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緖

겨우살이는 겨우살이과(̀Loranthaceae)에 겨우살이속

(̀Viscum)에 속하는식물로 우리나라에 활엽수에 많이분

포된 꽃과 열매가 황금색을 띄는 겨우살이는 Viscum 

album L. var. coloratum으로 분류되어지고 이중 뽕나

무에 자라는 겨우살이를 상기생(桑寄生)이라 불린다.

겨우살이는 전 세계 30속 1,500여 종이 있는데 대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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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Mistletoe extracts have been in use for around 85 years, predominantly in the area of
cancer therapy. Today mistletoe preparations are among the most prescribed drugs in cancer
medicine, thus constituting a standard biological therapy in the area of onc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mistletoe cancer therapy, their clinical status, their
preparation techniques and companies.

Contents : Mistletoe therapy for cancer has been developed within the context of anthroposophical
medicine. One major effect of mistletoe extract is that it stimulates the immune system and cancer
defences. In Germany, a total of eight different mistletoe preparations are available, five developed by
Anthroposophic Medicine and three evolved from research in phytotherapy. Therapy always consists
of an introductory phase in order to test the patient′s tolerance, find the right dosage and choose the
most suitable preparation. This paper covers the background  of mistletoe medical plant materials,
mistletoe therapy for cancer, the anthroposophical medicine and clinical research, the practical regula-
tion of treatment, preparation of mistletoe drugs.

Result & suggestion : Mistletoe extracts are a complementary teratment of cancer, widely used in
intergrative cancer care. The study of the integration of korean mistletoe extracts to oriental cancer
medicine, its development and feasibility in Korea are urgently needed. The products, substances,
compositions of european mistletoe drug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oriental medicine theory.
Applying the mistletoe cancer therapy and its preparation techniques to oriental medicine, the herbal
acupuncture preparation should be modernized and korean mistletoe products are to be developed. To
this end, government and herbal acupuncture society need to interact each other for the development
of oriental mistletoe cancer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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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아시아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있다. 겨우살이는 2-3월

에 꽃이 피고 열매는 늦가을에 맺으며 암수가 다르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겨우살이는 꼬리 겨우살이

(̀Loranthus tanakae Franch. & sav)와 일반 겨우살이

(`Viscum album L.) 그리고 동백나무 겨우살이

(̀Korthalsella japonica)의 세 종류가 있는데 꼬리 겨우

살이는 강원도, 경상북도 산간지대에서 드물게 볼 수 있

고, 일반 겨우살이는 전국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동

백나무겨우살이는제주도, 남해안등에서매우드물게관

찰되어진다.

겨우살이 식물은 주로 참나무류, 서머나무류 등에 기생

하는상록활엽수관목으로마치까치둥지같이둥 게자

란다. 겨울에기루의잎이다떨어져도겨우살이는늘짙푸

른줄기와잎을보이며열매는매우끈적이는육질의노란

과육을갖고있어산새들이좋아하는먹이다. 열매를먹은

새가소화되지않는끈적끈적한씨를이나무저나무에배

설하면그곳에서발아되어숙주나무의내수피에뿌리를내

리고자란다. 겨우살이는가지가두갈래로계속갈라지고

끝에는두개의잎이마주보고잎은둥 고황록색을띈다.

꽃은 암수 딴 나무로 이른 봄 가지 끝에 연 노란색의 작은

꽃이피고열매는둥 고연한노랑빛으로반투명체가되

어속에는매우끈적이는진액을지니고있다.

동의보감에서는상기생(桑寄生)으로표현되어약리효능

에 대해“성질이 평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 힘줄,

뼈, 혈맥, 피부를 충실하게 하고 수염과 눈썹을 자라게 한

다. 또한 출혈을 멎게 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동

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관절염과

태동불안,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 등에 효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학 사전에는“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

다, 간경, 신경에 작용하고 풍습을 없애고 간신을 보하며

태아를 안정시키며 젖이 잘나게 한다, 출산 후 자궁수축,

혈압안정, 피멎이 작용, 허리통증경감, 해산 후 자궁의 이

완성출혈억제등의효능이있다”라고밝히고있다.

일반 겨우살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종류를약재로가장많이활용하며이를일명곡기생이라

칭한다. 이러한 겨우살이는 이미 오래전 옛 선조들로부터

초자연적인힘이있는식물로알려져있다. 동서양을막론

하고 겨우살이는 집안의 액운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

며아이출산을돕는약재로매우약효가탁월한생약초로

여겨져왔다.

중국과 한의학 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겨우살이의 임상

적효능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각기, 간장보양, 강장보호, 거담, 결핵성당뇨, 고혈압,

관절염, 근골위약, 기침, 당뇨병, 동맥경화성 고혈압, 두

통, 모발생성촉진, 면역력 강화, 명목, 반신불수, 보혈, 부

인붕루, 부종, 불임증, 산후 각종질병치료, 산후 젖부족,

산후출혈, 상처, 생리통, 소아경련, 신경쇠약, 신경통, 신

장보양, 인태, 온신, 옹종, 요슬산통, 요통, 월경과다, 월경

부족, 유산출혈, 이뇨, 이질, 자궁수축, 자궁출혈, 자궁탈

수, 중풍, 지혈, 진정, 진통, 치통, 치한, 태루혈붕, 토혈,

통경, 풍습, 항암, 해수, 해열, 협심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겨우살이의약재이용은특히독일, 스위스에서오랜전

통과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겨우살이는 항암작용이 가장 강력한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80여 년 전부터 겨우살이

