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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untain cultivated ginseng (MCG) is a type of Panax ginseng C. A. Mayer, grown in the mountains by artificial
seeding. In general, it has been known that the biophysical activities of MCG is greater than that of ginseng.
However, the in vivo efficacy of MCG on cancer has not been stud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car-
cinogenic effect of MCG and ginseng using the 7,12-dimethylbenz[a]anthracene (DMBA)-12-O-tetradecanoyl-
phorbol-13-acetate (TPA) two stage mouse skin carcinogenesis model. Six weeks of female ICR mice were
divided into control, MCG, and ginseng diet groups and were subjected into two different experimental protocols.
In the first study, each experimental diet was fed with TPA promotion for 24 weeks. The result showed that
supplementation of MCG reduced tumor incidence, tumor multiplicity, and tumor size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and ginseng groups. In the second study, 3 groups of mice were supplied with each diet 4 weeks before
DMBA tumor initiation, until the end of experiment. The result showed that tumor incidence, tumor multiplicity,
and tumor size were reduced in the ginseng diet group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and MCG groups.
TPA-induced BrdU incorporation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ginseng diet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CG is chemotherapeutic, whereas ginseng has a chemopreventative effect on mouse
skin cancer.

Key words: ginseng, mountain cultivated ginseng, mouse skin cance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eunj@cu.ac.kr
†Phone: 82-53-850-3523, Fax: 82-53-850-3516

서 론

암은 현 인류의 생명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질병

으로, 2009년 국내 연령대별 사망원인 통계에서 국민 사망원

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1). 국내․외적으로 암의 예

방과 치료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인삼(ginseng)의 항암효과는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2-4), 사

포닌(ginsenoside)에 의한 암세포 분화유도(5-7), 흡연자 발

암억제 및 니코틴 해독작용(8-10), 항산화 효과(11,12), 항염

증 작용에 의한 항암효능(13,14) 등 그 동안 여러 실험적 연

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왔다.

장뇌삼(산양삼, mountain cultivated ginseng, MCG)은

산삼이나 인삼의 종자를 산중에 파종하여 인위적으로 산에

서 재배한 것으로서 외형 면에서는 장뇌삼이 인삼보다 머리

부분이 많고 몸통에 가락지 모양의 태가 둘러져 있으며 인삼

의 짧고 굵은 뿌리에 비해 장뇌삼의 뿌리는 가늘고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15). 또한 장뇌삼은 인삼에 비해 향기가 강하

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리활성도가 인삼보다 장뇌삼이

강하고, 장뇌삼보다는 산삼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뇌삼은 유통가격이 고가이고 구하기가 어려워 성분분석

및 약리활성연구가 인삼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까지 보고된 장뇌삼에 대한 연구는 장뇌삼의 화학성분(16),

장뇌삼의 기능성 성분 분석과 항산화 활성(17), 생리활성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15) 등에 불과하다. 특

히 장뇌삼의 항암효과는 사람의 급성 백혈병 세포주인

HL-60 세포에 장뇌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자가

사멸(apoptosis)이 유도되었다는 결과(18)와 HeLa 세포에

장뇌삼과 장뇌삼 엽차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암세포 증식률

이 30% 이상 억제되었다는 보고(19)를 제외하고는 접하기

어렵다.

마우스 피부암 모델은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육안으로

암 발생을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상피세포성

암화 과정 및 상피세포 증식과 분화를 추적할 수 있어 예로

부터 발암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모델이다(20-24).

지금까지 마우스 피부암 모델을 이용하여 인삼의 항암효

능을 평가한 보고(14,25)는 있으나 아직까지 장뇌삼의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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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diet)

Ingredients
Groups

Control MCG
1)

Ginseng

Corn starch
Dextrin
Casein
Sucrose
Cellulose
Soybean oil
Mineral mix2)

Vitamin mix
3)

