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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cancer effects of Gunbibosinhangam-tang (GBHTⅠ) and

Gunbibosinhangam-tang-gamibang (GBHTⅡ, GBHTⅢ) on solid tumor and immune cells.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 Control, no treatment. GBHTⅠ, treatment with GBHT itself. GBHTⅡ, treatment with GBHT increased

the quantity of Hedyotis Diffusae twice. GBHTⅢ, treatment with GBHT increased the quantity of Hedyotis Diffusae four

time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BHT on proliferation of solid tumor cells (S-180), thymocytes, splenocytes in

vitro in order to examine cytotoxicity for S-180 and immuno-stimulating activities. The experiments that is about solid

tumor weight and survival rate in tumor bearing mice were performed also.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reatments with GBHTⅡ and GBHTⅢ suppressed the proliferation of S-180 effectively. Treatments with all

experimental groups accelerated the proliferation of thymocytes and splenocytes significantly. In addition, GBHTⅢ was

significantly decreased on solid tumor weight and increased on survival rate in tumor bearing mice. Based up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GBHT and GBHT-gamibang have both anti-cancer effects for S-180 and immuno-stimulating

activities for thymocytes and splenocytes. Therefore, we conclude that GBHT and Hedyotis Diffusae is useful to treat

the patients wit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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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이란 인체 내에서 성숙한 또는 발육중인 정상세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增殖하거나 異狀分化하여 형성

된 신생물을 말하며, 불규칙적으로 신속하게 주위의 기관조직으

로 확산, 전이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주는 엄중한 질

병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사망

의 중요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암

의 치료는 국민보건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2).

암의 치료과정 중에서 외과적 수술은 비정상적인 생리과정

을 발생시키고, 방사선 치료는 심혈관계 기능 및 장기와 내분비

기능을 손상시키고 발암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항암화학치

료는 골수 및 면역기능의 손상과 신경계 기능장애를 초래한다3).

이와 같은 문제로 환자의 저항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암 치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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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높이기 위한 동․서의 결합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실제

로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에 한약을 병용하면 부작용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과 항암작용을 증강시키고,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여 치료율을 높여 준다4).

본 실험에서 사용한 健脾補腎抗癌湯은 원광대학교 부속 전

주한방병원 3내과에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활용하는 처방으로,

補氣健脾하는 黃芪,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와 滋補肝腎하는 枸

杞子, 女貞子, 兎絲子와 理氣燥濕祛痰시키는 砂仁, 半夏, 陳皮와

消導之劑인 山査, 鷄內金 및 淸熱解毒消癰抗癌시키는 龍葵, 蒲公

英, 白花蛇舌草로 구성되어 있다5). 健脾補腎抗癌湯에 관한 연구

로는 2례가 있는데, 고6)가 健脾補腎抗癌湯에 의한 유도성 산화질

소 합성효소의 활성화 및 그 기작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고, 조
7)가 健脾補腎抗癌湯의 인간 신경모세포종 암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상승효과와 그 세포고사와 관련된 항암기전을 보고하였다.

이 중 白花蛇舌草는 茜草科에 속하는 1年生草本인 백운풀의

全草로, 苦, 甘, 寒, 無毒하고 胃․大腸․小腸經에 작용하며, 消癰

解毒, 淸熱利濕, 抗癌 등의 효능이 있어 癰腫瘡毒, 腸癰, 咽喉腫

痛, 癌腫 등을 치료한다
5)

. 꽃의 빛깔이 희고 잎 모양이 뱀의 혀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중국의 복건성이 원산지이지만 국

내에서는 백운산,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고, 최근 진주, 무주, 부

산에서 재배되고 있다
8,9)

. 白花蛇舌草에 관한 연구로는 박 등
10)
이

白花蛇舌草 추출물의 세포자멸사 유도에 의한 위암세포주 항암

효과를, 송 등11)이 白花蛇舌草 전탕액의 일산화질소 생성 촉진을

통한 항종양 작용을, 이 등
12)
은 白花蛇舌草 추출물이 혈관형성

억제를 통해 전이를 차단, 암의 성장을 저해하여 항암효과를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13)이 白花蛇舌草 추출물이

caspases의 활성화를 유도해 HL-60 암세포를 사멸시킨다고 보고

하였고, 이 등14)은 白花蛇舌草가 제대정맥내피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여 S-180이 이식된 실험동물의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보고하

였으며, 김 등
15)
은 白花蛇舌草가 항암 및 항전이 효과를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다.