항암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사제 개발이 암 치료 역에 매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겨우살이 제제의 대표적인 약리성분들의 효능은 암 세

포에 직접적 독성 효과가 있는 반면 정상세포와 인체에는

정상적기능을호전시켜암환자의건강상태를개선시켜

준다는 것이다. 겨우살이 제제의 약리학적 기능과 작용기

전은 Tab. 1에서와 같으며 크게 인체의 면역과 암 세포상

에나타나는효과로요약되어지는데

(̀Tab.1 위치)

먼저면역학적측면에서나타나는임상효과를보면

- 암환자체온을상승

- NK-cell 활성및 phagocytose효과

- Leucocyte 활성

- Cytotoxic complement 활성

- Mutation 억제

- Immunsystem 조절

- Endorphine 생성촉진

암세포상에나타나는임상효과는

- Tumorcell 성장억제

- Survible time 연장

- General condition 촉진

- Chemotherapy & Radiationtherapy 

side effects 최소화

- Tumor pain 최소화

이처럼 겨우살이 제제는 암 치료에 필수적인 약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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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뛰어나향후한방적암치료에큰관심을갖고연구되

어질수있는의학적약용식물이라할수있다.

II.  本

1. Mistletoe Cancer Therapy의 이해

Mistletoe Cancer Therapy의 시초는 1917년에서

1920년까지 Rudolf Steimer와 Ita Wegmann 두 과학

자가 Mistletoe 추출물을 이용해 암 환자에게 최초로 적

용하면서알려지기시작했다. 그이후로독일의료진들중

심으로 암환자의 재활과 재발 장지를 위한 임상에 적용하

면서 오늘날 대체, 보완 의학적 암 치료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구축해오고있다.

겨우살이 암 치료제는 대부분 주사제 형태로 제조되어

암 치료에 있어 adjuvant 혹은 palliative 차원에 적극적

으로 활용되어지고 단독으로 혹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병용해암치료에활용되어진다. 

지금까지임상학적으로밝혀진것은겨우살이주사제를

통해 암세포 괴사효과, 암 환자의 생명연장, 암 환자의 삶

의질향상등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고밝히고있다.

또한 겨우살이 치료를 받는 수많은 환자들과 치료하는

임상의들의 공통적 견해는 치료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

고 통증이 경감되며 면역기능이 호전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 겨우살이 치료제의 약리성분들이 규명되

어지고 각 성분들의 약리학적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종양

치료분야에커다란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암치료 시 진단의 결과에 따라 치료계획과 방법이 수립

되어진다. 이때 서양 의학적 암 치료는 암 발병의 원인과

배경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암 크기만을 줄이는 반면, 겨

우살이암치료에서는발병의원인을매우중요시하고있

다. 서양 의학적 암 치료는 발병 부위와 상태만을 고려하

는 반면 겨우살이 암 치료는 발병할 수 있었던 원인과 발

병기관과 연결되어진 각각의 인체 장기 기능을 중요시 하

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치료원리는 겨우살이 치료제를 개발한 Rudolf

Steiner 박사의 정신, 신경과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

기때문이다.

암 질환의 발병에는 개개인별 각각 다른 체질과 특성이

관찰되어지고또한암발병부위에발병시초가되는모체

는 최초에는 일반성 질환이며 이러한 일반성 질환이 장기

간그원인을제공하여왔고그로인해대사적이상현상을

제2차형질전환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제2차형질전환을증상으로표출되고이러한증

상은 개개인별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라고 말

한다.

겨우살이암치료제는약초중에이러한암발병과예후

에 나타나는 제2차적 형질전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

한성분들로구성되어있다고주장하고있다.1)

겨우살이전문식물학자들이나 Rudolf Steiner는암세

포성장주기를제어할수있는근거를겨우살이식물생리

에서 찾고 있다. 즉, 겨우살이 식물의 온도와 계절적 독창

성을중요시하고있으며특히열발생과 접한관련성을

주장하는데 겨우살이의 경우 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

는다는점이독창적암치료에일치된다는것이다.

암 질환의 특징을 보면 주변이 단단해지고 몸이 차가와

지며 정상세포와는 달리 비정상적 세포분열과 성장에 따

른 대사체계가 염증성 체질로 전환되어 급기야 주변조직

을침식시키고나아가타장기로전이되는결과를초래하

게 되는데 겨우살이 치료를 받는 경우 염증성 대사체질이

억제되고 체온이 상승되며 환자의 면역기능 및 일반적 상

태가 호전되는 결과는 모두 겨우살이의 독특한 식물학적

생리원리에서기인되어진다고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발표되어진논문들에서보면겨우살이치료를

받는 경우 특히 인체 면역계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확연

히 다르다는 점이다.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면역조절기능

을 개선시키며 그로 인해 암세포 독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점이다.

겨우살이는 식물학적으로 Loranthaceae에 속하며 주

로 유럽, 아시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럽의 경우 주

로 백색의 열매를 맺는 종류(̀Viscum album L. var.

album)가 많고 한국산의 경우 열매가 황금색(̀Viscum

album L. var. coloratum)이다.

성장은 매우 느리며 항상 잎, 줄기 모두 진녹색을 띄고

반기생체의 생리체계를 갖는다. 겨우살이는 스스로 광합

성을 통해 양분을 생성하고 수분이나 기타 미네랄 성분

은숙주나무로부터획득하게된다.

