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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쩨 목

마우스 폐션총율 이용한 차연산생물의 항발암작용에 판한 연구

I I. 연구의 몹적밀 중요성

본 연구실에셔는 수년전후터 인삼의 항발압성을 규명하여 왔고 이러

한 항발압생율 홈머 명확헤 큐명하는 실협무로써 인삼의 연끈밸， 쩨법

밸 항발양성 차이롤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활 실시하었￡며 이률 바탕

o 로 자연산생물중에 함유되어 있율지도모훌 향발압물질의 검색과 함꺼l

향발암파쟁을 규명하는 기본척인 설협 동풀 시스탬율 확립하고 나아가

항발압물설 개발에도 크게 71 어 하리라 사료 원다.

III. 연구의 내용 맺 법위

1) 연구 내용

흥삼 분말와 연곰밸 항발암성 차이롤 판찰하기위해 NIH(GP) 신생

마우스때 발암물질인 benzo(a)pyrene율 쭈여한후 총양발생율 lI l~롯한

각 장기의 번화률 육안 밀 뱅 e1 조칙학척으로 검색하였다.

가.실험 풍물 : 생후 24시간이내의 NIH(GP) 산생마우스

나.동물 사효 : NIH-7-open-formula에 의거 쩨초펀 고헝 사효

다. 발압 물질 : Benzo(a)pyrene (B(a)P)

라.시험 물질의 쪼쩨

수삼 1. 5년곤t 3년곰t 4년곰. 5년근 맞 6년근율 수세한후 3-4

회 증숙하고 융건하여 홍삼율 조쩨하였고 이훌 분말화하여 시험물

질로 사용하였다.

마.설업푼의 분류

쟁상대조군. 발암물질 단톱루여군， 발압물질 밀 셔혐물질 병행

투여군， 시험물질 단톡투여군￡로 나누었다. 쩨조한 홍삼훈말 1. 5



년곰， 3년곰， 4년근， 5년곤 및 6년곰의 항발압생율 확인하거 위하

여 NIH(GP)신생마우스의 견갑부에 환경생 발압물집인 B(a)P 0.5

mg을 피하주사하고 연근밸 흉삼분발율 생후 3주부터 6추간 5

mg/ml 의 농도로 식수때 첩가시켜 후여하였다. 각 실험균 마우스는

쟁후 9주에 부겸하였으며 폐장을 Telliesniczky ’ s 용액에 고정하

여 혜션종 발생을 비훗한 기타 다른 장71 의 변화톨 육안적 맞 뱅

러 조직학척드로 관잘하였다.

III. 연구결과 잊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언구는 흥삼분말의 각 연곰밸 향발암효과롤 관찰하기 위하여 수

행하었댄 바 그 결과논 다읍과 갑다.; B(a)P 0.5 mg 단톱후여균의 혜션

종발생율은 48.6%였고 흥잠분딸 (5 mg/ml in drinking μater) 뱅행루여

군의 폐션종 발생율윤 1. 5년근이 37.9% , 3년문이 41.7%2.토 몽계학적으

로 흥삼분말 뱅행투여에 의한 혜션총 발생반도의 억쩨효과는 발생되지

않었다. 그러나 4년큰 영행루여의 경우 31.7% (P<0.05) , 5년근의 경우

28.3% (P<O.02) , 6년곤의 경우 25.5% (P<O.Ol>로 4년용， 5난곰 밀 6년

곤 홍삼분말 뱅행후여에 의해 I찌l션종 발생빈도가 뽕계학찍으로 유의성

있째 억쩨되었다. 따라셔 본 설혐의결과， 홍삼분말 4년곤， 5년곰， 6년

푼의 엉행투여는 B(a)P로 유도훤 빼션종을 억개1시키는것으로 나타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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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of Title

Evaluation of anticarcinogenicity of natural products by

medium-term bioassay system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evaluate anticarcinogenicity of various year or type of

ginsengs on benzo(a)pyrene induced lung tumor in newborn mic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ice were divided as follows : untreated contr‘。 I group ,

benzo(a)pyrene (0.5 mg/mice , B(a)P) alone group , B(a)P O.5mg/mice

+ powders of red ginseng 1.5 years , 3 years. 4 years. 5 years or 6

years (5 mg/ml of drinking water) respectively , Powders of red

ginseng 1.5 years. 3 years , 4 years , 5 years or 6 years (5 mg/ml

of drinking water) respectively. To verify the anticarcinogenicity

of these natural products , NIH(GP) newborn mice , after injection

。f 0.5 mg of benzo(a)pyrene in subscapular region. were

administered the powders of 1.5 years , 3 years , 4 years , 5 years

or 6 years of red. ginseng for 6 weeks after they were weaned. Each

gr‘。up of mice was sacrificed at 9th week to observe the incidence

of lung adenoma. Major organs were examined grossly and

histopath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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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is result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anti

carcinogenicity of various year of red ginseng powder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ulmonary

adenoma incidence was 48.6% in B(a)P alone group. 2. The pulmonary

adenoma incidence was 37.9% or 41.7% in 1.5 years or 3 years of

red ginseng powders , respectively. These resul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a)P alone group. 3. The pulmonary

adenoma incidence was 31.7% (P(O. 05) , 28.3% (P<O. 02) , or 25.5%

(P<O.Ol) in 4 years 5 years or 6 years of red ginseng powders.