Choline bitartrate
L-Cystine
t-BHQ
MCG powder
ginseng powder

466
155
140
100
50
40
35
10
2.5
1.8
0.008
－
－

466
155
138.7
94
49
40
35
10
2.5
1.8
0.008
10
－

466
155
138.4
94
49.4
40
35
10
2.5
1.8
0.008
－
10

1)
MCG: mountain cultivated ginseng.
2)
Composition of AIN-93M mineral mix (g/kg): calcium carbo-
nate, anhydrous 357.00;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96.00;
potassium citrate, tri-potassium, monohydrate 70.78; sodium
chloride 74.00; potassium sulfate 46.60; magnesium oxide 24.00;
ferric citrate 6.06; zinc carbonate 1.65; manganouscarbonate
0.63; cupric carbonate 0.30;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
lennate, anhydrous 0.01025; ammonium paramolybdate 4 hy-
drate 0.00795; sodium meta-silicate 9 hydrate 1.45; chromium
potassium sulfate, 12 hydrate 0.275; lithium chloride 0.0174;
boric acid 0.0815; sodium fluoride 0.0635; nickel carbonate
0.0318; ammonium vanadatev 0.0066; powdered sucrose 221.026.
3)
Composition of AIN-93 vitamin mix (g/kg): nicotinic acid 3.000;
Ca pantothenate 1.600; pyridoxine-HCI 0.700; thiamin-HCI
0.600; riboflavin 0.600; folic acid 0.200; D-biotin 0.020; vitamin
B-12 (cyanocobalamin) 2.500; vitamin E (all-rac-a-tocopheryl
acetate, 500 IU/g) 15.00; vitamin A (all-trans-retinyl palmite,
500.000 IU/g); vitamin D3 (cholecalciferol) 400.000 IU/g; vita-
min K (phylloquinone) 0.075; powdered sucrose 974.655.

Table 2. Comparison of proximate composition of MCG and
ginseng

Content (%, dry weight)

Protein Fat Fiber Ash

MCG
Ginseng

13.03±0.04
16.22±0.06

1.19±0.02
3.51±0.12

9.57±0.11
6.24±0.06

5.01±0.08
5.19±0.05

Proximate contents are determined by National Certified Test-
ing, Inspection Agency, Scientec Lab Center Co., Ltd. (Daejeon,
Korea) according to Food Standard Code. Data are mean±SD
of duplicate determination. Statistical analysis are omitted for
simplicity.

효능을 in vivo 동물실험에서 평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민간에서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장뇌삼의 생리활성을 인삼과 비교하기 위해 2단계 마

우스 피부암 모델을 이용하여 장뇌삼과 인삼의 항암 및 치료

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한국산 장뇌삼은 전북 진안 소재 산양삼

재배지에서 2007년 10월 중순경에 수확한 것을 수세하고 동

결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인삼은

충남 금산군 소재 인삼밭 농가에서 2007년도 재배한 4년근

수삼을 9월 말경에 수확하여 세척한 후 뇌두를 제거하고 동

결건조한 후 30 mesh로 분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동물사육 및 식이제조

6주령 암컷 ICR 마우스 총 72마리를 오리엔트바이오사

(성남, 경기도)에서 구입하여 고형사료로 1주일 동안 사육하

며 적응시켰다. 실험 식이와 급수는 완전 자유급식(ad libi-

tum)으로 하였으며 사육환경은 온도 22oC, 상대습도 67%,

12시간 명암주기(7:00～19:00)로 일정하게 조절하였다.

실험동물은 체중에 따라 난괴법에 의하여 대조군(n=24),

장뇌삼군(n=24), 인삼군(n=24)의 3군으로 나누었다. 실험식

이는 AIN-93M 조성을 바탕으로 장뇌삼과 인삼의 동결건조

분말을 1% 함량으로 첨가하였으며(Table 1) 장뇌삼과 인삼

의 동결건조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성분(Table 2)의 함량

을 감안하여 제조하였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시간에 측정

하였으며 체중은 일주일에 1번씩 일정한 날에 측정하였다.

2단계 피부암 발생 실험

실험동물 등의 털을 발암실험 시작 이틀 전에 면도하였다.

발암개시는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200 nmol(50 μg)의 7,12-

dimethylbenz[α]anthracene(DMBA)를 1회 실험동물의 등

에 도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주 후 6.5 nmol(4 μg)/200

μL acetone의 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TPA)

를 일주일에 2번씩 등에 도포하였다.

실험동물에서 장뇌삼과 인삼의 항암효과는 TPA 처리와

동시에 실험식이를 급여하거나(실험 I, Fig. 1A) 또는 미리

30일간 장뇌삼과 인삼식이를 섭취시킨 뒤 발암을 유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실험 종료 시까지 실험식이를 급여하는 실

험 II(Fig. 1B)의 두 가지 모델로 조사하였다. 피부암 발생수

(평균종양 개수/실험동물)와 발생률(종양 발생 동물의 수/

총 실험동물의 수)은 매주 1회 일정한 날에 측정, 기록하였

다.

