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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inical and Pharmacological Review of the Efficacy 

of Propolis: A Focus on Anticancer Therapeutic Effects 

Moon Jung-won

Advisor : Prof, Ki sung-hwan Ph.D

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bstract

Propolis is a natural antiseptics produced by honeybees and has long been 

used to prevent and treat diseases because of its various physiological 

action. Lately, the active ingredients in propoli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ir pharmacokinetics and mechanisms are under study.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active ingredient in vitro/in vivo and the mechanism of 

action that is studied so far in the Propolis. In particular, we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lis as a chemotherapy or as a supplementary 

chemotherapy based on its efficacy in various organs and its associated 

clin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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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프로폴리스의 정의

  프로폴리스는 벌(Apis mellifera)들이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의 화분 및 수액을 

채집하여 자신의 분비물과 혼합하여 만들어낸 물질이다. 프로폴리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도시의(polis) 기둥(prop)이라는 뜻으로 벌들의 집단에

서 중요한 부분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벌집에 단단한 형태로 굳어있는 프로폴리

스를 채취하여 가열하면 60~70℃에서 점도가 있는 액체로 변한다. 프로폴리스 원

괴에는 나무의 정유 성분과 밀랍, 효소, 화분 방향유, 유기산들이 혼재되어 있다. 

벌집 주변의 수종에 따라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주로 미루나무, 버드나

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수액을 수집하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서 녹색에서 밤색, 붉은색까지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난다.1 프로폴리스의 점도와 

특유의 항미생물 작용으로 인해서 벌들이 벌집 안의 항균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유충들을 보호한다.2-3

제 2절 프로폴리스의 역사

  프로폴리스에 대한 언급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벌들이 벌집에 

들어온 침입자에게 프로폴리스를 분비하여 격리하는 모습을 본떠서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했다.4-5

  유대에서는 종교의식을 치를 때에 사용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향수 

polyanthus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1세기 병리학자인 Cornelius Celsus는 종

기치료에 상처치유 용도로 사용했다. 아라비아의 철학자이자 의사인 Avicenna가 

저술한 책에서는 프로폴리스를 ‘검은색 왁스가 코를 찡하게 할 정도로 강한 냄새

가 있다’라고 표현했다. 페르시아에서는 습진, 근육통, 류마티즘에 치료제로 사

용하였다. 17세기 영국의 약전(Pharmacopoeia)에서는 상처치료 연고로 기록되어있

다. 프랑스 화학자 보클랭은 3번의 에탄올 추출과정을 통해 프로폴리스에서 왁스

를 분류했다.6

  프로폴리스 연구에 대한 발전은 화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로폴리스

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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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플라본, 이소플라본, 플라보노리그난 등을 분리했고 크리신, 신남산, 왁스 성

분 등을 분리해 냈다. 그 중에서도 1967년부터 1973년까지 Dr. Karl Lund Aagaard

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프로폴리스는 많은 질병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있었고 

반면에 부작용은 매우 적다는 임상적 결론을 도출했다.7  

제 3절 프로폴리스의 일반적 효능

  프로폴리스는 현재까지 항염증, 항산화, 항미생물,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이 잘 알려져 있고, 국내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항산

화,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치은염, 치주염을 위한 경구용 제제와 구강에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형태인 치약, 

가글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개국가에서도 프로폴리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이용하여 편도염, 구내염 

등 각종 염증에 일반의약품인 소염진통제와 함께 환자들에게 투약하기도 한다. 