respectively. These result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 from

B(a)P alo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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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음 이 01 2000년천부터 동양에셔 널 ~l 악용으로 사용되어옴 신1f 1

의 영약으로 알혀쳐 었으며 국내외 학자등에 의하여 다양한 인삼의 효

과가 보고되고 었다. 우션 언암의 청신 신경면에서 stress의 경감， 정

신력의 층강. 뇌신경 기농의 증강， 청신집중으로 인한 활풍 능력 향상，

기억력의 충진， 우울충의 경갑 및 불면층의 치료효과촬 나타내며 신쩨

71능맨애 없어셔는 장 또는곤육 수혹려 중강， 내구핵의 중강， 식용증

진， 성욕층강， 111 올회북의 효력이 있읍이 알려져 있고 신진 대사맨에셔

는 합수한소려 안쟁화， 핵산 및 단맥첩， 지질 생합성 확진을 비훗하여

조직 밀 째포성장 촉진을 알￡힘이 보고되어았으며 당뇨뱅 맞 고저혈압

치료에 사용되고었다 (1-27).

한현 문명이 발달됩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압윤 인류의 척이라 저

칭되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치료면어l셔 난점이 많다. 쭉 현재 압환자려

치료는 외과적 수술요법 및 방사션요법， 화학요뱀， 면역요벌등으로 이

투어치고 었으나그 효과먼애셔 한계검에 도달되어 있어 식물성 추출물

을 위시한 우el주위의 자연산생물중에셔 강력하고 #작용이 적윤 항압

쩨륨 발굴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국내 와척무로 수행되고 었다. 이

들중 륙히 인삼에 없어셔의 항양실험보고훌 살펴보면 다융파 칼다.

Lazarev (1963)는 Ehrlich확수밥이 이식훤 마우스에 인삼의 추풀물

을 투여하맨 압의 증식윤 15% 내지 45% 억쩨 되었으나 랫료에 이식왼

Walker car‘cino-sarcoma와 CCK종양에셔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한 바있

고 (28) Mironova (1963) 도 인삼의 추활물아 Ehrl ich복수압이 이식왼

마우스에셔 항양생이 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5 , 29) Yaremenko

(1 966) 는 Ehrlich획·수압셰포와 Walker carcino-sarcoma세포률 따우스와

햇프의 정맥대에셔 각각 추사한후 인삽추뿔물율 후여한껄과 압의 이식

율에 었어셔나 층석되는 총양의 코기에 없어셔나 각개 설혐마다 불균입

한 효과흘 보였다고 보고하고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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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 Woo , Nakamura 및 D이tati (1965)는 인삼충의 alkaloid-환획 이

압세포의 고분자물집의 생합성율 억쩨함율 관찰하였고 ( 31) Hwang 밀

Cha (1 975) 는인삼의 petrolium-ether 추출물이 배양충의 L5178Y입파구세

포와 Sarcoma-180 양셰포의 생장율 억까쩨g함율 환찰훌하}었고 S닮arc‘'co매m뼈a망-녁 80확

수압율 이식한 마우스에셔 추출물융 10일간 후어한 결과 생폰 일수가

1. 5내지 2배로 층가되었다고 보고한 바었다. 포한 윤， 여， 윤윤 인삼의

ethylacetate 추출물율 배양중인 L5l78Y 입 파구셔l포와 Sarcoma-180압세

포에 각각 후여하면 이률 압쩨포의 충식율 억쩨하였율 쁨 아니라

Sarcoma-180암세포에셔 DNA맺 RNA의 생합성율 현져하게 억쩨하는 한핸

petr‘。 lium-ether추출물윤 Sarcoma-180압쩨포에셔 현저하께 단백집의 생

합생을 억쩨함율 관찰하었으나 (34) 윤 잊 윤 (979)윤 인삼악

ethylacetate추풀물운 Ehrl ich복수맘 마우스와 Sarcoma-180암 마우스애

복강에 추사하여 하풍의 생명연장을 볼수 없었다 (35). 그러나 Lee 밀

Huemer (971) 는 고려인삽을 ethanol , ether 또는 물올 각각 추출하여

Sarc。매a-180， Adenocarcinoma 755 일 Leukemia L1210이 이 삭 펀 마우스

에셔 불큐석하게 압세포의 충식율 억쩨하었고 ethanol추훌물운

Sarcoma-180압세포률 이식한 마우스때셔 후여용량에 비혜합이 없이 불

규칙하게 항암작용을 보였으나 급걱히 충식하는 L1210 맥혈뱅 째포률

이석한 마우스에셔는 ethanol , ether 밀 물 추춤물애 의하여 항암작용

율 나타내지않융으로셔 인삼 추출물뼈 의한 항암효과는 현저한 것이 붓

됨이 알려셨다 (36). 한펜 Murata 밀 Hir、。no (1 973)는 수슐율 밭윤 압

환자 흑 위압 71례， 간압 8혜， 대장암 11혜， 유암 4혜， 갑상션암 2려L

육종 3혜， 기타 2례등 총 101해암환자에게 인삼의 유효생분으로 추출원

pr、。stisol율 장기간 후여하여 70'1.의 암환자에셔 각종 중상의 경감과 더

불어 채발율 치연 시컸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현상율 직껍척인 항압작용

보다는 압환차의 l:l 1 륙이척인 신쩨 저항력율 중강시혐으로셔 초래된 것

으로 보고하었다(37).

