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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G2 세포주를 이식한 BALB/c Nude Mice에서

흑삼의 고형암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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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meliorating effect of black ginseng on the growth of the HepG2 cell 
transplanted tumor in BALB/c nude mice. 27 male BALB/c nude mice (all six weeks old)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control group, the first treatment group (HepG2300RG, using  300 mg/kg red ginseng), and the second treatment 
group (HepG2300BG, using 300 mg/kg black ginseng). The HepG2300BG in the HePG2 cells showed increased mean 
survival time than that of red ginseng group. The size and volume of the tumor in the 300BG group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compared to those of the HepG2300RG group (p<0.05). The body weight and  liver weight of the HepG2300RG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ontrol and HepG2300BG group. The serum levels of ALT and AST in the 
HepG2300RG and HepG2300BG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lack ginseng may have possible anti-tum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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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현재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망원

인의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향후 환경문제, 수명연장, 식
문화의 서구화 등으로 암환자의 발생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간암은 우리나라 주요 암 발생율의 

7.3%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KCCR 2014). 
암은 정상조직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다른 조직으로 침윤되거나 전이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는 악성종양으로 바이러스, 진균 독소, 방사선, 
호르몬, 화약약품, 오염물질, 자외선 및 산업폐기물 등의 여

러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Yue 등 2007). 암은 

DNA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 유전자

들에는 c-myc, H-ras 등이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암 발생의 

기전과 전이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다(Ponder BAJ 2001). 암은 발생 부위 형질에 따라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구분되며, 고형암은 혈액암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고형암이란 골수에서 생기는 혈액암을 제외한 우리 

몸의 장기에서 발생한 모든 덩어리로 이루어진 암을 의미한

다. 정상 조직과 달리, 이런 고형암 조직의 혈관은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 사이의 간격이 넓고 누출(leaky)이 있다. 이 

혈관은 또한 뒤틀리고 낭상(saccular)을 이루며, 불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혈관의 기능적 이상을 가져온다. 또 증식한 암 

세포는 혈관에 고형 압(solid pressure)을 가해 혈류(bloo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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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하게 한다(Jain RK 2005).
암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처치, 방사선 요법, 화학

용법 및 면역요법 등이 있으나(Park SC 2010), 치료 후의 부작

용과 재발 및 합병증 등의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암세포에 대해서는 특이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소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다(Singhal 등 2012).  
이러한 천연물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대

표적인 것이 인삼이다.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식

물분류학상 두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삼의 근경으로 한방에서는 강장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등 2003b). 인삼의 성분과 화학적 및 약리

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ginseno-
side, phenolic compounds, polyacethylene, polysaccharide 등과 

같은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Namba 
등 1974; Ding 등 2011). 특히, 인삼의 사포닌인 ginsenosides 
성분은 면역기능(Kenarova 등 1990; Kim 등 2002), 항암 작용

(Mochizuki 등 1995; Wakabayashi 등 1998), 항산화 활성(Kim 
등 2004) 및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증상 개선 혹은 치료 등에 

유용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 등 2004). 
최근 들어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홍삼

에 이어 흑삼이 개발되었는데, 흑삼은 인삼을 건조시킨 후 9
회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고분자 물질인 

사포닌 성분이 저분자 물질인 ginsenoside Rg2, Rg3, Rh1, Rh2

로 전환된다(Jeong YH 2010). 특히 Rg3의 증가로 흑삼은 인삼

이나 홍삼에 비해 기능성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un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흑삼의 간암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인간의 간암세포주(HepG2)를 BALB/c nude mice에 이식하여 

고형암 모델을 만들고, 흑삼을 투여하여 고형암에 미친 영향

을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흑삼과 홍삼 농축 시료(70 brix)는 주식회사 비엘(Gumsan, 
Korea)로부터 제공 받아 동결건조(Freeze Dryer FDU-2100, Sunil 
Eyela Co., Gyeonggi, Korea) 시킨 후 분말화하여 냉장보관하

면서 Dulbeco’s Modifide Eagle Medium(DMEM)에 녹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2. 진세노사이드 Rg3 함량 분석

흑삼과 홍삼 시료의 진세노이드 함량은 HPLC(Waters Co., 
Milford,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용 컬럼은 XterraMS 

C18(3.5 μm, 150 mm × 2.1 mm, Waters, Dublin, Ireland), 유속

은 0.25 mL/min으로 하였다. 이동상 용매로는 18% 아세토니

트릴과 0.1% 초산, 80% 아세토니트릴과 0.1% 초산을 사용하

였다.  

