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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chinohryungsan has been used for treatment of hepatobiliary diseas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hinohryungsan pharmacopuncture on hepatocellular carcinoma in 

rats. Sprague Dawley(SD) rats of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receive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50 ㎎/㎏ DEN, weekly for 12 weeks. 

Methods : Ra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Normal group was not induced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not treated. Control group was induced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njected with Inchinohryungsan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Experimental groups were induced hepatocellular carcinoma. BL 

group was injected with Inchinohryungsan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and LR14, BG group was 

injected into the BL19 and GB24 and CSC group was injected into the CV12, ST25 and CV4.

Thereafter, the changes of the body weight, the liver weight and the weight of liver/100g body weight, 

WBC, neutrophil, lymphocyte and the activities of AST, ALT, ALP, LDH, AFP and SOD were measured. 

And gross anatomy, light and electron microscopy were performed.

Results :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ctivities of LD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CSC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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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ctivities of AF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L, BG, CSC group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3. The activities of SOD were increased in the BL, BG, CSC group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nd 

CSC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normal group.

4. According to the gross anatomical observation, the control and BL, BG, CSC groups showed 

multi-nodular hepatocellular carcinoma. But the size and numbers of the hepatocellular carcinoma in 

experimental groups were smaller than control group.

5. The numbers of hepatic p53 positive cells were decreased in the BL, BG group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6. According to the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al observation, the BL, BG and CSC groups were mildly 

improved than control group in morphological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nchinohryungsan pharmacopuncture may have some effects 

on hepatocellular carcinoma induced by DEN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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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암은 아 리카와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 가장 흔

한 신생물  하나로
1)
, 간경화증과 같은 만성 간질환 

 특히 국내에서는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등이 주요 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2)
. 

한의학 으로 간암은 肝積, 癥積, 痞氣, 癖黃, 肝脹, 

肝著 등
1)
의 범주에 속하고, 肝氣鬱結, 肝膽濕熱, 肝脾

兩虛, 肝陰不足, 肝腎陰虛 등으로 변증되는데
3,4)
, 왕 등

4)

은 實邪로 인한 병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

하 다. 

본 실험에서 약침으로 사용된 茵陳五苓散은 ≪金

匱要略≫
5)
에서 처음 언 된 처방으로 淸濕熱, 利 便 

등의 효과가 있어 濕熱이나 熱在裏로 인해 발생되

는 황달, 간염, 간경화증, 신장염, 부종, 복수, 소변불

리 등을 치료 한다
6)
고 알려져 있다. 

약침요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 된 경 과 체표 진으로 얻은 양성 반응

(壓痛點, 阿是穴)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자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용해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新鍼療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茵陳五苓散에 한 연구로는 

茵陳五苓散 혹은 加減方을 실험  간질환 모델에 경

구 투여한 결과보고
7-10)

, 임상증례보고
11-14)

  임상시

험
15)
 등이 있었고, 간암에 한 약침치료 연구로는 간

암 병태모델이나 간암 세포주를 상으로 한 단미 약

침액 투여
16-19)

, 산삼약침
20)
과 四 散加白朮약침의 자

침 유효성 연구  임상증례보고
21)
 등이 있으나, 간암

과 련하여 茵陳五苓散약침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는 茵陳五苓散약침이 diethylnitrosamine 

(DEN)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肝兪(BL18)․期門(LR14)․膽兪(BL19)․日

月(GB24)․中脘(CV12)․天樞(ST25)․關元(CV4)에 茵陳

五苓散약침을 시술하고 체   간 량의 변화, 액

학  변화, 청 transaminase의 활성도, alkaline phos- 

phatase(ALP) 활성도, lactate dehydrogenase (LDH) 

활성도, 청 alpha fetoprotein(AFP) 농도, super- 

oxide dismutase(SOD) 활성도, 육안 찰, 간조직의 

변화, p53 면역조직화학, 간세포의 미세구조변화 등을 

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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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체  200±10g 내외의 5주령 흰쥐(Sprague Dawley)

를 샘타코((주) 오산)로부터 구입하여 동신 학교 한

의과 학 동물사육실에서 일정한 조건(온도 : 21±2℃, 

습도 : 50～60%, 12시간 주기 명/암)하에서 일반 고형

사료(샘타코, 흰쥐용)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1주

일 동안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약재의 구성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동신 학교 부속 주한방병

원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고, 그 구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1).

Herb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 

(g)

茵陳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12

澤瀉
Alisma plantago-aquatica var.  

orientale JUZEPCZUK
 8

茯苓 Poria cocos WOLF  8

猪苓 Polyporus umbellatus FRIES  6

桂枝 Cinnamomum cassia PRESL.  6

白朮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6

Total amount 46

Table 1. Prescription of Medicinal Herbs

3) 약물 추출

茵陳․澤瀉․茯苓․猪苓․桂枝․白朮로 구성된 茵

陳五苓散 4첩에 증류수 1,200mL를 가한 후 웅약탕

기(DWP-1800 T, 한국)로 3시간 동안 탕한 다음 여

과하고 상층액을 200mL로 농축하 다. 온순환수조

(COOL ACE, CA-1500)에서 1차 동결한 다음 동결건

조기(Samwon, SFDSMO06, 한국)로 동결 건조하여 

18g의 분말을 얻었다.

4) 취

흰쥐에서의 취 은 인체의 肝兪(BL18)․期門(LR14)․

膽兪(BL19)․日月(GB24)․中脘(CV12)․天樞(ST25)․關

元(CV4)에 상응하는 자리를 취하 고, 조군은 비

경 부 인 꼬리가 시작되는 양쪽 부 를 선택하 다.

2. 방법

1) 간암 유발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동물에 diethylnitrosamine 

(이하 DE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50

㎎/㎏을 0.9％ 식염수 1mL에 용해하여 1주 간격으로 

12회 복강투여 하 다.  