이와갑윤 국내외의 학출보고훌 총합하여 보변 인상 추출물애 의한

항압작용운 추를 ethanol추촬물애 의하여 Ehrlich 확수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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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ma-l80 복수압과 갈윤암세포 충식이 바교적 환만한 압에셔 관찰되

었고 이 항암성윤 약물때셔 충요시되는 악용량 비해효과가 결여월 뿐아

니라 각 연구자에 있어셔 첼처한 잭판성이 없는것이 문쩨시획며 또한

항압쩨 개발에 있어셔 입상쩍 활용도의 명가시얘 활용되고었는 마우스

백혈뱅 L1210, P388 포는 뺏료의 Walkercarcinoma 갈윤 충식이 급걱한

홍물 종양에셔 항양성이 관찰되차 않는것으로보아 인삼추촬물애 의한

불큐칙한 항암작용운 Brekhman 맺 Dardymov (1 969) 가 추창하는 생체의

저항력을 중강시켜 초래 원다는 간접척인 생째반웅애 의한 현상으로 보

여 진다 (38) .

한환 양정복율 위하여 천세계적으로 광법위하게 노력하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암뢰 ~1 애 없어서 아직도 한계점에 도달티어 았율뿐 아니라 인

째에셔 발생되는 압의 80X이상이 환경생 원인애 의하얘 발생되며 환경

성 원인의 90X이상이 화학물질애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무므로 우

리주밴 환경으로부터 발압성물질의 쩨거 또는 걱 e1 도 중요하지만 멸상

상용휠수 없는 식품중애셔 양율 혜방 할수 없는 것융 색촬하는 껏도 대

단히 중요하다고 사료펀다. 1970년대 초반기에 어러변에셔 화학척 발압

물질얘의한 암발생율 능동걱으로 예방하려는 시도가 싹르이기 시착하였

으며 이률의 예방운 우리 체내로 후입되는 화학척 발압물질과 체내에셔

~l 활성융 저지하는 방안 맞 이률 발맙물질의 비발압성 상태로의 분해

등의 화학적 예방과 우리 신체내의 면역학척 감시가구률 륙이척a로 강

화하는 방안 맞 신쩨의 버륙이생 져항력율 강화함으로서 비혹이성 면억

학적 저항력율 층진시키는 방안 풍 면억학척 예방잭풍이 논의되고 었다

(40). 이와 칼이 암의 놓풍적 예방맨에셔 불때 사용월 수 있는 식품 또

는 발압율 예방 할수없는 것이 우리 주변의 자연산쟁물중애셔 색출 휠

수있다면 이 이상 다행한 일 01 없율 것여다.

이와 찰운 관점에서 본언구차는 인상의 갱미하고 불균일한 항압성이

Brekhman의추장과 감이 인잠의 비륙이성 저항력이 충강에 의하여 야기

원다면(41) 국한환 인삼의 항압작용율 맙치료에 웅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무수한 환경성 화학적 발암물질애 의한 암발생율 빼방 s:.는 지언할수있

는 가능생을 추구하는 것이 바함직하다고 생각하었율 뿔아니라 申農本

草經에의하맨 久服睡身延年이라하얘 오eR 확용하면 폼이 가벼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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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다고 기혹되어 있다 (42). 이인삼의 장수효파가 사설이라면 압과

캅윤 난치뱅이 인참의 북용S를 예방돼어셔 장수할것이라고 가셜하고

다움과 칼윤 섭혐척연구와 억학척연구률 수행하여 인삼의 압예방효과률

큐명하었다. 륙 1978년부터， 인삼의 북용얘 의하여 수명이 연장원다면

압과 갈운 난치뱅율 인삼의 확용에 으}하여 @훼방하쩨 주기 때문일것이라

고 가셜하고 실험동물때 각총 화학적 밥밤물쉴율 루여한후 홍깜쟁분율

식수롤 흉하여 장기간 투여한 결과 흉상의 향발압작용율 확인하였다

(43 , 44) . 또한 신생마우스률 이용한 중기 실험에셔 흥잠의 항발암작용

율 확인한 동시에 (45.46) 인상의 향발압 작용기천윤 면액세포인 자연

살해서l포 활성도의 층강 (47 ， 48)율 비훗한 여러가지 기천이 관애 할것

으로 이해하였다. 한팬 인삼의 사람에셔의 압예방작용 유무률 판단하기

위하여 원자력병원에 내원 업원한 암환자 1 ， 987명과 버압환자 1 ， 987명

에 대하여 중혜-대초언구률 수행한 캘파 인삼 홉용차애 있어서 암이환

위협비가 분명히 감소웹율 관찰하았율뿐 아니라 유압 맺 자궁압율 쩨외

한 대부분의 압이 예방되었고 홉연무로 중가발생하는 각종 압도 억시

예방함율 관찰 하었다 (49.50). 그러나 인삼의 압예방효과는 천셰째인

이 납륙 할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가 쩨춤 되어야합운 당연하다. 본 연

구설애셔는 N:GP(S) 선생마우스훌 사용하고 환경성 밥압물질인

benzo(a)pyrene의 용량율 0.5 mg으로 증가시켜 생후 9추에 약 501의 꽤

션충발생율 유도하는 중기 실험법을 확법하여 각총 발양 맺 항발암물질

을 검색하여왔다(46).

