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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InvitroproapoptoticeffectofHangbaek-Tang(HBT)hasbeendocumentedby

oneofus.Inthepresentstudy,weaimedtodemonstrateinvivoeffectofHBTontumorgrowth.

Methods:InvitroselectivecytotoxicityofHBTwasexaminedbyenumerationofviablecell

numbersusingBC3Amouseleukemiccellsandnormalspleencells.InvivoeffectofHBT(25

and50mg/mouse)ontumorgrowthwasassayedusingBC3Acellsinnoculatedsubcutaneously

intheflank.Annexin-VapoptosisassayandPIstainingwasperformedtodeterminetheeffective

serum factorinHBT-treatedmice.Leukocyterecruitmentintoperitoneum wereanalyz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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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ywithastainedcytosmearofperitoneallavagefluid.

Results:HBTexhibitedinvitroselectivecytotoxicitytoleukemiccellsanddidnotshowany

toxicityonimmuneorgans.Invivoi.p.administrationofHBTinducedsignificantreductionin

tumorgrowthbutnotcompleteregression.SeraobtainedfromHBT-treatedmicestronglyinhibited

BC3Acellgrowthinvitroandwererevealedtomarkedlyenhanceapoptosisandaccompanying

celldeath,when compared to those from PBS-treated mice.Abundantextravasation of

leukocytes,especiallyneutrophils,intoperitoneumwasobservedinHBT-treatedmice.

Conclusions:HBTcausesleukemic,BC3Acelldeathinvivoviaapoptosisaswellasinvitro,

forwhichfunctionalinvolvementofleukocytesissuggested.

Keyword: Hangbaek-Tang(HBT),BC3A,tumorgrowth,cytotoxicity,apoptosis

Ⅰ.서 론

세계 으로 암환자 수는 최근까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1)
여 히 가장 요한 인간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2)
.암의 일종인 백 병(白

血病,leukemia)은 백 구와 그의 유아세포가 비정

상 으로 생산되어 모든 장기에 침윤하고 다시 증

식하여 장기나 면역계에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망을 래하는 질환이다
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백 병 발생빈도가 증가되는 추세로 백 병에

한 기 인 연구와 항암 물질의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일반 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물리

요법과 화학요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

한 방법은 유 자를 손상시켜 세포 독성을 유발하

거나 간과 신장 기능의 장애,약물 축 에 의한

독성 효과,조 작용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는 문제 이 있다
4)
.특히 체 백 병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 골수성 백 병 (chronic

myelogenousleukemia)치료제로 Novartis社에서

개발한 Bcr-Abltyrosinekinase 해제인 리벡

(Gleevec)이외에 특별한 약물은 없다.최근에 이

약물에 한 내성과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이를 극

복하기 하여 리벡 용량을 증량시키는 방법 혹

은 타 항암제 약물과 동시 투여하는 방법 등의 여

러 시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뚜렷한 극복방법은 제

시되지 않고 있다.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정상세포

에는 독성과 암세포에 항성을 증가시키지 않으

며 암세포만을 선택 으로 공격하여 백 병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8).

고 부터 식물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려는 시

도는 계속되어 왔으나 암에 한 실체를 명확히

악하지 못했던 시기에 사용되었던 을 고려할

때 통 약물의 효능을 으로 기 하기는 쉽지

않다
9,10)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많은 한약재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이들

한약재로부터 항암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여 약리효능을 보고한 바도 있다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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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로는 백지 (Angelicadahurica),패모 (Fritillariae

verticillata), 근백피 (Ailanthusatissima),인삼

(GinsengRadix),황기 (Astragalusmembranaceus),

상기생 (Viscumcoloratun),황 (ScutellariaRadix),

그리고 감 (GlycyrrhizaeRadix)등이 알려져

있다11-15).한편,한의학에서는 부작용이 으면서

도 효능을 증 시키고 정확한 질병부 에만 약효

가 작용하도록 하는 방제학 배합방법인 군신좌

사법(君臣佐使法)
16)
이 매우 범 하고 다양하게

임상에 직 활용되어 오고 있다.항백탕(抗白湯)