유럽에서약용으로활용되고있는겨우살이는대표적으

로 아래와 같이 3종류로 구분되며 종류별 제제는 각각 다

른약리효과가있다고한다.2)

- 활엽수겨우살이(̀Viscum album L. ssp. platysper-

mum) - 미루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사과나

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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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겨우살이(̀Viscum album L. ssp. laxum) -

소나무, 주목나무, 낙엽송등

- 전나무겨우살이(̀Viscum album L. ssp. abietis) -

전나무, 백송, 향나무등

2. 겨우살이의 암 치료 성분들

1860년 Rensch3)는겨우살이열매에서매우점성이높

고 끈끈한 점액질에서 Viscin 이라는 물질을 규명하 다.

이후많은과학자들이 Viscin 물질의물리·화학적,  약리

학적특성을밝혀내었고그밖에 1900년대 Viscin으로부

터 지방, 송진, 오일 등에서 올레아놀산, 세로틴산, 리놀

산, 리놀렌산등을규명하 다.4)

Einleger5)는 겨우살이 열매의 점액물질의 주성분이

Glycogalactopentose 임을 입증하게 되었고 Leprince6)

는 송진 속에 암세포독성 효과가 있는 알칼로이드가 주성

분임을 주장하고 이 주장은 이후 Khwaja7) 등에 의해 입

증되어진다. 특히이러한알칼로이드성분은한국산겨우

살이에많이함유되어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8) 그후

Muller9)는 프로피오닐콜린 성분을 분리하 고 Samue-

lsson10)은 g-아미노버터산을추출하 으며 Obatac11)는겨

우살이에서 아미노산 Arginine 함량이 40%, proline이

10%이상특이하게높게함유되어있음을밝혀내었다. 반

면에 Glutamine, Asparagine, Tryptophane 같은 아미

고산이전혀검출되지않는특이점을발표하고있다. 또한

Ammonium sulfate 침전법과 chromatography 방법을

통해 염기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이단백질을 VP-16-proteine으로명명하 다.12)

Selaway는13) 특수 추출법을 통해 암세포 성장억제 물

질들이겨우살이에다량함유되었음을규명하게되었다.

1942년 Winterfeld, Dorle, Kronenthaler14)연구팀은

암 치료에 획기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Viscotoxine

물질을 분리하 고 이후로 겨우살이 암 치료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연구하게된다.

1958년 Samuelsson은 Viscotoxine이탄수화물과결

합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고 단순히 아미고산으로만 구성

된 물질임이 규명되어진다. 그리고 Viscotoxine은 약리

학적으로매우독성이강한물질로마치코브라독사의독

과유사성이있음을밝히게되었다.

염기성 polypeptide인 Viscotoxine은약 5KDa 의분

자량을나타내며그종류는지금까지 6종류(̀A1, A2, A3,

B, B2, 1-PS)가밝혀지고있다.15)

Viscotoxine은매우소량으로도Human Tumor Cell-

Test 상에서강력한 necrotic effects가관찰되어진다.

그 밖에 Viscotoxine은 Tumor Cell Apotosis를 유

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Viscotoxine을

Non-Toxic-Concentration을 투여 시(̀8~85nM) NK-

Cell 활성을통해암세포용해효과가관찰된다고한다.16)

겨우살이 식물체에 함유되어있는 Viscotoxine은 약리

학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물질로분류되어지고있다. 세

포에 강력한 독성효과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경우

hemolytic effects가관찰되어진다고한다.17)

지금까지 밝혀진 Viscotoxine의 종류로는 A1, A2,

A3, B, I-PS, u-PS로 6종이밝혀지고있고그에따른세

포독성 효과와(̀Tab.2)숙주나무 종류별 분포량이 각각 다

르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한다.18)

(̀Tab.2 위치)

그 밖에 독성을 나타내는 phoratoxine과 phoratoxi-

neB물질이 계속해서 밝혀지게 되었고19) Krupe와 Bird20)

에의해겨우살이단백질이계속해서밝혀졌는데, 바로겨

우살이암치료효과에가장탁월한물질인렉틴(̀Lectine)

이라불리우는당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Galactose 특

이결합 단백질로 암 세포에 결합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 겨우살이 렉틴 단백질은 3가지 종류가 지금까지 규명

되어 지고 있으며 ML-Ⅰ, ML-Ⅱ, ML-Ⅲ로 명명하고

있다.21)

겨우살이 렉틴 ML-Ⅰ은 D-Galactose에 결합 특이성

을, 겨우살이 렉틴 ML-Ⅲ는 N-Acetyl-D-Galactosa-

mine과 결합 특이성을 그리고 겨우살이 렉틴 ML-Ⅱ는

위 두 가지 탄수화물 체에 잘 결합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

어 암세포의 결합과 면역활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수행하는것으로보고있다.

겨우살이렉틴물질은구조상 A-chaine과 B-chaine으

로 구분되며22) 이 구조식이 밝혀지면서 겨우살이 암 치료

효과에관한큰관심을갖게된다.22)

겨우살이 Lectine은 약 60KDa의 분자량 크기로

Glycosilic polypeptidechain B-chain과 cytotoxic

Ribosom-inactiv-A-chain이 Disulfate 형으로 서로 결

합되어있다고한다.23)

겨우살이렉틴을배양세포에투여시 intracellurar ca2+

의 변화, 세포벽 구조변화, chromatin의 도 증가, free

radical물질과 강력한 결합, Apo2.7분자 생성증가,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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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e3 생성활성, phosphadidylserin-translocation,

DNA-fragmentation 등의효과들이관찰되어진다고한

다.24)

겨우살이 렉틴은 강력한 세포독성효과 이외에도 인체

면역기능 활성 효과들이 있음이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지

고있는데그대표적효과들을요약해보면인체체온상승

효과, Macrophage 활성효과, phagocyte 증강효과,

Thymocyteproliferation stimulation효과, T-

Lymphocyte activation효과, Lymphocyteproliferati-

on stimulation효과, CD8+-T-Lymphocyte를 통한

cytotoxicity 증가, NK-Cell activation효과 그리고

Histamin 분비억제효과등이있음이밝혀지고있다.25)

한편으로는 겨우살이 렉틴 종류는 겨우살이 숙주나무

종류그리고계절에따라각각다르게분포되어있음이밝

혀지고있다.

