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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Maekmoondong-tang (MMDT), a Korean herbal medicine, has been used to treat severe 

dry cough in patients with bronchitis and pharyngitis. MMDT has been reported to have 

anti-inflammatory, anti-allergic, immunomodulatory, secretory-modulating, and metabolic regulatory 

actions. However, there are no evidence in regard to the effects of MMDT on carcinogenesis and 

metastasis. Her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 of MMDT on cell viability, 

apoptosis, and motility in human hepatocarcinoma HepG2 cells. 

Methods :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the CCK-8 assay, and the apoptosis induction was 

evaluated by caspase-3 activity. To detect apoptotic features, the cells treated with MMDT were 

stained with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Cell motility was examined by Boyden chamber 

assay and Real-time Cell Index of Migration assay. Gelatin zymography also performed to measure 

matrix metalloproteinase (MMP)-2/9 activity.

Results : We found that MMDT significantly inhibited cell proliferation and increased caspase-3 

activity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HepG2 cells. Apoptotic features such as chromatin 

condensation and apoptotic bodies were observed in MMDT-treated cells by DAPI staining. MMDT 

also suppressed PMA-induced cell motility and activities of MMP-2/9.

Conclusions : Our results exhibited that MMDT possess the anti-carcinogenetic and anti-metastatic 

activities via caspase-3 activation and down-regulation of cell motility and invasion in HepG2 cells. 

Theref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MDT could be potentially applied to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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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세포의 분열과 사멸 간의 

균형이 괴됨으로써 계속 인 분열과 증식에 의해 발생

한 비정상 인 세포의 집단을 의미하며, 종양 는 신생

물이라고도 한다. 일반 으로 장기, 백 구, , 림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 신체의 여러 부분에 발병하며, 

주변조직으로 침윤하는 상과 다른기 으로 이동하는 

이를 통해 심각한 증상으로 발 한다
1). 

암 발생의 원인으로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세균, 리

방사선 등의 환경  는 외  요인과 선천성 유 자 변

이 등의 내  요인을 들 수 있다
2). 기에 발견된 암일 

경우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

으나, 그 부작용 한 큰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말기 

암이나 이된 암의 경우 특별한 치료법 없이 시한부 인

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암 치료를 

한 새로운 근 방법으로, 독성이 비교  낮은 천연물로

부터 부작용이 고 효능이 뛰어난 발암 억제제나 암 치

료제를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양한 기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한방처방은 면역기능 

강화  종양 성장억제 등에 의한 항암효과가 있으며, 화

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에서 흔히 찰되는 조 , 면

역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6).

암은 한의학 으로 癭瘤, 積聚, 癰疽, 癥瘕, 痃癖 등에 

해당하며, 반 인 正氣虛의 바탕에 熱毒, 血, 氣鬱, 

濕痰 등이 더해져 발생한다. 따라서 淸熱解毒, 活血祛 , 

理氣解鬱, 燥濕化痰 등의 효능이 있는 한약재에 항암 효

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補養 효능이 있는 

한약재로 허약해진 체력과 면역기능을 북돋울 수 있다.

麥門冬湯은 麥門冬을 主藥으로 하여 구성되는 처방으

로, 麥門冬과 粳米만으로 이루어진 ≪醫方集解≫의 것부

터 甘草, 桔梗 등 10여 가지의 본 로 이루어진 ≪景岳全

書≫의 것까지 문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한 그 

主治症도 구성에 따라서 肢體浮腫, 勞復, 氣欲絶, 內熱, 

表邪, 喘咳, 上氣, 咽喉不利, 乾霍亂, 眉髮脫落, 肺熱, 血氣

衰弱, 煩熱, 多渴飮水, 胸脇脹滿, 病後虛熱, 羸瘦, 咳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7).

