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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강 및 면역기능 증강 효과와 관련된 인삼, 홍삼 특이사포닌
Rg3, Compound-K 등의 논문 정리

급성 폐손상에 대한 사포닌의 동물실험 효과
1.

Ginsenoside Rh2 Ameliorates Lipopolysaccharide-Induced Acute Lung Injury by Regulating the TLR4/PI3K/Akt/mTOR, Raf1/MEK/ERK, and Keap1/Nrf2/HO-1 Signaling Pathways in Mice (Nutrients. 2018 Sep; 10(9): 1208)
An in vivo experimental study suggested that GRh2 has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has potential therapeutic efficacy in major
anterior segment lung diseases.
동물실험에서 특이사포닌 Rh2는 항염증효과와 폐질환에 대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2.

Ginsenoside Rg5 Ameliorates Lung Inflammation in Mice by Inhibiting the Binding of LPS to Toll-Like receptor-4 on
Macrophages
(Int Immunopharmacol Actions, 12 (1), 110-6 Jan 2012)
The inhibitory effect of Rg5 (10 mg/kg) was comparable to that of dexamethasone (5 mg/kg). Based on these findings, Rg5 can
ameliorate lung inflammation possibly by inhibiting the binding of LPS to toll-like receptor (TLR)-4 on macrophages.
동물실험에서 특이사포닌 Rg5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덱사메사손과 비교해 폐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반정도 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의약품의 부작용과 천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반정도의 효과는 매우 큰 가치이다.

3.

Ginsenoside Rg3 Attenuated Omethoate-Induced Lung Injury in Rats (Hum Exp Toxicol. Jun 2016, 35 (6), 677-84)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ginsenoside Rg3 had a protective effect against omethoate-induced lung injury in rats, and the
mechanisms were related to its antioxidant potential and anti-inflammatory effect.
동물실험에서 특이사포닌 Rg3는 폐손상에 좋은 효과를 보여줬으며 그 효과는 항산화와 항염증효과 때문이다.

4.

Ginsenoside Rg3 Ameliorates Lipopolysaccharide-Induced Acute Lung Injury in Mice through Inactivating the Nuclear factor-κB
(NF-κB) Signaling Pathway (Int Immunopharmacol. May 2016 )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GRg3 provided protective effects against LPS-induced ALI in animal
model and might harbor the potential to be considered as drug for the treatment of ALI in clinic.
동물실험에서 특이사포닌 Rg3는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폐부종, 심부전을 위한 치료 의약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천연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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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체계에 대한 사포닌을 포함한 인삼효과의 정리
Ginseng, the 'Immunity Boost': The Effects of Panax ginseng on Immune System
(인삼, 면역력 강화: 면역력에 대한 고려인삼의 효능)
(J Ginseng Res. 2012 Oct; 36(4): 354–368.)
[내용 요약]
위의 논문에는 고려인삼을 면역력 강화제(Immunity Boost)로 표현하
고 있다. 그에 걸맞게 논문의 내용 중 면역체계에 대한 고려인삼의 효
과를 총 6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41개의 소분류 나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약 40여년 동안의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매우 중요한 결실들을 정리하
여 보고하고있다.
[면역체계에 있어서 고려인삼의 효과 정리]
선천적 면역 관련
-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인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강화
- 산화질소(NO) 생성 촉진
기타
- 염증성 반응 감소
- 박테리아 패혈증 반응으로 부터 숙주를 보호
- NK세포 및 T세포 활성화 촉진
-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 아토피성 피부
염 완화
후천적 면역 관련
면역 억제를 조절하는 T세포 증식을 자극- 향균활성
- 로타바이러스, MNV, FCV 등의 바이러스 성장
억제
- 항체생산 및 반응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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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적 면역
A. 대식세포
식균작용강화 (Drugs Exp Clin Res. 1990;16:537-542.,

J Infect 2002;45:32-38.)

산화 질소 생성 촉진 (Biosci Biotechnol Biochem 2008;72:1817-1825.)
IL-1β 와 TNF-α 에 의한 염증반응 유도 (J Infect 2002;45:32-38.,

Biosci Biotechnol Biochem 2008;72:1817-1825.)