제 4절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국내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가글 형태의 구강용 액제, 치약의 첨가물로써 그 

이용이 항균효과와 항산화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건강보조식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항당뇨, 간세포보호, 항종양, 상처

치유효과 등 프로폴리스의 광범위한 작용이 점차 밝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 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프로폴리스의 항종양 효과이다.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종양  

선택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폴리스가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고 항암 화학요법제의 부작용과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는 항암치료 보조요법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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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론

제 1절 프로폴리스의 구성성분

  프로폴리스는 크게 나무의 수지에서 유래한 성분과 벌들의 분비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주변 수종에 따라 프로폴리스의 구성 성분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수지, 밀납, 정유, 화분, 각종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

폴리스는 수집한 지역에 따라 플라보노이드와 페놀계 화합물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나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

는 포플러 프로폴리스와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이다. 온대 지역의 포플러 종에서 

수집된 포플러 프로폴리스는 대부분 페놀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flavonoids, 

aromatic acids) 그리고 브라질의 Baccaris 종에서 수집된 프로폴리스인 브라질리

안 프로폴리스는 특이하게 Artepillin C가 발견되며, Diterpenic acids, 

Prenylated acetophenones가 많은 반면에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적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프로폴리스의 특징과, 포플러 프로폴리스의 구성성분을 간략하게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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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프로폴리스의 종류, 특징

프로폴리스 

종류
지역 식생

주요 물질

항미생물 항산화 항종양 항염

포플러

프로폴리스

유럽,

뉴질랜

드,

북아메

리카

Po p u l u s 

alba,

P . 

tremula,

P. nigra, 

B e t u l a 

pendula 8

Phenols, 

phenolic 

acids, 

flavanon

s, 

dihydrof

lavanons

, 

flavons

Flavonoid

s, 

phenolic 

and their 

esters 

Kaempferi

de

Caffeic 

acid 

phenethyl 

ester(CAPE)

Flavano

nes, 

flavone

s, 

phenoli

c acids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
브라질

Baccharis

, 

Vernonia, 

Diclenia, 

H y p t i s , 

M y r c i a , 

S c h i n u s 

a n d 

Weinmania 

Prenylat

e d 

p-coumar

ic acis

Prenylate

d 

p-coumari

c acis, 

flavonoid

s 

Prenylated 

c i n n a m i c 

acid 유도

체,

Artepillin 

C

Caffeoy

lquinic 

acid 유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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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포플러 프로폴리스의 구성 성분

포플러 타입 프로폴리스

성분 구성비율 유효성분

수 지

(resin)
50~70%

페놀산 : phenolic acids, phenolic glycerides

플라보노이드 : flavanons, flavonols, flavanonols,  

astaxanthin, chrysin, apigenin, galangin 등

aromatic acid : benzo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cinnamic acid

esters : CAPE, cinnamic acid, 3,4 

dimethoxy-trimethylsilyl ester

지방산 : succinic acid, propionic acid, capric acid, 

malic acid, stearic acid

밀납(wax) 20~35% beeswax

정유 3~5%
Monoterpen, Isocupressic acid, Farnesol 

sesquiterpenes 

그 외 3~5%
glycosides, phenolic glycosides 

미네랄 : Al, Cu, Mg, Zn, Si, Fe, Ni, Cr,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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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브라질의 북부지역에서 수집된 레드 프로폴리스는 isoflavonoids가 특

이적으로 검출되고, 카나리섬에서 수집된 프로폴리스는 lignan과 terpenoids 그리

고 당류가 검출된다. 지중해 연안에서 수집된 프로폴리스는 diterpenes과 

anthraquinones이 많다. 프로폴리스는 지역 외에도 계절, 고도, 벌의 종류, 추출

법 등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생긴다. 

제 2절 프로폴리스의 약리 효능

  지금까지 밝혀진 프로폴리스의 대표적인 약리효능으로는 항미생물, 항산화, 면

역조절, 항종양, 항염증 등의 기능이 밝혀졌다. 

    

    1.항미생물 작용

  프로폴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약리작용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폴리

스가 있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폴리스의 항 미

생물 작용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중 

세균에서의 항균활성이 가장 뚜렷하다. 세균의 항균활성은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

성균 모두에서 나타나며 세균의 세포막에 작용하여 세균의 이동성을 억제하는 기

전을 통해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Candida albicans, Candida 

glabrata, Candida krusei, 이트라코나졸에 내성이 생긴 Sporothrix brasiliensis

에도 항진균작용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10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아프