은 방제학 처방 이론에 근거한 군신좌사법(君臣

佐使法)에 따라 한약재를 배합한 처방으로서,세

포사멸과 세포분화를 진시키는 약제를 심으로

원 학교 한의과 학 방제학교실에서 만든 처방

이며,실험 으로는 사람 백 병 세포주인 HL-60

세포에 하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apoptosis를 유도하 다
17)
.

invitro에서 확인된 항백탕의 암세포 독성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항백탕이 암의 치료에 유효하게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임상 실험에 앞서

동물실험을 통하여 항백탕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invivo에서 항백탕의 종

양세포 증식에 한 억제 효능을 확인하 다.

Ⅱ.실험방법

1.실험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 3-5주된

Balb/c마우스를 샘타코 (경기도,오산)에서 구입

하 으며,항온 항습장치 ( 종기기산업,서울)내

에서 사육하면서 7주된 생쥐를 실험에 사용하

다.

2.세포 배양액 암세포 배양

본 실험에서 마우스 백 구의 배양을 해서는

IMDM (Hyclone,Logan,Ut,USA)을 기본배양액

으로 하여 10%의 열처리로 비 활성화시킨 우태 청

(fetalbovineserum;FBS)(Invitrogen,Carlsbad,

CA,USA),1% antibiotics(100U/mlpenicillin,

100μg/mlstreptomycin,0.25μg/mlamphotericin

B,SigmaChemical,MO.USA)을 첨가한 완 배

양액을 사용하 다.

Balb/c유래의 백 병세포인 BC3A 암세포는

미국 AmericanTypeCultureCollection(ATCC;

CatalogNumber,TIB60)(Manassas,VA,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10% FBS 항생제

가 첨가된 RPMI1640(Invitrogen)을 사용하여 배

양하 다.

3.항백탕(HBT)제조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제는 북 익산시 소재

한약건재상에서 구입하 으며,형태학 화학

으로 동정하여 사용하 다.증거표본은 원

학교 한의과 학 방제학 표본실에 보 에 있

다.공기에 충분히 건조된 약제는 단한 후 세

된 황 (ScutellariaRadix),목단피(CortexMoutan

Radicis), 상기생(Viscum coloratun), 근백피

(Ailanthusatissima),백지(Angelicadahurica),황

기(Astragalusmembranaceus),인삼(GinsengRadix),

감 (GlycyrrhizaeRadix),패모(Fritillariaeverticillata)

각 50g,총 450g을 증류수 (3.5L)에 넣고 2시간

30분 동안 가온ㆍ가압하여 추출하 다.이를 여과하

고 동결건조기(LABCONCOfreezedryer3,Kansas

City,MO.USA)를 사용하여 여액을 건조한 후

추출물 138.8g을 얻었다.각 추출물은 냉동고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4.invitro에서 HBT에 노출된 암세포 증식 측정

BC3A 암세포를 2x10
5
농도로 48-wellplate에

분주한 후 약제를 각각 62,125,250,500μ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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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가한 후 1일 간격으로 4일 동안 암세포를

수거하여,trypanblue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

세포의 수를 측정하 다.

5.invitro에서 HBT에 노출된 비장세포 생존

수 측정

마우스의 비장세포를 주사침을 사용하여 유리

시키고 9 동안 멸균 증류수에 노출시키는 장

액 충격(hypotonicshock)방법으로 구를

괴시킨 후 인산염 완충액 (PBS)으로 세척한 다음

trypanblue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 세포의

수를 측정하 다.얻어진 세포의 농도를 1x10
6
/㎖

로 조정하여 배양하 다.이를 48-wellplate에 분

주한 후 약제를 각각 62,125,250,500μg/ml의 농

도로 가한 후 1일 간격으로 3일 동안 세포를 수거

하여,trypanblue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 세

포의 수를 측정하 다.

