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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방사선 부작용 억제효과에 관한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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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Research Trends on Radioprotective Effects of Herbs

Soo Jin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Cancer is already a well-recognized main cause of mortality and the incidence of cancer is increasing steadily.

Because conventional treatment modalities for cancer accompanies severe side effects,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and its use has continued to rise in cancer therapy.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and make a reference of radioprotective effects of herbs worldwide. In this process, this review

surveyed all papers of radioprotective-focused studies using herbal medicine in PubMed database and finally 44 papers

were included. The type of materials, formation of experiments, type of herbal medicine, their action and mechanisms,

and type of cancer were analyzed. The number of studies on radioprotective effects of herbal medicine has increased

since 2000. The main formation of experiments was clinical study and the portion was 45% and the proportion of the

research using prescriptions was 51% and the research using herbal products was 25%. Herbs and prescriptions having

the effects of tonifying and nourishment were used the most. Most of herbal medicine in this study can enhance immune

function, increase anti-oxidant effect, regulate cell cycle and increase sensitivity to radiotherap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on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having radioprotec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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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8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암)이 한국

인의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

망은 1998년 인구 10만 명당 108.6명에서 2008년 139.5명으로

28.4%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러한

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관한 연구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이 계속해서 향상

되어 가고 있으나 암의 정복은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암

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서양의학적으로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

학요법 및 면역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상당한

치료효과를 얻고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2).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약재를 포

함한 천연물질로부터 항암, 항전이 효과가 있는 물질을 추출하려

는 연구 및 서양의학의 항암요법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을 완

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

. 미국에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

법이 끝난 지 2주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91%의 환자들이 대체의학을 활용하였다고 하며4). 중국의 유

방암 환자의 86.4%가 암 진단을 받은 후 한약을 복용하였으며,

대체의학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98%로 그 비율은 늘어났다. 환

자들이 한약을 복용한 목적은 암 치료, 면역기능 증진, 전이억제

및 다른 증상의 완화, 폐경 증상의 완화 등 다양했으며 한약이

이러한 목적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70% 이상 이었다5). 이러

한 연구결과들이 등장하면서 한약 및 한방처방의 복용이 항암치

료에 의한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음이 점

차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한약 및 한방처방을 이용한 악성종양 치료효과 및

부작용 억제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이루

어진 연구경향 및 결과들의 분석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방사선

부작용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

펴봄으로써 한약 및 한방처방을 사용한 암 치료시 임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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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연구의 기

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방사선 부작용 억제효과를 보이는 한의약 분야

의 논문으로 연구방법은 PubMed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검

색어는 MeSH (Medical Subject Heading) 검색어인 "neoplasm"

과 "radiation protection"을 중심으로 하여 "herb", "herbal",

"traditional medicine"을 배합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관

련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기 위하여 "tumor", "cancer",

"radiotherapy", "radioprotection", "radiation" 등의 관련된 용어

를 모두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기준일은 2010년 4월 30일이

었다. 검색결과 총 58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철회된 논문 2편, 인터뷰나 종설논문 93편,

항암 방사선요법이나 약용식물과 관련이 없는 논문 333편, 영어

로 쓰이지 않은 논문 110편을 1차로 제외하였다. 2차로 초록과

본문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을 언급하

였으나 한약물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논문 2편을 추

가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4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Fig. 1),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국가별 논문 수, 연구방법, 연구에 사용된

한약물의 형태 및 효능, 임상시험에서 활용한 암의 종류, 한약물

의 방사선 부작용 억제효과 및 기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Fig. 1. Flow diagram of selection process.

결 과

1. 연도별, 국가별 연구경향 분석

최종 선정된 44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80년에

처음으로 항암치료에 방사선과 한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연구결과6)가 발표된 이후로 1980년대에는 총 3편이 발

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관련된 연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

여 1990년대에 10편, 2000년대에는 31편이 발표되었다. 제1저자

를 위주로 하여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편으로 가장 많

았으며, 1992년까지 발표된 방사선 부작용의 초기 연구는 모두

중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 밖에는 인도가 7편, 미국과 타이

완이 각 5편, 한국과 일본, 태국이 각 2편, 베트남이 1편씩 발표

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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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papers per year and nation.

2. 연구방법별 분석

한약물을 이용한 항암치료의 방사선 부작용 억제 효과에 대

한 연구들을 실험방법 별로 살펴보았는데, 한 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연구방법을 모두 상

계하였다. 그 결과, 임상연구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41%, in vitro 연구가 14%였다. 임상

연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65%, 무작위배

정이 되지 않은 임상시험이 26%, case report가 9%였다(Fig. 3).

