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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항암작용에 대한 한의학 관련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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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 Medicine papers review on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Jang Sung-Il1 · Yoo Hwa-Seung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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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ncluding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are 

currently being performed to target various cancers in Western Medicine. However, some cancers still remain 

difficult to battle, which has long attracted many scientists for the discovery of new agents to fight cancers. 

Ginseng is one of the herbs used in Oriental Medicine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e have further 

investigated ginseng for its anticancer effect.

Objective: This is a comprehensive review summary of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and ginsenoids as a 

possible agent for future cancer treatment. 

Methods: Data were retrieved from two web sites; www.pubmed.com and www.riss.kr, and authorized texts 

concerning anticancer effects of ginseng. From collected data, information on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was 

thoroughly sorted, restructured, then assessed. 

Results: Panax Ginseng C.A. Meyer belongs to Araliaceae Panax family, a perennial prairie plant with its 

root known as Ginseng Radix. Ginseng induces anticancer effect through cell cycle arrest, acceleration of 

apoptosis, anti-angiogenesis, and suppression of metastasis.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may be due to single 

compound or multi-compound actions. Many studies report involvement of immune mechanisms of cytokines, 

Natural Killer (NK) cells, macrophages and some antibodies in enhancing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In near 

futur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mechanisms into clinical trials is convinced. There were some important 

findings on saponin in ginsenoids in reviewing for this article; First, eradication of metastatic tumors were 

influenced by macrophage activation. Second, suppression of malignant melanoma cell metastasis to lung were 

induced by macrophage and NK cell activation in spleen with red ginseng acidic polysaccharide (RGAP). Third, 

final metabolites of M1, M4 had exerted anticancer effect of ginseng. 

Conclusion: Unknown anticancer mechanisms of ginseng have been studied for many years up until now. 

Ginseng is comprised of multiple bio-chemical compounds that create complex pharmaceutical interactions. 

Therefore, for its proper usage and safe prescription, studies on different types of ginseng and patients’ 

susceptibility to ginseng according to their constitution and stages of the disease should be further pursued. 

More effort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anticancer mechanisms of ginseng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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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 한국인 사망률 1위 암은 인구 10

만 명당 139.5명이며 암사망자는 폐암(13.9명), 

간암(22.9명), 위암(20.9명), 장암(13.9명), 췌

장암(7.6명), 유방암(3.5명), 백혈병(3.1명), 식도

암(2.8명)순이었다.1)

현재 서양의학에서 암치료법은 외과적 수술요

법, 방사선 요법, 화학적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약물요법에서 시행하는 항암제의 장

점도 있지만 암환자의 입장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의 피해또한 심각한 면이 많다. 그로

인해 세포독성과 암세포의 괴사, 약물요법의 치

료율증가 또한 면역증강이라는 여러 장점을 가진 

새로운 약물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2-3)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물을 이용한 질병치료

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전과 

표준화 한 연구는 규명중인 상태로 있다. 그 중

에서도 인삼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

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항암작용에 한 여

러 가지 효능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인삼의 항암작용 기전과 효과에 

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소개하여 현재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www.pubmed.com 과 

www.riss.kr 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를 

토 로 전자파일을 다운받거나 각 도서관 및 학

회에 의뢰, 원문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외에도 단행본으로 출간된 서적 중 

관련서적을 구입하여 필요한 범위를 요약, 발췌

하였다. 

2) 자료 수집 범위

논문은 인삼의 항암효능에 관련된 임상보고, 

고찰논문 등과 질병, 증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국내외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단행본은 권위를 

인정받는 교과서를 위주로 수집하였고, 이외 인

삼에 관련된 서적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Ⅲ.결과

인삼은 오갈피나무 과(ARaliaceae) 인삼 속

(Panax)에 속하는 다년생초본류로서 한의학에서는 

그 뿌리를 인삼(Ginseng Radix)이라 한다. 지구의 

북반구, 특히 히말라야, 중국, 일본, 한국, 북미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며 자생지역에 따라 ginseng C.A. 

Meyer,japonicus C.A.Meyer,major Ting, 

notoginseng(Burkil)F.H.Chen,omeiensis 

J.Wen,pseudoginseng Wallich,quinquefolius 

L,sinensis J.Wen,stipuleanatus H.T.Tasi & 

K.M.Feng,trifolius L,wangianus Sun, 

zingiberensis C.Y.Wu & K.M.Feng 등의 1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4)

인삼은 사포닌성분과 비사포닌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ginsenoside라고 부르는 사포닌 글리

코사이드가 활동성이 크다. 이것은 protopanaxadol

계, protopanaxtriol계, oleanolic계로 나누어진다. 