본 연구에셔는 인삼의 향발암성을 확실히 규명함과 동시에 인삼의

연곤밸， 쩨법밸 항발압성 차이률 알아보고자 1989년도부터 수삼훈말 맞

액기스와 백삼분말의 연근밸 항발압성율 신생마우스흘 이용한 중7)설혐

법으로 검색하여 왔다. 본연구는 상기 연구의 연장으로셔 흥삼 분말의

각 연금별 항발압효과 검색율 중기 설업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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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장 파킹
'-- 로L

쩨 1쩔 연구내용 맺 방법

1. 실업 풍물

미국국법보건원애셔 분양받아 본 연구섭에셔 사육밴식한 비곤교계

N:GP(S)마쭈스륨 사용하였다. 각 성협동물운 항옴， 항슐이 유지되는 사

육실에셔 사육하없다.

2. 동물 사료

NIH-7-open formula어l 곤거하여 제초왼 고행사료률 공급하였다.

3. 밥암물질 쳐 el

환경생 발압물질인 benzo(a)pyrene (3 ,4-Benzo(a)pyrene , Sigma

Chemical Co. USA. B(a)P) 율 소량의 acetone 어l 녹인후 40°C 의 1%

gelatin 수용액을 가하여 1% gelatin 수용액 0.02 ml 당 0.5 mg의 B(a)P

용량이 되케 한후 nitrogen gas로 셔셔히 bubbling 하여 acetone율 제

거하었다. 쟁후 24시간 이내의 신생마우스의 건갑부에 O.02ml씩 Jl1$}

추사하었다.

4. 시험툴켈외 초쩨 (각 연끈밸 흉상훈말의 조쩨)

1. 5년곤에셔 6년곤애 해당하는 수삼율 수째한후 3-4회 중속， 읍건하

여 흥삼을 쩨조하고 분쇄기로 갈아 현탁합수 있율 쟁도의 가루로 만들

었다.

5. 실험군의 분el

a. 정상태조꾼

. b. 발암물질 단톡투여훈 (benzo(a)pyrene 0.5 mg/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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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발암물질 및 시협물질 병행후여운

. B(a)P 0.5 mg/mouse + powders of red ginseng 1.5 year , 3

year , 4 year , 5 year or 6 year (5 mg/ml of drinking water)

d. 시험물질 단독 투여운

. Powders of red ginseng 1.5 year , 3 year , 4 year , 5 year of 6

year (5 mg/ml of drinking μater)

6. 뱅리학척 관찰

각 실험동물은 선체이상 여부률 관찰하고 생후 3주부터 3주간걱으로

쩨충변화롤 측정하었다. 생후 9주애 부겹하얘 빼장， 간장， 양측 신장，

HI 장， 심장의 중량율 쭉정하였으며 폐장을 비훗한 각종 창기의 밴화률

육안으로 관찰하었다. 채휘한 장기중 혜장윤 Tellyesniczky’ s용액 (70%

EtOH 100 ml + formalin 5 ml + graclal acetic acid 5 ml)에 고정하여

빼종양 결혈의 발생 맞 숫자률 확인하였으며， 기타 장기는 10% 충생

formalin 액에 고쟁 하였다.고청원 장기는 파라핀 포매껑팬하여

hematoxylin-eosin 업잭후 광학 핸미경 o 로 변화훌 관찰하었다.

쩨 2쩔 연구갤과 맺 고첼

1. 연구 결과

가. 체중 변화

각 실험군의 추기밸 체충번화는 Table 1때셔 보는 바와 갈다.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충가하었요며 실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 장기 중량

각 실혐군 마우스의 폐중량윤 Table 2어l셔와 갈￡며 실혐푼간의 현

저한차01 는 없었으며 혜션종의 발생애 따라 뼈장의 푸채가 다소 중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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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엉리학적 소건

종양의 발생운 발암물질 투여 , 모듣예에셔 폐션종의 소견율 나타냈

으며 기타장기의 종양 발생윤 관할되지 않았고 기타 뼈의 업종， 신장의

냥포형성 맞 수신종， 난소냥총 풍이 산밥적으로 관찰되었으나 폐션총발

생율 쩨외한 기타 뱅밴윤 실험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빼션

총발생융 나타낸 표는 Table 3 파 갈다.

홍삼분발의 각 연곰밸 항발압효과촬 살펴보면 B(a)P 0.5 mg 단독쭈

여군의 빼션종발생율윤 48.6%였고 흥삽분말 (5 mg/ml in drinking

water) 뱅맹루여품의 혜션종 발생률윤 1. 5년곰이 37.9%. 3년륨이 41.7%

으로 롱꽤학적S로 흥삼분말 뱅행후여에의한 폐션종발생반도의 억쩨효

과는 발생되지 않었다 (Table 3). 그러나 4년릎 뱅행푸여의 경우 31.7%

(P<O.05) , 5년군의 경우 28.3% (P<0.02) , 6년곰의 청우 25.5% (P<O.O l>

로 4년끈. 5년근 발 6년곤 홍삼분말 뱅행루어에 의해 혜션종 발생빈도

가 몽계학찍으로 유의생있게 억제되었다. 따라셔 본 실혐의캘과， 흥삼

분말 4년곰， 5년근. 6년릎의 명행루여는 BP로 유도훤 폐션종을 억쩌l시

키는것S로 나타앓다.