Clinical study
45%In vivo study

41%

In vitro 
study
14%

RCT
65%

Non-RCT
26%

Case report
9%

Fig. 3.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experimental types and

clinical study types.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3. 연구에 사용된 한약물의 형태별 분류

항암치료의 방사선 부작용 억제 효과와 관련된 한약물의 사

용형태를 단일 한약물, 활성물질,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한약물

의 혼합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일 한약물의 추출물

형태로 사용된 논문이 전체의 23%였고, 단일 한약물의 추출물로

부터 활성물질을 분리, 정제하여 연구한 논문도 26%였다. 두 가

지 또는 그 이상의 한약물을 혼합한 처방을 이용한 연구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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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은 연구가 복합제재를 이용한 연구였다. 복합제재와

단일 한약물의 열수추출물은 총 33%였고, 단일 한약물의 알코올

추출물은 6%였다. 복합제재나 단일 한약물이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총 25%였다(Fig. 4). 제품으로 판매된 상품들 중에는 드링크

제, 주사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Mixture 
water extract

28%

Mixture 
products

23%

Single 
compound

26%

Single 
water extract

15%

Single alcohol 
Extract 6%

Single extract 
products 2%

Fig. 4. Formation of herbal medicine used studies.

Table 1. Classification by category of herbal function in

pharmacognosy

韓藥名
No of
paper

Herbal names and/or active
compoounds used in studies

補益藥

甘草 1 glycyrrhizae, glycyrrhizic acid31)

枸杞子 1 polysaccharid of Lycium barbarum21)

當歸 1 extract of Angelica sinensis40)

冬蟲夏草 1
hot water extract of
Cordyceps sinensis

42)

人蔘 1
compound K - a metabolite of

ginsenosides35)

活血祛瘀藥

三七根 1
Panax notoginseng extract (PNE)
and Rb1, purified Saponin

25)

土川芎 1
tetramethylpyrazine, a compound
isolated from Ligusticum walliichi38)

商陸 1
saponin isolated from the root of

Phytolacca esculenta
31)瀉下藥

利水滲濕藥 防己 1 tetrandrine29)

淸熱藥 綠豆 1
vitexina, a product containing the
flavonoid vitexin as the main

component of Vigna radiata (L.)
20)

解表藥 升麻 1 black cohosh extract

外用藥 砒石 1 tetras, a derivative of arsenic38)

外來基源藥

Momordica
charantia Linn

1 bitter melon12)

인도인삼 2
Withania somnifera (Ashwagandha),
active component withaferin A26,27)

히말라야 메이애플 2 Podophyllum hexandrum37)

Brahma Rasayana 1 Brahma Rasayana33,34)

Plumbago rosea 1
alcoholic root extract of Plumbago

rosea30)

기타
Tripterygium wilfordii

Hook.F.
1 celastrol

28)

4. 한약물의 효능 분류

연구에 사용된 약재를 살펴보면 단일 한약물 9가지, 단일 한

약물에서 기원한 활성물질이 10가지였다. 사용된 한약물의 효능

분석을 위해 本草學 교과서7)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本草

學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약재가 6가지였으며, 활용빈도가 가

장 높은 분류군은 補益藥으로 5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고, 活血

祛瘀藥이 2편, 淸熱藥, 解表藥, 利水渗濕藥, 瀉下藥, 外用藥이 각

각 1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Table 1).

연구에 사용된 처방은 六味地黃湯, 八珍湯, 十全大補湯, 八味

地黃元, 人蔘養榮湯, 柴苓湯, 補中益氣湯, 小柴胡湯, 大柴胡湯, 四

君子湯, 柴胡舒肝散, 大建中湯 등의 다양한 處方이 사용되었다
2,8,9)

.

5. 임상연구에서 활용된 암의 종류

방사선 부작용에 대한 한약물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한 23건

의 임상연구에서 연구한 암의 종류를 살펴보면 비인두암3,10-12)을

포함한 두경부암13-17)이 10건, 식도암18-20), 유방암3,21), 폐암3,22,23) 등

의 흉부암이 11건, 간암
6)

, 대장암
3,9)

, 자궁경부암
2)
을 포함한 복부

암8)이 5건, 혈액암23-25)이 3건으로 두경부암과 흉부암에 대한 방

사선 치료의 부작용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72%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Fig. 5).

Fig. 5. Types of cancer in clinical studies.

