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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암은 미국에서 남녀 각각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이어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의 암으로 인한 사망 중 1위
에 해당한다1). 폐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으
로서 2014년 우리나라에서만 17,000여명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전
체 암으로 인한 사망 중 28%에 달했다2). 미국과 우리나라의 폐암
의 5년 생존율은 20% 수준으로 췌장암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30
년 동안 폐암의 5년 생존율은 불과 6% 증가하여 다른 암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1,2). 위암이나 대장암과 달리 폐암은 효과적인 
조기진단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중·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치료제는 다양한 인체독성과 부작용 및 내성출현 등이 보고되
어 향후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의학적으로 폐는 氣를 운행시키는 주요 장기로서(肺主氣) 건
조함을 싫어하는 장기(肺惡燥)이므로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氣와 
陰液을 함께 길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한의학적 원인은 
전신적인 正氣와 陰液 부족 등 虛證이 근본이고, 이로 인해 폐에 
痰飮과 瘀血이 생겨 실질적인 종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 Geng 등4)이 폐암말기환자의 치료에 益氣養陰法이 효과적임을 
보고한 이후 Ma 등5)은 氣陰兩虛를 폐암의 가장 주요 病機로 꼽고 
益氣養陰法을 폐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폐암에 대한 중의임상연구 역시 益氣養陰法을 주요 치료법으
로 운용하였으며, 益氣養陰法을 바탕으로 한 처방들을 분석했을 때 
가장 빈용되는 약재가 바로 황기와 사삼임을 알 수 있다6,7). 특히 
황기와 사삼은 다른 암종과 비교하여 폐암에 특이적으로 빈용되었
으며, 두 약물 모두 폐로 歸經하여 폐암에 특이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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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ti-cancer effects of Astragalus membranaceus (AM) and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AT) have been 
described. Each of their effects mainly focused on the immunopotentiating and apoptosis inducing-ability in several 
cancer cell lines. Although the combination of AM and AT is occasionally used in Chinese medicine to treat lung 
cancers, their synergistic effect has not been proved yet.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whether AM combined 
with AT exhibits a synergistic anti-cancer effect in H1299 human lung carcinoma cells. The ethanol extracts of AM 
(EAM) and AT (EAT) showed only slight cytotoxicity in H1299 cells when treated alone. However, the combination of 
EAM and EAT markedly suppressed the cell growth measured by MTT assay and trypan blue counting assay. In 
addition, co-treatment of EAM with EAT significantly reduced the colony-forming ability compared with single 
treatment of EAM or EAT in H1299 cells. We demonstrated that the synergistic effect of AM and AT was related with 
apoptosis induction proved by an accumulation of chromatin condensation, annexin V-positive cells, sub-G1 phase 
population, and cleaved-PARP expression, which were not observed by single treatment of EAM or EAT. In conclusion, 
the combination of EAM and EAT exhibited superior anti-cancer activity in H1299 cells than single treatment of EAM 
or EAT. We suggest that EAM combined with EAT might be a novel therapeutic option for lung cancer patients, and 
provide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combination of Chinese herbs to treat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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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Astragali membranaceus)는 콩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Atragalus membranceus Bunge의 周皮를 벗긴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神農本草經>에서 上品의 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性味가 
甘溫하고 脾肺經에 작용하여 生用하면 益氣固表, 利水消腫하는 효
능이 있고, 炙用하면 補脾益氣하는 효능이 있다8). 황기의 생리활성 
작용으로서 항산화효과, 항바이러스효과, 면역증강효과, 간기능보호
효과, 세포성장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9,10). 특히 황기
의 항암작용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황기가 一切癌과 癰疽 및 
肺癰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11), 홍 등12-14)은 황기약침이 면역작
용을 증강시키며 발암과정을 억제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황기주사
액이 chemothepary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경감시키며15,16), 
황기의 saponin과 다당류 성분이 면역조절활성과 신생혈관억제를 
통해 항암작용을 한다는 보고 등17-21)이 있다.  