2) 실험군 분류와 처치 

실험동물은 각 군당 8마리로 하여 다음과 같이 5개 

군으로 구분하 다. 먼  정상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

지 않았고, 조군은 DEN을 10회 처리한 후 비경

인 꼬리시작 부 의 양쪽에 茵陳五苓散 약침액을 주

입하 다. 실험군은 BL군․BG군․CSC군 3군으로 구

분하 으며, BL군은 肝兪(BL18)․期門(LR14)에, BG군

은 膽兪(BL19)․日月(GB24)에, CSC군은 中脘(CV12)․

天樞(ST25)․關元(CV4)에 DEN을 10회 처리한 후부터 

각각 茵陳五苓散 약침액을 주사하 다. 약침액(1.5㎎)

은 0.02mL의 증류수에 녹인 다음 각 경 에 insulin 

syringe(29G×12.7㎜, 유일, 한국)로 주입하 다.

3. 찰 

1) 체  측정

조군과 실험군의 체 은 1주 간격으로 실험기간 

동안 측정하 으며, 체  측정 12시간 부터 식시

켰다.

2) 간 량 측정

흰쥐의 간 량 측정을 하여 16주 후 urethane 

(0.75㎎/㎏)을 복강 투여하여 마취시킨 후 흉강을 열

고 심장 채 한 다음 간을 출하 고,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표면 수분을 제거하고서 chemical balance 

(Saturou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간의 무게

는 실험동물 체  100g당 무게로 환산하 다.

3) 액학  검사

액은 urethane(0.75㎎/㎏)을 복강 투여하여 마취

한 다음 흉곽을 열고 심장 채 을 하 다. 채 된 

액은 EDTA bottle에 넣은 다음 곧바로 구측정기

(HEMAVRT 950FS, Japan)를 사용하여 백 구․

성구․림 구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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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 transaminase 활성 측정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활성 측정은 Reitman- 

Frankel의 방법에 따라 kit 시약(아산제약)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AST와 ALT 기질액 1.0mL를 시험

에 넣고 37℃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청 0.2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37℃에서 AST는 60분, ALT는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정색 시액 1.0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료

하고, 0.4N NaOH 용액 10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

음 실온에서 약 10분간 방치하 다가 505㎚에서 흡 도

(photometer 5010, Germany)의 변화를 측정하 다.

5) Alkaline phosphatase(ALP) 함량 측정

ALP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 방법30)에 의

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405㎚에서 측

정하 다.

6) Lactate dehydrogenase(LDH) 함량 

측정

LDH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 방법30)에 의

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340㎚에서 측

정하 다.

 

7) 청 alpha fetoprotein(AFP) 측정

심장채 하여 획득한 액(10μL)을 증류수 40μL 

에 희석하 다. 액 샘 은 AFP를 측정하기 까 

지 -80℃ 온 냉동고에 보 하 다. 그다음 AFP 

ELISA kit(Sierra Resources International, Inc, Valrico, 

FL)를 이용하여 완충액에 희석된 액 샘  10μL에

서 청내 AFP 농도를 측정하 으며, 제조사의 실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 다.

8)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도

실험동물에서 얻은 간조직을 증류수로 세척한 후, 

0.25 M sucrose를 시료의 4배량으로 첨가하여 세 한 

다음 homogenizer(Janke & Kunkel, ultra-turax T25, 

Germany)를 이용하여 균질화하 다. 이 균질액으로 

부터 핵을 제거하기 해 4℃에서 2,000xg로 5분 동

안 원심 분리하고 다시 4℃의 22,000xg에서 30분 동

안 원심 분리하여 세포질 분획과 미토콘드리아 분획

으로 분리하 다. SOD 활성도는 SOD assay kit 

(Dojindo, Japan)를 이용하여 450㎚에서 흡 도를 측

정한 후 SOD 활성도를 계산하 다.

9) 육안 찰 

심장채 이 끝난 후 실험쥐의 간을 디지털카메라

(Sony DSC-70, Japan)로 촬 하 다.

10) 학 미경 찰 

흰쥐의 간 조직을 출하고 Bouin 용액을 사용하

여 6시간 동안 고정한 다음 30, 50, 70, 80, 90, 95, 100 

Ⅰ, 100 Ⅱ와 같이 알코올 농도를 상승시켜 탈수한 다

음 xylene으로 투명화 과정을 거친 후 paraffin으로 

포매하 고, 포매된 조직을 microtome을 사용하여 5 

μm 두께로 편하 다. 편한 조직을 slide glass 

에 부착하고 xylene으로 paraffin을 제거한 다음 100, 

90, 80% ethanol과 같이 농도가 낮아지는 순으로 5분

씩 담그어 함수과정을 거치게 하 다. Hematoxylin과 

Eosin으로 이 염색을 한 다음 탈수하 다. Canada 

balsam으로 합한 후 카메라 부착 학 미경(Olym- 

pus BX51, Japan)으로 찰한 후 사진을 촬 하 다.

11) p53 면역조직화학

흰쥐의 간 조직을 출하여 Bouin 용액을 사용하

여 6시간 동안 고정한 다음, paraffin으로 포매한 후 

microtome을 사용하여 조직을 5μm 두께로 편하

다. 편한 조직을 slide glass 에 부착한 후 이를 

xylene에서 paraffin을 제거하여 100, 90, 80% ethanol

과 같이 농도가 낮아지는 순으로 5분씩 담그어 함수

과정을 거쳤다. 12시간 후 pH 7.2, 0.1 M의 phosphate 

buffer saline(PBS, 0.9% NaCl) 용액에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 15분간 PBS로 세척한 뒤 10% horse 

serum을 함유한 blocking solution을 사용하여 20분 

동안 배양하고 다시 PBS용액으로 15분간 세척하 다. 

세척한 각각의 조직 에 polyclonal anti mouse p53 

항체(Cayman Chemical Co)를 각각 처리하고 습도가 

높은 상온의 배양 시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뒤 15

분간 PBS용액으로 세척하 다. 그리고 2차 항체 

biotinylated anti-mouse IgG를 처리하여 60분간 배양

한 후 15분간 PBS용액으로 세척하 다. 이를 다시 3

차 항체 avidin-biotinylated enzyme complex(ABC) 

regent(Vector Lab, CA, USA)를 조직에 처리 30분간 

반응시키고 다시 PBS용액에서 15분간 세척하 다. 