본 연구에서 소재로 삼은 麥門冬湯은 ≪東醫寶鑑․雜

病篇․寒門≫에 수재된 처방으로, 勞復으로 인해 기운이 

끊어질 것 같은 증세를 보일 때 起死回生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학  견지에서 보면 이 처방

을 구성하고 있는 麥門冬과 甘草․粳米는 각각 補陰藥과 

補氣藥으로서
8), 주로 虛證에 응용할 만 하며, 性味에 따

르면 주로 肺熱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麥門冬湯은 ≪傷寒論≫에 

수재된 것으로 半夏, 人蔘 등이 함유되어 본 연구에서 사

용된 麥門冬湯과는 구성  主治症이 상이하며
9,10), 항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성 熱性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암에 한 麥門冬湯의 

효능을 확인하기 해 항암  항 이 활성을 분석하 다. 

항암 활성 분석을 해 麥門冬湯의 간암세포주(HepG2)에 

한 세포독성과 세포사멸(apoptosis) 증진 효과를 조사

하 다. 한 항 이 활성 분석을 해, 麥門冬湯의 세포

침투  세포이동 억제효과를 확인하여 매우 유의한 결

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麥門冬, 甘草, 粳米는 옴니허 ( 천, 

경북)에서 구입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에서 검정하고 정선한 것을 사용하 다. 麥門冬(KIOM 

0077055), 甘草(KIOM00770411), 粳米(KIOM00770412), 세 

약재 시료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표본

에 보 되었다. 麥門冬 8 g, 甘草 12 g, 粳米 180 ml의 

비율로 섞인 총 200 g의 약재에 70% 에탄올 l L를 가한 

다음 2시간씩 2회 환류 냉각 추출하여 여과한 후 농축하

고 동결 건조하여 6.5 g의 분말(수율 3.25%)을 얻었다.

2) 시약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에서 구입하 다.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streptomycin은 Invitrogen Co. (Grand Island, NY)에서, 

Cell Counting Kit-8 (CCK-8)은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에서, Caspase-Gio 3/7 Assy는 Promega 

(Madison, WI)에서 구입하 다.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그 외의 시약들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 다. 

2. 방법

1) 세포배양

인간 간암세포주인 HepG2 세포를 ATCC로부터 구입

하여 10% FBS, 100 units/ml penicillin, 100 u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EMEM 배지로 37°C, 5% CO2 환

경에서 배양하 다. 

2) 세포독성 시험

麥門冬湯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자 CCK-8 assay를 실

시하 다. 96-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HepG2 세

포에 시료를 정해진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

하 다. 배지를 제거하고 CCK-8이 10% 첨가된 새 배지

를 각 well에 가하고 추가로 2시간 동안 37°C에서 반응시

킨 뒤, SpectaMax 340 reader (Molecular Devices, Silicon 

Valley, C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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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세포생존율을 계산하 다.

3) Caspase-3 활성 측정

96-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HepG2 세포에 

시료를 정해진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Caspase-Gio 3/7 Assy로 세포 내 caspase-3의 활성을 

측정하 다. 

4) DAPI에 의한 세포 염색

96-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HepG2 세포에 

시료를 정해진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를 10% formalin으로 5분 동안 고정하고 0.1% 

Triton X-100을 5분 동안 처리 한 후 DAPI로 15분 동안 

염색하 다. 염색된 세포는 형 미경 IX51로 찰하면

서 DP Controller (Olympus Optical, 일본)로 사진을 촬

하 다.  

5) Cell motility assay with Boyden chamber

48-well microchemotaxis chambe (Neuro Probe, MD)

의 아래쪽 plate에 200 nM의 PMA와 정해진 농도의 시

료를 처리하고, 0.1% gelatin으로 코 된 쪽 plate에 세

포를 넣어주었다. 8시간 후에 쪽과 아래쪽 plate의 

간에 치한 filter membrane의 아래쪽 면을 Diff-Quick 

solution (Dade Behring, DE)으로 염색하여 미경으로 

찰하 다. 

6) Cell motility assay with Real-time Cell index 

   of migration (RT-CIM) 

48-well microchemotaxis chambe (ACEA Biosciences, 

Inc, San Diego, CA)의 아래쪽 plate에 200 nM의 PMA

와 정해진 농도의 시료를 처리하고, 쪽 plate에 세포를 

넣은 뒤 chamber를 RT-CIM System (ACEA Biosciences, 

Inc.)에 설치하고 48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motility를 측

정하 다.