2. 고 찰

본 연구는 연근밸 홍참분말의 향발암성율 9주 중기실험법애셔 확인

하기위하얘 수행되었다.

본 연구실애서는 DMBA (9 , l o-dimethyl-1 , 2-benzanthracene).

urethan. aflatoxin B1과 칼운 발암물질율 사용하여 long-term

administration요로 흥삼의 항발압성율 확인한바 없으며 (44) 선생마우

스에 benzo(a)pyrene을 루여하고 홍삼을 뱅행투어한 48주후에 빼션종

발생을 비훗한 NK-activity흘 관찰한 바있다.(47) 포 본연구실에셔 수

행한 9추 충기셜혐법￡로 홍삼의 폐션종 억쩨율을 확인 한바 있다 (46)

얀삼의 항압효과에 관해서는 Lazarev (28)가 인삼추출물이 murine

Ehrlich carcinoma률 15%-48% 억쩨 시혔다고 보고했으며 Lee (36)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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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의 ether추출물이 Sarcoma 180 ce 11 s 및 Adenocarcinoma 755

(CA 755) cell 에 대해 억쩨효과률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MCA

(3-methylcholanthracene) 쭈여로인한 인삼의 항발압 억쩨효과와 아풀

려 NK-act i v lty도 버륙이쩍 o 로 활성화시캠율 (52) 확인한 보고도 었

다. 실험관내 실협으로는 인삼의 ether extract의 불획이 L1210 cells ,

HRT-18 cells , HCT-48 cells 맞 HT-29 cells때 대해 growth inhibition

효과 (53)가 있고 L5178Y cells , HeLa cells , Sarcoma180 cells얘대한

growth inhibition 효과도 인삼의 petr‘。 leum ether extract에셔 나타앓

다고 (33) 보고되고 었다. 그러고 이헌 세포톡성효과흘 나타내는 물질

야 polyacetylene쩨 물집에 기인휠이 확인 되 었다.

본 연구에셔는 본 연구실에셔 이미 확인한바 있는 홍삼의 항발암작

용이 수삼 및 백삼에도 폰채하논가률 확인하고 인앙의 각 연근밸 항밥

암 작용의 차이률 9주중기실혐법으로 확인하고자 천보의 수삼 분말， 액

기스결과 밀 백참붙말에 이어 홍삼분말로 9주 중기섭협법으로 항발밥껑

율 확인한 결과 B(a) P 0-.5 mg 단톱투여굽의 쩨션종발생율윤 48.6%었고

홍삽분딸 (5 mg/ml in drinking water) 엉행루여균의 빼션총 발생옳운

1. 5년근이 37.9%. 3년곤이 41.7%으로 용계학적으로 흥잡분발 뱅행후여

에 의한 빼션종발생반도의 억쩨효과는 발생되지 않었다 (Table 3). 그

러나 4년근 뱅행후여의 경우 31. 7% (P<0.05) , 5년근의 경우 28.3%

(P<O.02). 6년곤의 경우 25.51 (P<O.OU로 4년륙. 5년곤 및 6년근 홍삼

분알 뱅행투쩨에 의해 쩨션총 발생밴도7)- 흥계학척￡로 유의생있게 억

쩨되었다. 따라서 본 실혐의결과， 홍삼분말 4년근， 5년근. 6년근의 뱅

행후여는 B(a)P로 유도원 쩨션종율 억쩨시키는것으로 나타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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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1 3 장 캘흔 몇 천으·1 ~t합

본 연구는 1989년도부터 인삼의 압예방 유효성분율 큐영하고자 하었

S나이미 잘 알려펴 있는 바와 갑이 2000년의 억사률 가진 인삼의 각질

뱅에 대한유효성분초차도 밝혀져 있 ~l 않는 현금에， 암예방생분율 화학

적 ~는 생화학적 추구로써 밝히고자 노력하는첫보다는 우션 인삼의 연

곰별， 인삼종류밸， 양예방 효과의 차이률 biomarker‘ system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방법으로 단시일내에 압예방효와 차이활 퓨명 합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과거 10여년홍안 이와 갑윤방법윤 개발되어있지 않왔기

때문에 당연구설에셔 활용하여옴 쩨션종발생 system율 biomarker‘대산에

실험하여웠다. 실험동물율 사용한 발암물질 포는 항발압물질의 겁색율

위하여 광법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실협동물을 사용하는 이 분야

악 연구는 실혐기깐이 최소 1년 내지 2년간 소요되논 것이 상례로서 많

은 추위환경의 발암물젤겹색에 있어셔나 항발암물질발물에 있어셔 실험

수행에 따른 인적부탑과 막대한 연구비와 소요가 혼결점으로 태우되고

있으연셔도 단기 실험법 개발이 이루어자지 않고있다. 따라셔 본연구실

에서는 N:GP(S)신생따우스률 사용하고 환갱생 발압물질인

benzo(a)pyrene의 용량을 0.5 mg2.로 증가시켜 쟁후 9추에 약 50%의 폐

션총 발생율 유도하는 중기 실험법율 확럽하여 각종 발압 밀 항발압물

질율 검색하였다.