6.암 이식 마우스에서 항백탕(HBT)투여 후

면역장기 검사 암세포 증식 측정

마우스에 Avertin을 투여하여 마취시킨 후 구

리의 털을 제거하고,1x10
5
개의 BC3A세포를 마

우스의 구리에 피하로 주입하 다.2시간 후 약

제 투여군에는 항백탕(HBT)(250,500㎎/㎖)를

1회 0.1㎖씩 복강으로 투여하고 조군에는 동량

의 PBS를 투여하 다.매일 12일째까지 동량을

투여하고 매일 암세포 크기를 측정하되,장축

장축과 직각이 되는 단축의 평균치로 비교하 다.

13일째에는 모든 마우스의 흉선,비장 좌우 슬

와림 을 출하여 무게와 총 세포수를 측정하

고,경추 탈골 방법으로 안락사시켰다.

7.항백탕(HBT)의 투여 후 마우스 청 내

세포독성 인자의 확인

항백탕(HBT)투여 후 면역장기 출 직 에

심장 채 을 통하여 말 을 채취한 후 실온에서

응고시키고,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 다.이

를 56°C에서 30분간 비동화시켜 실험시까지 -30

°C에 냉동보 하 다.세포독성 인자를 확인하기

해서는 청을 해동한 후 BC3A암세포를 배양

할 때,세포배양액에 채 청을 5,10 20%을

가하여 배양하 으며,세포배양액에 10% FBS를

가한 배양액을 조군으로 하여 비교하 다.

8.Apoptosis측정

Apoptosis는 Annexin-V염색방법으로 측정하

다.암세포를 청에 6,12 24시간 노출시킨 후

원심세척한 후 Annexin-V Apoptosis Detection

Kit(BD Pharmingen,SanDiego,CA.USA)를

사용하여 Annexin-V-FITC propidium iodide

(PI)로 염색한 후 유식세포기 (FACSort;Becton

Dickinson,SanJose,CA,USA)로 분석하 다.

9.복강 세척액 (peritoneallavagefluid;PLF)

검사

마우스 복강의 세척을 해서 5ml주사기를 이

용하여 PBS3ml을 넣어 세척하여 수거한 후

Cytospin(LSICo.UK)을 사용 1,000RPM에서

슬라이드 라스에 5x104 세포를 도말한 후 Diff

-Quick(BaxterHealthcare,Miami,FL.USA)을

사용하여 염색한 다음 미경 하에서 호산구,

식세포,호 구,림 구 등의 세포 수를 측정하되

총 500개 이상의 세포수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Ⅲ.결 과

1.항백탕(HBT)의 암세포 특이 세포 독성

의 확인

invitro에서 항백탕(HBT)의 백 병 세포 증식

억제 효능은 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17).in

vivo투여 효능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본 연

구에서는 약재의 invivo투여가 독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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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정상 마

우스에서 invivo증식이 확인된 Balb/c유래의

암세포인 BC3A를 선정하고,이를 이용하여 우선

invitro에서 항백탕(HBT)의 암세포 특이 증식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 다.

invitro에서 BC3A에 항백탕(HBT)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tumorcell의 증식을 시간별로 확인한 결

과를 Fig.1에 요약하 다.약제 처리 1일 후 항백

탕(HBT)의 농도에 의존 으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2일 이후에는 농

도 (62,125μg/ml)에 항백탕(HBT)에 노출된 경

우 암세포는 계속 증식하나 조군에 비해 히

그 증식이 억제되었다.고농도 (250,500μg/ml)의

항백탕(HBT)에 노출된 경우 세포독성이 더욱

하여 농도에 비해서도 억제 효능이 크게 증가

하 다.

이와 같은 항백탕(HBT)의 세포독성이 정상 백

구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해 invitro에

서 마우스의 정상 백 구에 동일한 조건으로 증식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실험 결과 항백탕

(HBT)은 고농도에서도 정상 백 구의 생존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Fig.2).

정상 백 구에 한 항백탕(HBT)의 무독성은

invivo에서 항백탕(HBT)의 경구 투여에 의해서

도 확인되었다.항백탕(HBT)(20mg)을 2주간 경

구 투여한 후 마우스의 면역장기의 무게와 면역

기 의 세포수를 측정하여 항백탕(HBT)의 독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PBS를 투여한 조군과 실

험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1).이러

한 결과는 항백탕(HBT)의 세포 독성이 암세포에

해 매우 특이 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Fig.1.EffectofHBTtreatmentonproliferation
ofBC3Acells.