피부상피세포 증식 실험

피부상피세포 증식률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5주령의 암

컷 ICR 마우스를 총 36마리 오리엔트바이오사에서 구입하

여 고형사료로 1주일 동안 사육하며 적응시켰다. 실험동물

은 체중에 따라 난괴법에 의하여 12마리씩 3군(대조군, 장뇌

삼군, 인삼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서는 6마리씩 acetone 용

매와 TPA를 처리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실험식이는 총 4주

간 완전 자유급식(ad libitum)으로 하였으며, acetone과

TPA 처리는 실험 식이와 함께 시작하여 실험 종료 시까지

1주일에 2번씩 총 8번 처리하는 경우(실험 I-1, Fig. 2A)와

실험식이 급여 2주 후부터 시작하여 1주일에 2번씩 총 4번

처리하는 경우(실험 II-1, Fig. 2B)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Acetone과 TPA의 마지막 처리 24시간 후 100 mg/kg 체

중의 5-bromo-2'-deoxyuridine(BrdU)를 동물희생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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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xperiment. ICR mice were initiated with 200 nmol (50 μg) DMBA and promoted with 6.5 nmol
(4 μg) of TPA in 200 μL of acetone twice a week. (A) Experiment I (anti-promotion protocol): animals were fed control, MCG, or
ginseng diet from 2 weeks after DMBA initiation until the end of the study. (B) Experiment II (a combined anti-initiation, anti-promotion
protocol): experimental diets were fed to mice 4 weeks prior to DMBA initiation until the end of the study.

(A)

(B)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BrdU incorporation study. (A) Experiment I-1: female ICR mice were fed control, MCG, or
ginseng diet for 4 weeks. In each diet group, dorsal skin of the mice were shaved 2 days before treatment and treated with either
acetone or TPA (6.5 nmol (4 μg)/200 μL acetone/mouse) twice a week for 4 weeks. (B) Experiment II-1: female ICR mice were fed
control, MCG, or ginseng diet for 4 weeks. In each diet group, dorsal skin of the mice were shaved 2 days before treatment and treated
with either acetone or TPA (6.5 nmol (4 μg)/200 μL acetone/mouse) twice a week for last 2 weeks of the study. BrdU incorpora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전에 복강 내 주사하였다. 희생 후 피부를 적출하여 formalin

에 고정시키고, paraffin 포매한 후 anti-BrdU 항체로 면역

염색 하였다. Labeling index는 모낭사이 상피층(interfollic-

ular epidermis)에 존재하는 기저세포 총 수에 대한 BrdU

염색세포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의 결과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SPSS package program(ver. 17, IBM,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각 군 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다군

간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mean±SE
(standard error)로 표시하였다.

결 과

식이섭취량 및 체중 변화

실험식이 급여와 TPA 종양촉진제 도포를 동시에 시작한

실험 I의 경우, 일일 평균 식이섭취량은 대조군보다 장뇌삼

군과 인삼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Table 3). 체중은 대조군

에 비해 장뇌삼군과 인삼군이 적게 나가는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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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diet intakes and body weight of control, MCG
and ginseng diet

Groups Diet intake (g/day) Body weight (g)

Experiment I
Control
MCG
Ginseng

7.08±0.18a
6.78±0.22b
6.66±0.16b

39.27±5.74
36.70±7.23
34.50±5.90

Experiment II
Control
MCG
Ginseng

9.74±0.06a
9.06±0.65a
7.25±0.28b

44.33±7.51a
38.17±4.86b
36.50±5.38b

Data are mean±SE.
a,b
Means not sharing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
tween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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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umor incidence and multiplicity in two-stage mouse skin carcinogenesis. Twelve female mice in each diet group were
initiated with 200 nmol (50 μg) DMBA and promoted with 6.5 nmol (4 μg) of TPA in 200 μL of acetone twice a week. (A) tumor
incidence (percentage of mice bearing tumors) and (B) multiplicity (average number of papillomas/mice) of experiment I. (C) tumor
incidence and (D) multiplicity of experiment II.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 식이를 DMBA 종양개시 한 달

전부터 급여하기 시작한 실험 II의 경우, 식이섭취기간 동안

하루 평균 식이섭취량은 대조군과 장뇌삼군보다 인삼군의

식이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Table 3).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장뇌삼군과 인삼군이 적었다.

