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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 형성 세포에서 TNF-ɑ로 유도된 염증 반응에
대한 흑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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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Ginseng Extract Attenuates TNF-ɑ-Induced Inflammation via
Downregulation of NF-κB Signaling in Human Keratin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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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black ginseng manufactured by
a steaming process in a cell-based inflammatory model. Free radical (DPPH, ABTS,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in the extracts of ginseng and black ginseng were investigat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black ginseng extract was 38.83±1.01 mg/g, which was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inseng extract. Also, the black ginseng extract showed higher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the
ginseng extract.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n lipopolysaccharide (LPS, 50 ng/mL)-induced inflammatory reactions
in RAW 264.7 cells demonstrated that treatment with black ginseng extract decreased nitric oxide (NO)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produ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01). The quantitative RT-PCR result indicated that the black ginseng extract markedly reduced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
(IL)-6, IL-1β, and IL-8) mRNA in tumor necrosis factor (TNF)-α-treated human keratinocytes. Furthermore, the reduced
mRNA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 downregulation of iNOS, cyclooxygenase (COX)-2, and nuclear factor
(NF)-κB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lack ginseng extract exhibits anti-inflammatory effects by the downregulation of NF-κB and the consequent sup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OS and COX-2) in TNF-α-induced
human keratinocytes and suppression of NO production in LPS-induced murine macrophage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lack ginseng extract could be a valuable anti-inflammatory agent in products used to treat skin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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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gen species), 사이토카인(cytokines), 케모카인(chemokine) 등과 같은 염증 매개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보호 기관으로서의 피부는 대식세포, 각질세포, 비만세포

다(Kinne 등, 2000; Coleman, 2001; Harvima와 Nilsson,

및 상피세포와 같은 여러 면역세포를 포함하고 있다(Zhuang

2011; Kim 등, 2013; Ahn 등, 2015). 병리학적 조건에서

과 Lyga, 2014). 이러한 면역세포 중 대식세포는 염증 매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는 NO 생산을 증가

체의 과잉 생산과 같이 다른 병리 면역 현상을 관리하는데

시켜 세포독성과 조직손상을 초래하고, prostaglandin E2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중 피부 방어에 대한 역할로 표피

(PGE2)는 염증 과정에서 cyclooxygenase-2(COX-2)에

내에서 산화질소(nitric oxide), 반응 산소종(reactive oxy-

의해 생성되어 염증 과정에 중요한 중재자로 관여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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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IL-6)는 면역세포의 신호 분자로 작용하고 염증 반응을 조

재료 및 방법

절하는 친염증성(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으로 알려
져 있다(Grossman 등, 1989; Sims 등, 1993). Toll-like
receptor(TLRs)는 궁극적으로 nuclear factor-kappa B

시약

(NF-κB)의 핵 전이를 촉진하는 신호전달 수용체이다. 특히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fetal bo-

TLR-4는 lipopolysaccharide(LPS) 인식 수용체로(Means

vine serum(FBS),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 BRL

등, 2000) 활성화가 되면 다양한 생리학적 과정에 있어 중요

(Eggenstein,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

한 역할을 하는 NF-κB 전사인자 신호전달 시스템을 활성화

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시킨다(Gilmore, 2006). 따라서 NF-κB 신호전달 시스템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는 R&D systems(Min-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면역 및 염증 반

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2,2-diphenyl-1-

응을 조절하는 중심 메커니즘으로 연구되고 있다(Siddique

picrylhydrazyl(DPPH), TRI reagent, 2,2′-azino-bis(3-

와 Khan, 2011). 또한, 면역세포가 생산하는 염증성 사이토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카인 중 하나인 TNF-α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발생에 관

(ABTS),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는 Sigma-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4). 특히 피부

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각각 구입

염증 반응에서 TNF-α는 염증세포의 침투와 활성화 등 다양

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일

한 면역반응을 높이는 핵심 중재자로서(Croft 등, 2012)

급 및 특급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aCaT 세포에서 NF-κB의 활성화와 핵 전이를 유도하여
IL-8, IL-6, TNF-α 및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흑삼 제조

1(ICAM1)을 포함한 다양한 NF-κB 표적 유전자의 활성화

5년근 수삼을 깨끗이 세척하고 95°C에서 약 2시간 30분

로 이어진다(Jung 등, 2012). 이에 따라 TNF-α 유도 신호

동안 증숙(1차 증숙)을 진행한 후, 열풍건조기로 50°C에서

전달의 연쇄반응(cascade) 억제는 다양한 피부 염증 질환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1차 건조). 2차 증숙부터 9차 증숙

조절에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한다.