IL-12로 NK 세포 및 T 세포 자극 (Clin Chim Acta 2003;327:123-128.)
B. DCs
DC maturation markers 증가 (MHC class II, CD80, CD83, CD86)
IL-1 와 TNF-α 생성 증가
DC maturation markers 감소 (CD40, CD86, CD1a, HLA-DR)
TNF-α, IL-12 와 IL-12의 분비 감소 p40
C. NK 세포
자연살해활동 개선 (Agents Actions 1984;15:386-391., Drugs Exp Clin Res. 1990;16:537-542., Jpn J Pharmacol
1990;54:447-454., Immunopharmacol Immunotoxicol 1990;12:257-276., Immunopharmacology 1997;35:229-235.)
2. 후천적 면역
A. 채액성 면역
IgA, IgM, IgG 및 IgG 서브 유닛의 반응 및 생산 유도
소장에서 IgA 레벨에 있어서 OVA에 민감한 감소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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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포 매개 면역
항체 의존적 세포 독성 향상 (Agents Actions 1984;15:386-391.,
Immunopharmacology 1997;35:229-235.)

Immunopharmacol Immunotoxicol 1990;12:257-276.,

T 세포 증식 촉진 (Jpn J Pharmacol 1990;54:447-454.)
면역 억제 조절 T 세포 (Treg) 생성 촉진
3. 사이토카인(Cytokine) 방출
A. 선천적 면역의 사이토카인 방출과 관련
대식세포에 의한 TNF-α, IL-1β, IL-6, IFN-γ 생성
IL-2, IFN-γ, IL-1α, GM-CSF 생성 증가
TLR 감소에의한 TNF-α, IL-1β, IL-6, IFN-γ, IL-12, IL-18 감소
산화 질소 합성 및 TNF-α 및 IL-1β 생성 감소
IL-1β, IL-17 및 IFN-γ의 분비 억제
B. 후천적 면역의 사이토카인 방출과 관련
IFN-γ 및 IL-2 생산 강화
IL-1, IL-6, IFN-γ 및 IL-12 생성 증가
Th2 사이토 카인 (예 : IL-4)을 증가시키고 Th1 사이토 카인 (예 : IFN-γ)을 억제
Th1과 Th2 사이토 카인을 동일하게 자극 (IFN-γ, IL-2, IL-4, IL-10,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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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증성 질병 관련
기도 과민성을 억제하는 천식 증상 완화
박테리아 패혈증 반응으로부터 숙주를 보호 (J Infect 2002;45:32-38.)
CNS 염증을 조절하고 뇌 허혈 개선
염증성 세포 침투, 사이토 카인 생성 및 연골 파괴를 줄임으로써 관절염 개선
염증성 사이토 카인을 줄임으로써 아토피 성 피부염 완화
5. 항미생물 효과 관련
A. Bacteria(세균 관련)
숙주 세포에 대한 미생물 부착 방해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을 직접 처치
특정 병원체의 생존 또는 병원성 메커니즘 억제
세균 제거율 향상 및 병리 감소
Quorum sensing system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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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관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 PR8 감염으로 항체 생산 및 반응 증가 (Vaccine 2007;25:272-282.)
H9N2 감염에서 ROS 스트레스, IP-10, 인플루엔자 유발 DNA 손상 및 Apoptosis 감소 (J Ethnopharmacol 2011;137:1542-154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H1N1)의 증식 억제 (J Ginseng Res 2011;35:104-110.)
C. HIV-1(에이즈 관련)
nef 유전자의 총 결실 빈도 증가
HIV-1 5 'LTR / gag 부분에서 총 결실 빈도 증가
D. 기타
로타 바이러스, MNV 및 FCV의 바이러스 성장 억제 (J Ginseng Res 2011;35:429-435.,

J Microbiol Biotechnol 2004;14:202-204.)