DAB(3, 3'-diaminobenzide) 발색시약을 조직에 떨어

뜨려 2분간 발색 후 흐르는 물에 과량의 염색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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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 다. 물기를 제거한 후 여과하여 hematoxylin

에 20 간 조염색을 한 다음 통상 인 방법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여 카메라 부착 학 미경(Olympus 

BX51, Japan)으로 찰한 후 사진을 촬 하 다.

12) 자 미경 찰

자 미경 찰을 하여 학 미경 시료와 동

일한 부 의 조직을 취하여 고정액 속에서 1㎣크

기로 세 한 후 2.5% glutaraldehyde(phosphate buff- 

er, pH 7.4)로 2시간 동안 고정하 다. 고정이 끝

난 조직은 동일 완충액을 사용 10분 간격으로 3회 세

척한 뒤 1% osmium tetroxide(OsO4)로 2시간 후 고

정하고 동일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세척 후 시

료들은 상승농도 순의 에탄올로 탈수하여 propylene 

oxide로 치환한 다음 Epon-Araldite 혼합액으로 포매

하 고 60℃ 오 에서 30시간 합하 다. 포매된 조

직들을 LKB-Ⅴ형 ultramicrotome을 사용 1㎛두께로 

편을 제작하여 1% toluidine blue로 hot plate(60℃)

상에서 염색하 다. 염색된 시료를 학 미경으로 

찰하여 조직을 확인한 다음 동일한 부 에서 60㎚

두께로 박 편을 제작하여 silver grid에 부착하

고, uranyle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  염색한 다

음 JEM 100 CX-Ⅱ 투과형 자 미경(80KV)으로 

찰하 다.

1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에 의하여 각 실험군 별로 평균치와 표 오차를 계산

하 고, p-value가 0.05이하의 수 에서 정상군(#p＜ 

0.05) 는 조군(*p＜0.05)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검

정하 다.

Ⅲ. 결  과

1. 체 의 변화

DEN을 10회 투여한 다음 흰쥐의 체 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391±8.0g)이 가장 높았으며, CSC군(377± 

10.03g)․ BG군(376±8.85g)․ 조군(374±10.17g)․BL

군(370±14.25g) 순으로 나타났다. 체 은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정상군과 조군․실험군 사이의 차이가 

 커졌으며, 6주 후 정상군(454±10.44g)이 가장 높

았고, BG군(409±8.03g), 조군(409±7.60g), CSC군(406± 

13.38g), BL군(400±7.60g)순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The changes of body weight during 6 week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2. 간 량  체  100g당 간 량의 

변화 

1) 간 량

간의 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14.4±0.23g)이 가

장 낮고 BG군(18.0±0.70g)․BL군(19.0±0.73g)․ 조

군(20.5±1.25g)․CSC군(21.0±1.02g)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상군에 비하여 모두 통계 으로 유의성(#p＜0.05) 

있게 증가하 다(Fig. 2).

Fig. 2. The comparison of liver weigh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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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100g당 간 량

체  100g당 간 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3.18±0.08%)이 가장 낮고 그 다음 BG군(4.42±0.17%)

이었으며, 조군(5.0±0.31%)과 BL군(5.0±0.26%)․CSC

군(5.0±0.35%)으로 나타나 조군과 실험군 모두 정

상군에 비해 유의성(#p＜0.05) 있게 증가하 다(Fig. 3).

Fig. 3. Comparison of liver weight per 100g 

body weigh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3. 액학  변화

1) 백 구

백 구의 수는 정상군(5.5±0.83 K/μL)에 비하여 

조군(9.3±1.80 K/μL)에서 약 69% 증가하 으며 CSC

Fig. 4. The changes of WBC conten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군(7.98±0.96 K/μL)․BG군(7.91±1.12 K/μL)․BL군

(7.43±0.94 K/μL)순으로 나타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

해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p<0.05)은 없었다

(Fig. 4). 

2) 성구 수의 변화

성구의 수는 정상군(1.8±0.34 K/μL)에 비하여 

조군(2.9±0.33 K/μL)에서 약 61% 증가하 으며 CSC

군(3.42±0.60 K/μL)․BL군(3.07±0.44 K/μL)․BG군

(2.70±0.50 K/μL)순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과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

(p<0.05)은 없었다(Fig. 5). 

Fig. 5. The changes of neutrophil conten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3) 림 구 수의 변화

림 구의 수는 정상군(3.5±0.50 K/μL)에 비하여 

Fig. 6. The changes of lymphocyte conten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All values are mean ± SE.



茵陳五苓散약침이 DEN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향

45

조군(5.0±0.62 K/μL)에서 약 43% 증가하 으며 BG군

(4.9±0.62 K/μL)․BL군(4.5±0.51 K/μL)․CSC군(4.2± 

0.61 K/μL)순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과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p<0.05)

은 없었다(Fig. 6). 

4. 청 transaminase의 활성

1)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의 활성

AST의 활성은 정상군(94±7.29 U/L)에 비하여 

조군(164±13.12 U/L)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SC

군(149±15.24 U/L)․BG군(141±6.93 U/L)․BL군

(135±13.42 U/L)순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

군과 모든 실험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p<0.05) 있

게 증가하 다(Fig. 7). 

Fig. 7. The changes of AST activitie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2)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활성

ALT의 활성은 정상군(47±5.59 U/L)에 비하여 

조군(87±5.40 U/L)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SC군

(84±9.22 U/L)․BG군(80±7.92 U/L)․BL군(80±6.30 

U/L)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과 모든 실

험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
#
p<0.05) 있게 증가하

다(Fig. 8).

Fig. 8. The changes of ALT activitie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5. Alkaline p hosphatase(ALP) 활성

ALP의 활성은 정상군(1066±59.62 U/L)에 비하여 

조군(1593±81.21 U/L)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SC군(1548±65.67 U/L)․BG군(1540±85.92 U/L)․

BL군(1434±50.59 U/L)순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

여 조군과 모든 실험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p< 

0.05)있게 증가하 다(Fig. 9). 

Fig. 9. The changes of ALP activitie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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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

LDH의 활성은 정상군(668±32.89 U/L)에 비하여 

BG군(1099±76.68 U/L)과 조군(1051±66.31 U/L)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상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p<0.05)이 있었다. BL군(777±99.37 

U/L)과 CSC군(721±70.87 U/L)은 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CSC군은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p<0.05) 있게 감소하 다(Fig. 10). 