BC3A(2x10
5
cells/ml)weretreatedwithvariousdoses

ofHBTfor4daysandviablecellswerecountedeveryday
bytrypanbluedye-exclusionassay.

Fig.2.EffectofHBTtreatmentonproliferation
ofmousenormalleukocytes.

Spleencells(5x10
5
cells/ml)weretreatedwithvarious

dosesofHBTfor3daysandviablecellswerecounted
everydaybytrypanbluedye-exclusionassay.

Treatment Spleen(mg) Thymus(mg) Spleen(x10
7
) Thymus(x10

7
) LNC(x10

6
)

Control 91.0±4.7 16.3±3.2 7.4±0.4 3.5±1.6 8.0±1.8

HBT* 108.7±3.9 17.7±1.5 7.9±0.9 3.6±0.3 8.3±2.6

*HBT(50mg/mouse)wasintraperitoneallygivenfor13days.

Table1.ChangesinweightandcellnumbersofimmuneorgansfollowinginvivoHB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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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vivo에서 항백탕(HBT)의 투여가 암세포

의 증식의 미치는 향

항백탕(HBT)에 의한 암세포의 성장억제를 in

vivo에서 확인하기 해서 마우스의 구리 피하

에 2x10
5
개의 BC3A를 주입하고 마우스의 복강으

로 25mg,50mg의 항백탕(HBT)을 주입하여 암

세포의 성장을 찰하 다. 조군과 25mg을 투

여한 마우스의 암세포가 5일후부터 자라기 시작하

여 13일이 되면 조군의 마우스 일부가 죽는 것

을 확인하 다.50mg을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비

슷한 시 부터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 으나 성

장 기 (7일 -8일째)에 그 성장이 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억제되며,12일까지 그 효과가 지속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EffectofHBTtreatmentongrowthof
BC3Acells.

2x10
5
BC3AcellsweresubcutaneouslyinjectedtoBalb/c

miceandHBTwasadministeredi.p.from day0for13
days.

3.항백탕(HBT)의 invivo투여 후 마우스

청 내 세포독성 인자의 확인

항백탕(HBT)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능이 in

vivo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항백탕(HBT) 투여

후 마우스의 청 내에는 항백탕 유래의 세포독성

인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직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13일간 항백탕(HBT)을 투여

한 마우스의 청을 분리하여 invitro에서 암세포

의 증식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통상 으로

암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우태 청 (FBS)을 가한

배양액과 5-20%의 조군 HBT 투여 마우스

에서 분리한 청을 가한 배양액을 사용하여

BC3A세포를 배양하면서 6,12 24시간 후에 세

포의 수를 측정하 다.

그 결과 HBT 투여 마우스에서 분리한 청은

20%를 가한 경우 배양 6시간 후부터 유의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으며,배양 12시간 후에는 5% 이상

을 가한 실험군에서 세포 증식이 조군의 52-

40% 수 으로 억제되었다.특히 HBT투여 마우스

청 20%를 가하 을 때 24시간 후에는 세포의 증

식이 조군의 3% 수 을 나타내었다(Fig.4).

A.6hr

B.12hr

C.24hr

Fig.4.Effectofserafrom HBT-treatedmiceon
growthofBC3Acells.

BC3Acells(2x10
5
cells/ml)wereexposedtomousesera

(5-20%)orFBS(10%)for6,12or24hrsandviable
cellswerecountedbytrypanbluedye-exclusion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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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우스 청 내 세포독성 인자의 Apoptosis