    사삼(Adenophora triphilla var. japonica)은 초롱꽃과에 속
한 다년생초본인 Adenophora triphilla var. japonica Hara 및 
동속근연식물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성미가 苦微寒하고 肺胃經
에 작용하여 肺胃陰不足으로 인한 乾咳, 口渴에 養陰淸肺, 祛痰止
咳하는 효능이 있다8). 그 동안 사삼의 생리활성 작용으로서 면역조
절효과, 천식억제효과, 항염증효과, 항산화효과 등이 보고되어 왔다
22-25). 특히 사삼의 항암작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crude
한 추출물이나 saponin 등의 성분이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하
며, 비장세포 증식유도 및 혈관신생억제 등을 통해 항암활성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30). 
    본 연구는 황기와 사삼의 항암활성을 밝힌 기존의 임상 혹은 
전임상 데이터와 폐암치료에 황기와 사삼을 필두로 한 益氣養陰法
을 적극적으로 응용해온 기존의 중의임상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되
었다. 황기와 사삼의 항암 시너지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H1299 인체폐암세포주에 황기와 사삼을 단독 혹은 병합처리한 후 
세포사멸효과를 in vitro 상에서 비교 검증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황기와 사삼은 주식회사 누리허브에서 구입
한 것으로 화순한약재유통에서 대한민국약전을 기준으로 표준품 확
인 및 순도 시험을 거친 것이다. 황기 에탄올 추출물(ethanol 
extract of Astragali membranaceus, EAM) 및 사삼 에탄올 추
출물 (ethanol extract of Adenophora triphilla var. japonica, 
EAT)을 얻기 위해 황기와 사삼의 건조된 분말 100 g에 80% 에탄
올을 각각 1.5 L씩 첨가한 후 초음파분쇄기에 30분씩 5회 추출하
여 필터를 통해 상층액만 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얻
어진 상층액을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얻은 분말을 
dimethylsulfoxide (DMSO)에 200 ㎎/㎖ 농도로 용해시켜 사용하
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RPMI 1640, fa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PS),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Trypsin-EDTA는 WelGENE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단백
질 분석을 위한 모든 1차 및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별도 표기 하지 
않은 모든 시약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H1299 인체 폐암세포주는 서울대학교 약학
대학 이호영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세포의 배양을 위해 90%
의 RPMI 1640에 10% FBS와 1% PS를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는 37℃,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3. MTT assay
    H1299 세포를 2.5×103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seeding한 후 EAM과 EAT를 각각 제시된 농도로 처리하였다. 72 
h 배양 후 tetrazolium bromide salt (MTT)를 0.5 ㎍/㎖ 농도가 
되도록 분주하고 2 h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모두 제거 
하고 DMSO 100 ㎕를 넣어 각 well의 formazin을 녹인 후 
multi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에서 54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Trypan blue exclusion assay
    H1299 세포를 3×104 cells/well 농도로 12 well plate에 
seeding한 후 EAM (500 ㎍/㎖)과 EAT (500 ㎍/㎖)를 각각 제시
된 시간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세포를 모아 0.1% trypan blue 용
액으로 suspension한 후 세포 숫자를 counting하였다. 푸른색으
로 염색된 세포는 죽은 세포로 판단하여 counting에서 제외하였
고, 염색되지 않은 세포만 live cell로 판단하여 counting 하였다. 

5. Soft agar assay
    4% low-melting agarose (Lonza, Rockland, ME)를 미리 
PBS에 녹여 준비한 후, 따뜻한 배지를 첨가하여 1% bottom agar
를 만들고, 1 ㎖씩 24 well plate에 분주하여 상온에서 굳혔다. 그 
후 H1299 세포를 5×102 cells/0.5 ㎖ 농도로 0.4% top agar에 
suspension하여 각 well당 0.5 ㎖씩 분주한 후 상온에서 굳혔다. 