이 밖에 약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른 성분들

이 밝혀졌는데 그 대표적 성분으로는 Polysaccharide,

oilgosaccharide등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Arabinoga-

lactane의유도체성분들임이입증되어지고있다.

3. 겨우살이 성분들의 약리학적 기능들

1907년겨우살이는동물과인간에게있어혈압을낮추

는효과가있다고 Gaultier 에의해밝히고있다.

Muller는26) 겨우살이 propyonylcholine 성분에 의해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의 조절기능이 있다고 밝히며

Samuelsson27)은 g-Aminobuttert산이혈압을낮추는효

과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Koch는 겨우살이의 암 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 결

과를밝히고있는데겨우살이추출물이암세포괴사및암

세포 성장 억제기능이 있는 반면 정상세포에는 향을 주

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28)

다양한 육종 암과 Ehrlich-Ascites-Carcinoma

cellline에 겨우살이 추출물로 실험한 결과 암세포 괴사

및성장억제효과가공통적으로나타나고 Buehl의29) 실험

에서 인위적으로 종양을 이식한 실험동물의 경우 대조군

에 비해 실험군의 쥐들이 38일 이상 더 생존한 것으로 밝

히고있다.

1965년 Seeger의 실험결과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시

암세포 성장이 확연히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백혈구 기능 활성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지며 1966년

Zschiesche30)의 연구에서 겨우살이 제제를 정맥주사 투

여 시 phygocytose activity가 급격히 증가된다는 것을

관찰할수있었다.

1979년 Bloksma는31) 겨우살이가 인체면역 조절기능

이있음이규명되어지며 Rentea32)는 겨우살이투여시토

끼와 쥐의 흉선기관이 커지고 활성화되어 진다고 밝히고

있다.

Khwaja33)는 겨우살이에 다량 함유된 알칼로이드가 백

혈병 암세포에 독성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

다. Ulrich와 Hulsen34)의 연구에서 겨우살이 추출제제는

Hela cell 과 L-cell에 세포독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겨우살이 농도에 따라 인간

백혈병 세포 성장 억제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Vester35)연구에서 겨우살이 성분 중에 VP16이 암세포에

cytotoxic, anticancerotic, cytostatic effects가 있다고

밝히고있다. 위연구에서 VP16 300ng/체중 1kg당을투

여시백혈병암세포괴사율이 50%이상나타나고 Visc-

otoxine 0.8mg/kg 투여 시 실험토끼의 치사량이라 밝히

고있다.

겨우살이 Lectine 물질의경우적혈구나암세포에결합

하는능력이탁월하고특히Ehrlich-Ascites-Tumor Cell

의경우세포벽에겨우살이 Lectine 결합수용체가정상세

포보다월등히많이존재한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겨우살이 Lectine이 암 세포벽 수용 체에 결합하게 되

면 ribosomal protein 합성이차단되어결국암세포괴사

가진행된다고한다.36)

Franz37) 연구결과에의하면겨우살이 Lectine은 imm-

unoglobuline과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로인해 인

터류킨 생성이 활발해지고 phagocyte activation 이 진

행되며 1986년 Hajto 연구결과에 의하면 겨우살이

Lectine 투여로 large granular lymphocyte 와 NK-

cell이 매우 활성화되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되는 연

구결과에서 겨우살이 Lectine 함량에 따라 면역 활성 및

암세포 독성 효과가 환자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으며 Hajto 연구결과에 의하면 Lectine ML-Ⅰ
의투여량은 1ng/체중 kg이가장이상적인함량이라는결

론을내리고있다.

겨우살이 약리성분들과 각각의 성분들이 암세포 및 인

체면역에미치는기능들은아래 Tab. 3과같다.

(̀Tab.3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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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겨우살이 제제의 임상의학적 효과

이미 1933년 Kaelin은 겨우살이 추출제제가 암 환자

에게임상의학적효과가탁월함을주장하고있다. 그이후

수많은 임상 발표연구에서 Koch38)의 경우 암세포의 괴사

유도 기전을 밝혀내었고, 겨우살이 암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수많은 임상 연구논문에서 겨우살이 치료제의

효과들을 입증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적 효

과로는 환자의 상태호전, 삶의 질 향상, 통증경감, 생명연

장, 재발억제, 전이억제 등의 순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intrapleural instilation 의경우직접적인겨우살이추출

제제 투여로 부작용이 없이 양방 의학적 치료효과와 동일

한수준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39)

Kiene40)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최근 controlled study

임상연구논문 36편에서 겨우살이 치료군 과 대조군을 비

교했을 때 생명연장 효과가 매우 유의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겨우살이임상전문의들의풍부한경험에의하면

겨우살이치료시환자개개인의체질과특성에맞는용량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별 임상소견에 의하면

겨우살이 치료로 완치되는 사례 또한 드물게 보고되어 지

며, 암의 재발방지, 전이억제, 성장지연 등의 효과가 있음

이자주보고되고있다. 그리고많은임상논문들에서겨우

살이치료를통해암환자의기력증진, 식욕증진, 수면개선,

체온정상, 감염질환예방등의효과들이보고되고있다.