유도

상기 실험에서 청 내 세포독성 인자의 존재

가 확인되었다. 자들은 이와 같은 세포독성 인

자가 암세포의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세포독성 인자

의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암세포를 24시간

동안 청에 노출시킨 후 FITC-Annexin-V PI

염색을 통하여 apoptosis를 측정하 다.그 결과

Fig.5에 제시Fi바와 같이,HBT투여 마우스의

청 5%를 가Fi경우,PBS를 투여Fi마우스의 청과

비교하여,apoptosis가 2.8%에서 9.2%로 증여,고,

막손상에 의해 이미 사멸 PI의 비율이 2.8%에

서 14.8%로 증여, apo20%의 청을 가한 경우

에는,apoptosis가 3.8%에서 20.2%로 증가하고,사

멸한 세포의 비율이 3.6%에서 71.6%로 크게 증가

하 다.따라서 HBT투여 마우스 청내 독성 인

자가 암세포의 apoptosis를 매우 하게 유도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BS
Serafrom

Controlmice HBT-treatedmice

5%

10%

20%

Annexin-V

PI

Fig.5.InductionofapoptosisbyserafromHBT-treatedmice.

HBT (50mg)wasadministeredfor12daysandobtainedserum (5-20%)orFBS(10%)wasaddedinculture
medium forB3CA.After24hrsofculture,cellswereharvestedandapoptosiswasdeterminedwithFITC-Annexin-V
andPIstainingfollowedbyflow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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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백탕(HBT)의 투여에 의한 복강 내 백

구 분포의 변화

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복강으로 투여한 항

백탕(HBT)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은 흡수된 유

효 성분이 신 으로 작용하여,직 인 Apoptosis

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항

백탕(HBT)의 투여가 암세포에 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이에 항백탕(HBT)투여 3일 후 복강

을 PBS로 세척하여 Diff-Quick염색 시약을 이용

하여 림 구의 분포를 조사하여 항백탕(HBT)에

의한 복강 백 구의 분포 변화를 실험하 다.그

결과 조군에 비해 항백탕(HBT)50mg투여군

에서는 1일 후 3배 정도 (4.2x10
6
→ 1.2x10

7
),3일

후에는 9배 정도 복강내 백 구 수가 증가하 다

(4.5x10
6
→ 4.2x10

7
)(Fig6A). 한 3일째에 조

사한 결과, 조군은 림 구가 80% 이상이었으나,

항백탕(HBT)50mg투여군에서는 90% 이상이

호 구로서 (Fig6B),증가한 세포 부분이 호

구임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항백탕

(HBT)이 백 구의 활성을 조 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 이 항종양 효과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추가의 실험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B.

Fig.6.Changesintotalleukocytenumbers(A)
andproportionsofleukocytesubpopulations
(B)inperitoneallavagefluid(PLF)by
HBTtreatment.

HBT(50mg)wasadministeredfor3daysandtotal
countsanddifferentialcountsinPLFweredetermined
usinghemocytometerandbymicroscopywithDiff-Quik
-stainedcytosmears,respectively.

Ⅳ.고 찰

물리 는 화학 암 치료 방법이 많은 부작

용을 래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해 수

많은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천연물로 부터의 항암제 개발이 요한 부분이 되

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통 한약재의 항

암 성분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근래에 활발히 수행

되고 있으며,본 연구에 사용된 항백탕의 성분 약

재인 백지 (Angelicadahurica),패모 (Fritillariae

verticillata), 근백피 (Ailanthusatissima),인삼

(GinsengRadix),황기 (Astragalusmembranaceus),

상기생 (Viscumcoloratun),황 (ScutellariaRadix),

그리고 감 (GlycyrrhizaeRadix)등도 이미 항

암 성분이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

으며
11-15)
,국외에서도 HL-60암세포를 이용한 연

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18-20)
.

본 연구진에 의해 수립된 항백탕은 invitro에서

HL-60세포의 DNA 편화와 caspase-3 -9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아포토시스를 유발시켰다
17)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암이식 마우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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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하여 처방을 사용하여 백 병 치료를

해 개발된 항백탕의 invivo투여 효능을 확인하

고자 하 다.