피부종양 발생수와 발생률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I에서 대조군, 장뇌삼군,

인삼군 세 군 모두 TPA 종양촉진 5주 후에 종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조군과 인삼군에서는 각각 TPA 종양촉진

9주와 8주째에 모든 실험동물에서 종양이 발생된 반면, 장뇌

삼군에서는 13주째에 종양발생률 100%를 보였다. 이와 같

이 대조군과 인삼군에 비해 장뇌삼군에서 종양발생률(tumor

incidence)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 발생 수(tumor

multiplicity)도 대조군과 인삼군에 비해 장뇌삼군에서 적게

나타났다(Fig. 3B).

한편, 실험 II에서 종양발생률을 측정한 결과, Fig. 3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서는 TPA 종양촉진 6주 후에 실험

동물의 17%에서 종양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실험종료 시점

에는 90%의 동물에서 종양이 발생되었다. 한편, 장뇌삼군과

인삼군은 TPA 종양촉진 후 12주까지는 종양발생률이 대조

군보다 높았으나 13주부터는 대조군의 종양발생률은 계속

증가된 반면 이들 두 군의 종양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어

실험종료 시점에는 각각 80%와 70%의 종양발생률을 보여

대조군보다 낮았다. 이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장뇌삼군과

인삼군 모두 종양발생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발생 수에서는 대조군과 장뇌삼군에 비해 인삼군의 종

양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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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umor size, total number of tumors, and average number of tumors/tumor bearing mouse of control, MCG and ginseng
diet group

No. of tumors
Groups

Tumor size (cm)
Total tumors

Average No. of tumors/
tumor bearing mouse<0.5 0.5～1 1<

Experiment I
Control
MCG
Ginseng

39
37
110

39
13
40

9
2
10

87
52
160

9.60±4.03ab
5.70±6.81b
13.33±6.68a

Experiment II
Control
MCG
Ginseng

133
134
116

23
17
11

9
3
3

165
154
130

13.75±8.37b
14.00±12.77a
11.81±7.99c

The size and number of tumors were measured in each diet group at the end of experiment.
Data are mean±SE.
a,b
Means not sharing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크기별 종양 발생수

실험 도중 사망한 동물을 제외하고 실험 종료 전날 측정한

크기 별 종양개수, 총 종양수 그리고 평균 종양수를 보면,

실험 I에서 장뇌삼군은 크기 0.5 cm 미만의 종양개수는 대조

군과 비슷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0.5～1 cm, 그리고 1 cm

이상의 종양수가 적었고 총 종양수도 대조군보다 적었다

(Table 4). 반면에 인삼군은 크기 0.5 cm 미만의 종양개수가

대조군에 비해 가장 많았고 총 종양수도 대조군보다 더 많았

다. 총 종양수를 실험동물 마리수로 나눈 평균 종양수에서도

장뇌삼군의 평균 종양수가 가장 적었으며 인삼군의 종양수

가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장뇌삼의 급여는 종양의

크기 및 종양수를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40.7%)시

킨 반면 인삼의 급여는 오히려 종양수를 증가(38.5%)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II에서는 장뇌삼군은 크기 0.5 cm 미만의 종양개수는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나 크기 0.5 cm 이상의 종양수는 대조

군보다 더 적었다(Table 4). 반면에 인삼군은 각 크기별 종양

수가 대조군과 장뇌삼군보다 적어 총 종양수는 세 군 중 가

장 적게 나타났다. 총 종양수를 실험동물 마리수로 나눈 평

균 종양수도 인삼군의 평균 종양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피부상피세포증식

장뇌삼과 인삼의 급여가 TPA에 의한 마우스 피부상피세

포증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ICR mouse

를 대조군(n=6), 장뇌삼군(n=6) 그리고 인삼군(n=6)으로 나

누고 각 군내에서 다시 3마리씩 acetone 용매처리군과 TPA

처리군으로 나눈 후, 실험 I과 유사하게 실험 식이를 급여하

면서 1주일에 2번씩 총 4주에 걸쳐 acetone 혹은 TPA를 마

우스 등에 국소도포 하였다(실험 I-1, Fig. 2A). 세 군 모두에

서 TPA 처리는 acetone 처리군에 비해 피부상피세포증식을

유발하였지만 식이급여에 따른 피부상피세포증식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Fig. 4A). 모낭사이 상피층에 존재하는 BrdU

염색 세포의 숫자를 측정한 결과 acetone 처리에 비해 TPA

를 처리한 피부상피세포에서의 labeling index가 모두 증가

하였으며 장뇌삼군의 labeling index는 대조군에 비해 조금

줄어든 반면 인삼군에서는 그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4B).