3. 세포 배양

인간 간암세포(HepG2 cells)는 한국세포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epG2 cells을 

DMEM((Sigma, Louis, MO, USA)에 L-glutamic acid(Sigma, 
Louis, MO, USA)를 포함하는 10% FSB(Sigma, Louis, MO, 
USA), 100 U/mL penicillin((Sigma, Louis, MO, USA))과 100 
U/mL streptomycin((Sigma, Louis, MO, USA)을 넣고 5% CO2 
incubator(MCO-20AIC, 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4. 암세포주

이식할 인간 간암세포(HepG2 cells)는 100 U/mL penicillin, 
100 U/mL streptomycin, 10% heating된 fetal calf serum이 들어

있는 DMEM(Gibco BRL, NY, USA)을 260 mL tissue flask에 

담아 95% CO2, 37℃ incubator(MCO-20AIC, Sanyo, Osaka, Japan)
에서 배양하였다. Cell이 유착되면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Gibco BRL, NY, USA)로 2회 washing하고, HBSS에 

녹인 0.2% trypsin(Sigma, Louis, MO, USA)로 washing하여 사

용하였다. 

5.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된 BALB/c계 nude mice를 27마리 구입

(SLC Inc., Shizuoka, Japan)하여 온도 23±2℃, 상대습도 55±10%, 
환기 횟수 10~15회/h, 인공조명(12시간 점증, 12시간 소등), 
조도 150~300 lux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사료(Agribrands Purina 
Korea Inc., Pyeongtaek, Korea)를 급여하였고, 물은 정제수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6주 동안 홍삼과 흑삼 시료를 

실험기간 동안 각각 300 mg/kg을 saline에 녹여 sonde를 사용

하여 경구 투여하였다.

6. 종양이식모델

Human liver cancer cell(HepG2 cells)은 1×107 cells/nude mouse/ 
500 uL를 26 gauge needle을 사용하여 피하로 주사하였다. 
종양주를 획득한 후 계대군에 계대하였다. 3회에 걸친 반복

계대로 원래의 고형암의 성질을 회복한 종양괴를 얻은 후 

이 종양괴를 9마리의 계대군에 이식하였다. 종양의 중심괴사

(central necrosis)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혈액공급으로 급속

히 자라는 단계의 종양을 함유한 nude mouse를 희생시켜 급

속한 분열이 일어난 외곽 부위를 일정한 크기(3×3×3 cm)로 

잘라 종양절편을 만들었다. 투관침(trocar)의 끝에 종양편(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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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s Injection dose (mg/kg) N
HePG21) 0 9
HePG2RG3002) 300 9
HePG2BG3003) 300 9

1) Control: HePG2 cell alone
2) RG300: HePG2 cell + red ginseng (300 mg/kg)
3) BG300: HePG2 cell + black ginseng (300 mg/kg)

fragment)을 올리고, nude mouse의 좌측후지 전측방을 약 4 
mm 가량 절제하여 이곳을 통하여 준비한 투관침을 삽입, 좌
측전지의 후방의 체간 측면부에 끝이 이르도록 하였다. 투관

침을 가볍고 빠르게 360도 회전시키면서 빼서 종양편이 목표

한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해주고 절제부위를 소독하였다. 피부 

위를 만져 종양편의 위치를 확인하고, 1주일에 2회 성장을 관

찰하였다. 이식 후 개별 종양 체적이 100 mm2에 이르면 종양

크기를 측정하였고, 무작위법으로 Table 1과 같이 군을 분리

하였다(CBNUA-025-0901-1).

7. 적출 고형암의 중량 및 부피 측정

6주의 실험기간 종료 후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고형암

을 적출하여 중량을 측정하였고, digital plethysmomether(Panlab, 
Barcelona, Spain)를 사용하여 실부피를 측정하였다.

8. 평균 생존시간 및 생존 증가율 측정

시험 기간 중 시험군의 일일 증상 관찰을 통해 고형암 중

심괴사가 나타나는 개체와 고형암 크기 측정일의 결과에서 

고형암 부피를 1,000 mm2 이상이 되는 개체를 확인하였고, 
두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개체를 사망개체로 간주하고, 
생존증가율을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 ILS(Percent increase life span)=[(T－C)/C]×100

C: Mean survival days of mice in control group
T: Mean survival days of mice in treatment group

9. 체중 및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 측정

부검 시 육안 검사를 통해 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
출하여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를 계산하였다.