Agar가 다 굳은 후 배지 500 ㎕에 EAM과 EAT를 각각 처리하여 
top agar 위에 분주하였다. 상층액은 3일에 한번씩 교체하였으며, 
seeding 후 2주간 배양하였다. 그 후 상층액에 MTT solution을 
0.5 ㎎/㎖로 처리하여 2 h incubation 시킨 후 염색된 colony를 
디지털카메라(EOS750D, Canon, Japan)로 촬영하였다. Colony 숫
자는 Image J software를 통해 counting 하였다. 

6. DAPI staining
    EAM (500 ㎍/㎖)과 EAT (500 ㎍/㎖)를 72 h 처리한 H1299 
세포들을 모아서 3.7% paraformaldehyde로 상온에서 30분 동안 
고정하였다. 그 후 cold PBS로 2회 wash 후 cytospin으로 세포를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키고, PBS와 DW에 번갈아 세척하여 건조
시켰다. 건조된 세포를 2.5 ㎎/㎖로 희석된 DAPI solution으로 약 
30분간 암실에서 염색시키고, PBS와 DW에 번갈아 세척 및 건조시
킨 후 mounting하여 형광현미경(Carl Zeiss, Germany)을 통해 
400배의 배율로 핵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J. M. Lee et al 113

7. Flow cytometry를 통한 cell cycle 분석
    EAM (500 ㎍/㎖)과 EAT (500 ㎍/㎖)를 72 h 처리한 H1299 
세포들을 모아 80% 에탄올로 4 ℃에서 1 h 고정한 후 원심분리시
켜 500 ㎕의 propidium iodide solution (450 ㎕ PBS, 50 ㎕ 
0.5 ㎎/㎖ propidium iodide, 1.5 ㎕ 10 ㎎/㎖ RNase A)에 
suspension하여 30분간 핵을 염색하였다. 그 후 원심분리시켜 상
층액을 제거한 후 500 ㎕ PBS에 suspenstion하여 DNA flow 
cytometer (BD FACSCalibur)와 CellQuest software를 사용하여 
cell cycle을 histogram으로 분석하였다. 

8. Annexin V/PI double staining assay
    EAM (500 ㎍/㎖)과 EAT (500 ㎍/㎖)를 72 h 처리한 H1299 
세포들을 모아 Annexin V‑FITC apoptosis detection kit 
(PharMingen, San Diego, California)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염색
하였다. 15분간 암실에서 세포를 염색한 후 DNA flow cytometer
와 CellQuest software를 사용하여 Annexin V‑positive 
apoptotic cell을 분석하였다.

9. Western blotting
    EAM (500 ㎍/㎖)과 EAT (500 ㎍/㎖)를 72 h 처리한 H1299 
세포들을 모아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P-40, 1% Triton X-100, 0.25% sodium 
deoxycholate, 1 mM EDTA, 10% Glycerol, a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tablet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 phosphatase inhibitors (1 mM 
Na3VO4, 100 mM NaF, and 10 mM NaPP)) 에 1 h lysis시킨 
후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하였다. 
그 후 20 ㎍의 단백질을 SDS-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하여 
전기영동시키고, electroblotting을 통해 2 h 동안 PVDF 
membrane ( 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MA)에 옮긴 후 
3% bovine serum albumin (BSA, MP Biomedicals Europe, 
Illkirch, France)로 1 h blocking하고 1차 항체를 붙여 4℃에서 
overnight incubation하였다. 그 후 TBST로 세척하고 상온에서 1 
h 동안 2차 항체를 붙인 후 다시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nimoecence (ECL) 용액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 IL, USA)을 뿌려 암실에서 X-ray film 
(Agfa-Gevaert,  Melbourne, Australia)에 감광시켰다.