6. 면역 보조 관련
항체 생산 및 반응성 향상 (IgM, IgG, IgG subunits) (Agents Actions 1984;15:386-391., Int Immunopharmacol 2010;10:351-356.,
Vaccine 2009;27:2306-2311.)
Th1 및 Th2가 혼합된 면역 반응 활성화 [41,66,118-121] (Int Immunopharmacol 2010;10:351-356., Vaccine 2009;27:230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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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역증강에 대한 사포닌의 효과에서 제시된 논문에는 인삼을 면역증강제(Immunity Boost)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 걸맞게 논문의 내용 중 면역체계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총 6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41개의 소분류
나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약 40여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매우 중요한 결실이다.
위에서 파란색 글씨로 구분된 분류는 우선 인플루엔자와 에이즈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사포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들과 NK CELL과 관련된 논문만을 다른 면역체계들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참고논문이 아래에 소개되고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면역체계에 관련된 수많은 질환에 대해 인삼, 홍삼 등의
사포닌은 이미 그 효능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다만 특정 질환에 대해 어떤 사포닌 조성물이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그 조성물의 상업화를 위한 대량생산은
가능한 것이며 항상 성분규격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 열쇠는 바로 비티진에 있다. 이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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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보호에 대한 동물실험자료 (폐섬유증 억제)
Inhibitory effects of total ginsenoside on bleomycin-induced pulmonary fibrosis in mice
(실험쥐에 유발 된 폐 섬유증에 대한 총 진세노사이드의 억제 효과)
(Biomedicine & Pharmacotherapy 114 (2019) 108851)

*Sham: 정상

*Model: 폐섬유종 무처리

*TG: 총진세노사이드

[결과]
폐섬유증 개선효과가 총진세노사이드의 투여 함량에 비례하여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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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숨진 사람의 반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환자

기저질환 관련 : 고혈압
특이 진세노사이드 (Rg3, Compound K) 의 항 고혈압 관련 논문들
1. Effect of Rg3-enriched Korean red ginseng (Panax ginseng) on arterial stiffness and blood
pressure in healthy individual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건강한 일반인들에 있어서 Rg3가 강화된 고려홍삼의 동맥경화 및 혈압에 대한 영향: 무작위 대조시험)
(J Am Soc Hypertens. 2014 Aug;8(8):537-41.)
[결과]
본 논문은 비티진 소유의 논문으로서 인체실험을 통해 특이사포닌 Rg3의 항고혈압 효과를 증명한 세계 최초의 논문이다. 인삼
특이사포닌Rg3는 오래 전부터 혈관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으로서 알려져 왔다. 본 임상실험의 목적은 건강한 피험자로부터 혈관
의 경직도와 말초혈압과 중심혈압에 대해Rg3-KRG(사포닌 Rg3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추출물)의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Rg3-KRG은 건강한 어른에서 중심동맥과 말초동맥의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확인 되었다.