리카 수면병의 원인인 tripanosoma에도 억제효능이 있다.11-12

    2. 항산화작용

  프로폴리스의 항산화효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에 의해서 나타난다.13 초임

계법으로 추출한 프로폴리스를 ABTS법으로 라디칼 제거능을 분석하면 용량의존적

으로 강한 항산화력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Chrysin, quercetine, galangin, 

Caffeic acid phenethyl ester(CAPE)가 H202, superoxide anion 같은 Reactive 

oxygen species(ROS)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세포 보호 작용 역시 이 

라디칼 제거능 때문에 나타나는데 CAPE가 H2O2를 제거하는 catalase효소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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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Glutathion peroxidase를 활성화 한다. 이렇게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작용

으로 인해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를 억제하고, DNA가 받는 손상을 감소시키며, LDL 

산화를 감소시킨다.
14

    3. 면역조절 작용

  면역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의 작용은 주로 항체와 대식세포 활성화와 관련이 있

다. 프로폴리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여 B세포의 항체 생산을 촉진한다. 

증가된 항체는 항원항체 결합 후 보체 활성화 경로인 C1q 를 조절하고 C3를 억제

한다. 대식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대식세포의 운동성을 향상시키

고, 대식세포의 H2O2 생성이 활성화 되면서 미생물 사멸을 촉진하고 iNOS 억제 작

용으로 체내 염증반응을 억제한다. 이 iNOS는 면역학적 조절로 활성이 변하는데 

NO를 합성하여 세포내부의 기생물에 대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대부분 세균에 의

해 분비되는 내독소인 LPS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FN-γ, TNF-α 의 자극에 의해

서 iNOS가 생산되고 과다 생성되었을 때는 염증반응을 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수

용성 프로폴리스를 2달간 천식환자에게 투여하여 야간 발작의 정도가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Prostaglandin E2, Prostaglandin F2α, 

Leukotrien D4가 감소했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이 3배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5

   4. 항염증작용

  프로폴리스의 항염증 작용은 in vitro, in vivo 실험에서 감염과 류마티즘에 효

과를 보였고 국소적 적용과 함께 경구 투여로도 효과를 보였다. 항염증 작용의 기

전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NOS의 억제작용과 함께 

NF-kB의 활성 억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의 억제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폴리스의 유효성분인 caffeic acid, quercetin, naringenin, 

caffeic acid phenethyl ester(CAPE)가 prostaglandin과 leukotrien의 합성을 억

제하고 대식세포의 식작용을 활성화 시키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NO의 생성을 억

제한다. 소화관 상피세포 주 AGS 세포에서 CAPE를 처리한 결과 프로폴리스의 유효

성분인 CAPE가 helicobacter pyroli에 의한 NF-κB와 AP-1의 DNA 결합능을 저해하

고, COX-2의 발현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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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항암작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임상 적응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프로폴리스의 항암효과이다. 현재 

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면역요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완벽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하면서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든 항암제의 개발과, 현재 항암치료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 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프로폴리스의 항암 작용 및 상처치유 기전은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가.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 기전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은 강한 항산화효과와 면역 활성 조절, 종양억제인자 

신호조절로 인해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주로 프로폴리스의 유효성분 중에서 

Galangin, Cardanol, Cardol, CAPE, quercetin, Artepillin C, chrysin 의 물질들

이 세포수준에서 크게 3가지 기전으로 항암효과를 갖는다.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과 세포주기 및 telomerase 억제를 통한 세포증식 조절, 혈관신생을 억제함으로 

항암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apoptosis는 2가지 기전으로 설명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세포 외부에서 TNF, FAS 등의 수용체를 통해서 조절하는 기전

이고, 다른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cytochrom C와 같은 apoptosis 와 관련

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작용이다. 이를 통해 세포 내부에서 caspase와 

caspase-activated DNase가 활성화되면서 apoptosis를 유도한다.19

  세포수준에서 인간의 피부암세포인 melanoma cell에서는 프로폴리스의 유효 성

분중 하나인 chrysin이 apoptosis의 intrinsic pathway인 cytochrom C를 용량 의

존적으로 유도하여 세포 사멸을 촉진했다.20 HeLa 자궁경부암 세포에서는 프로폴리

스가 apoptosis의 extrinsic pathway를 유도하여 용량, 시간 의존적으로 암세포 

세포 사멸을 유도했다.23 MCF-7, MDA-MB-231 유방암세포에서는 시간과 용량 의존적

으로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했고, 관련 단백인 ANXA7과, p53, NF-kB, p63 단백