10. 통계적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mean±SD으로 표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 < 0.05인 것을 유의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증식 및 형태에 미치는 
영향
    먼저 EAM 및 EAT 단독처리가 H1299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EAM과 EAT를 각각 0, 50, 100, 250, 
500, 1000 ㎍/㎖ 농도로 72 h 처리한 후 MTT assay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 EAM과 EAT 모두 500 ㎍/㎖ 처리군까지 H1299 세포
의 생존율이 80% 내외로 나타나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and 1B). 그러나 EAM과 EAT의 병용처
리에 의해서 H1299 세포의 생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50 ㎍/㎖ 단독처리군에서는 EAM과 EAT 처리군 모두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병용처리군에서 생존율이 60%까지 
감소하였으며, 500 ㎍/㎖ 단독처리군에서는 EAM과 EAT 처리군 
각각 80%와 6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병용처리군에서 생존
율이 20% 미만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농도의존적인 synergy 증대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2A). 또한 약물의 최종 처리농도를 1000 
㎍/㎖으로 동일하게 맞춘 조건에서 세포생존율을 비교해보면 Fig. 
1에서 보여지듯이 EAT 1000 ㎍/㎖ 단독처리군은 약 80%, EAT 
1000 ㎍/㎖ 단독처리군은 약 60%의 세포생존율을 보인 반면 Fig. 
2A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EAM 500 ㎍/㎖과 EAT 500 ㎍/㎖을 
병용처리한 군은 20% 미만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최종 약물농도가 
동일한 조건에서도 synergy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trypan blue exclusion assay를 통해서 동일
하게 나타났는데, EAM과 EAT을 36 h 동안 단독처리하였을 때 각
각 93%와 85%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병용처리에 의해서 생
존율이 50%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72 h 단독처리 시 각각 90%와 
70% 내외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병용 처리에 의해 세포생존율이 
10%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Fig. 2B). 
    다음으로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밀집도와 형
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EAM (500 ㎍/㎖)과 EAT (500 
㎍/㎖)를 단독 혹은 병용처리한 후 현미경 상에서 cell density와 
morphology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 2C에 나타나듯이 EAM과 
EAT 단독처리군에 비해 병용처리군에서 현저하게 세포의 밀집도가 
감소하였고, 배지 상에 부유하는 세포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세
포의 형태 역시 정상적으로 가지를 뻗은 상태가 아닌 부유 직전의 
둥근 형태의 세포가 증가하였다 (Fig. 2C).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생존율 감소에 있어 
synergy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1. Effects of EAM and EAT on cell viability in H1299 cells. Cells 
were seeded onto 96 well plates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A) EAM and (B) EAT for 72 h. The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assay.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vs. u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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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EAM and EAT on cell 
viability in H1299 cells. (A) Cells were seeded onto 96 well plates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AM and EAT for 72 h. The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assay. (B) Cells were seeded onto 12 
well plates and treated with EAM (500 ㎍/㎖) and EAT (500 ㎍/㎖) for 
indicated time periods. The viable cell was evaluated by trypan blue 
exclusion assay.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 P < 0.001 vs. respective control). (C) Cells were treated with 
EAM (500 ㎍/㎖) and EAT (500 ㎍/㎖) for 72 h. Cell density and 
morphology were visualized by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50X).

2.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colony formation에 
미치는 영향 
    Soft agar assay는 암세포와 같이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킨 
세포가 anchorage-independent하게 colony를 형성하며 자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고안된 실험으로서 세포를 in vivo와 가까운 3D 
상태로 자라게 함으로써 tumorigenicity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31).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colony 
form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oft agar assay를 시
행한 결과 EAM (500 ㎍/㎖)과 EAT (500 ㎍/㎖) 단독처리군이 각
각 대조군에 비해 80%와 60% 이상의 colony formation을 보인 
반면 병용처리군은 20% 내외로 colony formation이 현저하게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3A and 3B). 이를 통해 EAM과 
EAT 병용처리가 각각의 단독처리에 비해 H1299의 tumorigenicity 
억제에 있어 synergy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EAM and EAT on colony 
formation in H1299 cells. Cells were seeded in soft agar and the colony 
formation ability was examined in the presence of EAM (500 ㎍/㎖) and 
EAT (500 ㎍/㎖) for 14 days. (A) The colonies were visualized by digital 

camera. (B) The relative colony formation was assessed by counting 
individual colonies using Image J.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 P < 0.001 vs. respective control). 

