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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tea intake is known to have preventive effects against cancer.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tumor
suppressive effects of dietary green tea extracts (GTE) as a modulator on cisplatin in an established colon
cancer mouse model. The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was determined with cell viability of the mouse colon
cancer cell line (CT26) in vitro. The influence of GTE on the anti-tumor activity of cisplatin was evaluated
by measuring tumor size with digital calipers in mice bearing CT26 colon carcinomas. The CT26 cell viability
decreased to 93% at a 20 μg/mL concentration of cisplatin. However, cell viability decreased to 15% with a combi-
nation of 20 μg/mL cisplatin and GTE (75 μg/mL). There were no apparent changes in cisplatin-induced cytotox-
icity with GTE and epigallocathechin gallate (EGCG) treatments. Tumor size decreased in dietary GTE combin-
ing intra-peritoneal cisplatin-injected tumors bearing mice compared with cisplatin or GTE alone administered
to tumor-bearing mice. These experiments showed that dietary GTE has a potentiating effect on the cisplatin
anti-tumor activity of an established mice colon cancer model. Therefore, the GTE may be a candidate for modu-
lators in anticancer treatments with ci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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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차(Camellia sinensis L.)는 세계적으로 음료로서 널리

음용되고 있는데, 녹차의 음용이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2). 녹차 잎은 75～80%의 수분과 20～25% 고형물

질로 되어 있는데, 카테킨은 건조 녹차 잎의 약 1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함량이 높다. Epigallocatechin-3-gal-

late(EGCG)는 녹차 잎에 함유된 카테킨 중 함량이 가장 높

으며, 암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제로서의 EGCG를 이용

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녹차의 암 발병 억제

및 예방효과가 주목되고 있다(2-4).

녹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류는 발암물질에 직접 작용하

거나 세포에 작용하여 암의 발생기전을 차단하여 암의 발생

을 예방하고 암세포 괴사를 유도하며, 암 침투와 혈관증식을

억제하여 암의 성장이나 진행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3-5). 그러나 녹차 폴리페놀 단독투여에 의한 항암치료

는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 여러 가지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 항암화학요법은 암의 종류나 병기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암치료방법이

다(6).

그러나 화학요법제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내성세포의

출현은 항암화학요법의 큰 장애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암제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고용량 요법, 항암제를 몇 가지

병합하여 투여하는 병합요법, 방사선요법과 같은 다른 요법

과 병행하는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6,7).

화학요법제의 항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량 요법은

항암효과가 증가되나 화학요법제에 의한 부작용이 증가되

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치료방법으로 이용하기에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제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투여방법을 변화시키거나, 항암제의 감수성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은 아

직까지 미진하다(8,9). 따라서 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을 증

가시키거나, 항암제의 독성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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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제의 보조제 개발은 항암화학요법제 개발과 더불어 중

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천연물에서 유래한 물질

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10).

본 연구는 녹차추출물이 항암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에 대

한 상승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생쥐 대장암 세포(CT26)에

광범위 항암 화학요법제인 시스플라틴과 녹차추출물 병합

투여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녹차추출물

의 시스플라틴 항암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생쥐 대장암세포(CT26)를 주사하여 암조직이 발생된 Balb/

C 생쥐에 시스플라틴을 복강주사하고 녹차추출물을 경구투

여한 후 암조직의 크기를 측정하여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

에 미치는 녹차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녹차추출물 시료의 추출

녹차추출물은 건조 녹차 잎을 열수 추출하고 부분 정제하

여 사용하였다. 즉 건조 녹차 잎을 재배농가(보성다원)에서

구입하여 분마시켜서, 미리 가열한 증류수 50 L에 녹차 잎

분말 5 kg을 첨가하여 100
o
C로 2시간 동안 가열한 후 추출액

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추출액을

4oC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고 난 후 원심분리기(JA-21,

Beckman, Fullerton, CA, USA)에서 1,000×g로 15분간 원

심분리 하여 수집한 상층액을 건조기(60oC)에서 완전히 건

조시킨 후 마쇄하여 얻은 분말을 녹차추출물(GTE: green

tea extracts)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포의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생쥐 대장암세포(CT26 세포)는 미국

