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穿心蓮이 A549 폐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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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purposed to research the anti-cancer effects of Andrographitis Herba.

Methods : By measuring the cell proliferation, apoptosis, morphology and cytokine level from the 

extracts, the influence on a A549 cell was compared. 

Results : The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inhibited the 

proliferation and increased the apoptosis of the A549 cell. Among the various fraction extracts of 

the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tOEt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of the apoptosis of the 

A549 cell. The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decreased 

the secretion of the TGF-β in the A549 cell, and increased the secretion of the TNF-α and the 

IFN-γ presenting cell population. 

Conclusion : It is considered that the total extract and various fraction extract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inhibit the proliferation of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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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穿心蓮은 嶺南採藥錄에 “能解蛇毒 又能理內傷咳

嗽”라고 하여 처음 수록되었으며1), 임상에서는 性寒

味苦하고 淸熱解毒, 利濕消腫 및 涼血하는 효능이 있

어서 感冒發熱, 咽喉腫痛, 口舌生瘡, 頓咳勞嗽, 泄瀉

痢疾, 熱淋澁痛, 癰腫瘡毒과 毒蛇咬傷 등의 증상을 치

료하는데 상용되고 있다2).

穿心蓮의 기원으로 中華人民共和國藥典2)에는 쥐꼬

리망초과(爵床科 Acanthaceae) 식물인 穿心蓮

Andrographis paniculata (Burm.f) Nees의 건조한 

지상부분으로 되어 있고, 秋初 莖葉이 무성할 때 채취

하여 晒乾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공정서

에는 아직 수재되지 않고 있다.

穿心蓮의 성분으로는 葉에는 andrographolide, 

neo-andrographolide, deoxy-andrographolide, 

homo-andrographolide, panicolide, andrographan, 

andrographon, andrographosterin과 andrograpanin 

등이 함유되어 있고, 根에는 andrographolide 외에 

mono-o-methylwightin, andrographin, panicolin, 

apigenin-7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全草에는 이 외

에도 14-deoxy-11-oxoandrographolide가 함유되

어 있다1,3).

약리작용으로는 항염작용4), 항바이러스작용5), 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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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6), 항당뇨 효능7), 간 보호효능8)과 항산화 효

능9), 면역 조절작용10) 등이 보고되었고, Dua 등11)은 

穿心蓮의 뿌리에서 분리된 xanthone계 성분에서 

anti-malarial 효능을, Shukla 등12)은 간 보호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ilymarin 보다 

andrographolide의 최담효과가 더욱 더 유효하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Rajagopal 등13)은 andrographolide 

성분이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항암효과를 발휘하며, 

lymphocyte의 증식과 interleukin-2의 생산을 증가

시키므로서 면역 증강효과가 입증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요법제는 생체

내의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혀 

골수기능저하, 위장장애, 탈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

므로14), 천연물을 이용하여 면역기능을 높여주거나, 

암세포 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

료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잠재적인 암 치료제 가능성을 제시한 Rajagopal 

등13)의 보고에서와 같이  穿心蓮의 생리활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穿心蓮의 폐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著者는 穿心蓮을 전탕 추출과 이로부터 분획

별 추출물을 얻은 후, 폐암세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

여 穿心蓮의 항암효과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실  험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된 穿心蓮(Andrographitis Herba , 이

하 AH로 표기)은 2005년 8월 중국 안국시장에서 구

입하여, 모든 약재는 추출하기 전에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⑴ 시 약

Absolute alcohol 은 Sigma(U.S.A) 제품, Fetal 

bovine serum(FBS), Antibiotics 등은 

Hyclone(U.S.A) 제품, Phosphate buffer aline은 

Gibco(U.S.A) 제품, oligo dt, pre-made primer 

등은 Bioneer(U.S.A) 제품, methyl3H (thymidine)