까지는 85°C에서 2시간 증숙한 후 햇볕에서 매 증숙마다

인삼(Panax ginseng)은 오가피 나무과의 인삼속(Panax)

8시간 건조를 진행하였고 9차 증숙 후 수분함량을 13% 정

에 속하는 음지성 속근초로 잎, 줄기, 열매 등 오래전부터

도로 맞춘 다음 6개월 숙성하여 흑삼을 제조한 후 사용하였

약용으로 사용해 왔다. 인삼 제품은 가공법에 따라 수삼, 백

다. 흑삼 제조 전의 수삼을 BG0, 1차 증숙한 흑삼을 BG1,

삼, 홍삼 및 흑삼으로 구분이 되며 가공 중 열을 가하여 제조

3차 증숙한 흑삼을 BG3, 6차 증숙한 흑삼을 BG6, 9차 증숙

되기 때문에 화학적 구조변화가 일어난다(Kim 등, 2007). 인

한 흑삼을 BG9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삼의 주요 활성 물질은 진세노사이드로 알려져 있으며, 효능
은 체내 및 체외에서 항암, 항염증, 항산화, 혈관신생 등의

증숙 횟수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량 변화

다양한 약리학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Gillis,

제조된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1997; Siddiqi 등, 2014).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준용액은 ginsenoside Rg3, Rg1,

주요 진세노사이드는 큰 분자량과 낮은 생체 이용률로 인하

Rb1, Rh4, Rk1, Rg5(Biopurify phytochemical, Chengdu,

여 사용에 제한적이었다(Kim 등, 2007). 이러한 단점을 보

China) 표준품을 각각 10.2 mg씩 저울에 정밀히 달아 70%

완하기 위하여 구증구폭(九蒸九曝)의 원리를 이용해 9번 찌

(v/v) 메탄올 용액 10 mL에 녹여 각각의 표준원액(1 mg/

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인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mL)을 만들고, 70% 메탄올로 1.43 ppm, 7.14 ppm, 35.71

생체 이용률과 희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다

ppm, 71.42 ppm, 142.86 ppm의 농도로 희석하여 제조하였

양한 증숙 공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etwaly, 2019).

다. 시료는 약 2 g씩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여 70%(v/v)

또한 흑삼은 기존의 백삼이나 홍삼보다 더 좋은 항산화(Kim

메탄올 용액 25 mL를 넣은 다음 15분간 200 rpm으로 진탕

등, 2016a), 항암(Kim 등, 2008) 및 항비만(Park 등,

후 정용하였다. 그 다음 4°C에서 1,600×g로 10분간 원심분

2015a)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었으나 TNF-α로 유

리하여 상등액을 취해 0.2 µm 필터로 여과한 후 희석하여

도된 각질 형성 세포의 염증 모델에서 흑삼 추출물의 항염증

시험용액으로 HPLC1260 infinity LC system(Agilent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 2 µL를 주입하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5°C에서 9번 찌고 말려 제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흑삼을 열수 추출하여 제조된 흑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기기분석 조건에서 컬럼은 Accucore C18(2.6 μm, 3.0×

알아보기 위하여 LPS 유도 대식세포(Raw 264.7)에서 NO

50 mm; 17126-05303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

생성 저해 효과와 TNF-α에 의해 유도된 각질 형성 세포

tham,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wavelength는 203 nm,

(HaCaT)의 염증 반응에서 염증 관련 전사인자 및 사이토카

용매는 0.8 mL/min의 유속으로, column temperatur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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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에서 실시하였다. 검출기는 1260 infinity Diode Ar-