먼 본 연구에서는 invitro에서 나타난 백 병

세포의 증식 억제 작용이 정상 백 구에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in

vitro에서 항백탕에 노출시킨 후 세포독성을 비교

하 다.실험 결과,항백탕은 농도 (62,125μ

g/ml)에 의해서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 고,고

농도 (250,500μg/ml)로 처리한 경우 1일 후에

생존세포가 조군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강

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Fig.1).그러나 이와같

은 고농도에서도 배양 3일 후까지 정상 백 구에

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 다

(Fig.2).이러한 결과는 항백탕의 세포 증식 억제

작용이 암세포 특이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며, 한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항백탕은 in

vivo투여시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어도 높지 않을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식이 빠른 조 계세포가 일반 인 체

세포에 비해 방사선 조사나 독성물질에 보다 민감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1,22)

Invivo에서 복강 내로 투여한 항백탕은 피하에

이식한 백 병세포주의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Fig.3),증식 억제 인자가 체내에 유지되고 있

음을 청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Fig.4).

한 invitro에서와 같이 암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유도함이 확인되었다(Fig.5).세포가 독성 약물이

나 부 한 외부 환경에 의하여 사멸되는 과정은

크게 아포토시스와 괴사 (necrosis)의 두 가지 기

을 통하여 일어나며 부분의 암세포도 이둘

하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사멸된다
15,16)
. 자의

경우에는 염색체의 응축과 apoptoticbody를 형성

함으로 염증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생리 세포사

멸이며,후자의 경우는 세포막의 괴로 인한 세

포내 활성 물질 유출이 다양한 면역 세포의 유입

과 활성화 염증을 유발하여 주변 세포의 기능

을 억제하는 병리 세포괴사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의하면
17)
항백탕은 caspase-8과 -3의 활성

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백 병 종양세포인

U-937세포의 사멸을 유도시켰다.본 연구에서는

invivo에서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

고(Fig.5)그 기 은 조사하지 않았으나 in

vitro에서와 유사한 기 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항백탕이 invivo에서

도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특히 성장 기에

효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본 연구에서 항백탕은 복강에 투여하

고,흡수된 유효 성분은 구리에 이식한 암세포

의 성장을 억제하 다.이러한 결과는 국소부 에

주입된 항백탕의 유효 성분이 신 으로 암세포

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임상

응용시 신체의 어느 부 든 용이한 부 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 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완

한 암의 성장 억제는 보이지 못하 으며 이에

해서는 다양한 암세포와 투여 조건 등에 하여

추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찰한 결과 하나의 흥미로

운 것은 항백탕 투여 부 에 많은 수의 호 구가

이동하여 축 된다는 것이었다(Fig.6).호 구는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등,
23-25)

항종양 작용을 나타

낼 수 있으며,이때 반응성 산소 (reactiveoxygen

species),
23)
차아염소산 (hypochlorousacid;HOCl),

24)

등의 세포독성 매개물 는 항체의존성 세포 괴

능 (antibody-dependentcell-mediatedcytotoxicity;

ADCC)25)등의 기작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특히 호 구는 암세포에 해 24시간

이내에 세포독성을 나타내나 이때 생존한 암세포

들은 증식능력을 회복하여 결국 암세포 성장이

조군 수 과 차이가 없게 된다는 이 보고가26)

본 연구에서 찰된 바와 유사하다는 에 주목된

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항백탕이 면역세포 기



82 윤용갑,김 희,송은정,황진기,남상윤

능의 조 을 통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

성을 제시하 으며,항백탕의 임상 응용을 해서

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할 과제

인 것으로 생각된다.

Ⅴ.결 론

항백탕(HBT)은 농도 (62,125μg/ml)에 의

해서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 고,고농도 (250,

500μg/ml)로 처리한 경우 1일 후에 생존세포가

조군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강한 세포독성

을 나타내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고농도에서도

배양 3일 후까지 정상 백 구에는 세포독성

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 다.

Invivo에서 복강 내로 투여한 항백탕(HBT)은

피하에 이식한 백 병세포주의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증식 억제 인자가 체내에 유지되고

있음을 청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한

invitro에서와 같이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함

이 확인되었으며, 한 항백탕(HBT)투여 부 에

많은 수의 호 구가 이동하여 축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보아 항백탕(HBT)이

면역세포 기능의 조 을 통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항백탕(HBT)의

임상 응용을 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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