표준균주 배양수록 보존소(American Type Culture Collec-

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생쥐 대장암세포는 10% 태우혈청, 스트렙토마이신(100

U/mL) 및 페니실린(100 U/mL)을 함유한 McCoy's 5A 배지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37oC로 유지되는 CO2 배양기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활성(cell viability) 측정

실험에 사용한 시스플라틴(cisplatin: CIS)과 epigalloca-

techin gallate(EGCG)는 시그마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녹차추출물

(GTE)은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녹차추출물과 EGCG는

PBS(phosphate buffered saline)에 용해시켜 주사기용 필터

(syringe filter 0.22 μm,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통과시킨 후 배양액에 첨가하였고, 시스플라틴은 DMSO

(dimethylsulfoxide)에 용해시킨 후 PBS에 희석시켜 배양액

에 첨가하였다.

실험군은 시스플라틴군, EGCG군, GTE군, 시스플라틴＋

EGCG군 및 시스플라틴＋GTE군 등 5군으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세포배양 용기(96 well plate)의 각 웰(well)에 대장암

세포 2×104개씩을 넣어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녹차추출물

(0, 25, 50, 100, 150, 200, 250, 300, 400 및 500 μg/mL),

EGCG(0, 25, 50, 100, 150, 200, 250, 300, 400 및 500 μg/mL)

및 시스플라틴(0, 5, 10, 15, 20, 25, 30, 35, 40 및 50 μg/mL)을

배양액에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세포활성을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

zolium bromide)법으로 측정하였다(11). 각 실험세포에 MTT

를 최종농도가 1 mM이 되게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HBSS(Hank's balanced salt sol-

ution)로 3회 세척하여 MTT 용액[50% N,N-dimethylfor-

mamide(v/v); 20% sodium dodecyl sulfate(w/v), pH 4.7]

200 μL를 첨가한 후 ELISA plate reader(TECAN, Männe-

dorf, Switzerland)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

험은 각 실험군마다 3 wells의 흡광도를 각각 측정하여 평균

값을 계산하였고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세포활성

도는 측정한 흡광도를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하여 비교 세포

활성도로 표시하였다.

비교세포활성도

(relative viability)
＝

실험군 흡광도 ×100
대조군 흡광도

생쥐 대장암조직 크기 측정

Balb/C 생쥐(6주령)는 한국실험동물센터(대전)에서 구매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12시간 명암주기, 온도 20±2oC
상대습도 60±5%의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배양한 생쥐 대장암세포(2×105 cells)를 생쥐 등쪽에 피

하주사한 후 사육하여 육안으로 암조직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하고, 암조직은 디지털 캘리퍼(digital calliper)를 이용해 측

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서 크기를 계산하였다.

Tumor volume (mm
3
)＝width

2×length/ 2
암조직의 크기가 200～400 mm3 된 생쥐를 각각 5마리씩

대조군, 시스플라틴군, 녹차추출물군 및 시스플라틴＋녹차

추출물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과 녹차추출물군에는 인산

염 용액 0.2 mL를 3일 간격으로 4회 복강주사 하였고, 시스

플라틴군과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군은 시스플라틴(5 mg/

kg)을 3일 간격으로 4회 복강주사 하였다. 녹차추출물군과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군에 실험 시작일부터 식수로 녹차

추출물(0.2%)을 공급하였다(Table 1).