다. 3 mM xanthine sodium salt와 0.6 mM NBT 용액, 15

ray Detector(Agilent Technologies)에서 분석 조건은 건

mM Na2-EDTA 용액,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강기능식품 시험법을 일부 변형하여 이동상 조건을 10%

(pH 7.4)를 각각 혼합하고, 50 mM xanthine oxidase(0.1

acetonitrile, 80% acetonitrile, 10% acetonitrile 순으로

units/mL)를 첨가하였다. 5분간 차광 및 37°C에서 15분간

실시하였다. 진세노사이드 함량(mg/g)은 아래의 식으로 계

반응시킨 후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산하였다.
진세노사이드 함량(mg/g) ＝C×

환원력 활성 측정은 먼저 시료에 200 mM sodium phosa
S

×b×

100
1,000

phate buffer(pH6.6)와 1% potassium ferricyanide를 차
례로 가하여 50°C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그 후 반응액에

C: 시험용액 중 개별 진세노사이드 농도(µg/mL)

10% trichloroacetic acid를 가하여 반응을 멈춘 후, 2,000

a: 시험용액의 전량(mL)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96-well plate에 농

S: 시료 채취량(g)

도별로 가하고 실험군에는 1% iron(Ⅱ) chloride, 대조군에

b: 희석배수

는 증류수를 가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1,000: 단위 환산 계수

(Oyaizu, 1986).

흑삼 추출물 제조

세포배양

제조된 흑삼을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85°C에서 24

실험에 사용된 대식세포(Raw 264.7)와 각질 형성 세포

시간 3회 반복 추출하고 3회 추출한 액을 60°C에서 진공

(HaCaT)는 DMEM에 10% FBS와 1% penicillin-strep-

농축하여 64°Brix로 맞춰 흑삼 추출물을 제조하여 사용하

tomycin이 함유된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in-

였다.

cubator(MCO-170AIC, Panasonic, Osaka, Japan)에서 배
양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흑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과 Denis(1915)

세포 생존율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시료에 80% 에탄올과 증류수를 첨가

흑삼 추출물의 세포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MTT

하고 1 N Folin-Ciocalteu 시약을 넣어 8분간 방치한 후,

assay를 실시하였다. 배양된 Raw 264.7 세포와 HaCaT 세

10% Na2CO3를 가해 40분간 정치한 뒤 760 nm에서 흡광도

4
포를 96-well plate에 각각 1×10 cells/mL의 농도로 동일

를 측정하였다. 이때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 표준곡선

하게 분주하여 배양한 후 흑삼 추출물을 농도별로(6.25~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00 µg/mL) 1시간 전처리하였다. 그 후 Raw 264.7 세포는
50 ng/mL의 LPS로, HaCaT 세포는 20 ng/mL의 TNF-α로

항산화 활성
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DPPH, ABTS,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으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Blois(1958)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안정한 DPPH 라디칼 소거는 다른 방법에 비해

자극하여 CO2 incubator에 18시간 배양하였다. 이를 MTT
용액(5 mg/mL)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뒤 dimethyl sulfoxide(DMSO) 100 µL를 분주하여 생성된 formazan을 녹
여낸 후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96-well plate에 시료를 농도별로 20 μL씩 각각
넣고 실험군에는 DPPH, 대조군에는 메탄올 180 μL를 첨가

NO 생성 저해능
흑삼 추출물의 NO(nitric oxdie) 생성 저해능을 확인하기
4

하여 20분간 혼합한 후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라

위해 Raw 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 당 1×10

디칼 소거능(%)을 구하였다.

cell/mL의 농도로 동일하게 분주하여 배양한 후 흑삼 추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물을 농도별로(12.5~100 µg/mL) 1시간 전처리를 진행하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였고, 50 ng/mL의 LPS로 자극하여 CO2 incubator에 18시

persulfate를 암소에서 24시간 반응하여 라디칼을 형성시

간 배양하였다. NO 생성 저해능은 Griess reagent system

켜 ABTS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다. 이후 흡광도 0.70±

으로 측정하였으며, 상등액을 50 μL 취하여 sulfanilamide

0.02로 희석시켜 ABTS working solution 270 μL와 시료

solution 50 μL를 가하고 5분 반응 후 naphthylendiamine

30 μL를 첨가하여 10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

dihydrochloride(NED) solution을 가하여 5분간 반응시켜

를 측정하여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구하였다.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 NO의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은 nitro blue tetrazolium(NBT) 환원법(Gutteridge 등, 1982)으로 측정하였