10. 혈청 AST와 ALT 함량 측정

부검 시 복부 대동맥에서 혈액을 채혈하여 300 rpm에서 20
분간 원심분리(Eppendorf 5804R, Hamburg, Germany)하여 혈

청을 얻은 후 －7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혈액생화학자동

분석기(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AST와 ALT 함량을 

측정하였다.

11.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

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처리 간

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

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g3와 실험동물의 평균 생존시간, 고
형암 중량 및 고형암 부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Ginsenoside Rg3 함량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분석 결과를 홍삼과 비교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증구포에 의해 흑삼은 홍삼에 비해 

저분자 물질 함량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항암 활성을 포함하

여 다양한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 Rg3(Kim SM 2010) 
함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홍삼 추출물에

는 Rg3가 0.667±0.022 mg/g인데 반해, 흑삼 추출물에는 4.162± 
0.099 mg/g이 함유되어 있어 약 6.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흑삼에서 Rg3 함량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백

삼에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인 사포닌의 aglycon에 결합되어 

있는 sugar 부분이 증숙 과정 중에 열에 의해 분해 및 탈수반

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Kim 등 2008).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도 Rg3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2. 평균 생존시간 및 생존 증가율

실험동물의 평균 생존시간과 생존 증가율은 Table 3에 제

시한 바와 같다. HePG2 군(대조군)의 평균 생존시간과 생존 

증가율(%ILS)은 각각 28.13±3.17 day, 0%, 홍삼 시료 투여군의 

평균 생존시간과 생존 증가율은 각각 29.11±1.79 day, 3.48%로 
나타났으며, 흑삼 시료 투여군인 HePG2BG300 군의 평균 생

존시간과 생존 증가율은 각각 31.78±1.91 day, 12.98%로 대조

군과 홍삼 시료 투여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생존기간과 생

Table 2. Ginsenoside Rg3 content of red and black ginseng

Ginsenosides
(mg/g) Red ginseng Black ginseng 

Rg3 0.667±0.0221) 4.162±0.099**2)

1) Mean±S.D., N=3
2) Student’s T-tes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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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urvival time in HePG2 cells-bearing mice 
treated with red or black ginseng 

Groups Mean survival time (day) % ILS
HePG21)    28.13±3.174)b5)  0.00c

HePG2RG3002)  29.11±1.79ab  3.48b

HePG2BG3003) 31.78±1.91a 12.98a

1) Control: HePG2 cell alone
2) RG300: HePG2 cell + red ginseng (300 mg/kg) 
3) BG300: HePG2 cell + black ginseng (300 mg/kg)
4) Mean±S.D.
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 ILS (Percent increase life span) = [(T－C)/C]×100 

(where C and T are mean survival days of mice in control and 
treatment group)

존 증가율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흑삼 투여에 의해 평균 

생존기간이나 생존 증가율이 연장된 기전은 밝혀내지는 못

하였지만, ginsenoside Rg3가 암 증식과 전이를 억제함으로써 

생존기간이나 생존 증가율을 연장시킨 것(Yue 등 2006; Jung 
등 2006)으로 추정된다. 

3. 고형암의 중량 및 부피

시험 종료일에 적출한 고형암 무게 및 부피 측정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흑삼 시료 투여군(HePG2BG300 군: 0.405±0.239 g)의 고형

암의 중량은 대조군(HePG2 군: 0.925±0.136 g)에 비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고, 홍삼 시료 처리군(HePG2RG300 군: 0.626±0.215 
g)에 비해서도 감소량이 더 많았다. 또한 고형암의 부피도 고형암 

중량과 마찬가지로 대조군(0.843±0.186 mm2)에 비해 HePG2RG300 
군(0.536±0.233 mm2)과 HePG2BG300 군(0.315±0.256 mm2)에
서 유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간 유방암 세포(MCF-7), 인
간 섬유육종 세포(HT-1080) 및 쥐 간암세포(Hepa 1C1C7)에 대

Table 4. Tumor weight and volume in HePG2 cells-bearing 
mice treated with red or black ginseng on the final day 