또한혈청학적분석을통해겨우살이치료를받은암환

자들에게공통적으로백혈구증가, 혈소판증가, cytokine

생성증가, T4/T8-Ratio 개선, NK-cell증가, Apoptosis

개선효과등이관찰되어진다.

5. 겨우살이 주사제 제조방법

지금까지 겨우살이 주사제는 독일 겨우살이 전문 제약

회사에서활발하게개발, 생산되어지며주사제원료로사

용되는 겨우살이는 중부 유럽권 에서 자생하는 겨우살이

를 여름, 겨울 1년에 2차례 수확하여 사용한다. 겨우살이

는겨울에백색을띄는열매를맺는 Viscum album L 종

으로 주로 3가지 종류가 제약에 사용되어진다. 첫째는 활

엽수에서 자라는 Viscum album L. ssp. album, 둘째,

소나무에서 자라는 Viscum album L. ssp. austriacum,

전나무에서 자라는 Viscum album L. ssp. abietis가 있

다. 이밖에갈참나무, 사과나무,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산

사자나무겨우살이를제약에활용하고있다.   

암 치료용 겨우살이 주사제 개발은 1920년 Rudolf

steiner의정신과학적이론에기초를두고있다.

겨우살이 제제는 모두 주사제 형태로 제조되어지고 제

조 시 겨우살이 열매와 잎, 줄기 모두 사용되어지며 수확

시기는 항상 일정한 날짜에 가급적 오전시간에 채취하고

모든 제제가 겨울, 여름에 수확한 것을 동일한 양 혼합하

여사용한다. 

제제는 1㎖ 혹은 2㎖ 주사용앰풀에충진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c, i.v, i.m 용으로 활용되어지고 특

정한 암 종류의 경우 암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치료표준을 위해 대부분 포장을 시리즈 용량단

위로제조하고있다.

6. 제조사별 제조방법과 차이점

각 제조사별로 제조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제조 및 적용

에관한것은 Tab.4 에정리하 다.

(̀Tab.4 위치)

1) Abnoba Viscum

이 제약회사 제품은 겨울산, 여름산 겨우살이를 혼합하

여 특수 제작된 추출기를 이용해 신선한 겨우살이를 이용

해추출하여제조한다. 

제제의 특징은 추출과정에 산화억제 방법을 활용하고

추출 시 겨우살이 세포벽의 구성성분인 Lipid를 Micell

형태로 colloidal solution 형태로표준화시켜추출후독

창적인 Mix 방법으로 10배수로 희석하여 제조하는 동종

요법원리를이용한다.

2) Eurixor

이 제제는 특허 되어진 고유방식에 의해 추출하며 추출

물은 Fr.E.Koch 방식에 따른 암 세포의 괴사효과를 통해

검증을거쳐생산되어진다.

추출된 제제는 또한 겨우살이 LectinⅠ(̀MLI)의 함량

을 표준화시켜 치료 시 임상의들로 부터 치료표준화 설정

을용이하게한다.

따라서다른제제와는달리용량과종류를한가지만생

산한다. 정맥주사용으로주로활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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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lixor

이 제제는 특수 Mix-system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제조한다. 제제의 원료는 사계절 네 번에 걸쳐 수확한 것

을 이용하며 혼합 추출된 원료는 특정 혈액 암 세포의 세

포 독성효과를 분석 관찰하여 각 제제의 약리학적 검증을

통해 표준화시키며 그 밖에 7가지 기준검사를 통해 제조

되어진다.

이 제제는 주로 피하주사용으로 활용되어지며 종류는

사과나무(̀M), 갈참나무(̀Q), 소나무(̀A) 3종류이며용량은

각 종류별로 0.01㎎, 0.1㎎, 1㎎, 5㎎, 10㎎, 20㎎, 30

㎎, 50㎎, 100㎎시리즈로나와있다.

4) Iscador

이제제는신선한여름산, 겨울산겨우살이를추출한후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제조한다. 발효가 끝난 원료는

특수제작된원심분리기 Mix-system을이용해희석하여

제조한다. 이 때 타 회사 제품과는 달리원료용액에 특정

금속물질을혼합하게된다.

생산되는 제품종류는 4가지이며 용량은 20-1에서 20-

6, 20-8 그리고 20-10 까지있다.

이 밖에도 Iscusin-Viscum , Isorel , Plenosol

등이 상용화되어 유통되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제법, 제조

등의특성들이조금씩다르게고려되어제조하고있다.

7. 임상 적용 시 고려할 점들

각제조사들의제품들마다종류, 용량등이독특하게제

공되어지고있고 Packaging 단위가각각다르다.

임상에 적용 시 공통점은 치료받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개인별 반응에 따라 독창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

한 치료시초는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 결과를

관찰하며서서히용량을높여간다는점이다.

반응관찰은주사부위의붉은반점크기와범위, 그리고

체온의변화를 1차적으로체크한다.

이어서 계속 치료에 따른 갖가지 parameter를 기준으

로치료용량과시기를정하게된다. 

주사부위의 붉은 반점 크기는 직경 5㎝를 기준으로 하

며 5㎝이하이면 용량을 높이고 5㎝이상이면 용량을 줄여

치료한다.

체온변화는주사후 1일평균체온 0.5℃상승을기준으

로하며이하인경우용량을높이고이상을경우는용량을

줄여투여함을원칙으로한다.

겨우살이 주사제 투입 시기는 가급적 오전시간을 택하

며 주사 후 일시적으로 1~2일정도 약간의 피로감과 무기

력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증세로 보고

있다.