健脾補腎抗癌湯은 다년간의 임상활용에 비해 생리 활성 연

구는 상기와 같이 단 2례에 불과하고, 이 둘 역시 in vitro 실험

이어서 in vivo 상에서의 健脾補腎抗癌湯 효능에 대한 실험연구

는 아직까지 全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健脾補腎抗癌湯

원방과 白花蛇舌草를 2배, 4배 증량한 加味方이 가지는 항암효

과를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고형암 세포주 (Sarcoma-180)에 대

한 증식 억제 효과, 면역세포 증식율, 고형암 크기에 미치는 영

향 및 개체 생존율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세포주

복강암 세포주인 Sarcoma-180 (S-180) 세포는 전문 배양기관

(한국세포주은행,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S-180 세포주와 면역세포는 RPMI 1640 (Sigma, U.S.A.) 배

지에 10% fetal bovine serum (Gibco, U.S.A.)과

penicillin-streptomycin (100 units/㎖, 100 ㎍/㎕)을 첨가하여 사

용하였으며 37℃, 5% CO2를 유지하여 배양하였다.

3) 동물

실험동물로는 면역세포 분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다물사이

언스, 한국)에서 구입한 8주령의 balb/c계 雄性 생쥐를 사용하였

고, 복강 고형암 이식에는 6주령의 ICR계 雄性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물은 항온항습장치가 부착된 사육장에서 식이사

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실험실 환경 (실내온도 24±2℃, 습

도 55±5%, 12시간 dark/light)에 1주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

였다.

4)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재는 원광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

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健脾補腎抗癌湯 (GBHTⅠ)과

健脾補腎抗癌湯加味方 (GBHTⅡ, GBHTⅢ)의 구성과 용량은 원

광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원내처방집의 기준을 따랐으며 구

체적인 처방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scription of GBHTⅠ, GBHTⅡ and GBHTⅢ

Herb name Scientific name Weight(g)

黃芪 Radix Astragali(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15

龍葵 Herba Solani nigri(Solanum nigrum L.) 6

半夏 Rhizoma Pinelliae(Pinellia ternata BREIT.) 4

兎絲子 Semen Cuscutae(Cuscuta japonica CHOISY.) 4

白花蛇舌草 Herba Hedyotis Diffusae(Oldendia diffusa ROXB.) 10

人蔘 Radix Ginseng(Panax ginseng C. A. MEYER.) 6

砂仁 Fructus Amomi(Amomum xanthioides WALL.) 4

鷄內金
Endothelium Corneum Gigeriae Galli
(Gallus gallus domesticus BRISSON.)

6

蒲公英
Herba Taraxaci

(Taraxacum mongolicum H. AND NAZZ.)
6

山楂 Fructus Crataegi(Crataegus pinnatifada BUNGE.) 4

白茯苓 Poria(Poria cocos WOLF.) 6

甘草 Radix Glycyrrhizae(Glycyrrhiza uralensis FISCH.) 4

女貞子 Fructus Ligustri Lucidi(Ligustrum lucidum AIT.) 4

白朮
Rhizoma Atractylodis Macrocephalae
(Atractylodes maceocephala KOIDZ.)

6

枸杞子 Fructus Lycii(Lycium chinense MILL.) 4

陳皮
Pericarpium Citri Reticulatae
(Citrus unshiu MARCOR.)

4

GBHTⅠ total amount 93

白花蛇舌草
(增量)

Herba Hedyotis Diffusae(Oldendia diffusa ROXB.) 10

GBHTⅡ total amount 103

白花蛇舌草
(增量)

Herba Hedyotis Diffusae(Oldendia diffusa ROXB.) 20

GBHTⅢ total amount 123

2. 방법

1) 시료의 제조

각각의 실험군에 사용될 처방 2첩 분량을 증류수 1,500 ㎖에

넣고 전기약탕기 (Daewoong, Korea)로 2시간 동안 전탕하여 얻

어진 추출액을 거른 다음, 원심분리기 (Eppendrof, Germany)를

이용하여 5,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상층액을 얻은 후 감압 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여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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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하여 아래와 같은 용량의 시료를 얻었다(Table 2).