한편, 인삼의 암 예방 효과가 마우스 피부상피세포증식 저

해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ICR mouse를 대조군

(n=6), 장뇌삼군(n=6) 그리고 인삼군(n=6)으로 나누고 각 군

내에서 다시 3마리씩 acetone 용매처리군과 TPA 처리 군으

로 나눈 후, 실험 II와 유사하게 실험식이를 먼저 2주 급여한

후, 1주일에 2번씩 총 4번에 걸쳐 acetone 혹은 TPA를 마우

스 등에 국소도포 하였다(실험 II-1, Fig. 2B). Fig. 4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cetone 처리에 비해 TPA의 처리는 피부

상피세포증식을 유발하였지만 식이급여에 따른 피부상피세

포증식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Labeling index는 대조군에

비해 장뇌삼군과 인삼군의 TPA처리에 의한 피부상피세포

증식이 감소되었으며 인삼군에서 그 감소가 더욱 현저하였

다(Fig. 4D).

고 찰

실험동물을 이용한 발암과정은 개시(initiation), 촉진

(promotion), 진행(progression)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종양 개시 단계에서는 마우스의 등에 발암원인 DMBA를

단일 도포하거나 혹은 자외선(ultraviolet)을 조사함으로써

돌연변이 등의 유전적 변화를 유발시키게 된다(26). 그러나

각 세포는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영구적으로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TPA와 같은 종양촉진제(tumor promoter)를 반복적으로 도

포함으로써 변이된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DNA를 합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7). 종양의 발달은 개시

와 촉진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2단계 마우

스 피부암 발생과정(two-stage mouse skin carcinogenesis)

이라 부르며 이러한 과정 동안에 개시단계에서 변이된 세포

는 양성 종양인 유두종(papilloma)으로 발달한다. 암 진행단

계에서는 부가적인 유전적 변이에 의해 유두종에서 악성의

암종(carcinoma)으로 전환되게 되며, 악성 암종은 조직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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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pidermal cell proliferation. Histological analysis of mouse skin in experiment I-1 (A) and in experiment II-1 (C). Dorsal
skin of each mice was removed and fixed in formalin. Tissue sections were immunostained with BrdU and photographed at 200X.
Labeling index of acetone or TPA-treatded mouse skin in each diet group in experiment I-1 (B) and in experiment II-1 (D). It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BrdU-positive cells relative to the total number of basal cells in the interfollicular epidermis. Each value is the mean±SE
of labeling indices from three mice/group.

투하여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뇌삼과 인삼의 식이급여가 각 발암단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두 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 I에서는 TPA 종양촉진 시작과 함께 실험식이를

급여함으로써 암세포 증식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고, 실험 II에서는 DMBA 종양개시 한 달 전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 실험식이를 급여함으로써 발암 예방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 I과 II에서 장뇌삼과 인삼군의 식이섭취량이

모두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시료가

지니는 화학성분의 차이, 특히 쓴맛의 saponin과 특유한 향

기성분인 sesquiterpenoid계 파나센(panacen)과 polyace-

tylene 성분(28)이 식이섭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실험 II에서는 체중 또한 대조군에 비해 장뇌삼과 인삼군

이 적게 나갔는데 Bae 등(15)의 연구결과에서도 장뇌삼 엽

차를 고지방식이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유의적인 체중감소

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장뇌삼과 인

삼군의 체중감소가 이들 식품의 급여효과인지 식이섭취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식이섭취량의 감소는 마

우스 피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단계 마우스 피부암 모델에서 식이섭취를 70%로 제한하였

을 때 자유식이(ad libitum)를 섭취시킨 대조군에 비해 상피

세포증식률과 DNA 손상이 감소되었으며 그 효과는 TPA

처리용량의 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29).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식이섭취량을 대조군의 60%로 제한하였을 때 피

부양성종양발생률과 종양개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

나 종양의 크기와 악성종양발생률에 있어서는 식이섭취량

제한군보다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제한한 열량제한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 본 연구에서는 실

험 I의 경우, 장뇌삼과 인삼군의 식이섭취량 감소는 대조군

의 10% 미만이었으나 실험 II에서는 인삼군의 식이섭취량이

대조군보다 20% 정도 감소되어 식이섭취량 감소가 피부종

양발생억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 I에서 장뇌삼은 대조군과 인삼군보다 낮은 피부종양