Fig. 10. The changes of LDH activitie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p<0.05. All values are mean ± SE.

7. 청 Alpha fetoprotein(AFP)

청 AFP의 농도는 정상군(2.89±0.11 ng/mL)에 

비하여 조군(4.97±0.41 ng/mL)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BL군(3.25±0.22 ng/mL)․BG군(3.07±0.17 ng/ 

mL)․CSC군(2.70±0.07 ng/mL)순으로 나타나, 정상

군에 비하여 조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p<0.05) 

있게 증가하 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p<0.05) 있게 감소하 다(Fig. 11).

8.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

SOD의 활성은 정상군(97±1.41%)에 비하여 BG군

(103±2.60%)․BL군(101±1.88%)․CSC군(101±0.01%)․

조군(97±1.6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CSC

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
#
p<0.05) 있

게 증가하 다(Fig. 12).

Fig. 11. The changes of AFP content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p<0.05. All values are mean ± SE. 

Fig. 12. The changes of SOD activities

Nor : normal rat. 
Con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BL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 

LR14. 
BG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 

GB24. 
CSC group :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 CV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9. 육안 찰

정상군 흰쥐의 간은 표면이 매끄러우며 선홍색을 

띄었다(Fig. 13ⓐ). 조군의 간에서는 다수의 암종이 

찰될 뿐만 아니라 다소 검붉은 빛을 보 다. 간은 

정상군에 비하여 비 하 으며, 표면은 매우 불규칙

하 다(Fig. 13ⓑ). BL군(Fig. 13ⓒ)과 BG군(Fig. 13

ⓓ)의 간에서는 표면이 거칠고 다수의 암종이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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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ross features of rat livers

ⓐ : normal rat. ⓑ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 : B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and LR14. ⓓ : BG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and GB24. ⓔ : CSC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and CV4.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after 16 weeks of DEN-treatment show multi-nodular hepatocellular carcinoma. 
A number of multi-nodular hepatocellular carcinoma were observed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experimental groups. 
Arrows indicate nodules of hepatocarcinoma.

Fig. 14. Histopathologic findings of rat livers

ⓐ : normal rat. ⓑ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 : B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and LR14. ⓓ : BG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and GB24. ⓔ : CSC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and CV4. CV : central vein. HC : hepatocarcinoma. Hematoxylin-Eosin stain. 
ⓐ and ⓒ-ⓔ : Original magnification × 200. ⓑ : Original magnification × 100.

Fig. 15.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p53 in hepatocytes from rat livers

ⓐ : normal rat; arrows indicate sinusoidal capillary(SC). ⓑ : contro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root of tail 
of rat; showing hepatocarcinoma cells(HC) which surrounded by p53 immuno-positive line(arrows). ⓒ : B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and LR14; showing hepatocarcinoma cells(HC) which partially surrounded by p53 
immuno-positive line(arrows). ⓓ : BG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and GB24; a number p53 
immuno-postive cells(arrows) are observed. ⓔ : CSC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and CV4. CV, 
central vein. HC : hepatocarcinoma. p53-immuno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었으나, 간의 표면에서 찰되는 암종의 크기는 조

군에 비하여 작았다. CSC군(Fig. 13ⓔ)에서도 다수의 

암종이 찰되었으나, 암종의 크기와 수는 조군․

BL군․BG군에 비하여 작았으며 간의 표면은 매끄러

웠다.

10. 학 미경 찰

정상군에서 심정맥은 부분 타원형으로 찰되

었다. 간세포는 둥근 핵을 갖고 있었으며 세포질은 거

의 일정하게 eosin에 한 염색성을 보 다. 동굴모세

에는 액이 충만되어 있었으며, 별큰포식세포들

이 다수 찰되었다(Fig. 14ⓐ). 

조군에서 심정맥의 형태는 매우 불규칙하고 

정상군에서는 심정맥을 심으로 방사형으로 찰

되었던 동굴모세 의 구조는 거의 찰되지 않았

다. 간 조직에서는 다수의 암종들이 eosin에 한 염

색성이 낮게 찰되었다(Fig. 14ⓑ). 

BL군의 간세포는 정상군에 비하여 다수의 간세포 

세포질의 염색성이 미약하게 찰되었으며, 동굴모세

에서 다수의 별큰포식세포들이 찰되었다. 암종

은 조군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았다(Fig. 14ⓒ).  

BG군 한 BL군과 비슷한 소견이었다(Fig. 14ⓓ). 

CSC군에서는 세포질의 염색성이 낮은 세포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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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찰되었으나 조군과 같은 뚜렷한 암종 형태의 

소견은 없었다(Fig. 14ⓔ).

11. p53 면역조직화학

p53 면역조직화학을 시행한 결과 정상군의 간 조

직에서는 심정맥과 동굴모세  내에서 미약하게 

p53 면역반응이 나타났다(Fig. 15ⓐ). 

조군 간 조직에서는 간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

에서 p53 면역반응 활성이 높게 찰되었으며, 부

분 간암세포의 세포질에서도 높은 p53 면역반응을 보

다. 한편 간암세포의 주변에서 찰되는 정상 간 조

직에서도 정상군에 비하여 높은 면역반응을 나타났다

(Fig. 15ⓑ).

BL군에서는 간암세포와 한 심정맥의 별큰포식

세포와 연장선상에서 찰되는 동굴모세 에서 p53 

면역화학 반응이 높게 찰되었으나 불연속 으로 나

타났다. 간암세포의 세포질은 부분 p53 면역반응이 

낮았다. 정상조직의 세포질과 동굴모세 에서는 

p53에 하여 높은 면역반응을 보 다(Fig. 15ⓒ). 

BG군에서는 심정맥 가장자리의 별큰포식세포와 

다수의 간세포가 특이 으로 높은 p53 면역반응을 보

다. 동굴모세 은 정상군에 비하여 높은 p53 면

역반응을 보 으며, 부분 간세포의 핵 주변 세포질

은 p53 면역반응이 낮았다(Fig. 15ⓓ). 

CSC군에서는 간암의 심부에서 찰되는 세포들

에서 p53 면역반응이 높게 찰되었으나 가장자리에

서는 암세포의 세포질 부분의 면역반응이 낮았으며, 

조군에서 찰되었던 테두리 형태의 면역반응 부분

도 없었다(Fig. 15ⓔ).