Table 2. Preparation of GBHTⅠ, GBHTⅡ and GBHTⅢ

Prescription name Before Preparation (g) After Preparation (g)

GBHTⅠ 186 26.7

GBHTⅡ 206 21.2

GBHTⅢ 246 26.5

2) 실험군 분류

증류수를 투여한 군을 control 군으로 설정하고 健脾補腎抗

癌湯 원방을 투여한 군을 GBHT Ⅰ 군, 健脾補腎抗癌湯에 白花

蛇舌草를 2배로 (20 g) 증량한 시료를 투여한 군을 GBHT Ⅱ 군,

健脾補腎抗癌湯에 白花蛇舌草를 4배로 (40 g) 증량한 시료를 투

여한 군을 GBHTⅢ 군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S-180 복강암 세포주의 증식율 측정

GBHT 투여가 S-180 세포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S-180 cell을 96 well plate에 5×103 cell/well 농도로 분주하

여 배양기에서 37℃, 5% CO2를 유지하며 24시간 동안

pre-incubation시킨 후 0, 62.5, 125, 250, 500, 1000 ㎍/㎖의 농도

로 약물 처리한 후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TT 법으로

증식율을 측정한 후 대조군의 흡광도와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U.S.A.)를 이용하여 540 ㎚에서 비교 측정하

였다.

4) 면역세포 증식율 측정

면역세포의 증식율 측정을 위해서 마우스의 흉선 및 비장

세포를 Wysocki16) 및 Mizel17) 등의 방법에 의해서 분리한 다음

흉선 및 비장 세포 부유액을 RPMI 1640 배지로 희석하고 96

well plate에 1.0×106 cells/㎖ 농도로 접종하였다. 이 후 흉선 세

포에는 concanavalin A (Con A) 5 ㎍/㎖와 비장 세포에는 LPS

5 ㎍/㎖를 첨가한 후 37℃의 CO2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한 다

음 MTT 법으로 흉선 및 비장 세포의 증식율을 측정한 후 대조군

의 흡광도와 비교하여 세포 증식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5) 고형암의 유발

S-180 세포주를 ICR계 생쥐 1마리당 2×106 을 200 ml 의

PBS에 풀어준 다음, 복강에 1회 주사하여 고형암을 유발하였다.

6) 고형암의 무게 및 체중 측정

각각의 약물을 500 ㎎/㎏의 농도로 15일간 투여한 후, 16일

째에 생쥐를 경추 탈구로 희생시킨 후, 고형암을 적출하였다. 고

형암과 체중은 전자저울 (Hana, KC-200, 한국)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각각의 생쥐에 대하여 체중에 대한 고형암의 무게 비

율로 나타내었다.

7) 생존율 관찰

생존율의 측정을 위해서 15일 동안 각각의 약물을 500 ㎎/

㎏의 농도로 투여한 후 날짜 별로 사망하는 생쥐의 수를 확인하

였고,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다.

3. 통계 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PSS 12 (SPSS, U.S.A.)를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

였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 (mean±SD)로 표기하였다.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것은 paired sample t-test를 사용하였으

며, 집단 간의 상호 간섭이 나타나는 통계는 one-way ANOVA

로 검정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동질성 검사

본 실험에 사용된 생쥐를 각각의 실험군으로 분류한 후 체

중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among experimental groups

Characteristics

control
(n=11)

GBHTⅠ
(n=10)

GBHTⅡ
(n=10)

GBHTⅢ
(n=10) F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Weight (g) 31.59±1.00 31.77±1.00 31.53±1.55 31.68±1.28 0.128 0.943

2. S-180 복강암 세포주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

GBHTⅠ․Ⅱ․Ⅲ 군 각각이 S-180 복강암 세포주의 증식율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군에 농도별로

S-180 복강암 세포주를 처리하고 증식율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

과를 살펴보면, GBHTⅠ 군은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

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 농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96.4±1.78%, 98.8±1.52%,

98.0±1.54%, 98.4±1.48%, 99.8±1.36%였으며 약간 감소하는 경향

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지는 않았다(Fig. 1A).