실험결과의 분석

모든 측정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

였고, 실험결과는 SPSS PC 프로그램(Ver. 14,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서 유의성을 검정하여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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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Experimental groups1)
Treatment

IP inj (0.2 mL) Drinking water

Control
GTE
CIS
GTE＋CIS

PBS
PBS

CIS (5 mg/kg)
CIS (5 mg/kg)

Tap water
0.2% GTE
Tap water
0.2% GTE

Control: PBS IP injection and tap water feeding, GTE: PBS IP
injection and GTE feeding, CIS: CIS IP injection and tap water
feeding, GTE＋CIS: CIS IP injection and GTE feeding. GTE:
green tea extract, CIS: cisplatin, IP inj: intraperitoneal injection,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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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reen tea extract (GTE) on the vitality of
mouse colon cancer cell (CT26). CT26 cells were treated GTE
(0～500 g/mL) and EGCG (0～500 μg/mL) for 24 hours and cell
viability examined by MTT assay. Relative vitality (RV)＝(ODExp/
ODCon)×100%, which is an indication of CT26 cell viability.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as the mean±SD of triplicates.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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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isplatin on the vitality of mouse colon can-
cer cell (CT26). Cisplatin (0～60 μM) added to culture medium
for 24 hours and cell viability examined by MTT assay. Relative
vitality (RV)＝(ODExp/ ODCon)×100%, which is an indication
of CT26 cell viability.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as the
mean ±SD of triplicates.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3. Microscopy of cisplatin-treated CT26 cells. CIS (0～50
μM) added to culture medium for 24 hours and examined under
inverted microscope.

결과 및 고찰

녹차추출물이 CT26 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

생쥐 대장암(CT26) 세포에 녹차추출물과 EGCG를 첨가

하여 배양한 후 세포활성을 측정하여 대장암세포에 대한 항

암작용을 관찰하였다. CT26 세포를 배양한 후 녹차추출물

과 EGCG를 각각 0, 25, 50, 100, 150, 200, 250, 300, 400 및

500 μg/mL 되게 배양액에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MTT

법으로 세포활성을 측정한 결과 녹차추출물과 EGCG는 모

두 200 μg/mL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었고, 2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모두 세포활성이 대조군의 20% 이하로 감

소되어 세포독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 1).

녹차 카테킨 중 EGCG의 항암작용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5), 실험결과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EGCG와 본 실험실에서 추출한 녹차추출물의 CT26 세포에

대한 독성이 나타나는 농도는 200 μg/mL로 같았고, 녹차추

출물과 EGCG 200 μg/mL 첨가군의 세포활성도는 33%,

64%를, 250 μg/mL 첨가군의 세포활성도는 대조군의 15%,

19%를 각각 나타내서 동일농도에서 EGCG에 의한 세포독

성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왔으나 독성이 나타나는 농도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CT26 세포에 대한 녹차추출물의 항암

력은 EGCG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Thangapazham 등(12)은 녹차 카테킨이 유방암세포의 증식

을 억제한다고 하였고, Rao와 Pagidas(13)는 EGCG가 난소

암세포나 유방암세포 등에서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고, 세포자살 유도는 EGCG의 항암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녹차추출물의 CT26세포에 대한 항암력을 광범위 항암화

학요법제로 이용되는 시스플라틴과 비교하기 위하여 CT26

세포에 대한 시스플라틴의 세포활성 억제력을 측정하였다.

CT26 세포를 배양하여 시스플라틴을 배양액에 5, 10, 15,

20, 25, 30, 35, 40 및 50 μg/mL 되게 첨가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세포활성을 측정한 결과 시스플라틴 2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활성도가 급격히 감소되어

세포독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 2, 3). 이러한 실험결

과로서 CT26 세포에 독성을 나타나는 농도는 녹차추출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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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GTE on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of
mouse colon cancer cell (CT26). CT26 cells were treated cis-
platin (0～60 μM) and GTE (75 μg/mL) or EGCG (75 μg/mL) for
24 hours and cell viability examined by MTT assay. Relative vi-
tality (RV)＝(ODExp/ ODCon)×100%, which is an indication of
CT26 cell viability.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as the mean

±SD of triplicates.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5. Microscopy of cisplatin (CIS) and GTE-treated CT26
cells. Cisplatin (CIS: 20 μM) and GTE (75 μg/mL) added to cul-
ture medium for 24 hours and examined under inverted microscope.