2. Rg3-enriched Korean Red Ginseng improves vascular function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Rg3가 강화된 고려홍삼이 고혈압 쥐의 혈관기능을 향상 시키다)
(Journal of Ginseng Research Volume 38, Issue 4, 15 October 2014, Pages 244-250)
[결과]
홍삼이 혈압 및 면역기능과 같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들이 이미 알려져 왔다.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Rg3가 많이 함유
된 홍삼추출물(REKRG)이 eNOS의 포스포릴화와 산화질소(NO)의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REKRG는 다양한 심혈관질환의 개선과 보호에 매우 유용한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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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진세노사이드 (Rg3, Compound K) 의 항 고혈압 관련 논문들
3. Rg3-enriched Korean Red Ginseng enhances blood pressure stability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Rg3가 강화된 고려홍삼이 고혈압 쥐들에게 있어서 혈압 조절능력을 향상 시키다)
(Integr Med Res. 2016 Sep;5(3):223-229.)
[결과]
홍삼의 항고혈압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특히 특이사포닌 Rg3는 혈관기능을 조절해 주는 성분으로서 인정 받고 있다.
REKRG (Rg3를 많이 함유하는 홍삼추출물)과 KRG(단순 홍삼추출물) 모두 체내에서 산화질소(NO)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Rg3를 많이 함유하는 홍삼추출물이 단순 홍삼추출물 보다 혈압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4. Ginsenoside Rg3 inhibits phenylephrine-induced vascular contraction through induction of
nitric oxide synthase
(Ginsenoside Rg3가 산화 질소 합성 효소의 유도를 통해 페닐에프린 유도에 의한 혈관 수축을 억제하다)
(Br J Pharmacol. 2003 Oct; 140(4): 661–670.)
[결과]
세포실험에서 특이사포닌 Rg3는 iNOS(NO 합성효소)의 생성을 유도하여 NO(산화질소)가 혈관 안에 만들어 짐으로써 혈관의
이완을 돕는다. 혈관의 이완은 혈압을 낮추는 기본 조건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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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진세노사이드 (Rg3, Compound K) 의 항 고혈압 관련 논문들
5. Ginsenoside Rg3-enriched red ginseng extract inhibits platelet activation and in vivo thrombus formation
(진세노사이드 Rg3가 강화된 홍삼 추출물이 혈소판 활성화와 생체내 혈전 형성을 억제하다)
(Ginseng Res. 2017 Oct; 41(4): 548–555.)
[결과]
동물실험을 통해Rg3가 많이 함유된 홍삼추출물(Rg3-RGE)은 혈소판응집으로 인해 악화된 혈관 질환을 투여량에 비래하여 혈소
판응집을 억제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처방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6. Inhibitory Effect of 20(S)-Ginsenoside Rg3 on Human Platelet Aggregation and Intracellular
𝐶𝑎2+ Levels via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Dependent Manner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Dependent Manner를 통한 인간의 혈소판 응집 및 세포 내 𝐶𝑎2+ 레벨에 대한 Ginsenoside Rg3-S의
억제 효과)
(Prev Nutr Food Sci. 2018 Dec; 23(4): 317–325.)
[결과]
세포실험을 통해 특이사포닌 Rg3는 [Ca2+] mobilization의 억제, cAMP레벨의 증강, inositol 1,4,5-triphosphate receptor I
의 포스포릴화의 증강 등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혈관 내 혈소판응집억제를 통해 혈관을 개선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는 혈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개선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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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administration of enriched Korean red ginseng (Panax ginseng)
and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L) on cardiometabolic outcomes
in type-2 diabete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고려 홍삼과 미국 인삼의 제 2형 당뇨병에 있어서 심근대사 결과에 대한 영향: 무작위 대조 실험)
(Journal of Ginseng Research, 2019)
[결과]
본 논문은 비티진의 특허 받은 물질을 사용하여 연구되었으며, 사포닌의 항당뇨성고혈압 효과와 관련
된 세계 최초의 정식임상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인용도가 매우 높은 고려인삼학회지에 기재되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종종 함께 일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복합적인 처방을 요구하게 된
다. 미국삼과 고려홍삼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려홍삼의 성분인
Rg3는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Rg3가 많이 함유된 추출물과 미국삼건조분말을 함께
처방을 함으로써 2형 당뇨병을 갖는 환자가 어떻게 고혈압과 심혈관계대사질환의 위험요소들을 관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관리법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형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Rg3가 많이 함유된 홍삼추출물과 미국삼건조분말을 함께 복용하
는 것은 심혈관계대사질환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Rg3와 같은
특이사포닌들은 당뇨환자에 대해 약물복합처방과 적절한 생활방식이 따라 줄 때 임상적 유용성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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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glycone of ginsenoside Rg3 enables glucagon-like peptide-1 secretion in enteroendocrine cells and alleviates hyperglycemia in
type 2 diabetic mice. (Sci Rep. 2015; 5: 18325.)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특이사포닌 Rg3가 2형 당뇨병을 갖고 있는 쥐와 세포(enteroendocrine NCL-H716)에서 가장 강한 GLP-1 생성 효
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Rg3가 2형 당뇨병의 개선효과를 줄 수 있는 후보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Bifidus fermentation increases hypolipidemic and hypoglycemic effects of red ginseng. (J Microbiol Biotechnol. 2007 Jul;17(7):1127-33.)
동물실험을 통해 홍삼추출물과 홍삼의 발효추출물은 고혈당과 고지방을 갖고 있는 쥐에서 혈관 내 고혈당과 고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여줬다. 또한 홍삼추출물에 비해 홍삼의 발효추출물에서 더 좋은 결과가 확인됐으며, 이는 특이사포닌 Rg3와 Rh2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20(S)-ginsenoside Rg3 enhances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and activates AMPK. (Biol Pharm Bull. 2008 Apr;31(4):748-51.)
당뇨병은 보통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인슐린 의존성인1형과 인슐린 내성(insulin耐性)인 2형으로 나뉜다.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특이사포닌Rg3(S)는 경구포도당부하검사 (Oral glucose tolerance test)에서 인슐린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혈당수치를 억제했으며, HIT-T15
세포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g3는 구조적으로
2가지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Rg3(S)이고 다른 하나는 Rg3(R)이다. 본 연구 결과 Rg3(S)가 Rg3(R)에 비해 항당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것은 Rg3(S)가 Rg3(R)에 비해 물에 잘 녹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4.