은 Amersham(U.S.A) 제품, Antibody-IFN-γ

-FITC(fluorescein isothiocyanate)는 BD 

Pharmingen(U.S.A) 제품, IFN-γ ELISA kit, 

TNF-α ELISA kit, TGF-β   ELISA kit 등은 

Endogen(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⑵ 기기

기 기 명 제조사 제조국

Rotary evaporator
Spectrophotometer
Digital thickness gauge
Research microscope
Bio-freezer
Micrometer
Camera
Microscope

Eyela
Shimazu
Mitutoyo Corp
Nikon
Sanyo
Mitutoyo
Canon
Leica

Japan

Primus 96 thermocycler system
Electric chemical balance 

MWG BiotARh
Mci

Germany

Ultrasonic cleaner
Homogenizer
Plate shaker
Flow cytometry
β-counter

Brason
Omni
Lab-Line
BD biosciences
Beckman

U.S.A

ELISA reader Tecan Canada

Ice maker
Cytological centrifuge

Vision science
Hanil

Korea

Pulverizer Rong tsong Taiwan

2. 방 법

1) 약물

⑴ 전탕 추출

穿心蓮을 100 g 씩에 각각 1 ℓ의 증류수를 가하

고 약탕기(웅진약탕기. 한국)를 이용하여 3시간 동안 

끓인 다음 여과지로 여과한 후 감압농축장치를 이용

하여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⑵ 분획 추출

전탕액 분말을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분획하였다. 

穿心蓮 전탕 추출물 분말과 증류수 400 ㎖를 넣고 극

성이 다른 여러 가지 용매 (n-hexane, ethyl 

acetate, ethyl ether, n-butanol)를 이용하여 단계

적으로 분획하였다. 극성에 의해 얻어진 분획 추출물

들은 감압농축장치를 이용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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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decoction extract of Andrographitis Herba.

2) 암세포에 대한 영향 측정

⑴ Cell proliferation15) 

한국 세포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폐암세포(A549)를 

RPMI1640 media에 10% FBS와 antibiotics 

(penicillin 100 U/㎖, streptomycin 100 ㎍/㎖)를 

첨가하여 배양을 실시하였다. 폐암세포를 12 well 

plate에 5×105 cell/well로 분주한 다음, 穿心蓮 전

탕을 농도를 10 ㎎/㎖, 5 ㎎/㎖, 1 ㎎/㎖, 0.1 ㎎/

㎖, 0.01 ㎎/㎖로 달리하여 72시간 동안 36℃에서 

배양하게 된다. 72시간 동안 배양된 세포의 harvest

하는 시간 12-18시간 전에 [3H]-thymidine을 1 μCi 

처리해준다. 그리고 세포를 β-counter (Beckman)

에 사용하는 safe cuvette에 500 ㎕씩 분주한다. 다

음으로, cocktail solution을 2 ㎖ 첨가 한 후, 

thymidine의 uptake를 β-counter로 확인하였다.

⑵ Apoptosis16)

穿心蓮 전탕 추출물 및 분획 추출물을 처리한 

A549을 72시간 동안 배양을 실시한 후, 세포를 취합

한다. Annexin V와 반응시켜 flow cytometry를 이

용하여 cell population을 확인하였으며, FACs 

calibur의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⑶ Morphology

한국 세포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A549를 DME 

media에 20% FBS와 antibiotics(penicillin 100 U/

㎖, streptomycin 100 ㎍/㎖)를 첨가하여 배양하였

고, 12 well plate에 5×105 cell/well로 분주하였다. 

穿心蓮 전탕 추출물 및 분획 추출물을 1 ㎎/㎖의 농

도로 희석하여 폐암세포에 처리한 후, 72시간 동안 

36℃에서 배양한다. 배양이 끝난 후에 100배 혹은 

200배율로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였으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⑷ Cytokine level17)

① ELISA

암세포의 증식 중에 나타나는 TGF-β와 TNF-α

의 cytokine의 변화는 암세포의 배양액에서 ELISA 

kit를 사용하여, 각 cytokine level을 측정하였다. 항

cytokine 항체가 코팅된 96 well plate에 serum을 

가하여 반응시킨 후 4번 세척하고, 다시 biotin이 표

식된 항cytokine 항체를 가하여 반응시킨 후 4번 세

척하였다. 여기에 streptavidin-HRP를 가하고 

ELISA-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Flow cytometry

암세포의 증식 중에 나타나는 IFN-γ의 cytokine

의 변화는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IFN-γ kit를 사용하여, 약물을 처리한 A549의 세