12. 자 미경 찰

조군의 간세포는 핵의 핵막이 불규칙하고 핵질

은 매우 응축되어 있었다. 핵 주변에서 찰되는 다수

의 사립체들은 부분 타원형이었으며 크리스테의 형

태는 뚜렷하지 않았고 자 도는 비교  높게 나타

났다. 핵 주변에서 찰되는 과립세포질세망은 층

구조를 이루지 않았으며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세포질에서는 반 으로 무과립세포질세망이 발달해 

있었으며, 자 도가 낮은 액포들이 소수 찰되었

다(Fig. 16ⓐ, ⓑ).

BL군에서 핵의 핵막은 비교  둥 고 핵질은 고르

게 찰되었으며 커다란 핵소체를 갖고 있었다. 간세

포에서는 반 으로 조군에 비하여 무과립세포질

세망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Fig. 17ⓐ). 핵주변 세포

질에서는 과립형질내세망이 비교  발달해 있었으며 

내강은 다소 팽창되어 있었다. 다수의 사립체들이 세

포질 반에 걸쳐 찰되었다(Fig. 17ⓑ). 

BG군에서 핵의 핵막은 매우 불규칙하고 핵질은 매

우 응축되어 있었다. 세포질에서는 반 으로 무과

립세포질세망이 매우 발달해 있었으며, 자 도가 

낮은 커다란 액포가 찰되었다. 세포막은 비교  두

꺼워져 있었다(Fig. 18ⓐ, ⓑ).

CSC군에서 핵의 핵막은 둥 게 찰되었으나, 핵

은 응축되어 자 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세포질에

서는 다수의 액포들이 찰되었으며, 다수의 사립체

들이 집되어 찰되었다(Fig. 19ⓐ, ⓑ).

Fig. 16. Electron micrograph of hepatocytes from 

the control rats

Electron micrographs of hepatocytes from 6 weeks rat 
show scattered rough endoplasmic reticulum(rER) and a 
number of mitochondria(M). The smooth endoplasmic 
reticulum(sER) are well developed in the peripheral 
cytoplasm of the nucleus. The shape of nuclei(N) are 
irregular and condensed. V : vacuole. Bar indicate 500㎚.

Fig. 17. Electron micrograph of hepatocytes from 

the BL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8 and LR14
The cisternae of smooth endoplasmic reticulum(sER) are 
well developed(ⓐ). A number of mitochondria(M) and 
small vesicles are observed(ⓑ). N : Lnucelus. 
rER : rough endoplasmic reticulum. Bar indicate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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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lectron micrograph of hepatocytes from 

the BG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BL19 and GB24
The smooth endoplasmic reticulum(sER) are well 
developed in the peripheral cytoplasm of the nucleus. The 
shape of nuclei(N) are irregular and condensed. V : 
vacuole. Bar indicate 500㎚.

Fig. 19. Electron micrograph of hepatocytes from 

the CSC group, injected pharmacopuncture into the 

CV12, ST25 and CV4
A number of mitochondria(M) and small vesicles are 
observed(ⓐ). A lot of secretory vesicles and 
mitochondria(M) are observed(ⓑ). N : nucelus. 
rER : rough endoplasmic reticulum. Bar indicate 500㎚.

Ⅳ. 고  찰

간암은 국내에서 2007년 재 암․갑상샘암․

장암․폐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생률이 높고
22)
, 2009 

년 재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

며, 2009년 재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33.9명, 여자

는 11.3명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23)
. 우리나라 원발

성 간암  간세포암종이 약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뒤를 담 세포암종, 샘암종의 순이다
24)
.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험인자가 비교  잘 알려

져 있는데, 간경화증,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아

라톡신 B의 섭취,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흡연 

등이 있다
25,26)

.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우상복부 통증, 

복부 종괴, 출 성 복수, 폐쇄성 황달 등이 있는데, 최

근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1,078명의 간암 환자를 상

으로 내원 시 주소증을 조사한 결과 상복부 불쾌감 

는 동통이 38.3%, 무증상 24.8%, 신 쇠약감 

10.0%, 복수 6.9%, 장  출  1.7%, 체  감소, 황

달이 각각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7)
.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후가 불량한 편인데 종양 

생물학 특성상 성장과 침윤이 빠르고, 부분의 간암

(간세포암종)이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증을 동반하여 

치료에 장애가 되며, 개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

에서 발견되어 근치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 

양방에서 행해지는 간세포암종에 한 치료는 간 제

술, 간이식, 경피  에탄올 주입술, 고주  열치료술 

등의 근치  치료법  경동맥화학색 술, 신화학

요법, 방사선치료 등과 같은 진행된 간세포암종에 

한 치료법이 있지만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고, 장

기 생존  완치를 기 할 수 있는 간 제술의 경우

에도 5년 내 재발률이 55～80%에 이르는 실정이므로 

비수술 인 치료가 차 두되고 있다
28,29)

.

간암은 한의학 으로 肝積, 癥積, 痞氣, 癖黃, 肝脹, 

肝著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1)
 ≪黃帝內經․靈

樞․脹論≫에서 “肝脹 , 脅下滿而痛引 腹”이라 하

고, ≪難經․五十六難≫에서 “肝之積, 名曰肥氣, 在

左脇下, 如覆杯, 有頭足, 久不愈, 令人咳 瘧”라 하

고, ≪聖濟總 ≫에서는 “積氣在腹中, 久不差, 固推

之不移 , 癥也, … 飮食不消, 按之其狀如杯盤 結, 久

不已, 令人身瘦而腹大, 至死不消”라 하여 그 증상에 

해 언 하고 있다. 

병인에 해서는 寒氣, 濕邪, 濕熱 등의 外因과 六鬱, 

七情所傷, 飮食不節, 正氣不足 등의 內因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임상에서는 주로 肝鬱脾虛, 

氣滯血 , 濕熱蘊結 肝腎陰虛형을 볼 수 있다
3,4)
. 치료

는 扶正祛邪를 큰 틀로 삼되 祛邪는 淸熱解毒, 活血化

, 行氣散結을 주로, 扶正은 補益氣血, 健脾益腎, 滋

陰溫陽을 주로 하여
10)
, 침구치료, 한약복용, 한약 혹

은 단미제 첩부치료, 약침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
1,4,30)

.