7) Gelatin zymography

24 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HepG2 세포에 

200 nM의 PMA와 정해진 농도의 시료를 처리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모아 centricon으로 시료를 농

축하 다. 농축된 샘 의 단백질을 Bio-Rad Protein assay 

kit (Hercules, CA)로 정량하여 non reducing sample buffer 

(0.5 M Tris-HCl, pH 6.8, 5% SDS, 20% glycerol, 1% 

bromophenol blue)와 동량으로 섞은 후, 미리 비된 1.5 

mg/ml gelatin이 포함된 10% SDS-PAGE gel에 loading

하 다. 기 동이 끝난 후, 2.5% (v/v) Triton X-100 

용액으로 gel의 SDS를 제거하여, zymogram development 

solution (50 mM Tris-HCl, pH 7.6, 5 mM CaCl2)에 넣

고 18시간 동안 37°C에서 반응시켰다. 0.1%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in 45% (v/v) methanol/ 10% (v/v) 

acetic acid)으로 gel을 염색을 한 후, 10% (v/v) acetic 

acid/20% (v/v) methanol로 탈색하 다.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에 의한 분해 역은 란 바탕 의 흰 밴드

로서 찰되었으며, 밴드의 intensity는 Multi Gauge 

software version 3.0 (Fuji Photo Film Co., LTd, 

Japan)으로 측정하 다. 

8) 통계처리

모든 측정 결과는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군간의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 으

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p < 0.05 값인 경우에 통계 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여 결과분석 하 다.

결  과 

1. 麥門冬湯 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

麥門冬湯 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세포생존율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해, HepG2 세포에 麥門冬湯 추출

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후 CCK-8 assay를 수행

하 다. Fig. 1에서 나타난 것처럼, HepG2 세포의 세포생

존율은 麥門冬湯 추출물에 의해 25, 50, 100, 200, 400 

ug/mL의 농도에서 각각 90%, 70%, 57%, 35%, 24%까지 

농도의존 으로 감소하 고(p<0.05), IC50은 131.45±15.33 

ug/mL으로 나타났다. 

Fig. 1. The effects of Maekmoondong-tang (MMDT) on the 
cell viability of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serially diluted MMDT for 48 h,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CCK-8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 p < 0.001 vs untreated 
control.

2. 麥門冬湯 추출물이 caspase-3 활성에 

  미치는 향

麥門冬湯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이 apoptosis와 련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해, HepG2 세포에 麥門冬湯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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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후에 caspase-3의 

활성을 측정하 다. 그 결과 麥門冬湯 추출물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농도의존 인 caspase-3 활성증진 효과를 

나타냈다. 조군에 비해 25, 50, 100, 200, 400 ug/mL의 

농도에서 각각 1.1, 1.7, 2.0, 2.3, 2.5배까지 caspase-3의 

활성을 증진하 다(Fig. 2, p<0.05).

Fig. 2. Effects of MMDT on caspase-3 activity of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serially diluted MMDT for 24 h and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by Caspase-Gio 3/7 Assay.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1, *** p < 0.001 vs untreated control.

3. 麥門冬湯 추출물이 세포 형태에 미치는 

  향

Fig. 3은 麥門冬湯 추출물에 의해 apoptosis의 가장 특

징  상인 염색체 응축이 발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HepG2 세포에 麥門冬湯 추출물을 100 ug/mL의 농도

로 처리하여 48시간 후에 DAPI 염색한 후 형 미경으

로 찰한 결과, 조군과 달리 세포핵 내에서 염색체 응

축 상이 나타났다.  

Fig. 3. Effects of MMDT on apoptotic chromatin condensation of 
HepG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100 µg/ml of MMDT for 24 h. Nuclei were 
stained with DAPI. Stained cell images were captur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White arrows indicated the apoptotic 
chromatin condensation.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4. 麥門冬湯 추출물이 세포 이동에 미치는 

  향

Boyden chamber assay를 이용해 麥門冬湯이 HepG2 

세포의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HepG2 세포에 200 nM의 PMA와 麥門冬湯 추출물을 

100, 400 u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DAPI로 핵을 염색하

여 찰하 다. Fig. 4A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포이동은 

PMA 처리에 의해 하게 증가되었으나, 麥門冬湯 추

출물에 의해 농도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한 RT-CIM 

assay를 통해 48시간 동안 세포이동을 실시간으로 찰

한 결과, Boyden chamber assay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PMA 처리에 의해 하게 증가된 세포이동은 麥門冬

湯 추출물에 의해 농도의존 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B). 