치료 1~2개월 후 환자의 일반상태가 호전되고 1일 체

온이정상화되어지면유지치료가 개월진행되어진다.

주사 주기는 보통 1주일에 1~2회 정도로 하며 6주 동

안지속하고이후 2주일동안휴식기를갖는다.

주사주기 및 휴식기는 치료 전문의에 따라 환자상태를

고려하며 변경되어질 수 있고 휴식기를 갖는 이유는 인체

의면역회복및조절기능, 활성기능을통해인체의자연치

유력을극대화시키기위함이다.

그동안 발표된 임상연구결과를 보면 저용량 주사는 인

체면역기능을 modulation 시키는효과가있고고용량주

사는 암 세포 직접독성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고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암의 종류에 따라 치료제 종류를

각각 다르게 추천하고 있는데 유방암의 경우 사과나무 겨

우살이제제를, 폐암의 경우 소나무나 참나무 겨우살이를

추천하고있다.

암 환자 사후관리 때는 겨우살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

행시키는것이일반적이고고위험군예비암환자의경우

저용량을 제한된 기간에 투여하며 특히 수술, 방사선, 항

암치료 병용 치료 시 일정기간동안 겨우살이 주사제를 투

여해부작용억제및면역력회복을목적으로투여한다.

말기 암환자들에게는 고용량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암 통증 경감효과가 두드러지게 타나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치료기간은겨우살이주사제의부작용이거의보고되지

않아 장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보통 5년간 치

료 후 1~2년 휴식기를 갖도록 권하고 있다. 휴식기에 면

역력저하, 종양표식인자 상승,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

증가시에는곧바로다시겨우살이투여를권장하고있다.

III.  結

1. 겨우살이 암치료제의 유럽 현황

유럽산 겨우살이의 의학적 활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88

년 전 1920년대 인지 의학(̀Anthroposophic Medicine)

겨우살이 암치료제의 임상의학적 중요성과 한의학적 겨우살이 약침제제 개발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83



대한약침학회지 제12권 제1호(2009년 3월)

의 창시자 Rudolf steiner 의 정신과학적 이론에 의해 최

초로 도입되었고 암치료제로 주사제 형태의 개발은 당시

Rudolf steiner의 동료 Ita wegmann에 의해 제조되기

시작했다.

당시겨우살이암치료컨셉은오늘날과같은현대과학

적실험에기초를두었다기 보다겨우살이식물의독특한

특징이 비정상적 암세포의 성장과 생리체계와 유사점을

갖는 점에 착안하여 암 치료의 상관성을 이해하 고 그에

따른정신, 신경과학적논리에서겨우살이암치료의개념

을정립하 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 80여년간겨우살이의암치료분야에광범위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발표되어진 논문도 3,000여 편

이 넘는다. 초창기 겨우살이의 암치료 방향은 겨우살이를

통해 암세포에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long time adjuvant therapy를 통한 non-toxic effects

에기초를두었다.

이러한 기초에 근거를 두고 1970년대 들어 각 제약회

사별로 겨우살이 암 치료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

고각제제별로제법의특성과임상적적용의차별화를추

구해왔다. 지금까지겨우살이제제는주로독일에서연구,

개발되어져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제제명은 Abnoba,

Iscador, Helixor, Eurixor, Iscusin, Vysorel등을 꼽을

수있다.

제제유형과특징에따라좀더구체적으로분류하면겨

우살이 제제는 크게 Anthroposophic preparate(인지의

학제제)와 phytomedical preparate(약초의학제제)로 구

분되어지며인지의학은정신과학적통합치료개념이강하

고 여기에 속하는 제제로는 Abnoba, Helixor, Iscador,

Iscusin, Isorel 제제들이며약초의학은현대의학적약리

기능을 중요시하는 이념으로 여기에 속하는 제제로는

Cefalektin, Eurixor, Lektinol 제제들이다.

오늘날겨우살이암치료제는현대의학적암치료에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유럽권 나라의 암 환자

절반이상이겨우살이치료제로치료를받고있는실정이다.

대부분의 겨우살이 제제들은 수확 후 곧바로 생 겨우살

이를 제약회사별로 특화시킨 제법화 기술을 통해 제조하

고 Eurixor, Lektinol 제제는 겨우살이 Lectine ML-Ⅰ
을일정량표준화하 다는특징이있다.

유럽산 겨우살이 제제의 제조 및 제법화 기술을 응용할

경우 한국산 겨우살이 제제를 약침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가능성이있을것으로사려되어진다.

2. 겨우살이 제제별 임상적 적용 특징

겨우살이 제제는 대부분 암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투여

방법은 복부에 피하주사(̀s.c) 형태를 취한다. 드물게 농축

액으로경구투여용으로개발되어지는데이제제는소아암

환자에게만적용한다고한다.

최초 치료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 환자의 반응상태에

따라용량을점차증가혹은감소시켜가며치료함을원칙

으로하고있다. 필요시제제의종류를바꾸어치료한다.

겨우살이 제제의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약물의 직접 독성 효과 보다 암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향

상시켜궁극적으로몸안에서스스로암세포성장을억제

시키는효과를유도한다는점에서우리한의학적치료컨

셉과일치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제제별 임상적 적용의 특징을 보면, 인지의학적 제제들

(̀Abnoba, Helixor, Iscador, Iscusin, Isorel)은 시리즈

팩을제공하고있고동종요법희석원리에따라 30배수희

석된 D30에서고농도농축액 100㎎까지제조사별로다

양한 용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하주사 부위의 붉은 반점

크기 및 체온의 변화, 그 밖에 면역학적 기준들의 변화에

따라 치료용량에 차별화를 둔다는 점이며 암 환자의 특성

과암종류에따라치료제제의종류를각각다르게적용한

다는점이다.