실험 연구에서 흰쥐 간암 병태모델은 종양유발물

질을 투여하는 방법, 간암 세포주를 이식하는 방법, 

유 자가 조작된 흰쥐를 이용하는 방법, B형 혹은 C

형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31)
, 재까

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DEN, phenobarbital, 

aflatoxin-B1 등의 종양유발물질을 투여하는 방법이

다. 이  DEN을 이용한 실험  간암 모델은 간암의 

구병변으로 간주되는 비정형성 증식, 샘종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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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간암세포와의 형태학  유사성으로 인해 다

용되고 있다
32)
.

茵陳五苓散은 ≪金匱要略≫
5)
에서 “黃疸病, 茵陳五

苓散主之”라 하여 처음 언 된 이래 재 임상에서 

濕熱이나 熱在裏로 인해 발생되는 황달, 간염, 간경

화증, 신장염, 부종, 복수, 소변불리 등에 사용되는 처

방
6)
이다. 淸熱利濕, 黃하며 으로 이담작용, 

담즙분비작용이 있는 茵蔯을 君藥으로 하여 利水滲濕, 

行水, 泄熱하여 이뇨, 압강하, 해질 배설 효능이 

있는 澤瀉․猪苓․茯苓과 補裨益氣, 固表止汗, 燥濕利

水하여 장기  이뇨작용, 진정작용이 있는 白朮  溫

中補陽, 散寒止痛의 효능으로 확장, 소화흡수기능

을 항진시키는 桂枝로 구성되어 있다
33)
.

간 질환과 련된 茵陳五苓散의 실험 연구로는 간

염  간경화 모델에 한 茵陳五苓散  茵陳五苓散

加三七根
7)
의 유효성 보고, 간손상 모델에 한 茵陳

四苓散合補中益氣湯
8)
, 茵陳五苓散加牡蠣鼈甲의 유효

성 보고, 胃苓湯과 茵陳五苓散의 효과비교
9,10)

, 茵陳五

苓散에 혼용되는 茵陳과 靑蒿 효과비교   galactos- 

amine 간질환 모델보다 CCl4 간질환 모델에 加味茵

陳五苓散이 유효함을 보고한 연구 등이 있다. 임상 연

구에 있어서 유 등
11)
은 濕熱黃疸 환자에, 김 등

12)
은 

통, 피로, 간효소 수치 상승 등을 보이는 환자에, 양 

등
13)
은 약제성 간즙 울체성 간염 환자에, 허 등

14)
은 

肝鬱氣滯濕阻형 복수동반 알코올성 간경화증 환자에 

각각 茵陳五苓散 혹은 加味方을 투여하여 임상 증상이 

호 되었음으로 보고하 고, 홍 등
15)
은 알코올성 간염 

환자를 상으로 간기능  임상증상 개선 효과 평가

를 한 茵陳五苓散 엑스제 임상시험상 조군에 비

해 별다른 유의성이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간암에 한 약침치료 연구로 원
16)
은 홍삼약침액, 

이 등
17)
은 홍화자약침액, 류 등

18)
은 녹용약침액이 각

각 간암 세포주의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보고

하 고, 손 등
19)
은 간수에 와송약침 치료를 하여 면역

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가 있음을, 임 등
20)
은 

간수 에 산삼약침을 자입하여 암의 성장이나 이력 

억제를 은 태충․족삼리․천추․ 원에 四 散加

白朮 약침 투여가 간암의 발생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방 등
21)
은 췌장 이를 동

반한 원발성 간암 환자 1명에 해 한약복용, 한약 보

유 장  팔강약침 치료를 통해 자각 인 증상 호

을 발표하 다.

본 실험에 응용된 경   肝兪(BL18)는 補營血, 消

凝疼, 除肝膽濕熱, 能寧神明目하고, 期門(LR14)은 祛血

室邪熱, 調半表半裏, 化痰消 , 平肝理氣의 효능이 있

고, 膽兪(BL19)는 淸泄肝膽邪熱, 和胃寬膈, 明目하며, 

日月(GB24)은 疏膽氣, 化濕熱, 和中焦의 효과가 있다. 

中脘(CV12)은 和胃氣, 化濕滯, 理中焦, 調升降의 효능

이 있고, 天樞(ST25)는 疏調大腸, 調中和胃, 理氣健脾, 

扶土化濕, 和營調經, 理氣消滯하며, 關元(CV4)은 培腎

固本, 補益元氣, 回陽固脫, 溫調血, 室精宮, 祛除寒濕陰

冷, 分淸別濁, 調元散邪 등의 효과가 있다
34)
.

이에 자는 茵陳五苓散 약침이 DEN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간의 兪

募穴인 肝兪(BL18)․期門(LR14)․담의 兪募穴인 膽兪

(BL19)․日月(GB24), 간과 간문맥으로 연계된 , 장, 

소장의 募穴인 中脘(CV12)․天樞(ST25)․關元(CV4)에 

茵陳五苓散약침을 시술하고 체   간 량의 변화, 

액학  변화, 청 transaminase의 활성도,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도,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도, 청 alpha fetoprotein(AFP) 농도,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도, 육안 찰, 학 미경 찰, 

p53 면역조직화학, 자 미경 찰 등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심 등
32)
과 김 등

34)
은 흰쥐를 상으로 DEN을 12주

에 걸쳐 투여한 후 3주 간격으로 18주 동안 간의 형

태  변화를 찰하 는데, 육안으로 투여 3주 후에는 

경도의 울 이, 6주 후에는 부분 으로 거친 간 표면

이, 9주 후에는 1～3㎜ 크기 결 이, 15주 후에는 미

만성으로 다양한 크기의 결   부분 으로는 큰 종

괴 내 괴사, 출  소견이, 18주 후에는 폐에 결 형의 

이성 병소를 찰하 으며, 조직학 으로는 3주 후 

일부 문맥 부 에 간세포 괴사 후 공포성 혹은 호산

성으로 보이는 세포변이소가 세포질에 출 하 고, 6

주 후에는 부분 인 증식성 결 이, 9주 후에는 다양

한 크기의 증식성 결 이, 12주 이후에는 세포 이형

성, 주변 실질을 압박하는 샘종이 찰되었고, 15주 

이후 불규칙한 층  형성, 핵의 이형성이 심한 간암이 

발견되었고, 18주 이후에는 출 을 동반한 이성 병

변이 폐 실질에서 찰되었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는 간암 출  의 암성 결 이 형성된 9주 이후 