포에 FITC-mouse anti-human IFN-γ 표적 항체

를 intracellular staining으로 실시하여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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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ANOVA multi 

t-test(JAVA, Bonferroni Ver II)로 분석하여 p값

을 구했다. 각 Control과 비교하여 p값이 0.05 미만

일 경우에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성  적

1. 폐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1) Cell proliferation

⑴ 농도별 

폐암 세포주인 A549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한 뒤에 72시간동안 37℃에서 배양한 후, 

세포의 증식을 [3H]-thymidine을 이용하여 uptake 

정도를 확인하였다. 穿心蓮을 10 ㎎/㎖의 농도로 처

리한 경우에 폐암세포의 증식이 가장 낮았다(Fig.2).

0

20000

4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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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549 cell proliferation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 human lung cancer cell line A549 was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RPMI1640 media with 10% 
FBS, antibiotics, and 10 ㎎/㎖, 5 ㎎/㎖, 1 ㎎/㎖, 0.1 ㎎/㎖ 
and 0.0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with 
1 µCi/ml [3H]-thymidine, in replicates of four in 12-well cell 
culture plates. After 72h,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counted with a β-counter.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M of 3 experiments. 

2) Apoptosis

⑴농도별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폐암세포 배양액에 

처리한 후, 폐암세포에 나타나는 apoptosis의 정도를  

FAC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穿心蓮 전탕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폐암세포의 apoptosis를 증가시켰다

(Fig. 3).

Figure 3. Apoptosis of A549 cel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 were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RPMI1640 media with 10% FBS, antibiotics, and 10, 5, 
1, 0.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⑵ 분획별

穿心蓮 전탕 추출물의 total extract 및 분획물들

을 폐암세포 배양액에 처리한 후 apoptosis의 정도를 

FAC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穿心蓮 전탕 추출물의 

total extract 및 EtOEt 분획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

획 추출물들은 폐암세포의 apoptosis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EtOEt의 분획 추출물을 처리하

였을 때에는 폐암세포의 apoptosis가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Fig. 4).

Figure 4. Apoptosis of A549 cells treated with total ex. or 
various fraction extract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The A549 cells were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RPMI1640 with 10% FBS, antibiotics, and total ex. or 
various fraction extract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1 
㎎/㎖)  ; A: Total ex. B: n-hexane C: EtOEt  D: EtOAc  
E: n-BuOH  F: Aqu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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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rphology

⑴ 농도별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10 ㎎/㎖, 5 ㎎/㎖, 1 ㎎/

㎖, 0.1 ㎎/㎖의 농도로 하여 폐암세포에 처리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을 하고 세포의 형태를 확인 하

였다. Control은 폐암세포인 A549에 약물을 처리 하

지 않은 것이다. A549는 배양그릇의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경향을 보였다. Control에 비해 穿心蓮 추출

물을 처리한 경우 폐암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었

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가 더욱 많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Fig. 5).

Figure 5. Photomicrograph of A549 ce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 were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RPMI1640 media with 10% FBS, antibiotics, and 10 ㎎/
㎖, 5 ㎎/㎖, 1 ㎎/㎖, 0.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72h, a picture of the A549 cells 
were taken by fluorescence microscope (×100). A: 10 ㎎/
㎖, B: 5 ㎎/㎖, C: 1 ㎎/㎖,  D: 0.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⑵ 분획별

穿心蓮 전탕 추출물 및 분획 추출물들을 1 ㎎/㎖ 

농도로 희석하여 폐암세포에 처리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고 세포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Control은 폐암

세포인 A549에 약물을 처리 하지 않은 것이다. 

Control에 비해 穿心蓮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EtOEt 혹은 EtOAc 분획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폐암세포의 사멸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Fig. 6). 