Compound K attenuates glucose intolerance and hepatic steatosis through AMPK-dependent pathways in type 2 diabetic OLETF
rats. (Korean J Intern Med. 2018 Mar;33(2):347-355.)
12주 동안의 동물실험을 통해 Compound-K는 공복혈당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효과는 Compound-K가
지방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방식의 기능을 갖는AMPK의 포스포릴 활성화를 통해 포도당과민증(glucose
intolerance)과 지방간(hepatosteatosis)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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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tective effect of ginsenoside metabolite compound K against diabetic nephropathy by inhibiting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and NF-κB/p38 signaling pathway in high-fat diet/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Int Immunopharmacol. 2018 Oct;63:227-238. Aug 11.)
당뇨성 신장병은 당뇨병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만성 합병증 중 하나로 나중에 신장 섬유화와 사구체 경화증으로 발전한다. 본 연구는CompoundK의 당뇨성 신장병에 대한 효과를 여러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Compound-K가 DN의 신장에서 ROS의 생성 및 Nox1과 Nox4의 과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Compound-K는 MDA수준을 낮추고 SOD 및 GSH-Px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Compound-K
마우스가 DN마우스에서 NADPH산화 효소 발현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신장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본 연구의
다양한 결과는 Compound-K가 당뇨성 신장병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6.

Compound K protects pancreatic islet cells against apoptosis through inhibition of the AMPK/JNK pathway in type 2 diabetic mice and
in MIN6 β-cells. (Life Sci. 2014 Jun 27;107(1-2):42-9.)
(AMPK mediated JNK pathway) 작용을 통해 특이사포닌 Compound-K가 islet 세포(島細胞)의 사멸에 대해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특이사포닌 Compound-K의 처방이 유용한 항당뇨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AMPK mediated JNK pathway)의 억제
과정을 거쳐 베타세포의 사멸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7.

Hypoglycemic effect of protopanaxadiol-type ginsenosides and compound K on Type 2 diabetes mice induced by high-fat diet
combining with streptozotocin via suppression of hepatic gluconeogenesis. (Fitoterapia. 2012 Jan;83(1):192-8.)
동물실험을 통해 특이사포닌 Compound-K는 2형 당뇨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에서 PEPCK와 G6Pase의
발현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HFD/STZ에 의해 유도된 2형 당뇨병에 대해 Compound-K의 인슐린 감응 능력(insulin-sensitizing capabilities)과
저혈당화 능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8.

Compound K enhances insulin secretion with beneficial metabolic effects in db/db mice. (J Agric Food Chem. 2007 Dec 26;55(26):10641-8.)
HIT-T15 세포와 islets세포(島細胞)를 사용해 세포실험을 한 결과 Compound-K가 농도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강시켰으며, ICR 쥐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한 결과 경구포도당부하검사(OGTT)에서 Compound-K의 인슐린분비 촉진 작용에 의해 혈액 내 포도당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ATP-sensitive K+ channel)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Compound-K가 인슐린분비와 인슐린저항
능력을 갖지 못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치료제나 개선제로서 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PPENDIX Ⅲ
결론

Rg3, Rh1, Rh2, Compound-K, Rg5 등의 인삼, 홍삼 사포닌들은 매우 많은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효능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특히, 면역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혈관질환, 염증질환, 감염질환, 각종 암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로서의 사포닌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한국), 보건식품(중국)
등으로의 발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포닌의 흡수력 상승과 특정 사포닌함량의 증대, 함량의 표준화 등을 생산기술을 통해 현실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Rg3(R)가 항암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Rg3(R) 보다 더 뛰어난 면역증강과 폐건강,
항virus 등에 도움을 주는 특이사포닌들(Rg3, Rh1, Rh2, Compound-K, Rg5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
특이사포닌들은 개별인증(한국), 보건식품(중국) 등으로 인증을 받아 한국과 중국 등에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특이사포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비티진을 제외하면 전세계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비티진은
항고혈압, 항당뇨성고혈압, 성기능개선에 대해 정식임상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기재된
다수의 논문과 20여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티진은 특이사포닌을 통해 의약품에 준하는 건강기능식품(한국), 보건식품(중국) 개발을 목표로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