EGCG 200 μg/mL, 시스플라틴 25 μg/mL로, 녹차추출물이

CT26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는 시스플라틴보다 약

8배 높은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녹차추출물

의 CT26 세포에 대한 독성작용은 시스플라틴에 비하면 매

우 낮아서 항암효과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녹

차추출물은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암세포에 대한 항암

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Silverberg 등(14)의 실험

에 의하면 사람 피부 섬유모세포에서 녹차추출물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한다고 하여 녹차추출물의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작용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녹차추출물이 시스플라틴의 CT26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플라티늄(platinum)계 제제는 항암화학요법의 도입에 중

요한 역할을 한 제제로서,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등 고형

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제로 이용되고 있다(15,16). 플라티

늄계 제제인 시스플라틴은 DNA 사슬사이에서 교차반응

(interstrand cross linking)을 일으킴으로써 DNA 합성이나

유전자발현을 억제하여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제의 개발이

필요하다(16,17). 본 실험은 광범위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항

암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제개발 실험의 일환으로 녹차

추출물을 이용하여 대장암세포에서 세포독성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CT26 세포를 배양한 후 녹차추출물과 EGCG를

각각 75 μg/mL 되게 배양액에 첨가하여 2시간 배양한 후

시스플라틴을 세포배양액에 5, 10, 15, 20, 25, 30, 35, 40 및

50 μg/mL 되게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하여 세포활성을 측정

한 결과, 녹차추출물이나 EGCG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서 시스플라틴 2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

되었다. EGCG나 녹차추출물 75 μg/mL를 첨가한 실험군은

시스플라틴 1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

어 EGCG나 녹차추출물 첨가로 시스플라틴에 의한 세포독

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Fig. 4, 5). 녹차추출물과 EGCG는

2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CT26 세포에 대한 독성이 나타

나기 때문에 본 실험에 사용한 EGCG와 녹차추출물 농도

75 μg/mL는 단독 투여로 세포활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낮은

농도다. 따라서 녹차추출물 75 μg/mL를 시스플라틴과 병합

투여로 세포독성이 증가되는 현상은 녹차추출물에 의해서

시스플라틴의 암세포에 대한 독성 작용이 상승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Chan 등(18)은 EGCG가 난소암세포에서

시스플라틴의 세포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

에서도 EGCG를 첨가하고 2시간 후 시스플라틴을 첨가하면

CT26 세포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어 이들의 실험결과와 유

사하였다. 녹차추출물과 EGCG 75 μg/mL를 투여한 경우 모

두 시스플라틴 1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CT26 세포에 대

한 독성이 나타나므로, 시스플라틴의 세포독성 상승작용에

미치는 녹차추출물과 EGCG의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

측된다.

시스플라틴 및 녹차추출물이 생쥐에 이식된 대장암조직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장암세포를 배양하여 실시한 실험에서 녹차추출물이

시스플라틴에 의한 세포독성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암 조직에서도 녹차추출물이 시스플라틴에 의한

항암작용 증강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 생쥐대장암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CT26 세포를 같은 종

(species)인 Balb/C 생쥐의 피하에 주사하여 종양을 유도하

여 녹차추출물과 시스플라틴이 종양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CT26 세포를 주사

하고 7일 후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여 종양의 크기가 200～400

mm3 되었을 때 시스플라틴과 녹차추출물 투여 실험을 시작

하였다. 시스플라틴은 3일 간격으로 복강으로 주사하고, 0.2

% 녹차추출물 용액을 식수로 공급하면서 종양크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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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graphy of green tea extract (GTE) and cisplatin
(CIS) treated tumor bearing mice. Colon tumor bearing mice
were treated CIS (5 mg/kg)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at ev-
ery 3 days for 3 times. 0.2% GTE solution were given as the
only source of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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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green tea extract (GTE) and cisplatin (CIS)
on growth of tumor. Colon tumor bearing mice were treated CIS
(5 mg/kg)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at every 3 days for 3
times. 0.2% GTE solution were given as the only source of drink-
ing water. Tumors size was measured by caliper and tumor vol-
ume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Tumor volume (mm3)
＝[(width)