GBHTⅡ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99.0±1.76%, 95.9±0.84%, 96.7±0.57%,

94.3±0.86%, 93.2±1.09%였으며 500 ㎍/㎖ (p=0.028)와 1000 ㎍/

㎖ (p=0.005) 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1B).

GBHTⅢ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95.0±1.36%, 95.9±1.59%, 94.5±1.66%,

93.2±1.68%, 91.9±1.10%였으며 500 ㎍/㎖ (p=0.037)와 1000 ㎍/

㎖ (p=0.008) 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1C).

3. Thymocyte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

GBHT가 면역세포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흉선 세포를 분리하여 증식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GBHTⅠ 군은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62.12±7.24% (p〈0.01), 193.37±6.14%

(p〈0.01), 191.39±8.66% (p〈0.01), 185.46±6.77% (p〈0.01),

178.65±5.57% (p〈0.01) 로 모든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

향성을 보였다(Fig. 2A).

GBHTⅡ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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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64.12±8.38% (p〈0.01), 178.57±14.29%

(p〈0.01), 181.87±11.53% (p〈0.01), 156.40±3.51% (p〈0.01),

137.78±4.72% (p=0.038)였으며, 역시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Fig. 2B).

GBHTⅢ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57.79±10.20%, 160.66±17.27%,

169.52±13.54%, 158.60±14.85%, 135.87±9.32%였으며 125 ㎍/㎖

(p=0.023), 250 ㎍/㎖ (p=0.006), 500 ㎍/㎖ (p=0.030)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2C).

Fig. 1. Effects of GBHT on proliferation of tumor cells in vitro. S-180
Cells were attached 96-well plate, and added GBHTⅠ (top), GBHTⅡ (middle) and

GBHTⅢ (bottle) as indicated concentrations respectively. After 48 hr incubation,

proliferation rates were measured using MTT methods.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 : P < 0.05 ; ** : P

< 0.01 vs. Control. (n=8)

4. Splenocyte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

GBHT가 면역세포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비장 세포를 분리하여 증식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GBHTⅠ 군은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05.53±7.85%, 138.32±8.32%,

120.54±9.89%, 114.68±5.19%, 131.69±9.19%였으며, 125 ㎍/㎖

(p=0.020)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3A).

GBHTⅡ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25.74±7.43%, 144.95±15.84%,

181.09±13.41%, 143.68±8.08%, 129.82±9.46%였으며, 125 ㎍/㎖

(p=0.047), 250 ㎍/㎖ (p〈0.01)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

다(Fig. 3B).

GBHTⅢ 군에서는 control 군의 기준치를 100% 로 하였을

때, 62.5 ㎍/㎖, 125 ㎍/㎖, 250 ㎍/㎖, 500 ㎍/㎖, 1000 ㎍/㎖ 농

도로 투여한 수치가 각각 155.89±5.87% (p〈0.01), 170.27±11.91%

(p〈0.01), 167.99±5.41% (p〈0.01), 179.90±11.20% (p〈0.01),

165.08±12.55% (p〈0.01) 로 모든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 3C).

Fig. 2. Effects of GBHT on proliferation of thymocytes in vitro. S-180
Cells were attached 96-well plate, and added GBHTⅠ (top), GBHTⅡ (middle) and

GBHTⅢ (bottle) as indicated concentrations respectively. Proliferation rates were

measured using MTT methods.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 : P < 0.05 ; ** : P < 0.01 vs. Control.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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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GBHT on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in vitro. S-180
Cells were attached 96-well plate, and added GBHTⅠ (top), GBHTⅡ (middle) and

GBHTⅢ (bottle) as indicated concentrations respectively. Proliferation rates were

measured using MTT methods.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 : P < 0.05 ; ** : P < 0.01 vs. Control. (n=8)