발생수를 나타내었으며 종양발생률에서도 대조군과 인삼군

에 비해 장뇌삼군에서 종양의 발생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장뇌삼이 인삼보다 암세포 증식 및 성장 저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암세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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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뇌삼과 인삼의 에테르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장뇌삼 추출물이 인삼 추출물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세포

증식과 성장에 관련된 Akt와 Erk 인산화 저해효능을 보였다

(data not shown). Kim 등(18)의 산삼, 장뇌삼, 인삼의 항암

활성에 대한 비교연구결과에서 보면, 장뇌삼 추출물은 인삼

추출물에 비해 사람의 급성 백혈병 세포주인 HL-60 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장뇌삼의 apop-

tosis 유발 작용이 인삼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와 같이 장뇌삼이 인삼보다 더 높은 항암활성을 가

지는 것은 보다 야생에 가까운 장뇌삼이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고(31) cinammic acid와 p-hydroxybenzoic acid

같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32) 및

총 항산화력도 높을 뿐만 아니라(31) 특유의 향기성분이 많

이 함유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인삼과 장뇌삼의 성분비교 연구에서 총 페놀성

성분 함량(32)이나 유리아미노산 함량(33)에는 차이가 없다

고 한 연구들도 있으므로 향기성분과 같이 인삼에 비해 장뇌

삼에 특이적으로 많은 성분들을 중심으로 한 항암활성 기전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삼군의 종양개수와 labeling index가 대조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마우스 피부암 모델에서 인삼

의 항염증 및 종양촉진억제효과를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

들(14,25,34)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인삼의 항암효과는

인삼의 종류와 연근에 따라, 그리고 피험자의 특성이나 실험

동물의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4년근 인삼 분말을 식이에 첨가하

였는데 Yun과 Lee(35)의 연구에 따르면 수삼은 6년근의 경

우에 마우스 폐선종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삼즙 혹은 수삼절

편을 복용한 사람에서는 암의 위험비가 감소되지 않으나 수

삼열탕 또는 홍삼을 복용했을 때는 암 위험비가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36).

따라서 본 연구결과 앞으로 인삼의 항암효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항암성분 및 항암효

능 기전 그리고 인체 안전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 환자들이 인삼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다량 섭취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실험 I과 다르게 실험 II의 결과에서는 대조군과 장

뇌삼군에 비해 인삼군의 종양발생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종양개시 한 달 전부터 실험 식이를 급여한 것

을 고려하였을 때 대조군과 장뇌삼군에 비해 인삼이 특히

종양개시단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37). 실지로

인삼 추출물 EFLA400을 용량별로 Swiss albino mice에 경

구 투여하였을 때 DMBA에 의해 유도된 염색체 이상

(chromosomal aberrations)과 소핵(micronuclei) 유도가 현

저히 감소되었다(38). Keum 등(14)은 2단계 마우스 피부암

발생실험에서 인삼의 주요 사포닌인 Rg3를 매 TPA 처리

30분전에 도포하였을 때 종양발생수와 발생률이 유의적으

로 감소되었으며 TPA 처리에 의한 ornithine decarboxylase

와 cyclooxygenase-2 발현, 그리고 NF-kB와 AP-1 활성이

억제됨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인삼

은 종양개시단계와 촉진단계 모두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고 하겠으나 실험 I에서 종양발생이 오히려 증가된 결과로

볼 때 종양개시를 저해하는 항돌연변이 효과가 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되며 발암 전 인삼의 급여는 종양의 크기 및 종

양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삼복용과 암 발생에 관한 코호트 연구에서

인삼이 장기 비 특이성 암 예방작용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

(39)와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실험모델 II에서

장뇌삼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항암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후속연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

요 약

본 연구의 결과, TPA 종양촉진 시작과 함께 실험식이를

급여하였을 때, 장뇌삼은 대조군과 인삼군보다 낮은 피부종

양발생수를 나타내었으며 종양발생률에서도 대조군과 인삼

군에 비해 장뇌삼군에서 종양의 발생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DMBA 종양개시 한 달 전부터 실험 종료 시까

지 실험식이를 급여하였을 때는 대조군과 장뇌삼군에 비해

인삼군의 종양발생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인삼은 암 예

방효능이 장뇌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뇌삼과

인삼은 마우스 피부암이 아닌 다른 상피세포성 암에 대해서

도 각각 이러한 효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앞으로 인삼과 장뇌삼의 유효성분을 발굴하

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질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장뇌

삼과 인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대체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임상치료 연구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기

능 규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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