

요

약

발현 억제 정도를 ELISA와 western blot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0.5 mM H2O2를 처리하

본 연구에서는 95°C에서 6번 증숙하여 제조한 흑삼 추출물

였을 때 콜라겐 생성이 대조군에 비해 약 40% 감소하였고,

의 항산화 활성과 피부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

BGE-A6를 100 μg/mL 농도로 처리 할 경우 H2O2 처리에

호 효과를 확인하고, 항산화 효소 발현, 주름개선 및 보습

의해 감소된 콜라겐 생성이 약 20%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흑삼 추출물

확인되었다(P<0.05). MMP-1의 생성은 0.5 mM H2O2를 처

(BGE-A6)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PPH, ABTS,

리하였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BGE-A6를 처리하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을 측정하였

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MMP-1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다. 그 결과 증숙 후 흑삼 추출물이 증숙 전에 비하여 DPPH

나타났다. 또한, 콜라겐과 MMP-1의 발현 정도를 western

라디칼 소거 활성은 4배,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5배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ELISA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각질

나타내었다(Fig. 5C).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

형성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BGE-A6의 세포보

된 여러 천연 소재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피부세포

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GE-A6를 1시간 전처리하고

에서 ROS 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

0.5 mM H2O2를 6시간 동안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H2O2

며 MMP-1 생성을 억제시켜 주름 생성을 예방한다는 결과

처리로 증가된 ROS 생성이 BGE-A6를 100 μg/mL 농도로

와 일치한다(Hwang 등, 2018; Choi 등, 2016). Kim 등

처리한 경우 약 4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은 홍삼 물 추출 엑기스를 피부 섬유아세포에 처리하

BGE-A6의 ROS 소거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포 내 존재

였을 때 콜라겐 생성과 MMP 억제 효과가 미약하였다고 보

하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량을 western blot으로 평가한 결

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BGE-

과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감소된 항산화

A6는 홍삼에 비해 피부 손상과 주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

효소(HO-1, CAT, SOD)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회복시

고 사료된다.

켰다. 또한, BGE-A6의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질층은 약 3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해야 건강한 피부

콜라겐 발현 및 MMP-1 발현 억제 정도를 ELISA와 west-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수분이 10% 이하

ern blot으로 측정한 결과 0.5 mM H2O2를 처리하였을 때

로 떨어지게 되면 피부장벽에 이상이 발생하여 보습 능력이

감소된 콜라겐 생성량이 BGE-A6를 100 μg/mL 농도로 처

저하되고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Jo, 2016). 또한, 피부는 적

리할 경우 H2O2 처리에 의해 감소된 콜라겐 생성량을 약

정한 보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히알루론산을 생성하는

20% 정도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0.5

효소인 hyaluronan synthase 2(HAS2)와 외부의 수분을 세

mM H2O2를 처리하였을 때 증가된 MMP-1의 생성이

포막에서 세포 내로 수송하는 막 단백질 역할을 하는 aqua-

BGE-A6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

porin(AQPs)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

다. BGE-A6의 피부보습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등, 2019; Li 등, 2010). Cao 등(2006)과 Saavalainen 등

western blot으로 측정한 결과 HAS2와 AQP3 발현량 및

(2005)의 연구에서는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의 인산화를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EGFR)의 활성화를 통해 HAS2와 AQP3의 발현을 유도하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피부세포에 H2O2를 처리하여 산

여 피부보습 및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였을 때 BGE-A6는 항산화 효소의

본 연구에서는 BGE-A6의 피부보습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

발현을 통해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AQP3, HAS2 및

치는 영향을 western blot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콜라겐 단백질의 발현은 증가시키고 MMP-1의 발현을 감

5D에서 보는 바와 같이 BGE-A6는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

소시켜 피부보습 및 피부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

로 HAS2와 AQP3 발현량 및 EGFR의 인산화를 증가시키는

된다. 또한, AQP3의 증가는 피부조직 및 피부세포막에 발현

것으로 나타났다.

되는 EGF 수용체의 인산화를 증가시킴으로써 피부 건조에

결론적으로 피부세포에 H2O2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

대한 보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흑삼 추출

스를 유도하였을 때 BGE-A6는 AQP3, HAS2 및 콜라겐

물은 항산화 효과, 피부보습 및 장벽기능 유지를 통한 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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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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