5. 암 유발 생쥐의 고형암 무게에 미치는 영향

GBHT의 고형암 억제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S-180 세포주

를 복강 주사하여 암을 유발한 후 15일간 각각의 약물을 그룹별

로 500 ㎎/㎏의 농도로 투여하고 16일 째에 생쥐를 희생시킨 후

체중과 고형암의 무게를 측정하였다(Table 4). 각각의 실험군을

체중에 대한 고형암의 비율 (w/w)로 관찰해 본 결과, 증류수만

투여한 control 군을 100%로 했을 때 GBHTⅠ 군은 86.09±7.09%,

GBHTⅡ 군은 81.65±6.40%, GBHTⅢ 군은 76.33±8.76% 로 모든

실험군에서 감소하였으며, GBHTⅢ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p=0.03) 감소가 보였고, GBHTⅡ 군도 거의 유의성 있게

(p=0.05) 감소하였다(Fig. 4).

6. 생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GBHT 투여가 암 유발 생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고자 S-180 세포를 복강 주사하여 암을 유발하고, GBHT Ⅰ․

Ⅱ․Ⅲ 각 군을 500 ㎎/㎏의 농도로 15일간의 약물 투여를 마친

후 사망 개체수를 기록하였다. 실험결과 control 군은 22.2±0.40,

GBHTⅠ 군은 23.2±0.97, GBHTⅡ 군은 23.0±0.93, GBHTⅢ 군은

26.1±0.81 일로 나타났으며, GBHTⅢ 군에서 유의하게 (p=0.003)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Table 4. The weight of solid tumor in tumor bearing mice

Group No. 1 2 3 4 5 6 7 8

Control

이식후 체중(g) 30.0 29.8 32.7 32.7 31.7 31.6 31.2 32.6

최종 체중(g) 41.0 41.0 41.1 44.2 40.4 45.8 39.5 42.7

고형암 무게(g) 8.8 8.5 12.1 15.0 13.5 12.5 10.2 10.2

GBHTⅠ

이식후 체중(g) 33.6 32.7 30.9 30.2 34.2 30.6 31.6 29.9

최종 체중(g) 42.5 42.0 35.2 39.7 42.2 38.2 40.0 36.0

고형암 무게(g) 10.5 10.9 9.3 8.9 9.7 4.4 12.0 7.9

GBHTⅡ

이식후 체중(g) 31.5 31.1 31.7 31.6 32.4 34.2 29.9 32.0

최종 체중(g) 37.0 42.2 40.9 38.6 46.3 36.9 39.5 42.1

고형암 무게(g) 4.8 9.8 9.9 9.8 9.2 10.7 7.2 10.3

GBHTⅢ

이식후 체중(g) 30.2 31.4 31.2 30.4 32.2 33.4 33.3 32.9

최종 체중(g) 42.2 40.7 41.3 37.5 38.6 48 44.8 44.2

고형암 무게(g) 2.8 10.2 9.9 8.8 9.1 7.2 12.0 9.0

Fig. 4. Effects of GBHT on weight of solid tumor in tumor bearing

mice. Tumor and Body weight were measured on 16th day. Control : D/W treated
group, GBHTⅠ : 500 ㎎/㎏ of GBHTⅠ treated group, GBHTⅡ : 500 ㎎/㎏ of

GBHTⅡ treated group, GBHTⅢ : 500 ㎎/㎏ of GBHTⅢ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between tumor and body weight (w/w).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 P < 0.05 vs. Control. (n=8)

Fig. 5. Effects of GBHT on duration of life in tumor bearing mice.
After 15 days treatment, Survival rate was observed for 15 days. control : Control

: D/W treated group, GBHTⅠ: 500 ㎎/㎏ of GBHTⅠ treated group, GBHTⅡ : 500

㎎/㎏ of GBHTⅡ treated group, GBHTⅢ : 500 ㎎/㎏ of GBHTⅢ treated group.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 P < 0.01 vs. Control. (n=10)

고 찰

腫瘍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세포가 정상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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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능의 범주를 벗어나 몸에 불리하게 과잉성장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 중 악성종양은 전세계적으로 심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사망원인의 1,2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래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18). 악성 종양은 잠복기간

이 길고 초기고통이 별로 없어서 소홀히 여기기 쉬우나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가 느낄 정도의 고통이 발생하면 이는 이미 후기

에 들어선 것으로서 다른 부위로 전이․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시하여 암을 때맞춰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調理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완전히 치유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19).