Groups Tumor weight (g) Tumor volume (mm2)
HePG21)   0.925±0.1364)a5) 0.843±0.186a

HePG2RG3002) 0.626±0.215b 0.536±0.233b

HePG2BG3003) 0.451±0.239c 0.315±0.256c

1) Control: HePG2 cell alone
2) RG300: HePG2 cell + red ginseng (300 mg/kg)
3) BG300: HePG2 cell + black ginseng (300 mg/kg)
4) Mean±S.D.
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 항암 효과 연구에서 흑삼 시료가 홍삼 시료에 비해 3~5배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다(Kim 등 2000)고 하여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4. Rg3와 실험동물의 평균 생존시간, 고형암 중량 및 고

형암 부피와의 상관관계

홍삼과 흑삼 시료의 진세노사이드 Rg3 함량(Table 2)과 실

험동물의 평균 생존시간, 고형암의 중량 및 고형암 부피와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Table 5에 제시하였다. Rg3 함량과 실험동

물의 생존기간과는 유의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Rg3 함
량이 높을수록 실험동물의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정의 상관

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Rg3 함량이 높을수록 고형암의 크기

와 부피는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대장암과 전립선암 세포에

서 Rg3가 암세포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항암 작용을 나타내

었다는 보고(Kim SM 201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5. 체중 및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

체중 및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는 Fig. 1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부검 시 육안 검사를 통해 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

과,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중의 경우 대조군(25.20± 
1.35 g), 흑삼 추출물 투여군(25.37±1.87 g)과 홍삼 추출물 투

여군(24.59±2.01 g)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의 경우도 체중과 마찬가지로 대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ginsenoside Rg3 content 
with mean survival time, tumor weight and tumor volume

Mean survival 
time (day)

Tumor weight 
(g)

Tumor volume 
(mm2)

Ginsenoside Rg3 0.520 －0.732* －0.675*
*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1. Body weight and relative live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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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5.66±0.44 g), 흑삼 추출물 투여군(5.06±0.17 g)과 홍삼 

추출물 투여군(4.96±0.26 g)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삼을 섭취시켰을 때 간세포 암화과정 억제효

과 관찰연구 결과에서 체중, 간 무게, 체중에 대한 상대적인 

간 무게의 백분율이 발암 인자를 처리했을 때와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HM 2006).

6. 혈청 AST와 ALT 함량

혈청 ALT, AST 활성은 간 손상으로 인한 간세포 파괴와 

조직의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transaminase가 혈중으로 유리

되어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손상 지표의 중요한 단

서로 사용되고 있다(Kim SH 1999). 본 연구에서도 AST, ALT
활성 측정을 통해 흑삼 추출물의 간 기능 보호 효과를 홍삼

(Kim SH 1999)과 비교하여 Fig. 2에 제시하였다. 
흑삼 추출물 투여군의 혈청 ALT 함량(81.66±8.51 IU/L)과 

AST 함량(40.06±2.94 IU/L)은 대조군의 ALT 함량(103.39±37.22 
IU/L)과 AST 함량(67.24±2.26)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낮았

다. 그러나 홍삼 추출물 투여군의 ALT 함량(88.38±7.74 IU/L)
과 AST 함량(48.72±2.50 IU/L)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보아 흑삼 추출물 투여군의 평균 혈청 ALT 함

량과 AST 함량이 홍삼 추출물 투여군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 기능 손상 회복력은 홍

삼과 흑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 간암 세포주(HepG2)를 이식한 BALB/c 
nude mice 고형암 모델에서 고형암의 크기와 부피에 미치는 

흑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3군(대조군, 홍삼 시료 투여군: 300 
mg/kg RG, 흑삼 시료 투여군: 300 mg/kg BG)으로 나누어 실

Fig. 2. The serum level of ALT and AST.

험을 수행하였다. 흑삼 시료 투여군의 생존률이 대조군은 물

론 홍삼 시료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형

암의 중량과 부피의 경우도 고형암 생존률과 마찬가지로 홍

삼 시료 투여군에 비해 흑삼 시료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체중과 체중에 대한 상대적 간 무게의 경우, 대조

군, 흑삼 시료 투여군과 홍삼 시료 투여군 간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흑삼 시료 투여군의 혈청 ALT와 AST
함량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홍삼 

시료 투여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흑삼의 경우 구증구포에 의해 홍삼보다 증가된 

ginsenoside Rg3로 인해 고형암 저해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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