반면에 약초 의학적 제제들(`Cefalektin, Eurixor,

Lektinol)은 겨우살이 Lectine (̀ML-Ⅰ)을 표준화시켜

제조하며치료제종류또한한종류로만국한되어있다. 이

제제는체중(̀kg)에따라 ML-Ⅰ의투여량을정해놓고환

자의 반응상태에 따라 주사 횟수와 투여 용량을 가감시키

는방법을택하고있다. 이러한방법은임상의들로부터주

관적이아닌객관적데이터를용이하게확보할수있고치

료 시 재현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제를 선호

하는경향이크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 활용되어지고 있는 한의학적 대부분의 약침

제제들이 독일의 겨우살이 약초 의학적 제제들과 유사성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 후 한국산 겨우살이 약침 제제

를 개발할 경우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상태를 체크

할수있는객관적데이터를표준화시킨다면많은한의사

들이 겨우살이 약침제제를 독창적 암치료 역에서 광범

위하게임상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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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우살이 치료제의 제법 표준화의 중요성

모든 유럽산 겨우살이 주사제의 제조는 각각의 제조사

별로표준화방법을확립하여생산하고있다. 이러한표준

화방법에는겨우살이수확시기, 사용부위, 수확방법, 식물

의 종류, 혼합기술, 혼합비율, 추출방법, 충진 기술, 품질

관리, 생물학적활성도측정, 물리, 화학적기준수치등을

포함하고있으며특히약리학적유효성분들의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 및 검증방법들 또한 표준화 하여

생산한다. 무엇보다도 제법 표준화의 핵심은 열매, 잎, 줄

기의 혼합비율이고 겨울산과 여름 산의 배합과정에 유효

성분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한 약성강화 기법(`poten-

zierung)이라할수있다.

한국산겨우살이의경우면역강화및암세포독성유도

물질이 유럽산에 비해 훨씬 농도가 강하고 약리학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입증 되어지는 만큼 한국산 겨우살이를 약

침제로 제조 시 원료선정, 혼합, 균질화, 활성도 확인실험

등제법의표준화방법(̀process-standardization) 확립은

필수적요건이라사려된다.

4. 겨우살이 제제의 독창적 작용기전 및 효과

겨우살이 제제의 직접적인 암 세포 독성효과 이외에 인

체에미치는기능은크게두가지로요약되어진다.

첫째는, 암환자에게필수적인 Immunsystem modula-

tion 효과로

- 겨우살이를 통해 Cancer cell의 Apoptosis를 유도

하여 암 세포의 지속적 성장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종양

이감소되는효과가나타나며

- 암세포성장에따른면역기능약화현상을겨우살이

제제를통해정상적으로회복시키며

- 겨우살이는인체에서약한 imflamation 효과와체온

상승효과를유도해암성체질을건강체칠로전화시켜체

내물질대사기능을활발하게촉진시켜주고

- 건강한 세포의 유전자(̀DNA)를 보호하고 지속적 변

형과 손상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으며 이 경우는 겨우살

이전체구성성분이함께작용할때그러한효과가나타

난다고주장한다.

두번째로는 Life quality 향상효과로

- 겨우살이 투여 환자의 경우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승

되고의욕이증가되고

- 식욕이향상되고소화기능이호전되며

- 수면의질이개선되고감기, 몸살에적응능력이증가

되고

- 기분과감정이밝아지고암성통증이경감되어지며

- 궁극적으로 겨우살이 치료 환자들의 경우 생명연장

효과들이있음이임상논문들을통해밝히고있다.

따라서 양방 의학적 약물 치료원리인 직접적인 세포독

성 효과는 치료효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약물 독성으로

인한 인체부작용이 너무 크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회복

되지 못하는 성격들이며 치료가 장기화시 약물 내성 체계

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 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겨

우살이암치료는내성체계나부작용이전혀나타나지않

는반면암성장억제효과나삶의질을향상시키는효과가

뛰어난것으로밝혀져향후암치료에양방의학못지않게

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여진다.

5. 한의학적 암 치료의 획기적인 새로운 역 구축

가능성

유럽산겨우살이제제의개발및치료를보면그들의기

본원리는한의학적이론과원리에근거를두고있음을알

수있다.

겨우살이 원료의 처리, 추출방법, 혼합기술, 숙성과정,

치료 전반 과정 등이 음과 양의 원칙을 중시하고 물질과

정신의통합의학적배경에기초를두고있으며특히질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와 혈의 소통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인체의 대사기능 전반에 걸쳐 암성 체질을 건강체질

로 전환시키는 생리대사 변화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겨

우살이 암 치료제는 한의학적 고유의 치료제로 이해되어

질 수 있으며 향 후 한의학적 암 전문치료 역에서 매우

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진다.