한의학에서는 종양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역대 많은 문헌

에서 현대 의학의 암과 유사한 병증을 찾아볼 수 있는데
20)

, 그 중

難經21)에서 “氣之所積, 名曰積. 氣之所聚名曰聚, 故積者, 五臟所

生, 聚者六腑所成也. 積者陰氣也, 其始發有常處, 其痛不離其部…

聚者陽氣也 其始發無根本, 上下無所留止, 其痛無常處” 라고 한

것이나 東醫寶鑑22)에서 “壯人無積, 虛人則有之, 皆由脾胃怯弱,

氣血兩衰, 四時有感, 皆能成積. 若遽以磨積, 破結之藥治之, 疾似

去, 而人已衰矣. 治法當先補虛, 使氣血壯則積自消” 라고 하여 積

을 일정한 형태의 병변을 형성하는 종양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癥瘕, 癭瘤 등의 용

어가 주로 쓰여왔다
23)

.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악성종양에 대해 수술, 방사선, 화학

요법 등을 활용하여 암의 병소를 제거해 암의 진행을 억제하려

는 처치를 위주로 하지만 암세포를 제거함과 동시에 인체 기관

과 조직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반해 한의학에서의

종양치료 근본원칙인 扶正祛邪法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강시키

고, 인체의 내적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4,20) 이러한 扶正爲主의 처방

으로는 四君子湯, 益氣補血健脾湯, 六味地黃湯, 補中益氣湯, 十全

大補湯 등이 보고되었다
24)

.

본 저자들이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健脾補腎抗癌湯 또한 이

러한 扶正爲主의 처방으로 원광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3내과

에서 창방되어 Cancer clinic에서 10여년간 사용되어 온 처방이

다. 처방 약물의 본초학적 효능을 살펴보면 黃芪는 補氣升陽, 固

表止汗, 托毒排膿하며, 白花蛇舌草는 消癰解毒, 淸熱利濕, 抗癌하

며, 鷄內金은 運脾消食, 固精止遺하며, 白茯苓은 利水滲濕, 健脾

補中, 寧心安神하며, 白朮은 補脾益氣, 燥濕利水하며, 龍葵는 淸

熱解毒, 消腫散結, 利水通淋하며, 人蔘은 大補元氣, 補脾益氣, 生

津止渴하며, 蒲公英은 淸熱解毒, 消癰散結, 利濕通淋하며, 甘草는

補脾益氣, 緩急止痛, 淸熱解毒하며, 枸杞子는 滋補肝腎, 益精明目

하며, 半夏는 燥濕化痰, 降逆止嘔, 消痞散結하며, 砂仁은 健脾化

濕, 溫脾止瀉하며, 山査는 消食肉積, 活血散瘀하며, 女貞子는 滋

陰, 補肝益腎, 淸熱明目하며, 陳皮는 理氣健脾, 燥濕化痰하며, 兎

絲子는 補肝腎, 益精髓한다5). 본 처방에 관한 연구로는 고6)가 健

脾補腎抗癌湯에 의한 유도성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활성화 및 그

기작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고, 조7)가 健脾補腎抗癌湯의 인간

신경모세포종 암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상승효과와 그 세포고사

와 관련된 항암기전을 보고하였는데, 우수한 임상 효능에 비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健

脾補腎抗癌湯의 처방 구성 중 白花蛇舌草의 항암효능에 대한 연

구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한 것에 주목하여 본 실험을 설계하면

서 健脾補腎抗癌湯 원방과, 健脾補腎抗癌湯에 白花蛇舌草를 2배,

4배 가미한 군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항암효능을 비교

관찰하였다.