농도는 sodium nitrite(NaNO2)의 농도별 표준곡선과 비교
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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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imer sequence for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
Target gene

Direction

Primer sequence

IL-6

Forward
Reverse

5′-CCACTCACCTCTTCAGAACG-3′
5′-CATCTTTGGAAGGTTCAGGTT-3′

IL-1β

Forward
Reverse

5′-GCTACGAATCTCCGACCACCA-3′
5′-AACCAGCATCTTCCTCAGCTTG-3′

IL-8

Forward
Reverse

5′-TCTGCAGCTCTGTGTGAAGG-3′
5′-TGAATTCTCAGCCCTCTTCAA-3′

GAPDH

Forward
Reverse

5′-ACATCGCTCAGACACCATG-3′
5′-TGTAGTTGAGGTCAATGAAGGG-3′

1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그 후 membrane을 1차 항체

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 분석
흑삼 추출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전사에 미치는 영향을

와 4°C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세척한 후 HRP 컨쥬

측정하기 위해서 정량적 실시간 PCR(qRT-PCR)을 실시하

게이션된 2차 항체와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4

였다. HaCaT 세포를 6-well plate(2×10 cells/mL)에서

때 단백질 발현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배양하고, 흑삼 추출물을 농도별로(6.25~100 µg/mL) 1시

detection system(AI680, GE healthcare, Uppsala, Swe-

간 동안 전처리한 후 TNF-α(20 ng/mL)를 처리하여 CO2

de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ncubator에 1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를 PBS로 3회

통계처리

세척한 후 TRIzol 시약을 사용하여 세포로부터 총 RNA를
분리하였다. PCR thermal cycler device(Takara Bio Inc.,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각 군

Shiga, Japan)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고, CFX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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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t Real-Time PCR detection system(Bio-Ra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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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ries Inc., Hercules, CA, USA)에서 SYBR green mas-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termix를 사용하여 정량적 실시간 PCR을 수행하였다(Table 1).

결과 및 고찰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

Western blot을 이용한 염증 관련 단백질 발현량 측정
흑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사인자

흑삼 추출물을 제조하기 전 증숙 횟수별 진세노사이드 함

인 NF-κB 및 염증 관련 단백질(iNOS, COX-2)의 발현을

량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진세노사이드 함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HaCaT 세포를 6-well

량은 증숙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plate(2×10 cells/mL)에서 배양하고, 흑삼 추출물을 농도

85°C에서 9번 증숙한 흑삼(BG9)에서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별로(6.25~100 µg/mL) 1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TNF-α

이 12.39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적인

(20 ng/mL)를 처리하여 CO2 incubator에 18시간 배양하였

실험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다. 그 후 세포 내 단백질을 passive lysis buffer로 추출하

이 가장 많이 증가한 BG9을 선택하여 흑삼 추출물(BGE9)

여 BCA protein assay kit(Thermo Fisher Scientific)으로

을 제조하였다.

세포 용해물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단백질을 10%

흑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통해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하여 생체 내에서 다양

membrane(0.45 µm)에 분리된 단백질을 5% skim milk로

한 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

Table 2. Changes in ginsenoside content of black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s
Samples

Times

BG0
BG1
BG3
BG6
BG9
1)

ND: Not detected.

0
1
3
6
9

Rg3 (S+R)
1)

ND
0.03
0.07
0.69
1.52

Rg1

Contents of ginsenoside (mg/g)
Rb1
Rh4
Rk1

Rg5

Total

1.74
3.58
3.17
2.02
1.35

1.6
4.88
5.01
5.81
5.32

ND
ND
ND
0.34
1.09

3.34
8.59
8.66
10.39
12.39

ND
0.1
0.37
1.25
2.32

ND
ND
0.04
0.28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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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black ginseng extract
BGE0
Phenolics
(tannic acid, mg/g)
1)

15.29±0.97

***

BGE9
1)

39.67±4.84

***
***

Values are mean±SD (n=3).