6. 한약물의 방사선 부작용 억제효과 및 기전 분석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약물의 항암 방사선

요법에 의한 부작용 억제효과 및 기전을 살펴보았다. 방사선 치

료 시 한약처방의 병용투여는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였으며2,8,22), 방사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통증을 감

소시키고
12)

, 암의 전이를 감소시켰다
9,10)

. 三七根은 암세포의 방사

선감수성을 높임으로써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였으며26), 인도

인삼은 동물모델에서 암을 보유한 마우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

켰으며 방사선요법의 효과를 강화시켜서 암의 크기를 줄였고
27,28), 雷公藤의 주성분인 celastrol은 방사선이 유발하는 암세포의

apoptosis를 증가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였으며29), 防己

의 주성분인 tetradrine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방사선의 암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증가시켰다30). Plumbago rosea의 알콜 추

출물은 방사선 요법의 효과를 증가시켰다31). 한약처방은 면역계

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면역계의 파괴를

방어했는데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림프구, natural killer

(NK) 세포, 백혈구, 중성구 등의 세포들이 방사선 치료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어
3,11)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손상을 감소시켰다
23). 이는 CD44(+) 세포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침윤,

전이를 억제하고
19)

, interferone (IFN)-γ, interleukin (IL)-β,

tumor growth factor (TGF)-β, tumor necrosis factor (TNF)-α 등

의 cytokine을 조절한 결과였다20). 단일 약물 또는 성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甘草의 성분인 glycyrrhiza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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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yrrhizic acid는 방사선 요법에 의한 백혈구 및 세포성 면역

의 감소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냈고32), 綠豆의 flavonoid인

vitexin은 방사선 요법에 의한 체중감소를 줄이고 말초혈구세포

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냈다21). 商陸의 성분인 esculentoside A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조직독성을 방어하고, 염증유발 사이토카

인 IL-1α,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MCP)-1,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TGF-β1의 생산을 감소시켜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효과를 나타냈으며33), 枸杞子의

polysaccharide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백혈구 수의 감소를 완화

시키고, 혈소판 수를 증가시켰다24). Rasayana는 사이토카인 생산

을 자극하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백혈구, 골수의 세포활성,

NK 세포, alpha-esterase positive 세포를 증가시켰다
34,35)

. 土川芎

에서 분리한 성분인 tetramethylpyrazine은 조혈, 세포주기,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수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변화한 것

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36)

. 한약물은 다양한 항산화효과

도 나타냈는데 人蔘 ginsenoside의 대사산물인 compound K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증가시켜 방사선 조사

에 의한 세포의 apoptosis를 증가시켰고
37)

, podophyllum

hexandrum은 glutathione-S-transferase (GST), superoxide

dismutase (SOD)의 생성을 증가시켜 암 보유 마우스의 생존을

연장시켰으며
38)

, rasayana는 방사선에 의한 체중 및 장기 무게의

감소를 억제하고 lipid peroxides, 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의 증가를 억제하였다39). 또한 砒石의 성분인

tetras는 동물실험에서 방사선 요법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의 크

기를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40).

전신증상이나 면역계 기능저하 이외의 특정 부작용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當歸는 폐섬유화와 관련된 인자인 Tgfb1과

hydroxyproline을 제거하여 폐섬유화를 억제하였고41), 한방처방

은 암환자에서 방사선 조사시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방사선에

의한 피부염의 발생을 감소시켰으며
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점막

반응을 완화시켰다14). 한방처방 중 大建中湯은 면역을 증강시키

고 타액의 epidermal growth factor (EGF)의 생산을 증가시켜 구

내염에 대한 보호효과를 나타냈고
15)

, 冬蟲夏草는 실험동물에서

전신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골수 및 장의 손상으로부터 하고 ROS

를 감소시켰다43).

고 찰

본 연구는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 및 한약처방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그 동안 연구된 한약물을 사용한 항암 방사선 치

료의 부작용과 관련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검색어로 검

색한 논문은 총 584편이었으며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

여 철회된 논문 및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 없는 인터뷰나 종설논

문, 항암 방사선요법이나 약용식물과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

였으며, 논문 검토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영어로 쓰이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538편이 제외되어 1차로 46편의 논

문이 선정되었고, 2차로 초록과 본문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방사선요법의 부작용과 관련된 논문이기는 하나 한약물과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논문 2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총 44편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1980년 항암 방사선 치료 시 한약을 병용 투여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연구결과6)가 발표된 이후 논문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연구대상 논문 44편 중 총 31편의 논문이 국제수

준의 잡지에 출판되었다(Fig. 2).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도 대체

의학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로는 중국이 20편, 인도가 7편을 발표하였고, 그 밖에도 미국, 타

이완,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 논문을 발표하였는데(Fig. 2) 전

통적으로 한약물 및 생약을 활용해 왔던 국가들의 관심이 큰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나 유럽의 연구결과가 없는 것은, 아

프리카의 경우 다양한 질환에 생약을 활용하는 빈도는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제

대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유럽의 경우 대

체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한약의 상품화 등도 많이 발전되

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암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동물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41%, 시험관내

실험이 14%였는데 근래에 들어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임상연구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연구의 형태에 있어서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65%로 가

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두 개 국가의 기관이 참여한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도 포함되어 있어11) 임상연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같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한약물의 사용형태를 살펴보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한

약물을 혼합한 처방을 이용한 연구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단

일 활성물질을 활용한 연구가 26%, 단일 한약물의 추출물을 활

용한 연구가 23%였다(Fig. 4). 이는 한약재 및 한방처방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한방처방

의 경우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약재들의 배합에 따라 그 효

능이 달라지게 된다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한방

처방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품화된

복합제재나 한약물을 활용한 연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적으로 한약물의 제품화, 상품화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Fig. 4).