Figure 6. Photomicrograph of A549 cells cultured with total 
ex. and various fraction extract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 were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RPMI1640 with 10% FBS, antibiotics, and 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72h, the A549 
cells take a picture by fluorescence microscope (×100 or 
×200); A: Total ex. B: n-hexane C: EtoEt D: EtOAc  E: 
n-BuOH  F: Aqueous.

4) Cytokine

폐암세포인 A549의 배양액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

을 10, 5, 1, 0.1 ㎎/㎖의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

고, 72시간 동안 배양한 후, cytokine의 변화를 

ELISA로 확인하였다. A549에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Control로 하여 비교하였다(Table Ⅰ).

Table Ⅰ. Level of TGF-β and TNF-α in A549 Cell Cultu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Control AH 10 ㎎/㎖ AH 5 ㎎/㎖ AH 1 ㎎/㎖ AH 0.1 ㎎/㎖

TGF-β 0.730±0.04 0.467±0.04 0.493±0.01 0.507±0.02 0.520±0.05

TNF-α. 0.163±0.04 0.347±0.01 0.270±0.03 0.126±0.00 0.155±0.02

The A549 cells(5×105 cell/well) were cultured with 10% FBS, a RPMI1640 medium and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72 hr,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use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s of TGF-β and TNF-α by ELISA.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M of 3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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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TGF-β

A549세포에 穿心蓮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는 Control

에 비해서 생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7).

Figure 7. Level of TGF-β in A549 cell cultu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5×105 cell/well) were cultured with 10% 
FBS, a RPMI1640 medium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72h,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used. 
The concentration of TGF-β in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M of 3 experiments. 
*** : P<0.001, ** : P<0.01 by ANOVA test.

⑵ TNF-α

폐암세포인 A549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처리한 세포 배양액에서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의 양을 측정하였다. 5 ㎎/㎖와 10 ㎎/

㎖ 농도에서 Control에 비하여 TNF-α의 생성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Fig. 8).

 

Figure 8. Level of TNF-α in A549 cell cultu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5×105 cell/well) were cultured with 10% 
FBS, a RPMI1640 medium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72h,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used. 
The concentration of TNF-α in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M of 3 experiments. 
*** : P<0.001, ** : P<0.01, * : P<0.05 by ANOVA test.

5) IFN-γ presenting cell population

A549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배양하고, IFN-γ를 분비하는 세포의 비율을 FACs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穿心蓮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IFN-γ의 분비를 나타내는 세포의 비율이 증가

하였다(Fig. 9).

Figure 9. Flow cytometry analysis of IFN-γ presenting A549 
ce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The A549 cells were seeded at a suspended density of 
5×105 cell/well on 12 well cell culture plates. The medium 
was DME media with 20% FBS, antibiotics, and 10, 5, 1, 
0.1 ㎎/㎖ Andrographitis Herba decoction extract. After 24 
hr, the IFN-γ presenting A549 cells were measured by 
flow cytometry.

고  찰

穿心蓮의 기원으로 中華人民共和國藥典2)에는 쥐꼬

리망초과(爵床科 Acanthaceae) 식물인 穿心蓮 

Andrographis paniculata (Burm.f) Nees의 건조한 

지상부분으로 되어 있고, 秋初 莖葉이 무성할 때 채취

하여 晒乾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穿心蓮은 1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인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방이며, 중국에서는 廣東, 廣西, 福

建 등 남방의 모든 지역에서 야생 또는 재배된다2,3). 

키는 0.5-1.0 m이고, 줄기는 진한 녹색으로 사각형

이며 마디가 볼록하다. 잎은 對生이며 버들잎 모양으

로 뽀족하고 총상화서가 정상 혹은 葉腋에 착생하여, 

모여서 대형 원추화서를 이루고, 꽃은 흰색 또는 연분

홍빛 꽃잎에 자색 반점이 있다3).