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했다.23  전립선암 세포에서 artepillin c 는 전립선암 세포



- 9 -

와, 구강암세포, 림프구 백혈병 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했다.
31

  암세포는 세포 증식이 조절되지 않아 세포의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암세포의 증식을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포주기의 진행을 막는 방법과 

telomerase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세포주기의 진행을 막는 방법에는 암

세포 복제 단계인 M기의 진행을 막고 G2기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포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인 cyclin과 p53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이다. 정상 세포에서

는 세포 분열 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세포가 사멸하지만 

telomerase의 활성을 지닌 암세포는 세포분열 때마다 telomere를 합성하기 때문에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없다. 이 telomerase의 활성억제는 apoptosis와 관련 있

는 caspase 3 활성화, AKT 신호전달체계의 억제와 관련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암세포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작용이다. 프로폴

리스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artepillin C 및 CAPE가 metalloproteinases(MMPs)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

폴리스의 항염증 작용과 함께 혈관 신생 억제작용은 생쥐의 복부에 스폰지를 이식

하여 만성적 염증상태를 유도하고 혈관 신생과정이 억제되는 실험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다. 이식 후 4일간 프로폴리스를 경구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조직학적으로 

혈관 신생억제 작용이 관찰되었고, collagen 축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57

  이 외에도 CAPE가 Estrogen β-receptor와 관련된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

졌고 AGS 위암세포에서는 프로폴리스 에탄올 추출물이 시간 의존적으로, 용량 의

존적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했다, 랫트의 간암세포인 MCA cell, hamster의 lung 

fibroblast carcinoma v79 cell에서 효과를 나타냈다.24 췌장암 세포에서 프로폴리

스는 세포 분열과 관련된 cathepsin L 활성화를 억제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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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세포수준에서 프로폴리스의 항암효능

암 종
세포 

종류
유효성분 기전 작용 분자

참고

문헌

Human 

malignant 

melanoma

Me45

p o l i s h 

p r o p o l i s의 

에탄올 추출

물

Apoptosis 증

가,

세포성장 및 크

기 감소

55

Human uveal 

melanoma

M17

SP6.5
Chrysin Apoptosis 증가

cytochrome c,  

caspase-9, -3 

활성 증가 

20

Human colon 

cancer
HCT 116 

p o l i s h 

p r o p o l i s의 

에탄올 추출

물

Apoptosis 증

가,

세포성장 저해 

및 크기 감소

21

Artepillin C 세포증식 억제
Cip1/p21 발현 

증가

22

Human 

epithelial 

carcinoma 

cell

HeLa

propolis 

에탄올 

추출물

Apoptosis 증가

TNF-related 

apoptosis-induc

ing ligand 

(TRAIL)

23

Mammary 

carcinoma 

cells 

MCA

크로아티아, 

브라질 

프로폴리스의 

수용성 추출물

Apoptosis 증가
24

Histiocytic 

lymphoma 

cells

U937 Chrysin

용 량 의 존 적 

Apoptosis 증

가,

세포증식 억제, 

hTERT 저해

Caspase-3 

활성화,

Bcl-2 저해,

PI3K/Akt 

비활성화,

NF-κB, IAP 

저해

25

Human MCF-7, Turkish Apoptosis 증 ANXA7, p53, 26

      나. 프로폴리스의 항암효능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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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cancer

MDA-MB-

231

propolis의

ethylacetate, 

butanol 

추출물

가,

혈관 신생 억제

NF-κB, p63 

저해, 

Caspase-8,-9 

증가

Human 

pancreatic 

cancer

PANC-1

BxPC-3

Brazillian 

red 

propolis,

3,8-hydroxy-

9-methoxypte

rocarpan(DMP

C)