Fig. 4. Effects of MMDT on motility of HepG2 cells 

In vitro motility assay was performed using a 48-well microchemotaxis 
chamber.
(A) Cells on the bottom of the filter membrane were stained with 
Diff-Quick solution. 
(B) Cell motility in chamber was measured for 48 h in real tim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results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5. 麥門冬湯 추출물이 세포 침투에 미치는 

  향

麥門冬湯 추출물이 HepG2의 세포침투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기 해, gelatin zymography를 이용해 MMP-2와 

MMP-9의 활성을 측정하 다. MMP-2와 MMP-9 모두 

PMA 처리에 의해 활성이 증가되었으나, 麥門冬湯 추출물에 

의해 농도의존 으로 활성이 억제되었다(Fig. 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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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Effects of MMDT on the activities of MMP-2/9 of 
HepG2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MMDT for 24 h, and samples 

were taken and subjected to gelatin zymography. 

(B) The activities of MMP-2 and MMP-9 were measured 

by densitometry of zymogram.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 p < 0.001 vs PMA only. 

고  찰

지 까지 麥門冬湯에 한 연구는 주로 한국, 일본, 

만 국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분의 麥門冬湯은 麥門冬, 甘草, 粳米, 人蔘, 半

夏, 大棗 등 6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11-14). 이 외에도 

變形麥門冬湯 는 加味麥門冬湯이라 하여 일부 약재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구성된 경우가 보고되었다
15-17). 이

러한 麥門冬湯은 항염증, 항알 르기, 면역조 , 사 조

 등의 효과가 있고, 특히 건기침을 동반한 기 지염과 

인두염  천식에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13-15,17-19), 아직까지 麥門冬湯의 항암 효과에 해서

는 발표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간암세포주인 

HepG2 세포를 이용하여 麥門冬湯의 추출물이 암세포주

의 세포성장 억제에 미치는 향과 세포사멸 증진 효과, 

세포이동  세포침투에 한 억제 효과를 분석하 다.

발암 과정은 크게 발암물질이 생체 표  세포의 DNA

를 공격하여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발암개시 단계와 발암

개시된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여 양성암 상태로 환되는 

발암 진 단계 이어서 악성암으로 변형되는 발암진행 단

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개시 단계는 자외선, 방사선, 벤

조피  등 발암의 개시자가 되는 물질이 세포에 직  작

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포의 염색체 내에 있는 

암 련 유 자의 일부가 손상된다. 두 번째, 진 단계

에서는 세포에 기능 , 형태 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

형된 세포들이 암세포로서의 본격 인 기능을 나타낸다. 

세 번째, 진행 단계에서는 암세포 자신에게 양분과 산

소를 공 할 새로운 을 만들고, 다른 장기를 침범할 

이의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발암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차단할 수 

있다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0). 

발암 진 과정에서는 개시 단계보다 더욱 빠른 세포

분열을 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진과정은 가역 으로 진행이 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암의 진행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최 의 기간

이라 할 수 있다. Apoptosis는 세포죽음과 더불어 세포 

생산을 괴시킴으로써 조직 항상성을 유지하는 체내의 

정상 인 작용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 인 세포사멸 

경로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면역을 경유한 공격 등

에 암세포가 둔감하게 되고, 진 으로 비정상 인 세포

행동이 허용됨으로써 암이 진행되게 된다. 세포사멸을 유

도하는 가장 일반 인 경로는 caspases라고 알려진 세포내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가 여하고 있다. Caspases는 다단

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cascade를 이루기 해 서로 다른 

caspase를 가수분해하여 단하고 활성화한다. 일단 활성

화된 쪽의 개시 caspase는 분해되고, 아래쪽에서 향을 

받은 caspase가 다시 활성화된다. 세포사멸이 일어나게 되

면 세포가 세포외 기질로부터 떨어져 둥 게 되면서 축

되고, 세포핵 내의 염색체는 응축하게 된다
21). 