임상연구 23건에서 연구한 암의 종류를 살펴보면 흉부암, 두

경부암, 복부암, 혈액암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단일 암의 종

류로 볼 때 비인두암, 식도암, 폐암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는데(Fig. 5) 아직 연구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으며 이 연구가

임상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위 또는 어떤 특정 암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부작용에 더

욱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 생각되며 임상

연구만을 따로 모아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별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부작용이 특정한 장기나 신체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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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신에 걸쳐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 특히 면역계의 이상을 주로 초래하

게 된다
3,11)

. 면역학적 사고는 한의학의 正氣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면역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

의 陰陽, 氣血과 臟腑, 經絡생리의 기능을 조절하여 正氣(항병능

력)을 길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扶正을 위하

여 益氣, 養血, 滋陰, 助陽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祛邪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扶正의 치료법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44)

.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약물의 항암 방사선 요법에 의한

부작용 억제효과 및 기전을 살펴보면 한약물이나 한방처방의 병

용투여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연장시켰으며
2,8,22)

, 통증을 감소시키고
12)

, 전이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9,10)

등

전신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방사

선 조사에 의한 면역기능의 저하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나

타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신체손상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3,11,23). 또한 한약물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free radical의 독성을

방어하는 물질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으며
37,38)

, 암세포의 방사선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암세포 살해효과를 강화하였다26,29). 한약물의 효능군에 따

른 분류를 살펴보면, 단일 한약물의 경우 補益藥이 5편의 논문에

서 연구되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活血祛瘀藥이 2편, 淸熱藥,

解表藥, 利水渗濕藥, 瀉下藥, 外用藥이 각각 1편의 논문에서 연구

되었으며(Table 1), 연구에 사용된 한방처방 중 기존 문헌에 있는

처방의 경우, 六味地黃湯, 十全大補湯, 八珍湯 등의 補益效能을

가지는 處方이 대부분이며2,8)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약재를

加減하여 새롭게 조성한 處方의 경우에도 扶正을 우선으로 하고

祛邪를 겸하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12)

방사

선 조사에 의한 독성으로 나타나는 전신기능의 저하, 면역기능의

저하에는 한의학적 개념인 正氣를 북돋아 주면서 邪氣를 제거하

는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치료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들 중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심한 피부홍반, 연하

곤란 등이 생겼는데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 보니 한약을 복용하

고 있었기에 한약의 부작용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하였던 연구45)

나 방사선 치료 중에 간의 혈관폐색이 온 것을 한약 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추정했던 연구
46)
가 있었는데 두 연구 모두 한약과 부

작용 사이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

자가 항암치료 중에 한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추정하고 있어 서양의학 전공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며, 서로의 학문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을 지

닌 한약물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한약물의 방사선 조사의 부작용

억제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한

보다 세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약물을 이용한 임상연구가 더

욱 많이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렇지만, 대체의학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약재 및 한방처방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서양의학적 치료법의 한계를 인식

하게 됨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법을 서양의학적 치료법에 접목하

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2)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

로 암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사선치료

의 부작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한약물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한약물을

이용한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개발의 토

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 론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억제효과를 보이는 한약물 연구

의 국제적인 경향 분석을 위하여 PubMed를 사용하여 검색한 44

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련된 연구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0년대부터 점

차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함

을 알 수 있었고, 한약이나 생약을 전통적으로 활용해 왔던 국가

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방법은 임

상연구,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 시험관 내 연구 순으로 많았으

며, 임상연구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무작위배정이 되지 않은

임상시험, case report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한약의 형태별

분류는 복합 처방을 이용한 연구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활성물질의 연구, 단일 한약물의 추출물 연구 순이었고, 제품화

된 한약제제를 이용한 연구도 25%를 차지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한약물은 補益藥, 活血祛瘀藥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淸熱藥,

解表藥, 利水渗濕藥, 瀉下藥, 外用藥도 연구되었으며, 복합처방의

경우 補益效能이 있는 處方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扶正祛邪의 방

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시

한약물의 병용투여는 전신적인 증상의 완화, 통증완화, 전이감

소, 생존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그 작용

기전은 면역기능의 증진, 항산화 작용, 세포주기조절, 방사선 조

사에 대한 감수성 증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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