세포독성
caspase-3 –9 

증가, AKT 억제

27

Human 

pancreatic 

cancer

PANC-1 CAPE
세포증식, 이동 

억제

호중구 

엘라스타제 억제

28

Human renal 

cell 

carcinoma

A-498
Portuguese 

propolis 

세포독성, 

항증식작용 
연구가 필요함 29

Human liver 

cancer cell

Hep3B  

SK-Hep1

HepG2

CAPE Apoptosis 증가
MMP-2,MMP-9 

저해

30

Human 

prostate 

cancer cell

L N C a P 

1 0 4 - S 

xenogra

ft in 

n u d e 

mouse

Artepillin C
TRAIL 매개 

apoptosis 증가

TRAIL-R2 증가,

NF-κB 감소

caspase-8, 

caspase-3 증가

31

CAPE Apoptosis 증가

TNF-related 

apoptosis-induc

ing 

ligand(TRAIL)

32

PC-3 CAPE 세포독성

NF-κB 억제,

p21 증가, 

Akt 억제

33

Human 

fibrosarcom

a

HT1080  Mexican 

propolis
세포독성 34

Human lung A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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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carcin

oma 

Neck 

metastasis 

of Gingiva 

carcinoma

GNM

CAPE Apoptosis 증가
caspase-3, 

caspase-7 증가

35

Tongue 

squamous 

cell 

carcinoma

TSCCa 

Fibroblasts 

from oral 

submucous 

fibrosis

OSF

Oropharynge

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TW2.6 CAPE
세포증식 조절,  

Apoptosis 증가

Akt 억제,

NF-κB, MMP, 

EGFR 증가

36

Human 

laryngeal 

epidermoid 

carcinoma 

HEp-2
Brazilian 

propolis

Apoptosis 증가

P-gp 저해

p53억제, 

caspase –3 증가

37

Human 

cervical 

cancer

ME180

CAPE

Caffeic acid 

octyl ester 

Apoptosis 증가

p53, p21, c-Jun 

증가,

Mcl-1 억제,  

caspase-8 증가 

38

Lung 

adenocarcin

oma cells

A549

Brazilian 

green 

propolis

Apoptosis 증가
Bax, Noxa 증가, 

Bcl-Xl 감소

39

Colorectal 

cancer

SW480, 

HCT116

Poland 

propolis 

ethanol 

extract

세포증식 억제

β-catenin, 

c-myc, cyclin 

D1 감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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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 Galangin 
세포증식 억제

Apoptosis 증가

AKT 인산화 억제

cyclin D1 발현 

감소

41

Human 

cervical 

cancer 

ME180 CAPE 세포증식 억제 E2F-1 발현 증가
42

T-cell 

acute 

lymphoblast

ic leukemia 

CCFR-CEM
Manisa 

propolis

Telomerase 

억제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

RT) 발현 감소

43

Human 

leukemia

leukemia 

c e l l s 

obtained 

from the 

b o n e 

m a r r o w 

o f 

leukemia 

patients

Manisa 

propolis 

(chrysin)

Telomerase 

억제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

TERT) 발현 감소

44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

CAPE, 

Chinese red 

propolis

혈관신생 억제 VGEF 억제

45

CAPE 혈관신생 억제 VEGF 억제

      다. 프로폴리스의 항암효능 (임상시험)

   프로폴리스의 항암 효과는 세포수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많은 장기의 암세포

에서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효과는 in vivo 실험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brazilian green propolis를 nude mouse에 γ-cylclodextrin 과 conjugate하여 투

여하였더니 항암활성을 나타냈다. 수컷 swiss albino mice에 Dalton's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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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tes (DLA) 세포를 복강에 이식하고 Indian propolis의 에탄올 추출물과 함께 

5-FU 처리군과 비교하였다. 14일간의 관찰 결과 5-FU 처리군과 마찬가지로 항암활

성을 나타냈다.
46

  swiss mice 복강 내에 sarcoma-180 tumor cell을 이식하고 7일간 5-FU와 오일 

추출 프로폴리스, 에탄올 추출 프로폴리스를 각각 복강 내 주사로 투여 후 비교하

였다. 세 군 모두에서 종양의 크기가 대조군과 비교해서 50% 정도 감소했다. 하지

만 항암제인 5-FU를 투여한 군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지만 프로폴리스 투여 