현재 약 34종의 ginsenoside가 수삼, 백삼, 홍삼에

서 추출되었는데 이들을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에서의 극성순서에 따라 

ginsenoside-Rx라 명하였다. ginsenoside외에 

polyacetylenes,phenols,sesquiterpenes,alkaloi

ds,polysaccharides,oligosaccharides,oligopept

ides,aminoglycosides등의 비사포닌 성분도 포

함되어 있으며, 최근 이 성분들이 항산화작용, 항

암작용, 항당뇨작용, 면역억제작용, 항보체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현재까지 인삼의 연구는 각종 추출물, 사포닌

류, 진세노사이드 분획물, 중성 또는 산성다당체, 

단백질성분, 에탄올 불용성 분획물, 

polyacetylene 성분, 조직배양체등이 여러 면역

계에 나타나는 반응들로 진행되고 있다.6)     

항암작용의 기전에 한 연구는 암 진행을 예

방하며 세포사멸촉진, 신생혈관억제촉진, 재발방

지, 전이억제 등을 포함하여 암세포성장주기를 

차단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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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Killer cell (NK cell)은 동물실험과 시

험관 실험에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인체를 암

으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역할을 한다.

 Ginseng acidic polysaccharide (RGAP)는 

ovariectomized rat에서 NK 세포의 종양세포치

사 활성을 증가시켰고, NK 세포활성 조절에 

한 상승효과를 보였다.8)

 다수의  연구에서는 인삼의 여러 성분은 NK

세포의 활성화에 의해 매개되는 면역조절자로 역

할 하여 항암·항염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9-17)

김 등은 dendritic cell (DC)은 성숙하면 포식

한 항원을 T세포에 제시하고 항원을 제시받은 T

세포는 분열·증식은 물론 interleukin-2 (IL-2). 

Interferon- (IFN-)와 같은 cytokine을 분비

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홍삼사포닌은 

DC의 성숙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홍삼시료를 처

리한 DC와 함께 배양한 allogeneic T세포의 증

식을 유도하였고, syngeneic T세포인 CD4+세

포와 CD8+세포의 증식 및 CD4+세포는 IFN- 

· IL-2의 생성, CD8+세포는 IFN-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홍삼시료의 항암치

료에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18)

김 등은 정관장 홍삼의 물 extract, 식용발효 

주정 extract 및 홍삼 추출물로부터 분리 제조한 

crude saponin을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매개하는 

수지상세포의 활성 효과에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홍삼시료 중, crude saponin 을 처리하

였을 때 수지상세포의 세포표면 분자인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class II, 

CD40, CD80, CD86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phagocytosis는 감소하였다. 또한 홍삼시료를 

처리한 수지상세포와 allogeneic T세포를 함께 

배양하였을 때, 홍삼시료의 물 extract, 식용발효

주정 extract, crude saponin 모두 allogeneic T

세포의 증식반응을 유도하였고, IL-2와 의 생산

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yngeneic T세포와  syngeneic T세포의 반응

에서도 T세포의 증식반응을 높게 유도하였으며, 

syngeneic T세포에서 IL-2와 의 생산량을 증가

시키고, syngeneic T세포에서는  생산량을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crude 

saponin의 경우 수지상세포 의 세포표면 공동자

극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성숙을 유도함으로써 

T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물 

extract와 식용발효주정 extract는 crude 

saponin과는 다른 기작으로 T세포 활성화를 유

도한다는 보고가 있다.19)

식세포는 체액성 면역에서는 B림프구와 T림

프구의 활성에 관여하며 세포성 면역에서는 감염

균이나 종양세포에 직접 치사활성을 나타낸다. 

인삼은 종양세포를 직접 사멸 시키지 않고 식

세포를 통하여 세포사멸을 하였다.

최 등은 종양세포로 L929와 EL4를 사용하였

고 전 등은 S180과 L929를 사용하여 인삼사포

닌과 triol사포닌의 식세포 치사활성의 현저한 

증가를 관찰하였는데 후자는 인삼사포닌이 식

세포에  tumor necrosis factor (TNF)분비를 자

극하는 반면  Cyclophosphamide는 관련이 없음

을 밝혔다.20-21)

김 등은 열처리 인삼으로부터 얻은 메탄올추출

물과 ether 및 BuOH 가용 분획의nitrogen 

monoxide (NO)생성유도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획 단독 또는 IFN-와 병용처리 한 후, 식세

포로부터 생성된 NO의 생성량을 측정하고 마찬

가지로 백삼으로부터 동일한 처리를 하여, 열처

리 인삼에서 NO합성유도가 고유한 효과로 나타

남에 따라 인삼의 항암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22)

Kumar는 인삼이 생쥐의 복강침출 식세포의 

NO 생성을 촉진하고 식세포의 

-glucosinidase의 acid phosphatase의 활성을 

촉진하며 식세포 이동지수를 4배 이상 증가시

켰는데 식세포는 생체방어의 제1선이기 때문

에 식세포의 활성화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다.23)

박 등은 인삼을 water extract of Panax 

notoginseng (WEPN)이  caspase-3을 활성화

하여 Lung carcinoma를 apoptosis한다고 하였

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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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는 2mm이상으로 커지면 초기세포는 허

혈화 되고 신생혈관형성으로 전이된 부위에 산소

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른 부위에 다시 암세

포의 새로운 성장과 촉진을 하게 되므로 신생혈

관을 억제하는 것은 암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다.