2×length]/2. Values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한 결과, 대조군은 실험시작 0일, 6일 및 12일에 각각 270,

843 및 2217 mm
3
를, 녹차추출물군은 실험시작 0일, 6일 및

12일에 각각 280, 785 및 1946 mm3를 나타내서 종양크기가

대조군은 실험시작 0일보다 6일 3.1배, 12일 8.2배로 증가되

었고, 녹차추출물군은 실험시작 0일보다 6일 2.8배, 12일 6.9

배로 증가되어 12일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크기가 감소되

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6, 7).

시스플라틴군의 종양크기는 실험시작 0일, 6일 및 12일에

각각 274, 812 및 1997 mm3를,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군은

실험시작 0일, 6일 및 12일에 각각 282, 707 및 1227 mm3를

나타내서 종양크기가 시스플라틴군은 실험시작 0일보다 6일

2.9배, 12일 7.2배로 증가되었고,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군

은 실험시작 0일보다 6일 2.5배, 12일 4.3배로 증가되어 대조

군이나 시스플라틴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6, 7).

녹차추출물 투여군이나 시스플라틴투여군은 6일 및 12일

에 종양 크기가 증류수를 주사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서 시스플라틴이나 녹차추출물 단독투여로 인

한 종양 성장억제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플

라틴이 여러 가지 고형암에 대한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 CT26 세포를 주사하여 유도한

종양의 성장억제에 대한 항암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군은 대조군, 시스플

라틴군 및 녹차추출물군에 비하여 6일 및 12일 후 종양 크기

가 현저히 작아서 종양의 성장억제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시스플라틴과 녹차추출물을 병행 투

여하면 종양의 성장억제 효과가 현저히 상승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암치료효과를 증가시키기 위

하여 항암요법제의 투여량을 증가시키는 고용량 요법, 여러

가지 화학요법제를 병합시키는 병합요법 등이 시도되고 있

는데(1,2), 이러한 요법의 시행은 항암제의 사용량이 증가되

기 때문에 독성부작용도 증가된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제

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고 항암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항암화

학요법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항암작용은 지속시킬 수

있는 항암치료 보조제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실험

결과로서 항암화학요법제의 주된 치료 약물로 이용되고 있

는 광범위 항암제인 시스플라틴과 녹차추출물 병행 투여할

경우 시스플라틴 단독투여 때보다 암세포의 독성이 증가되

었고, 실험동물에서 고형암을 유발하여 실시한 실험에서도

암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녹차추출물은 항암화

학요법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의 항암화학요법제에 대한 항암효

과 상승작용은 항암화학요법 보조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과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녹차추출물이 항암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

증강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광범위 항암

화학요법제인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에 미치는 녹차추출물

의 영향을 생쥐 대장암세포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생쥐

대장암세포인 CT26 세포를 배양하여 녹차추출물이나 EGCG

을 투여하면 시스플라틴에 의한 세포독성이 증가되었는데,

시스플라틴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EGCG와 녹차추출물의 효

과 차이는 없었다. 생쥐에 CT26 세포를 주사하여 유발된

종양의 성장이 시스플라틴군보다 시스플라틴＋녹차추출물

병합 투여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 녹차추출물은

화학요법제인 시스플라틴과 병합 투여할 경우 화학요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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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여 시보다 대장암 세포의 활성도 감소가 더 크고, 생

쥐대장암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작용도 더 크기 때문에 녹차

추출물을 화학요법제와 병행투여하면 항암치료 효과가 증

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은 항암화학요법

제에 의한 암치료에서 치료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는 보조제

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를 입증

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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