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47

  135명의 유방암 환자를 3그룹으로 나누어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한 집단과 방

사선치료와 함께 프로폴리스를 경구 투여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프로폴리스를 병

용한 집단에서 방사능에 의한 정상세포의 DNA 손상이 줄었고, Ribonucleotide 

reductase M2 subunit의 과발현을 막으면서, 혈장의 항산화력과 헤모글로빈 재생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는 기간도 24개월에서 27개월

로 늘어났다.48

      라. 프로폴리스의 항암화학보조 요법제로써의 효능

  프로폴리스는 여러 장기의 세포에서 뚜렷한 항암활성을 보였다. 하지만 Hela 

cell에서 프로폴리스의 항암 활성(GI50 =76g/ml)은 GI50을 doxorubicin(GI50 = 

1.7g/ml)과 비교했을 때 45배나 떨어진다. 하지만 경구 독성을 LD50으로 비교했을 

때는  doxorubicin((LD50 = 698 mg/kg)에 비해 프로폴리스(LD50 = 2000–7000 

mg/kg)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49  5-FU와 동등한 수준의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프로폴리스의 항암치료 가능성은 프로폴리스 단독의 활성보

다 항암제와 병용 시 상승효과와 강한 항산화력을 통한 항암제 독성 감소에 있다. 

  췌장암 세포주(PANC-1)에 Doxorubicin과 프로폴리스를 같이 투여한 결과 단독으

로 doxorubicin을 사용했을 때 보다 IC50이 1/10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caspase-3, 9와 관련된 apoptosis, P-glycoprotein 저해제로써 세포내 

doxorubicin의 축적이 증가했고  프로폴리스를 처리한 결과 세포 내 verapamil은 

3배, rhodamin-123은 7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50

  전립선 세포주인 PC-3의 세포 실험에서 항암제인 docetaxel과 paclitaxel과 함

께 프로폴리스의 유효성분인 CAPE를 병용하였을 때 세포독성과 종양 억제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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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증가했는데,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종양 억제인자인 

p21의 발현이 증가했고, cylclin D1과 c-myc, Bcl-2/Bax, casepase-3를 통해 전립

선암 세포주인 PC-3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1

  두경부에 발생한 암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발생한 구내염 억제에 

대한 프로폴리스의 이중맹검 시험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폴리스 용액을 7일 동안 입

안을 헹구도록 하였다. 화학요법으로 인해 발생한 구내염과 홍반을 7일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홍반과 염증이 남아있었지만 프로폴리스를 적용한 집단에서는 

완전히 치료되었다.52 45명의 폐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 시 프로폴리스 시럽을 적

용하면 부작용인 식도염의 발생이 지연되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53

  20명의 목, 두경부 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한 구강 내 점막 염증에 대

한 프로폴리스의 효과 연구에서는 구강 점막의 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았고 체중감

소도 유의하게 적었다.54

  성체 암컷 albino mice에 Ehrlich ascite carcinoma(EAC) 세포를 피하에 

삽입하고 tamoxifen으로 단독 처리한 군과 프로폴리스와 tamoxifen의 병용 투여한 

군을 비교한 결과 mice의 생존률이 증가했고, 종양의 크기 및 무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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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고찰

  프로폴리스의 항암 활성은 그 기전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 암세포 억제효과도 입

증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암활성이 뚜렷하고 이와 더

불어 정상세포에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종양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항암제가 갖춰야 할 조건에 잘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그 역가가 충분

하지 않은 점이 그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항암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으로 프로폴리스를 사용한다면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프로폴리스의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항염증 기전을 

이용한다면 항암 화학요법과 항암 방사선 요법으로 야기된 정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항암 화학요법제와

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와 항암치료 보조요법으로써 깊이 있는 임상 연구가 필요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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