발암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침윤과 이는 악성종양 세

포의 기본 인 성질이다. 이 과정에서 세포외 기질(ECM)이

나 기 막 등과 같은 외부 장벽을 괴하는 많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들이 여하게 된다
22). MMP 그룹은 ECM

의 다양한 구성성분을 가수분해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MMP 그룹의 MMP-2와 

MMP-9은 암 침윤과 이 과정에서 기 막의 주요성분

인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며, 다양한 암세포에서 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MMP-9의 발  증가가 암 

진행  침윤과 연 되어 있고, 특히 MMP-9의 과발 이 

간암의 진행에 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2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麥門冬湯 추출물에 해 항암 

활성 검색의 가장 기본 인 단계인 암세포주의 세포성장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다음으로 발암 진 과정에서 핵

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apoptosis에 한 향을 분석하

기 해 caspases 경로의 가장 하 단계인 caspase-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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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성 증진효과를 조사한 후, 마지막으로 발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침윤과 이에 한 작용을 살펴보기 

해 세포이동과, MMP-2  MMP-9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麥門冬湯 추출물은 농도의

존 인 세포성장 억제효과와 caspase-3 활성 증진효과를 

보 으며, apoptosis의 형  지표인 염색체 응축 상

을 뚜렷하게 찰할 수 있었다. 한 암의 침윤과 이에 

있어 핵심  과정인 세포이동에 한 향을 조사하기 

해, 세포의 이동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Boyden 

chamber assay를 수행한 결과,  PMA로 유도된 세포의 

이동을 농도의존 으로 억제하 으며, RT-CIM assay

를 통해 48시간 실시간으로 찰한 세포이동 실험에서

도 Boyden chamber assay의 결과와 일치하게 농도의존

인 세포이동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

한 세포이동 억제효과가 MMP 단백질의 활성 억제와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gelatin zymography를 실

시한 결과, MMP-2  MMP-9의 활성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麥門冬湯의 구성약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麥門冬은 麥門冬(Liriope platyphylla)과 

소엽麥門冬(Ophiopogon japonicus)이 ≪ 한약 ≫(제

9개정)에 수재되어 있으며, 甘苦, 性微寒한 약물로 淸熱, 

潤燥生津, 化痰止咳의 작용이 있으므로 咳 上氣, 咳嗽

痰稠, 咽喉不利 등의 증을 다스리는데 사용된다. 甘草는 

성미가 甘平하고, 淸熱解毒, 補脾益氣, 潤肺止咳, 緩急止

痛의 작용이 있으며, 粳米는 甘平하여, 補中益氣, 健脾和

胃, 養胃止渴한다
25-28)
. 본 연구에서 사용된 麥門冬(L. 

platyphylla)은 한국에서 기침과 가래를 치료하기 해 쓰

여 왔다. 구성성분으로는 spicatoside A, spicatoside B, 

lupenone, lupeol, ursolic acid, β-sitosterol, diostenin, 

LP-A, LP-B 등이 있으며
29,30)
, 이  스테로이드 사포닌 

spicatoside A는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세포독성을 보여 

항암활성을 나타냈다
30). 甘草는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약

재  하나로서 주성분인 Glycyrrhizin (GL)을 비롯하여 

cuIsoliguiritin 등의 flavonoids, 사포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甘草는 발암물질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하고, 甘

草의 구성 성분이 암세포에 한 독성과 apoptosis를 유

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1-34). 따라서 麥門冬 성분의 암

세포주 세포독성ー, 甘草 성분의 암세포 독성  apoptosis 

유발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를 통해, 麥門冬湯의 항암 효

과가, 어도 부분 으로는, 麥門冬과 甘草의 구성 성분에

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麥門冬湯 추출물은 

caspase-3 활성을 통해 apoptosis를 증진함으로써 사람 간

암세포주인 HepG2의 세포생존율을 감소시키고, MMP-2/9 

활성 억제를 통해 세포이동과 침투를 억제함으로써 탁월

한 항암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麥門冬

湯이 항암 치료에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지며, 앞으로 麥門冬湯이 여하는 세포사멸  침윤, 

이의 작용기 에 한 체계 인 연구와, 항암  암 방 

동물모델에서의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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