Fig. 4.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EAM and EAT on apoptosis 
induction in H1299 cells. Cells were seeded and treated with EAM (500 
㎍/㎖) and EAT (500 ㎍/㎖) for 72 h. (A) To observe the changes of 
nuclear morphology,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The stained 
nuclei were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blue filter 
(original magnification, 400X). The apoptotic nuclei were indicated as 
white arrow. (B) Annexin V/PI double staining was conducted using a flow 
cytometer. Annexin V-positive population was determined as apoptotic 
cells. (C) Cells were stained with PI solution and sub-G1 DNA content was 
evaluated using a flow cytometer.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 P < 0.001 vs. respective control). (D) Cells were lysed 
and the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onto PVDF membrane. The membrane was probed by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by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3.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EAM과 EAT 병용처리가 H1299 세포에 유발하는 죽
음의 형태가 apoptosis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DAPI 
staining을 통해 핵을 염색하였다. 일반적으로 apoptosis가 일어날 
때 염색질 응축과 DNA 단편화로 인해 핵이 작은 조각으로 나눠지
게 되는데, DAPI staining 결과 EAM과 EAT 단독처리군에 비해 
병용처리군에서 핵의 단편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A). 
    이러한 핵의 변화는 apoptosis의 후기 단계에 일어나는 변화
로서 EAM과 EAT의 병용처리가 초기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annexin V/PI double staining을 시행하였다. 
Apoptosis 초기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세포막 내부에 위치하는 
phosphatidylserine (PS)이 세포막 외부로 이동하여 annexin V와 
결합할 수 있게 되고, apoptosis 후기 단계로 가면 세포막에 pore
가 형성되면서 PI에 의해 핵이 염색된다32). Annexin V/PI 염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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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in V+/PI- 세포와 annexin V+/PI+ 세포를 각각 apoptosis 
초기세포와 후기세포로 분류하여 합산한 결과 EAM과 EAT 단독처
리군에 비해 병용처리군에서 apoptosis 초기세포와 후기세포가 모
두 현저하게 상승하여 전체적인 apoptosis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B). 이와 함께 Flow 
cytometry로 apoptosis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cell cycle 분석을 시행한 결과 apoptosis를 일으킨 세포를 의미하
는 sub-G1기 세포 비율이 EAM과 EAT 단독처리군에서는 10% 내
외로 control 세포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병용처리군에서
는 30%에 달하여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Fig. 4C).
    마지막으로 apoptosis의 핵심적인 marker 단백질에 해당하는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의 단편화를 웨스턴블롯으
로 확인하였다. Caspase-3의 기질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PARP는 
apoptosis 유발 시 활성화된 caspase-3에 의해 분해되어 본래의 
기능인 DNA 수복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31), Fig. 4D에 나타나듯
이 EAM과 EAT 단독처리군에서는 PARP의 cleavage가 관찰되지 
않으나, 병용처리군에서는 cleaved PARP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D). 상기한 결과들은 EAM과 EAT에 
의해 유발되는 H1299 세포의 사멸이 apoptosis 유발에 의한 것임
을 명백히 보여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폐암에 대한 황기와 사삼의 항암시너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의학적으로 폐는 氣를 운행시키고,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건강하며, 건조함을 싫어하는 장기로서 중의학의 다양한 임
상연구에 따르면 폐암의 발병원인 역시 氣와 陰液이 虛해져 나타
나는 것이므로 폐암치료에 益氣養陰法을 적극적으로 응용해왔다6,7). 