***
***

로 연구되어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

***
***

알려져 있다(Boo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증숙 과정이 페
놀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숙 전 추출물
(BGE0)과 9번 증숙한 흑삼 추출물(BGE9)의 총 페놀 함량
을 탄닌산을 표준물질로 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BGE0과
BGE9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5.29±0.97 mg/g과

Fig. 1. Effects of BGE0 and BGE9 on reducing power. ***P<
0.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39.67±4.84 mg/g으로 나타나 증숙 전에 비해 증숙 후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Kim 등
(2016b)의 연구에서 90°C로 9번 증숙한 흑삼의 총 폴리페

+
되는 ABTS 라디칼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라디칼

놀 함량이 20.12±0.04 mg/g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했을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원리인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때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흑삼 추출물(BGE9)이 약 1.9배 정도

은 화학반응을 통한 자유라디칼 유발 용액에 시료를 넣어

높은 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과는 다르다(Kim 등, 2015). BGE9의 ABTS 라디칼 소거

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활성을 측정한 결과 SC50 값이 46.25±0.45 µg/mL로 나타

증숙 전 흑삼 추출물(BGE0)과 증숙 후 흑삼 추출물

나 BGE0(SC50=185.37±0.89 µg/mL)에 비해 4배 정도 높

(BGE9)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DPPH, ABTS, su-

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6b)

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 평가를 진행하

의 연구에서 90°C로 9번 증숙한 시료의 SC50 값이 144.64

였다. 라디칼을 50% 소거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를 나타

µg/mL인 점과 비교하여 우수한 소거 활성을 가짐을 알 수

내는 SC50 값 및 환원력 결과를 Table 4와 Fig. 1에 각각

있었다.

나타내었다. DPPH는 다양한 천연소재의 항산화 효능을 알

ROS의 일종인 superoxide anion(O2 )은 hydrogen per-

아보기 위해 많이 이용되며,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자유라디

oxide, hydroxyl radical을 유도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등에

칼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방향족 화합물 등에 의해 환원되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과 Yoon, 2009). 따라

짙은 자주색이 탈색이 된다(Al-sereiti 등, 1999). 흑삼 추

서 흑삼 추출물의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을

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BGE0과

측정한 결과, BGE0과 BGE9의 SC50 값은 각각 >10,000,

BGE9의 SC50 값은 각각 1,096.80±9.83 µg/mL과 249.39

675.79±8.25 µg/mL였으며, 특히 추출물의 농도 1,250 µg/

±1.04 µg/mL로 나타나 증숙 전에 비해 증숙 후에 소거 활성

L에서 BGE0은 2.69%, BGE9는 68.07%로 증숙 전에 비해

이 약 4.3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im

증숙 후에 소거 활성이 약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등(2016b)의 연구에서 90°C에서 9번 증숙한 흑삼의 DPPH

났다. 이러한 결과는 90°C에서 9번 증숙한 흑삼 에탄올 추

라디칼 소거 활성(SC50=299.43 µg/mL)과 유사한 결과를

출물이 1,000 µg/mL에서 약 60%의 소거 활성을 보인 Lee

내었으며, Kim 등(2011)의 연구에서 96°C에서 9번 증숙한

등(2011)의 결과와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

흑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SC50=3.12 mg/mL)보다는

다.
3+
2+
환원력 측정은 Fe 가 Fe 로 환원될 때 발생하는 청색

더 우수한 소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TS와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 방치할 때 생성

파장을 700 nm에서 측정하여 시료의 환원력을 계산하는

Table 4. DPPH, ABTS, and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black ginseng extract
Sample1)
L-ascorbic acid
Quercetin
BGE0
BGE9
1)
2)

DPPH radical
2)

2.93±0.01
－
1,096.80±9.83
249.39±1.04

Antioxidant activity (SC50, µg/mL)
ABTS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1.16±0.00
－
185.37±0.89
46.25±0.45