본 언구에셔는 전보에셔 건조수삽 1. 5년곰에셔부터 6년곰에 해당하

는 분말과 추출물의 항발암효과률 9추 충기섭험랩에 적용하여 확인하얘

benzo(a)pyrene 0.5 mg 단톱투여푼의 폐션총 발생율 (41. 3%) 에 비해 건

t조수잠가루 (5 mg/ml ofdrinking water) 쭈얘군의 쩨션종 밥쟁률윤

1. 5년문이 31. 2% , 3번곰이 30.0 ， 4년곰이 31. 3% , 5년푼01 30.7% , 6년끈

이 27.8% 로 6년곤 (P(O.05) 외애는 약간억쩨 돼는 경향운 있었으나 봉

7뀌학척인 유의성윤 없었으며 benzo(a)pyrene 0.5 mg 단톡투여군의 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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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발생율 (48.0%) 에 Hl 해 건조수삼추출물 (2.5 mg/메I of drinking

water) 후역군의 빼션종 발생율윤 1. 5난근。1 30.0% (P(O.OOl) , 3년문이

36.31 (P(0.02)로 홍계학적으로 유의한 억쩨효과률 나타댄떼 배뼈 4년

끈은 42.3% , 5년금윤 40.0% , 6년곰은 42.5%로 유의한 억쩨효과훌 나타

내지뭇했다는 결과률 얻었다. 한환 백삼분밥의 항밥압생율 갑운방법으

로 환찰하었는떼 그 결과는 benzo(a)pyrene 0.5 mg 단톡후여금의 혜션

총 발생율 (45.0%) 에 비해 백삼분말 (5 mg/ml of drinking water)부얘

군의 떼션종발생율윤 3년근이 4 1. 3. 4년끈이 38.0%로 봉계학척a로 유

의생있는 억쩨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백삼분말 5년곤 뱅용후얘의 경우

31.6% (P(0.05) 밀 6년금의 경우 25.3% (P<O.01)로 용체학적￡로 유의

성 있는 억쩨효과륨 나타내었다. 따라셔 향후 백삼액기스， 홍삼액지스

의 연근밸 항발압생을 9주 중7)섭혐법S로 관찰하얘 쩨법밸， 연근밸 항

발압생이 차이흩 확인하고 그 차이률 나타내는 생분둥율 큐명해야되el

라 사료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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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 of mice treated with benzo(a)pyrene & various year
of red ginseng powders.

Experimental Mice Time (mean±S.D.• g)*

group Dose

Sex No. 3rd week 6th week 9th week

untreated M 26 1 1. 4土1. 7 27.5土3.3 32.5土2.8

control F 30 11. 6土1. 4 24.7土2.1 28.4土3.0

B(a)P 0.5mg/mice** M 36 12.4土1. 6 28.9土2.5 32.8土3.3

F 38 12.1 土1. 2 24.2土1. 9 27.4土2.1

Red ginseng 5mg/ml*** M 30 12.3土1. 3 30.7土3.2 35.3±3.6
powder (1.5 year) F 30 12.1土1. 4 23.0土1. 8 28.2土1. 8

BP+red ginseng 0.5mg/mice M 28 12.7土1. 6 29.8土2.6 33.1 土3.1

powder(I.5 year) + 5mg/ml F 30 1 1. 7土2.1 23.4초1. 5 26.9土2.2

Red ginseng 5mg/ml M 29 11. 9土1. 3 29.1±2.8 35.4土2.4

powder‘ (3 year) F 30 11. 7土1. 4 23.2土2 .4 29.2土3.1

BP+red ginseng 0.5mg/mice M 30 12.4土1. 7 30.2土2.6 34.3土3.1

powder(3 year) + 5mg/ml F 30 12.4土1. 4 23.3土1. 5 27.2土2.0

Red ginseng 5mg/ml M 30 11. 8土1. 5 30.9土3.8 34.7土2.6

powder (4 year) F 30 12.8土2.0 24. 1±1. 9 27.8土2.4

BP+red ginseng 0.5mg/mice M 30 12.7土1. 5 29.4土2.2 32.4土2.5

powder’ (4 year) + 5mg/ml F 30 12.2土2.7 23.5土2.0 27.1 土2.6

Red ginseng 5mg/ml M 29 11. 9土1. 3 29.1土2.8 35.4土2.4

powder‘ (5 year) F 30 12.3土1. 5 24.4土2.0 28.1 土2.0

BP+red ginseng 0.5mg/mice M 30 11. 8土1. 3 29.5±2.4 33.7土2.8

powder(5 year) + 5mg/ml F 30 11. 7土1. 3 22.5土1. 9 26.1土2.0

Red ginseng 5mg/ml M 30 13.1 土1. 7 32.2土2.2 34.9土2.2

powder (6 year) F 30 12.0土1. 4 24.0土2.3 28.6土2.6

BP+red ginseng 0.5mg/mice M 32 12.4土1. 3 29.2土2.8 32.7±2.4
poμder(6 year) + 5mg/ml F 27 1 1. 9土1. 5 23.6土2.1 26.6土1. 9

BP: Benzo(a)pyrene
*Week after birth

**Per mice. subcutaneous injection
***ml in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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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ung weights of mice treated with benzo(a)pyrene &: vasious
year of red ginseng poμders.