10주째부터 茵陳五苓散약침치료를 6주간 시행하여 그 

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암환자는 한 식욕부진, 탈수로 인

한 만성 인 체 감소가 래되는데
35)
, 간암 환자의 

경우도 반 이상에서 양불량  흡수장애로 인한 

만성 인 체 감소가 발생한다
36,37)

. 실험  간암 모델

은 체 체 은 감소하되 간 량  체 에 비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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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량은 종양세포의 증식으로 인하여 체 과 반비

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8,39)

. 체  측정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군과 정상군의 체  격차는 

차 커졌으나, 조군과 실험군 세 군은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간 량의 경우 조군에 비해 BG

군․BL군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성은 보이

지 않았다. 체  100g당 간 량의 경우 BG군이 조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백 구는 과립구․림 구․단핵구를 포 하는데 악

성 종양이 있으면 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구는 과립구  하나로 생체 방어에 일익을 담당

하며 세균감염, 독, 성 출 , 종양 등이 있으면 증

가를 보인다. 림 구는 면역반응에 여하는 백 구로 

개 종양이 있으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 

본 실험에서는 백 구․ 성구․림 구 수가 반

으로 증가하 는데 조군이 가장 높게 증가하 고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간 기능이 손상되면 AST, ALT, ALP가 상승한다. 

AST, ALT는 간세포의 변성이나 괴사를 반 하는 효

소로 다른 효소에 비해 민하게 반응한다. AST의 

경우 간, 심장, 골격근에 많이 존재하는 반면 ALT는 

간세포에 한 특이성이 높다. ALP는 담즙 유출 장

애를 반 하는 지표로 폐쇄성 병변이 있을 때 증가하

며 간염, 간경화증, 폐쇄성 황달, 기타 간담도계 질환 

등이 있을 때 상승한다
41)
. 본 실험에서 AST, ALT, 

ALP 활성을 검사한 결과 BL군이 가장 낮은 활성도

를 보 고 실험군 체에서 조군에 비교하여 낮은 

활성도를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LDH는 L-lactate가 pyruviate로 환될 때 매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악성종양, 액질환, 심질환, 간질

환 등에서 에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간질환  

독성 간염에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기도 하며, 종양

의 경우 정상 조직에 비해 당분해 활성도가 높으므로 

LDH 활성도 역시 증가한다
42)
. 본 실험에서는 CSC군

과 BL군이 정상군과 가까운 낮은 활성도를 보 고, 

특히 CSC군의 활성도는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AFP는 태아난황낭과 태아의 간에서 풍부하게 표

되는 단백으로 정상의 성인 조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964년 Tatarinov가 간세포암 환자의 청에

서 AFP를 발견한 이래, 여러 연구들에서 증가된 

청 AFP는 간세포암종의 크기, 미분화 정도, 조기재발 

그리고 후와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42,43)

. 본 실

험에서도 조군의 경우 정상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

가를 보 으나 실험군 체에서는 조군에 비해 통

계 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활성산소는 산소 사과정이나 환경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자체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유 자 

돌연변이를 발생하거나 종양억제유 자를 불활성화시

켜 암 유발인자로 작용한다
44)
.  특정 농도에서는 간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세포사멸 련 유 자 발 에

도 향을 미친다
45)
. SOD는 인체 내 항산화 효소  

하나로서 활성산소를 과산화수소로 환함으로써 세

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6)
. 본 실험에서는 실험군 

체에서 조군에 비해 SOD의 활성도가 높게 측정

되었고, 특히 CSC군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도 유의

성 있게 측정되었다.

육안 찰 결과 정상군은 매끄러운 표면과 선홍색

을 띠는 간을 찰할 수 있었고, 조군의 간에서는 

불규칙한 표면, 검붉은 빛, 간비 , 다수의 암종을 

찰할 수 있었다. 실험군 체에서 조군과 비슷한 양

상을 보 으나 암종의 크기와 수는 다소 작았고, 특히 

CSC군의 경우는 BL군․BG군에 비해 매끄러운 표면

을 찰할 수 있었다.

학 미경 찰 결과 정상군에서는 타원형의 

심정맥, 방사형의 동굴모세 , 다수의 별큰포식세

포, 일정한 eosin 염색성을 보 다. 반면 조군은 매

우 불규칙한 심정맥, 다수 간암 세포종으로 인한 불

규칙한 eosin 염색성을 보 다. BL군․BG군은 미약

한 eosin 염색성이 다수 보 고, 간암세포종 역시 다

수 찰되었으나 조군에 비해 작은 크기를 보 으

며, 다수의 별큰포식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CSC군

의 경우는 eosin 염색성이 낮은 세포 집단은 보 으

나 뚜렷한 암종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p53 유 자는 세포 주기에 작용하는 종양억제유

자의 하나로, 세포의 주기조   세포고사 기 에 

여하고 다양한 유 자들의 사 조  등의 역할을 수

행한다
47,48)

. p53 유 자의 변이가 발생하면 세포 고사

가 일어나지 않으며
49)
, 정상형 p53 유 자에 비해 반

감기가 히 증가하여 면역 조직화학 방법으로 검

출이 가능하다
50)
. 정상군의 경우 미약한 p53 면역반응

이 나타났으나 조군은 간암세포 세포질  간암세

포와 정상세포 사이에서 p53 면역반응이 높게 찰되

었다. BL군은 간암세포 세포질에는 p53 면역반응이 

낮았으나 정상조직에서는 높은 면역반응을 보 다. 

BG군은 다수 간세포가 높은 p53 면역반응을 보 으

나 부분은 간세포는 면역반응이 낮게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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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군은 간암 심부의 p53 면역반응은 높았으나 가

장자리는 면역반응이 낮게 찰되었다.