－
2.61±0.02
>10,000
675.98±8.25

BGE0: Dried Panax ginseng without processing, BGE9: Black ginseng by steaming-drying 9 times at 85°C.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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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 유도 대식세포에서 NO 생성 저해 효과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Yoo 등, 2007). BGE0과

Lipopolysaccharide(LPS)는 그람음성 박테리아의 외부

BGE9의 환원력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대식세포의 활성화 인자이다.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료의 농도가 500 µg/

LPS 자극 시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nitric oxide(NO)는 높

mL에서는 증숙 전에 비해 증숙 후에 약 2배 정도 환원력이

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서 NO synthase(NOS)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15b)의 연구에서 큰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된다(Nathan과 Xie, 1994).

잎모자반 뿌리 및 줄기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총

NO는 신경전달, 혈관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관여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높다

하는데 특히 대식세포가 LPS로 자극될 때 inducible NOS

고 보고하였으며, Chung(2015)의 결과에서도 환원력은 총

(iNOS)가 발현되어 NO를 생성하게 된다(Kawamata 등,

폴리페놀 함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2000; Lee 등, 2000; Seo 등, 2000; Chiou 등, 2001). 이렇

연구에서도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BGE9가 BGE0보다

게 생성된 NO는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환원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환원력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식세포를 이용한 BGE9의 효능을 평가하기에 앞서 세
포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MTT 분석으로 확인하였

따라서 흑삼의 항산화 활성이 증숙 전에 비해 증숙 후에

다. 그 결과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w 264.7 세포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증숙 공정과 증숙 온도가 항산화 활성

BGE9를 농도별로(12.5~100 μg/mL) 18시간 처리하였을

증진에 있어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사료된다.

때 모든 농도에서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어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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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inflammatory effect of BGE9 in Raw 264.7 cells with LPS. Cells were treated with BGE9 and then LPS (50 ng/mL)
for 18 hr.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B) NO production was determined using griess reagent system.
iNOS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HSC70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All data are the mean±SD
***
##
###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P<0.01 and P<0.001 compared to LPS-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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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BGE9 on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BGE9. (B) Cells were treated with BGE9
and then TNF-α (20 ng/mL)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All data are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
#
experiments. P<0.05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P<0.05 compared to TNF-α treated group.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PS를 처리한 세포

TNF-α 처리 시 증가된 친염증성 사이토카인(IL-6, IL-1β

에서는 LPS 단독 처리군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

및 IL-8)의 mRNA 발현이 BGE9 처리 시 TNF-α 처리군에

을 보였지만 BGE9 처리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관찰되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IL-6의 발현은 BGE9

지 않았다. 따라서 BGE9의 NO 생성 저해 효과는 LPS로

처리 농도 50 μg/mL에서 약 20% 정도 감소되었으며, IL-1

유도된 대식세포에 시료의 농도를 12.5~100 μg/mL 범위로

β와 IL-8의 발현은 TNF-α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NO 생성량은 Fig. 2B에 나타낸 바와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염증성 피부

같이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BGE9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

질환에서 다량 발현되기 때문에 친염증성 사이토카인 조절

로 NO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BGE9

은 피부질환의 조절에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Kwon 등,

의 NO 생성 저해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으

2011). 따라서 BGE9는 TNF-α로 유도된 피부 각질 형성

로 iNOS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시료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친염

iNOS의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따라

증성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서 BGE9의 NO 생성 저해효과는 iNOS 발현을 저해하여

피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것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사료된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저해 효과
HaCaT 세포에서 BGE9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저

피부세포 내 TNF-α유도 NF-κB 및 iNOS, COX-2 단백질
발현 저해 효과

해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BGE9를 6.25~100 μg/mL 농도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염증성 매개물질들의 발현을 유도

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하는 염증신호전달 단백질 전사인자로서 NF-κB가 활성화

였다. 그 결과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BGE9는 모든 농도

된다. NF-κB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로 평상시

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TNF-α로

세포질에서 inhibitor kappa B(IκB)와 복합체를 이루어서

감소된 세포 생존율을 BGE9가 회복시키는지 알아보기 위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지만 LPS나 TNF-α와 같은 염증 유도