白花蛇舌草는 茜草科에 속하는 1年生草本인 백운풀의 全草

로 性味는 甘苦, 寒하고 淸熱利濕, 解毒抗癌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5)

, 급성림프세포형, 과립세포형, 단핵세포형의 종양세포에

비교적 강한 억제작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균․소염작용이

있어 황색포도상구균, 이질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5)

. 주성분은 asperuloside, palderoside,

desacetylasperuloside, oldenlandoside이고, 抗腫瘤, 抗菌, 消炎

및 중추신경계에 대해 鎭痛, 催眠 등의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임

상에서 간암, 위암, 폐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림프암, 자궁경

부암 등의 악성종양 치료시에 응용되고 있다26,27). 白花蛇舌草에

관한 연구로는 박 등10)이 白花蛇舌草 추출물의 세포자멸사 유도

에 의한 위암세포주 항암효과를 관찰하였으며, 송 등
11)
이 白花蛇

舌草 전탕액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항종양 작용을 발휘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 등12)은 白花蛇舌草 추출물이 혈관형성 억

제를 통해 종양의 전이를 차단하고 아울러 암의 성장을 저해하

여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13)이 白花蛇

舌草 메탄올 추출물이 암세포의 고사 실행인자인 caspases 의 활

성화를 유도해 HL-60 암세포를 사멸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이 등
14)은 白花蛇舌草가 제대정맥내피세포의 증식을 유의적으로 억제

하고, S-180이 이식된 생쥐의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고,

김 등
15)
은 白花蛇舌草 내의 Ursolic acid와 Asperuloside가 함께

항암 및 항전이 효과를 나타내므로 암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健脾補腎抗癌湯의 생리 활성 연구는 상기와 같이 단 2례에

불과한데, 특히 고형암 세포주나 면역세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S-180 고형암 세포주를 활용한 健脾補腎抗癌湯 실험연구는 아직

까지 全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健脾補腎抗癌湯의 항암효

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健脾補腎抗癌湯 원방 (GBHT

Ⅰ)과, 원방에 白花蛇舌草를 2배 (GBHTⅡ), 4배 (GBHTⅢ) 증량

한 加味方이 가지는 항암효과를 비교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S-180 고형암 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 면역세포 증식율,

고형암 크기에 미치는 영향 및 개체 생존율을 관찰하였으며 소

기의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생쥐의 체중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

시하여 대조군과 각각의 실험군에 속한 생쥐들이 동질한 집단임

을 확인하였다.

S-180 복강암 세포주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군에 농도별로 S-180 복강암 세포주를 처리

하고 증식율을 관찰해 본 결과, GBHTⅠ군은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지는 않았으나,

GBHTⅡ 군과 GBHTⅢ 군에서는 500 ㎍/㎖ 와 1000 ㎍/㎖ 농도

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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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 볼 때 健脾補腎抗癌湯 원방보다는 白花蛇舌草가

증량된 처방에서 복강암 세포주의 억제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 등
10)
이 위암세포주 SNU-668에 白花蛇舌草 추출

물을 투여했을 때 세포생존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박 등28)이 葦莖湯과 葦莖湯에 魚腥草, 白花蛇舌草를 가미

한 처방 중 白花蛇舌草를 가미한 실험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S-180 세포주를 억제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며, 따라서

白花蛇舌草 증량이 S-180 복강암 세포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흉선은 세포성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림프양 기

관으로 말초 T림프구의 면역학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

요하며, 비장은 면역계의 주요 기관으로서 림프구와 접촉하게 하

고, 림프 조직 내의 T, B림프구는 체액성 및 세포매개성 면역반

응에 관여한다29).

본 실험에서는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의

투여가 면역세포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흉

선 세포와 비장 세포를 분리하여 증식율을 측정하였다. 먼저 흉

선 세포를 분리하여 증식율을 측정한 결과 GBHTⅠ 군과 GBHT

Ⅱ 군은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GBHTⅢ 군은

125 ㎍/㎖ (p=0.023), 250 ㎍/㎖ (p=0.006), 500 ㎍/㎖ (p=0.030)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비장 세포를 분리하여

증식율을 측정한 결과 GBHTⅠ 군은 125 ㎍/㎖ (p=0.020) 농도

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GBHTⅡ 군은 125 ㎍/㎖

(p=0.047), 250 ㎍/㎖ (p〈0.01)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

으며, GBHTⅢ 군은 모든 농도 (p〈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GBHTⅠ 군은 대표적인 樹枝狀 세포를 주

요 대상으로 하는 비장 세포와 T 세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흉

선 세포를 모두 유의성 있게 증식시켰으나 흉선 세포에서의 증

식이 더욱 효과적이었고, 이에 비해 GBHTⅢ 군에서는 흉선 세

포보다는 비장 세포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BHTⅡ 군은 이 둘의 중간적 결과를 보였으며 이