자 미경 찰 결과 조군의 간세포에서는 불

규칙한 핵막, 응축된 핵질, 타원형의 사립체, 비층 구

조의 과립세포질세망 등이 찰되었다. BL군의 간세

포는 비교  둥근 핵막  고른 핵질, 발달된 무과립

세포질세망  과립형질내세망이 찰되었다. BG군

은 불규칙한 핵막, 응축된 핵질, 매우 발달된 무과립

세포질세망이 찰되었다. CSC군은 둥근 핵막, 응축

된 핵질, 다수의 액포  사립체가 찰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  LDH, AFP, SOD 활성을 

찰한 결과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 간암의 발생  

진행과정에 한 억제반응이 일어남을 유추할 수 있

으며, 특히 CSC군이 BL군․BG군에 비해 좀 더 뚜렷

한 억제효과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육안 찰  

학 미경 찰 결과 역시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

해 간암의 발생  진행 정도가 늦춰져 결 이나 간

암 세포종의 수가 게 찰되었고, 특히 CSC군은 간

조직 찰상 뚜렷한 암종 소견을 보이지 않아 간암의 

진행이 다른 군에 비해 더디게 일어났음을 찰할 수 

있었다. p53 면역조직화학 검사상 BL군은 조군과 

유사했으나 BG군․CSC군에서는 간세포에서의 면역

반응이 조군에 비해 낮게 찰되어 간암의 진행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자 미경 찰 결과 BG군은 

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L군․CSC군

은 조군에 비해 조직의 손상이 더디게 이루어져 茵

陳五苓散약침이 암화 과정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백

구․ 성구․림 구의 수는 통계  유의성은 없으

나 조군에 비해 실험군 체가 감소하 는데 이는 

茵蔯五苓散약침 시술이 DEN에 의한 간암 발생을 지

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한 기

에 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청 AST, ALT, ALP 활성에 있어서 통계  유의성은 

없었으나 실험군 체가 조군에 비해 낮은 활성도

를 보여 간세포의 손상이 조군에 비해 게 이루어

짐을 추정할 수 있었다. 체  측정에서는 별다른 차이

가 없었으나, 간 량의 경우 BG․BL군, 체  100 g

당 간 량의 경우 BG군이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조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음은 간손상  간암 진

행에 한 억제반응이 이루어지는 단계 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검사의  항목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보이

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통계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 인 결과 역시 조군에 비해 실

험군이 정상군에 좀 더 가까운 수치를 보여 茵陳五苓

散약침이 간암모델에 있어서 간손상, 간암의 발생  

진행에 해 어느 정도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  CSC군, 즉 中脘(CV12)․天樞(ST25)․

關元(CV4)의 조합에서 다른 실험군에 비해 LDH, 

AFP, SOD의 활성도, 육안 찰, 학 미경 찰, 

p53 면역조직화학, 자 미경 찰상 간암의 발생 

 진행과정이 좀 더 억제되어 유의한 효과를 보 으

나, 본 결과가 茵蔯五苓散약침의 효과인지 경 의 특

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茵陳五苓散약침이 DEN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肝兪(BL18)․期門(LR14)․

膽兪(BL19)․日月(GB24)․中脘(CV12)․天樞(ST25)․關

元(CV4)에 茵陳五苓散약침을 시술하고 체   간 

량의 변화, 액학  변화, 청 transaminase의 활성

도,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도,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도, 청 alpha fetoprotein 

(AFP) 농도,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도, 육

안 찰, 학 미경 찰, p53 면역조직화학, 자

미경 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체  측정 결과 조군․실험군이 정상군에 비

해 체 하 소견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

은 없었다.

 2. 간 량 측정 결과 BG군․BL군이 조군에 비

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체  100g당 간 량의 경우 BG군이 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3. 액학  변화를 찰한 결과 백 구․ 성구․

림 구 수는 모든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

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4. AST, ALT, ALP 활성도는 실험군 체에서 

조군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고 BL군이 가

장 낮은 활성도를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

었다.

 5. LDH의 활성은 CSC군과 BL군이 조군에 비

해 낮은 활성도를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고, CSC군은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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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6. AFP의 활성은 실험군 체에서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 CSC군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7. SOD의 활성도는 실험군 체에서 조군에 비

해 높은 측정치를 기록하 고, CSC군은 정상

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높았다.

 8. 육안 찰 결과 실험군 체는 불규칙한 간표

면, 검붉은 빛, 간비 , 다수의 암종이 보 으

나 조군에 비해 암종의 크기와 수는 다소 작

았고, 특히 CSC군의 경우는 BL군․BG군에 비

해 매끄러운 표면을 찰할 수 있었다.

 9. 학 미경 찰 결과 BL군․BG군은 다수의 

미약한 eosin 염색성, 조군에 비해 작은 크기

의 간암세포종  다수의 별큰포식세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CSC군의 경우는 eosin 염

색성이 낮은 세포집단이 보 으나 뚜렷한 암종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10. p53 면역조직화학상 조군은 p53 면역반응이 

높게 찰된 반면, BL군․BG군에서는 간암세

포에서 낮은 면역반응을 보 고, CSC군은 간

암세포의 가장자리에서 면역반응이 낮게 찰

되었다.

11. 자 미경 찰 결과 조군은 불규칙한 핵막, 

응축된 핵질, 타원형의 사립체, 비층 구조의 

과립세포질세망 등이 보 으나, BL군은 비교  

둥근 핵막  고른 핵질, 매우 발달된 무과립세

포질세망  과립형질내세망이 찰되었고, BG

군은 불규칙한 핵막, 응축된 핵질, 매우 발달된 

무과립세포질세망이 찰되었다. CSC군은 둥

근 핵막, 응축된 핵질, 다수의 사립체가 찰되

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茵蔯五苓散약침이 DEN으

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해 일부 항목에서 간암의 

진행 정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찰할 수 있으

며, 中脘(CV12)․天樞(ST25)․關元(CV4)에 자침한 CSC

군이 LDH, AFP, SOD 활성도, 육안 찰  학

미경 찰상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동

일 경 에 한 자침과 약침치료의 비교연구  

interferon이나 interleukin 등과 같은 간암 항암제로 

이용되는 물질과의 비교연구 등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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