穿心蓮은 嶺南採藥錄에 최초로 수록되어 “能解蛇

毒, 又能理內傷咳嗽”라고 하였고1), 中華本草3)에는 

“淸熱解毒, 瀉火, 燥濕. 主治風熱感冒, 溫病發熱, 肺

熱咳喘, 百日咳, 肺癰, 咽喉腫痛, 濕熱黃疸, 淋症, 丹

毒, 瘡瘍癰腫, 濕疹, 毒蛇咬傷”이라 하였으며, 임상

에서는 上氣道炎, 扁桃腺炎, 氣管支炎, 肺炎, 流行性

耳下腺炎, 百日咳 등의 호흡기감염증, 急性胃腸炎, 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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痢 등의 소화기계감염증, 尿道炎, 腎盂腎炎 등의 비뇨

기계감염증, 瘡癰 등의 화농성감염증, spirochaeta 

감염증 등을 치료하며18), 急性黃疸型肝炎, 化膿性中耳

炎, 血栓閉塞性脈管炎, 神經性皮炎 眼結膜炎 등과 毒

蛇咬傷, 癰腫瘡瘍, 濕疹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상용

되고 있다1,19). 

성분으로는 andrographolide를 주성분으로 하여 

panicolide, andrographan, andrographon, 

andrograpanin, andrographin, panicolin 등이 함

유되어 있으며1,3), 성분 연구로 Pramanick 등20)은 

葉에서 andropanolide와 isoandrographolide, 

minor diterpenoids를, Qizhen 등21)은 

andrographolide와 neoandrographolide를 각각 분

리하였고, Shen 등22)은 6개의 새로운 ent-Labdane 

diterpenoids를, Reddy 등23)은 지상부분과 뿌리에서 

flavone과 23-carbon terpenoid를 분리했다.

약리작용으로는 Wiart 등24)은 잎에서 추출된 

ent-labdane diterpenes가 herpes simplex virus 

1(HAV-1)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고, Ji 등25)은 andrograpanin 성분이 infection, 

inflammation, cold, fever, 그리고 diarrhea 등을 

치료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였으며, Burgos 등26)은 

andropanolide 성분이 IFN-γ 와 IL-2 cytokine 

생산을 억제하여 면역증강과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umar 등10)은 메탄올 추출물에서 

항암효과와 면역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밖에 주성분인 andrographolide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로, Yu 등27)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병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저혈장 glucose에 대한 

glucose 이용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무제한 증

식하는 암세포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동시에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혀, 일시

적인 혈구감소, 구토, 설사, 식욕감퇴, 탈모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28). 따라서 천연물로부터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없이 선택적으

로 암세포 만을 파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잠재적인 암 치료제 가능성을 제시한 Rajagopal 

등13)의 보고에서와 같이 穿心蓮의 항염, 항바이러스, 

항당뇨, 간 보호작용과 항산화 효능, 면역 조절작용, 

항암작용 등이 보고되었지만, 폐암세포의 항암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穿心蓮을 전탕 추출과 이로부터 분획별 

추출물을 얻은 후, 폐암세포에서의 cell proliferation, 

apoptosis, morphology 및 cytokine level을 측정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穿心蓮 전탕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폐암세포

(A549)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뒤 

세포의 증식을 확인한 결과, Control에 비해 폐암세

포에서는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10 ㎎/㎖의 농도로 

처리한 경우 세포증식이 가장 낮았다. 암세포의 증식

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포의 apoptosis(programmed cell death)는 특

이 발생단계나 DNA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유전적 조절 하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인체 방어기전

이며29),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apoptosis를 통해 세포

의 증식과 사멸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apoptosis의 조절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세포의 증

식과 사멸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악성종양으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30). 본 실험에서는 穿心蓮 

전탕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을 농도별, 분획별로 비교하였다. 폐암세포에서는 농

도 의존적으로 apoptosis를 증가시켰으며, 또한 

EtOEt의 분획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폐암세포의 

apoptosis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즉 암세포의 

apoptosis가 증가한 것은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폐암세포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 분획별

로 처리한 후 세포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폐암세포에

서는 Control에 비해 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

고,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가 더욱 많이 감소하였으며, 

분획 추출물들을 처리한 경우는 Control에 비해 세포

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특히 EtOEt 혹은 

EtOAc 분획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폐암세포의 사멸

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Cytokine은 혈액속에 함유되어 있는 면역단백의 

하나로, 여러가지 면역세포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면

역세포의 활성화, 성장, 분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전환성장인자(TGF-β), 종양괴사

인자(TNF-α)의 양을 측정하여 그 생성량으로 항암

효과를 확인하였다.