Experimental Mice

Dose Lung*

group Sex No.

Untreated M 26 8.5土1. 1

control F 30 8.6土1. 2

BP 0.5mg/mice** M 36 8.1土1. 0

F 38 9.7土1. 4

Red ginseng 5mg/ml*** M 30 8.6土1. 7

p。μder‘ (1. 5 year) F 30 8.6±1. 4
BP+red ginseng 0.5mg/mice M 28 8.5土1. 3

powder(1.5 year) + 5mg/ml F 30 8.5±1. 1
Red ginseng 5mg/빼 I M 29 8 .4土0.9

powder (3 year) F 30 8.2土1. 6

BP+red ginseng 0.5mg/mice M 30 8.4土0.9

powder(3 year) + 5mg/ml F 30 8.6土1. 6

Red 훌inseng 5mg/ml 에 30 8 .4土0.9

powder (4 year) F 30 8.8土1. 9

BP+red ginseng 0.5mg/mice M 30 8.6土0.9

powder(4 year) + 5mg/ml F 30 9. 8±1. 6
Red ginseng 5mg/ml M 30 8.0±1. 4
powder (5 year) F 30 9.2土1. 9

BP+red ginseng 0.5mg/mice M 30 7.8土1. 2

powder‘ (5 year) + 5mg/ml F 30 9.4土2.1

Red ginseng 5mg/ml M 25 7.3土1. 3

p。씨der‘ (6 year) F 25 9 .4土1. 9

BP+red ginseng 0.5mg/mice M 32 8.5土1. 0

powder(6 year) + 5mg/ml F 27 8.9土1. 3

BP: Benzo(a)pyrene
*mg/g B.W
**Per mice , subcutaneous injection
***ml in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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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red ginseng poνders on incidence of lung adenoaa in
the mice treated with benzo(a)pyrene.

No. of aice

Exper11lental Hice νith lung adenoma Hean lung adenomas
group per mice

Sex N。 No 1

Untreated H 26 o o o
control F 30 o o o

K+F 56 o o o

BP H 36 16 44.4 0.44
(0.5 ag)' F 38 20 52.6 0.63

H+F 74 36 48.6 0.54

Red ginseng H 30 o o o
powder F 30 o o o
(1, 5 year) K+F 60 o o o
(5 mgJa 1) U

BP+r、ed ginseng H 28 13 46.4 0.89
powder F 30 9 30.0 0.40
0.5 year) H+F 58 22 37.9 0.64

Red ginseng H 29 o o o
powder‘ F 30 o o o
(3 year) H+F 59 o o o
(5 ag/a 1)

BP+r‘ed ginseng H 30 10 33.3 0.67
powder F 30 15 50.0 0.90
(3 year) H+F 60 25 41. 7 0.80

Red ginseng 에 30 o o o
powder‘ r 30 I 3.3 0.03
(4 year) H+F 60 l 1. 7 0.02
(5 ag/all
BP+red ginseng H 30 10 33.3 0.83
po\<에er‘ r 30 9 30.0 0.50
(4 year) H+F 60 19 31.7- 0.67

Red ginseng 에 28 o o o
wνder r 30 o o o
(5 year) H+F 58 o o o
(5 agJa l>

BP+red ginseng H 30 10 33.3 0.60
powder‘ r 30 7 23.3 0.46
(5 year) 에+F 60 17 28.3b 0.53

Red ginseng H 28 o o o
wμder r 30 3.3 0.03
(6 year) 에‘F 58 I 1. 7 0.02
(5 aglml)

BP+r‘ed ginseng H 32 10 31. 3 0.50
powder r 27 5 18.5 0.44
(6 year) H+F 59 15 25.5C 0.48

BP: Benzo(a)pYrene , *Per .lee , subcutaneous in‘Jectlon , **al in drinking

‘later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P alone group at -P<0.05 , bP<0.02 and
c p<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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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Effect of dried fresh ginseng extracts on incidence of lung
adenoma in mice treated μith benzo(a)pyrene.

Experimental
group

Mice

No. of mice

with lung adenoma Hean lung adenomas
per mice

Sex No N。

lIntreated control

x

BP
(0.5 mg)*

Fresh ginseng
extract (1.5 year)
(2.5 mg/m)*

BP+fresh ginseng

extract (1.5 year)

Fresh ginseng
extract (3 year)
(2.5 mg/ml)
BP+fresh ginseng
extract (3 year)

Fresh ginseng
extract (4 year)
(2.5 mg/m l)

BP+fresh ginseng
extract (4 year)

Fresh ginseng
extract (5 year)
(2.5 mg(ml)

BP+fresh ginseng
extract (5 year)

Fresh ginseng
extract (6 year)
(2.5 mg/mll

BP+fresh ginseng
extract (6 year)