해 BGE9를 12.5~100 μg/mL 농도로 1시간 전처리 후

인자에 의해 IκB는 빠르게 인산화 되어 분해된다(Mazière

TNF-α와 함께 24시간 반응시킨 뒤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등, 1999). NF-κB는 IκB로부터 분리되어 활성화되면 핵

였다. 그 결과 Fig.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TNF-ɑ에 의해

내로 이동하여 IL-8, COX-2, TNF-α 및 IL-6 등과 같은

유의적으로 감소된 세포 생존율이 BGE9 처리 시 농도와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킨다(Hiro-

관계없이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

hashi와 Morrison, 1996). 특히, IL-6나 IL-1β와 같은 친

되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iNOS, COX-2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BGE9가 LPS로 자극된 대식세포에서 iNOS 발현 저해를
통한 NO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BGE9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yeh
등, 2012).

가 TNF-α로 자극된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GE9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카인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RT-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BGE9

PCR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의 항염증 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염증신호전달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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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GE9 on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TNF-α-induced HaCaT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BGE9 (25, 50, 100 µg/mL) for 1 hr then treated with TNF-α
(20 ng/mL) for 18 hr. mRNA expressions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L-6, IL-1β, and IL-8) are measured by qRT-PCR
in HaCaT cells.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All
***
data are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
P<0.05 and ##P<0.01 compared to TNF-α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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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BGE9 on NF-κB and inflammatory mediators (iNOS and COX-2) expression in TNF-α-induced HaCaT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BGE9 and then TNF-α (20 ng/mL) for 18 hr. NF-κB and inflammatory mediator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HSC70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y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an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NF-α treated group.
는 전사인자인 NF-κB와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중

50, 100 μg/mL에서 각각 30.37%, 29.14% 감소되었으며,

하나인 iNOS와 COX-2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COX-2는 25 μg/mL 농도에서 24.97%, 50 μg/mL 농도에

그 결과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BGE9 처리 시 TNF-α

서 23.35%, 100 μg/mL 농도에서 46.43% 감소되었다. 특

처리에 의해 증가된 NF-κB의 인산화와 염증 반응 매개물질

히, iNOS의 발현량은 100 μg/mL 농도에서 64.78% 감소되

인 iNOS 및 COX-2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B). 이러한 결과로부터 BGE9는

로 확인되었다. 즉, NF-κB의 인산화(p-p65)는 처리 농도

TNF-α 유도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NF-κB의 인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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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통해 염증 반응 매개물질인 iNOS와 COX의 발현량
과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흑삼 추출물은 피부
염증 개선을 위한 식의약 및 화장품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항염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NF-κB의
핵내 전이(nuclear translocation) 등의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85°C에서 9번 증숙한 흑삼 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고, TNF-α 유도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항염증 효과와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
에서 NO 생성 억제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증숙 전에 비해 증숙 후에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DPPH, ABTS,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으로 평가한
결과 증숙 후 흑삼 추출물이 증숙 전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se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한 후 NO 생성량을 확인한 결과 증숙
후 흑삼 추출물의 경우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NO 생성량
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P<0.001). NO 생성량 감소
에 따라 TNF-α로 자극된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친염증
성 사이토카인인 IL-6, IL-1β 및 IL-8의 mRNA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흑삼 추출물의 농도 50과 100 μg/mL에서
IL-6의 mRNA 발현을 TNF-α 처리군 대비 약 20% 감소시
켰으며 IL-1β와 IL-8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삼 추출물이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흑삼 추
출물의 항염증 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염증신호전달에 관
여하는 전사인자인 NF-κB와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iNOS와 COX-2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흑삼 추출물 처리 시 TNF-α 처리에 의해 증가된
NF-κB의 인산화와 염증 반응매개물질인 iNOS 및 COX-2
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0.001). 이러한 흑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는 NF-κB의 인
산화 억제를 통해 염증 매개 분자의 발현을 감소시켜 친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흑삼 추출물은 피부 염증 개선을 위한 관련
제품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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