유럽산겨우살이와는달리한국에서자생하는겨우살이

의경우우리인체와체질에더잘맞을수있으며많은연

구논문에서 한국산 겨우살이가 유럽산에 비해 암세포에

더욱 강력한 약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제법기

술만 표준화 하고 치료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질 경우 한국

에서의암치료분야에새로운전환점이만들어질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현재독일산겨우살이제제중 Helixor 와 Abnoba 제

제가 수입되어 양방의학에서 활발히 적용되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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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지만 겨우살이 치료제의 특성은 양방 의학적 암 치

료특성과차이가크고기대효과및적용방법에일치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또한 양방의학에서는 겨우살

이 치료제를 항암제와 같은 약물 주사제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다. 그 결과 암세포의 직접적인 세포독성 효과만을

기대하고 인체의 대사 전반에 걸친 한의학적 개념들은 무

시되어지는 경향이 크다. 암환자의 대부분이 암세포의 직

접적인 원인이 아닌 인체 전반에 결친 대사기능과 면역기

능상실로사망한다는사실로비춰볼때겨우살이암치료

제는제제특성상반드시한의학에서적용되어질때확실

한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약침제로 개발 시 한국적 토종 겨우살이는 유럽산에 비해

한국인의 체질과 대사에 더욱 효율적인 제제로 개발되어

질것으로사려된다.

현재 치료에 적용되어 지고 있는 유럽산 겨우살이 제제

의 경우 1회 투여 용량이 대부분 0.01㎎에서 10㎎ 내외

의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산겨우살이원료 1㎏이

면 1㎎용약침제제앰플 1백만개를생산할수있다.

지금까지한의학분야에표준화된암치료프로그램이전

무한 상태에서 향후 한국산 겨우살이 제제를 약침제제로

개발 시 유럽산 보다 더욱 우수한 제제로 개발되어 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수입에 따른 의학적 비용 또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

학적 암 치료의 새로운 역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새

로운전환점이만들어지게될것으로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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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ctivity Functional Mechanism

Tumor Growth Inhibition  

- direct : Dosage dependent cytotoxicity(proteinsynt hesis, apoptosis induction)

- indirect : Tumor angiogenesis inhibition 

Immunmodulation
- Cytokine increase

- Immunological effectercell increase

DNA & Immunprotection

- Lymphocyte : DNA-stability

DNA-repair

- Immunsupressive Effects of chemotherapy

Life - Quality - β‚-Endorphine increase

Table 1.  Human activity and functional mechanism of Mstletoe

Viscotoxine Type ED50(㎎/㎖)

A1 0.87

A2 1.08

A3 0.31

B 4.58

I-PS 0.44

U-S 4.04

Table 2.  50% Toxicity Concentration of various Viscotoxine type an Yoshida- Sarcoma Cells

Ingredients Substances Effect on Cancer cell Effect on Immunsystem

MLⅠ,  Ⅱ,  Ⅲ,  Glycoproteins
-Ribosomen Protein synthesis

-Cell Apoptosis activation
TNF -α·, IL-1, IL-2, IL-6 increase 

Viscotoxine Polypeptide
-Cell Cytotoxicity by 

membrane lyse 

-Macrophage activation

-Granulocyte cytotoxicity

Peptide 5000Da Peptide -Cytotoxicity -Cytotoxic Macrophage activation

Arabinogalactane, Galacturonane Oligo-& polysaccharide
-T-helpercell activation

-NK-cell activation

Quercetin derivate Flavonoids -Apoptosis induction -Antioxidativ & protective effects

Table 3. The pharmaceutical effects in the cancer cells and immunsystem by mistletoe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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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ba

Viscum

Abnoba

Heilmittel

GmbH 1972

Anthroposop-

hic &

Homeopathic

Medicine

A, Ac,

Am, B,

C, F,

M, P,

Qu

Liposomal press

extraction

20, 2, 0.2, 

0.02㎎/㎖

and D6, D10, D20,

D30/㎖

Therapy start : 0.02㎎/1

week 3 time inject

later : individual high

dosage inject

-Cancer therapy

for malignant &

benign

-Cancer Recidiv 

-Immun stimu-

lation

Eurixor

Biosyn

Arzneimitt

el GmbH

1990

Phyto

therapy
Po

Fresh-water-

extraction   

1㎎/㎖

ML-I-standard-

ization

Therapy start : 0.1mg

i.c/1week 1~2time

inject

later : 1㎎ i.c, s.c or

i.v/individual inject

maintenance : 1㎎/

1week 1~2time inject

-Cancer pallia-

tive therapy

Table 4. Various european mistletoe preparation and specification for cancer therapy

Name Company Medicinal type Sort Production method Ampulling dosage Therapy dosage Application

Helixor

Helixor

Heilmittel

GmbH 1972

Anthroposop-

hic Medicine
A, M, P

Fresh-water-

pressing

0.01, 0.1, 1, 5, 

10, 20, 30, 50㎎

in 1㎖ & 100㎎

in 2㎖

Therapy start : 0.01,

0.1, 1㎎ s.c/1week

2~3time inject

later : individual high

dosage inject

maintenance : regular

high or low dosage

inject

-Cancer therapy

for malignant &

benign

-Cancer Recidiv 

-Immun stimu-

lation

-Bone marrow

activation

Iscador
Weleda

AG 1920
Anthroposop-

hic Medicine

P, M,

Qu, u

water-extracts

with special min-

eral fermentation

-0.0001, 0.001,

0.01, 0.1, 1, 10, 

20㎎/㎖

without Mineral

-0.01, 0.1, 1, 10,

20㎎/㎖

with Mineral

Therapy start : series-

0(0.01㎎- 1㎎) 1week

s.c 3time s.c inject

later : individual 

high dosage inject

-Cancer therapy

for malignant &

benign

-Cancer Recidiv 

-Immun stimu-

lation

A: Abies, Ac: Acer, Am: Amygdalus, B: Betula, C: crataegus, M: Malus, P: Pinus,

Po: Populus, Qu: Quercus, S: Salix, T: Tilia, U: Ulmus, 

i.c: intracutane, i.v: intravenos, s.c: subcuta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