H 36
F 36

M+F 72
M 40
F 35

H+F 75

M 30
F 30
M+F 60

M 40
F 40

H+F 80

M 30
F 25

M+F 5S

M 40
F 40

M+F 80

M 30
F 30

M+F 60
M 39

F 39
M+F 78

H 30
F 30

M+F 60
H 40
F 40

M+F 80

H 30
F 29

H+F 59

H 40
F 40

H+F 80

0

1

1

대

얘
$

o
l

1

9

%

%

o
o
o
””
”
영
O

o
o
u
m

었
1

0

1

애

”
찌
염
1

2

3

”u
”“
””

0

3.6
1. 8

45.0
S1.4

48.0
o
3.3

1. 8

22.5

37.5
30.0B

o
o
o

35.0
37.5
36.3b

o
o
o

33.3
51. 3

42.3
3.3
o
1. 7

40.0
40.0
40.0
3.3

6.9
5.0

32.3
52.5
42.5

o
0.04
0.02
0.83
1. 14
0.97
o
0.03
0.02
0.25

0.50
0.38 ‘

o
o
o
0.43
0.58
0.48
o
o
o
0 .44
0.97

0.71
0.03
o
0.02
0.75
0.98
0.86
0.03
0.07
0.05
0.55

1. 00

0.78

BP: Benzo(a)pyrene
*Per mice. subcutaneous injection.
**ml in drinking μater

Significantly different form BP alone group at ap(O.OOl , b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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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Effect of dried fresh ginseng powders on "i ncidence of lung
adenoma in mice treated with benzo(a)pyrene.

No. of mice

Experimental Mice with lung adenoma Mean lung adenomas

group per mice
Sex No N。 1

Untreated control M 36 o o o
F 36 1 2.8 0.03

M+F 72 1 1. 4 0.01
BP M 40 16 40.0 0.68

(0.5 mg) ll< F 40 17 42.5 0.73
M+F 80 33 41. 3 0.70

Fresh ginseng M 38 2.6 0.03
poμder‘ (1. 5 year) F 38 o o 0

(5 mg/m l> ** H+F 76 I 1. 3 0.01
BP+fresh ginseng M 38 11 28.9 0.34
powder (1.5 year) F 39 13 33.3 0.56

M+F 77 24 31. 2 0.46
Fresh ginseng M 38 2.6 0.03
poμder (3 year) F 38 o o o
(5 mg/mi) M+F 76 1. 3 0.01
BP+fresh ginseng M 40 9 22.5 0.35
powder (3 year) F 40 15 37.5 0.78

M+F 80 24 30.0 0.56
Fresh ginseng M 38 0 0 o
powder (4 year) F 38 l 2.6 0.03
(5 mg/ml) M+F 76 1 1. 3 0.01
BP+fresh ginseng M 40 13 32.5 0.85
powder (4 year) F 40 12 30.0 0.45

M+F 80 25 31. 3 0.65
Fresh ginseng M 38 0 o 0
powder (5 year) F 37 I 2.7 0.03
(5 mg/mi) M+F 75 1. 3 0.01
BP+fresh ginseng M 37 11 30.6 0.43
powder (5 year) F 39 12 30.8 0.62

M+F 76 23 30.7 0.53
Fresh ginseng H 38 o 0 o
powder (6 year) F 37 o 0 o
(5 mg/ml) M+F 75 o 0 o
BP+fresh ginseng M 39 15 38.5 0.72
poμder (6 year) F 40 7 17.5 0.38

M+F 79 22 27.8 S 0.54

BP: Benzo(a)pyrene

* : Per mice. subcutaneous injection.

** : ml in drinking μater‘

Significantly different form BP alone group at 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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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 Effect of white ginseng powders on incidence of lung adenoma
in mice treated μith benzo(a)pyrene.

No. of mice

Experimental Mice with lung adenoma Mean lung adenomas

group per mlce

Sex No N。 x

Untreated control M 25 o o o

F 25 0 o o

M+F 50 o o o

BP H 40 13 32.5 0.63
(0.5 mg)* F 40 23 57.5 1. 08

H+F 80 36 45.0 0.85
White ginseng H 25 o 0 o
powder (3 year) F 25 o o o
(5 mg/m I) t,:t.: M+F‘ 50 0 o o
BP+\‘Ihi te ginseng H 40 11 27.5 0.35
powder (3 year) F 40 22 55.0 1. 05

에+F 80 33 41. 3 0.70
White ginseng H 25 o 0 0
powder (4 year) F 25 1 4.0 0.04
(5 mg/m l) M+F 50 I 2.0 0.02
BP+white ginseng H 40 10 25.0 0.30
powder (4 year) F 39 20 51. 3 1. 08

~t+F 79 30 38.0 0.68
White ginseng H 25 o 0 0
powder (5 year) F 25 1 4.0 0.04
(5 mg/m l) M+F 50 2.0 0.02
BP+white ginseng H 40 11 27.5 0.53

p。‘"der (5 year) F 39 14 35.9 0.74
H+F 79 25 31. 68 0.63

White ginseng H 25 o 0 o
p。μder (6 year) F 25 o o o
(5 mg/m I> M+F 50 o o o
BP+white ginseng M 40 6 15.0 0.25
powder (6 year) F 39 14 35.9 0.62

H+F 79 20 25.3b 0.43

BP: Benzo(a)pyrene

* : Per mice. subcutaneous injection
**: ml in drinking water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P alone group at ap<0.05 , bP<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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