Cyclophosphamide와 사포닌의 병용투여가 각

각의 단독 투여보다 항암효과가 컸으며,  인삼의 

에탄올 불용성 분획물이 benzopyrene (BP)에 

의한 폐암발생을 억제함을 관찰하고 이 분획이 

면역조절자로서 항암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국산 백삼과 홍삼의 종양을 가진 생쥐의 면역

강화 효과, HIV 감염자에게 azidothymidine 

(AZT)와 홍삼의 동시투여가 면역기능을 현저히 

증가시켜 발병지연 유도, 위암환자의 수술 후 1

년간 홍삼분말 투여로 면역기작 방식으로의 항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5-29)

RGAP가 식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흑색종

양세포의 성장과 폐 전이를 억제한다고 하였고
30), 소화관에서 사된 스테로이드 정 인삼사포

닌의 최종산물인 M1과 M4에 의해 촉진된 수지

상세포의 성숙은 강력한 Th1의 극성화

(polarization)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M1과 

M4는 각각 protopanaxadiol (PPD)와 

protopanaxatriol (PPT)에서 기원하며 DC는 적

응면역반응의 개시에서 지렛 이며 암에 한 면

역반응의 유도에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인삼사

포닌 사물의 효과적 작용은 이 약의 항종양작

용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31-33)

인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에서 면역억제 혹

은 면역조절 효과가 있으며  암 예방효과에는 면

역감시체계 증강, 세포내 방어기전 증강, 항 돌연

변이, 혈관생성 억제, 증식 억제, 세포자멸사 등

의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43)

Ⅳ.  고찰 및 결론

인삼의 항암작용은 세포사멸촉진, 신생혈관억

제촉진, 재발방지, 전이억제 등을 포함하여 암세

포성장주기를 차단하며 암 발생의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각각의 항암작용

의 기전은 인삼의 다양한 추출방식에 따른 개별

적인 성분들의 단일하거나 또는 복합적인 작용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인삼은 예로부터 많이 이용하는 한

약재이며 특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소모되는 제품

에도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인삼

의 효능은 大補元氣, 建碑益氣, 止渴生津, 安神

益智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음식이 인체에 들어오면  

後天之氣에 해당하는 脾臟의 運化作用을 통해 

물질 사의 한 축인 영양성분의 생성이 되므로 

이를  後天之精이라고 한다. 이러한 물질생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熱生産이 가속 되었

을 때 인체는 과도한 근육사용으로 인한 허탈감

과 피로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脾

主運化의 작용이 약해짐으로 인한 체액의 감소에 

따른 인체의 身熱, 自汗, 倦怠등의 증세가 나타

날 때  인삼을 투여하게 된다. 인체는 氣, 血, 津

液이 서로 공존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상 적으로 균형과 조절을 통해서 인

체생명활동을 유지하므로 氣의 문제는 곧 津液의 

생성과 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인삼의 여러 작용이 있지만 특히 이러한 기의 

병리적인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의 증상을 

면 히 관찰하여 인삼의 氣味Q과 성분적인 藥

理學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인삼의 

전체적인 효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특

히 기존의 서양 의학적 암 치료의 공격적인 요법

에 비해서 좀 더 암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한 전인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삼의 항암작용

을 이용한 암 치료와 암 예방은 환자들에게 크게 

기여리라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인삼의 항암작용기전을 살펴보고 고

찰한 결과 인삼의 항암작용은 단일한 성분의 효

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 날 수도 있다. 성분에 따라 항체와 

cytokine, NK세포, 식세포 등이 여러 작용을 

통한 암세포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격적인 암세포의 치료에 또 다른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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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항암치료는 암 진행을 억제하며 세포사멸촉

진, 신생혈관 억제촉진,재발방지,전이억제,암예방

효과등 다양한 부분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삼의 항암작용

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인삼사포닌의 

식세포 활성화를 통한 암 전이 세포제거, RGAP

에 의한 식세포의 종양치사 활성화와 비장의 

NK세포의 활성증가에 따라 흑색종양세포의 폐

전이 억제효과, 진세노사이드의 최종 사산물이 

M1.M4의 항암작용 등이 발표되었다.

인삼의 항암기전이 각각의 기전마다 그 유효성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적합한 인삼의 정확한 투여가 항암효과를 

극 화 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인삼성분의 항암기

전에 한 유전자 및 단백질발현에 해서 전반

적인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기전제시가 앞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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