TGF-β는 T세포와 macrophage의 표면에서 발현

하는 cytokine으로 일반적으로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

는 경우가 많으나, TGF-β가 과도하게 발현되는 암

세포의 경우에는 TGF-β 신호로 인해 오히려 세포 

성장을 촉진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며, 더불어 백혈구의 증식을 억제하고 활성도를 

저해시켜 암세포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본 실험에서는 穿心蓮 전

탕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TGF-β 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였다. 폐암세포에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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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 Control에 비하여 TGF-β는 생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穿心蓮 전탕 추출물 처

리에 의해서 암세포에서의 TGF-β가 감소된 것은 

穿心蓮 전탕 추출물의 항암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NF는 종양괴사인자로서 𝛼와 𝛽의 2종류가 있는

데, TNF-α는 Th1세포와 Th2세포, 그리고 T세포에

서 용해성 세포막 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antitumor activity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를 직접적

으로 죽일 수 있는 대식세포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전달한다. TNF 수용체 계열 중 일부는 apoptosis에 

의한 세포 죽음을 유발하도록 자극하기도 하며, 낮은 

양의 TNF-α는 염증반응에서 백혈구들이 혈관내피세

포에 부착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염증세포들의 미생물 

살해능력을 증가시키고, mononuclear phagocytes에 

작용하여 여러 가지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cytokine을 

생산하게 만들어 염증반응을 촉진한다32). 본 실험에서

는 穿心蓮 전탕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TNF-α 생성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폐암세포에 穿心蓮 전

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경우, 5 ㎎/㎖와 10 ㎎

/㎖ 농도에서 TNF-α의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穿心蓮 전탕 추출물 처리에 의해서 암세포에서의 

TNF-α가 증가한 것은 antitumor activity의 증가

로 해석할 수 있다. 

Interferon (IFN)에는 𝛼,𝛽,𝛾의 3 종류가 있는

데, IFN-𝛼는 백혈구에서 생성되고, IFN-𝛽는 

virus 감염 섬유아세포에서 생성되며, IFN-𝛾는 활

성화된 T임파구와 NK세포에서 생성된다. 3 종류의 

IFN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활성은 virus 감  염의 저

지, 세포증식의 억제, NK세포, Tc림프구, B림프구

의 활성화, MHC 항원발현의 촉진 등인데, 면역계에

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IFN-𝛾이며, 이것은 

외부 침입자와 후천성 면역 등에 대한 숙주의 방어

에 중심적 역할을 가지고 여러 면역세포나 또는 암

세포 자신의 암억제 작용기전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3). 본 실험에서는 穿心蓮 전탕 추출물이 폐암세

포의 IFN-γ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Control에 비해 폐암세포를 穿心蓮 전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IFN-𝛾를 분비하는 세포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IFN-𝛾를 분비하는 세포가 증가했다는 것은 약물이 

암세포 스스로 암 억제기전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穿心蓮의 전탕 추출물과 

분획 추출물이 농도와 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전반적으로 폐암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穿心蓮을 전탕 추출하여 이로부터 분획별 추출물을 

얻은 후, 폐암세포에 대한 영향과 정상 면역세포에 대

한 영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穿心蓮 전탕 추출물은 폐암세포의 증식을 농도 의

존적으로 억제하였다.

2. 穿心蓮 전탕 추출물은 폐암세포의 자연사멸을 농

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 

3. 穿心蓮 전탕 추출물의 분획 추출물 중 EtOEt의 

분획 추출물이 자연사멸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다.

4. 穿心蓮 전탕 추출물은 폐암세포에서 농도 의존적

으로 TGF-β 분비를 감소시키고, TNF-α 분비

를 증가시켰으며, IFN-γ 분비 세포의 비율을 증

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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