는 白花蛇舌草의 증량을 통해 B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비장 세

포를 증식시켰고 이것이 체액성 면역 기능의 활성화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30).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의 투여가 고형암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S-180 세포주를 생쥐에

복강 주사하여 암을 유발한 후 체중과 고형암의 무게를 측정하

였으며, 각각의 실험군을 체중에 대한 고형암의 비율 (w/w)로

관찰해 본 결과, control 군을 100% 로 했을 때 GBHTⅠ 군은

86.09±7.09%, GBHTⅡ 군은 81.65±6.40%, GBHTⅢ 군은

76.33±8.76%로 모든 실험군에서 감소하였으며, GBHTⅢ 군에서

는 유의성 있는 (p=0.03) 감소가 보였고, GBHTⅡ 군도 거의 유

의성 있게 (p=0.05) 감소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GBHTⅠ, GBHTⅡ, GBHTⅢ 군 모두

control 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白花蛇舌草가 4배 증량된

GBHTⅢ 군에서 유의한 고형암 무게 감소효과가 관찰되었다. 또

한 GBHTⅡ 군도 거의 유의성 있게 (p=0.05) 감소하였는데, 이는

박 등28)이 葦莖湯에 白花蛇舌草를 가미한 처방이 葦莖湯 원방보

다 S-180 세포주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결과와 유

사하며, 白花蛇舌草 증량에 따라 고형암 무게가 비례적으로 감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의 투여가 암 유발

생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GBHTⅢ 군에서 유

의하게 (p=0.003)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白花蛇舌草 단방의 투여14) 및 葦莖湯에 白花蛇舌草를 가

미한 처방
28)
과 桔梗湯에 白花蛇舌草를 가미한 처방

31)
이 원방보

다 암 유발 실험동물의 생존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결과와 부합된다.

이상 본 실험 성적들을 종합해 봤을 때, 健脾補腎抗癌湯 원

방 GBHTⅠ 군이 thymocyte와 splenocyte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한 결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S-180 복강암

세포주의 증식율 및 고형암 무게에 대해서는 비록 유의성은 없

었지만 감소의 경향을 보였으며, 암 유발 생쥐의 생존율에 있어

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임상

에서 항암효과가 뛰어난 健脾補腎抗癌湯이 본 실험에서 위와 같

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각 집단의 개체수를 10마리 정도로만 정한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만약 이번 실험보다 더 많

은 개체수로 실험에 임했다면 원방에 白花蛇舌草를 증량한 처방

(GBHTⅡ, GBHTⅢ)처럼 健脾補腎抗癌湯 원방도 제반 결과에 있

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향

후 본 실험과 관련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항암연구 설

계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건대, 白花蛇舌草의 증량을 통해 健脾

補腎抗癌湯의 항암효과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임

상에서 항암 치료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울러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의 면역 활성화

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健脾補腎抗癌湯 원방과 白花蛇舌草를 2배, 4배 증량한 加味

方의 항암효과를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고형암 세포주 (S-180)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 면역세포 증식율, 고형암 크기에 미치는 영

향 및 개체 생존율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이 S-180 복강암 세

포주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GBHTⅡ 군과

GBHTⅢ 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

蛇舌草 증량 처방이 thymocyte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한 결과 GBHTⅠ, GBHTⅡ, GBHTⅢ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증

가가 보였다.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이

splenocyte의 증식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GBHTⅠ,

GBHTⅡ, GBHTⅢ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보였다. 健脾

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이 고형암 크기에 미치는 영

향를 관찰한 결과 GBHTⅢ 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보였다.

健脾補腎抗癌湯과 白花蛇舌草 증량 처방이 암 유발 생쥐의 생존



健脾補腎抗癌湯 및 健脾補腎抗癌湯加味方이 고형암 및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 609 -

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GBHTⅢ 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健脾補腎抗癌湯과, 健脾補腎抗癌湯에

白花蛇舌草를 증량한 처방들이 모두 항암 및 면역반응에서 유의

성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白花蛇舌草의 증량을 통해 健脾補腎抗

癌湯의 항암효과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임상에서 각종

종양 질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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