흥미롭게도 益氣養陰法을 기반으로 한 폐암 치료처방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빈용되는 약재로서 황기와 사삼을 들 수 있
는데6,7), <동의보감>에 따르면 황기는 대표적 補氣劑로서 癰疽, 瘡
이 오래된 것을 치료하고, 고름을 빼내며, 통증을 멎게 한다고 하
였고, 사삼은 肺氣와 폐 속의 陰氣를 補하고 腫毒을 삭인다고 하였
으므로 두 약재 모두 癰腫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肺癰의 범주에 
속하는 폐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1). 현대의 약리학적인 연구 역시 황기와 사삼이 암세포에 대한 직
접적인 사멸효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나 혈관내피세포와 같은 종
양미세환경을 조절하여 항암활성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12-21,26-30). 
즉, 황기와 사삼을 폐암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나, 
이들의 combination effect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 동안 폐암에 대한 국내 한의학 논문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전임상연구 대부분이 단일한약재나 복합처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단일한약재는 君臣佐使論에 근거하여 여러 한약재의 배합을 중
시하는 한약처방의 고유한 장점과 한의학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고, 복합처방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한약재가 들어
가 있어 신약개발의 측면에서 작용기전과 유효성분을 규명하기 어
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공통적으로 빈용하는 한약재의 
가장 단순한 combination에서부터 그 효능과 기전을 규명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약재 간의 
combination effect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Wang 등34)은 중국에서 개발된 한방 백혈병 치
료제의 세 가지 구성약물의 combination effect를 조사한 결과 항
암효과는 계관석의 주요성분에 의해 나타났으며, 청대와 단삼은 계
관석의 주요성분이 암세포 내로 잘 수송되도록 돕는 역할을 함을 
증명하였다. Ma 등35)은 서양고추나물에 포함된 두 가지 성분을 
combination으로 처리하여 혈액암세포에 대한 항암시너지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김 등36)은 synergy effect가 있다고 밝혀진 한약재 
성분들의 combination을 분석해본 결과 주요효능을 가진 major 
compound, 약효를 보조적으로 돕는 complementary 
compound, 다른 성분의 독성을 줄여주는 neutralizing 
compound, 다른 성분이 타겟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하는 delivery 
compound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synergy를 일으킴을 보고하였
고, 이는 곧 한의학의 君臣佐使論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성분의 combination이 단일성분보다 더
욱 우수한 효과를 가짐을 입증한 연구로서 targeted therapy의 한
계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한의학 古書나 임상연구를 통해 각 질
병단위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들의 다양한 
combination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유망한 치료전략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황기 역시 다른 한약재
와의 배합 연구가 몇 가지 진행되었는데, 김37)은 황기와 당귀로 구
성된 당귀보혈탕의 배합비율에 따라 대장암세포주에 대한 항암활성
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손 등38)은 황기 및 단삼을 유효성분
으로 하는 항암제 부작용 완화용, 항전이 및 항피로 조성물을 개발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H1299 대장암세포에서 황기와 사삼의 항암 시너지 
효과를 조사한 결과 황기와 사삼 단독처리에 비해 병용처리 시 
H1299 세포의 생존율과 tumorigenicity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and 3). 이는 또한 핵의 단편화, 
annexin V-positive 세포 및 sub-G1기 세포의 증가, PARP의 
cleavage 등을 통해 apoptosis 유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이들 결과는 황기와 사삼을 단독으로 투여
했을 때보다 병용투여했을 때 폐암 치료에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실제 중의학에서 폐암 치료 시 益氣養陰法을 바탕으로 
황기와 사삼을 주요한 약재로 병용투여하고 있는 데에 전임상적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황기와 사삼의 항
암 시너지 효과가 어떤 분자적 기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인지 명확
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향후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H1299 인체폐암세포에서 황기와 사삼 병용처리의 항암시너지
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황기와 사삼 단독처
리에 비해 병용처리 시 H1299 세포의 생존율과 colony 형성이 현
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황기와 사삼의 병용처리 시 
H1299 세포의 apoptosis 유발이 현저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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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황기와 사삼의 병용처리에 의해 폐암에 대한 항
암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폐암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한약재의 combination effect와 그 기전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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