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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에 대한 시작품(HemoHIM)의 면역조혈장해 회복증진

임상효용성 평가

 2. 연구결과

  암치료 환자에서 부작용(면역조혈장해) 경감을 위한 보조제로서 시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

▸시험대상자는 유방암 치료환자(복용군 47, 비복용군 136명), 자궁경부암 치료환자(복용군 38, 비

복용군 73명), 두경부암 치료환자(복용군 7, 비복용군 15명)을 선정.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 환자 모두 포함 전체 시험대상자의 조혈장해 경감효과 분석

-유방암 치료 환자의 경우,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수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유방암 치료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시험대상자수가 적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혈청내 간장 및 신장 독성 지표 분석결과, 시작품 복용에 따른 독성학적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진결과 복용군에서 피로감 경감 및 염증 경감 일부 예가 관찰되었으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결과는 1차 임상시험 결과로서 향후 심층 임상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 시작품(HemoHIM)은 면역조혈기능저하 극복을 위한 보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이 확인됨으로써, 본 시작품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실용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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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시작품의 암환자 치료시 면역조혈장해 회복증진 임상효용성 평가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에 대한 시제품(HemoHIM)의 임상효용성 평가

 2. 연구개발의 필요성

    o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증가 및 원자력 시설의 이용증대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신이나 국소 장기가 방사선에 노출

되어 일어나는 방사선 장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선사고 시의 생체손

상 및 방사선 이용 치료시의 부작용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수립이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됨. 이에 따라, 방사선 방호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o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중장년층의 성인병에 의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적 경

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서 다양한 효능의 기능성 식품의 개발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o 방사선 대응물질개발은 방사선 이용에 따른 장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체방어 기능성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품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o 천연자원에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치료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o 시작품의 임상효용성 평가는 상기한 기능성 물질의 실용화/상품화에 필수적으

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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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품(HemoHIm) 복용에 따른 

임상효용성을 평가하 다.

 1. 대상 암환자

   o  유방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환자

  

 2. 암치료 환자에 대한 시작품 투여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품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으로 분류하여 선정하 다.

 3. 암치료 환자에 대한 조혈장해 회복 효능 평가 

    암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품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대상으로 조혈장

해에 대한 회복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검사(일반혈액 및 화학검사)를 실시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암치료 환자에서 부작용 경감을 위한 치료보조제로서 시작품(HemoHIm)의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함.

 ○시작품(HemoHIm)에 대한 임상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치료와 병행하여 헤모힘

을 복용한  군(이하 ‘복용군’ 이라 함)과 헤모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이하 

‘비복용군’이라 함)을 비교, 분석하 다. 

  1. 시험대상자는 유방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47명과 비복용군 136명,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38명과 비복용군 73명,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7명과 비복용

군 15명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2. 시험대상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유방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은 44.2세 그리고 비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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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48.1세,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은 54.5세 그리고 비복용군은 55.0세,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은 53.6세 그리고 비복용군은 53.1세이었다.

  3.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시험대상 암환자의 조혈

장해에 대하여 분석하 다. 

  가. 유방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 수치는 덜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특히, 백혈구 수의 range에 있어서 복용군의 하한 값이 비복용군 보다 현저하게 높

게 나타나, 시작품(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감소하 으며 백혈구 수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

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나.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 수치는 덜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시작품(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

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

슷한 감소를 보 다.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다.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에 따라 비슷한 감소를 보

으며,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그러나 시험대상자 수가 적어 앞으로 계속 자료를 수

집하여야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한 

감소를 보 다.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

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4. 시험대상자의 혈청 생화학적 분석 결과 복용군의 간장 및 신장 독성 지표가 정상범

위 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작품(HemoHIM) 복용에 따른 독성학적 부작용은 거

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시험대상자의 문진결과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경감되는 

일부 예가 있었으며, 염증이 경감되는 일부 예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로 더 

많은 예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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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본 연구결과는 1차 임상시험 결과로서 향후 심층 임상시험의 기획 및 연구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본 연구에서 시제품(HemoHIM)이 면역조혈기능저하 극복을 위한 보조제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시제품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실용화 추진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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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linical Evaluation of Developed Product for Recovery of Immune System in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Evaluation of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HemoHIM) for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2. Importance of the Project 

    o The medical use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nd the utilization of nuclear 

facilities are increasing, elevating the possibility of physical damages by irradiation. 

As the concern about the whole body or local damages by irradiation increases, 

the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the undesirable damages in radiation accident or 

cancer radiation therapy have become the important issue.    

    o Recently, the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in ages and middle aged persons 

is bringing huge social and economical losses. Therefore, as preventive measures,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is required.

    o Radioprotective foods/material can minimize the radiation damages and also 

can be used as protective functional agent against various harmful factors, thus  

commercialization of functional foods may lead to great economical benefits. 

    o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or material from natural resources will 

contribute to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and finally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o Clinical evaluation study is essentially required to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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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Evaluation of clinical efficacy of a pilot product (HemoHIM)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1. Study patients 

     o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terine cervix cancer, head and neck cancer

    2. Administration of pilot product to study patients

     o The selected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2 groups with or without 

HemoHIM intake among cancer patients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3. Evaluation of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 in study patients

     o The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 (HemoHIM)  on recovery from 

hematopoiesis damage was evaluated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IV. Results of the project 

    We evaluated the clinical efficacy of the pilot product (HemoHIM) on recovery 

from hematopoiesis damage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1. The cancer patients studied were as follows : cancer of the breast(47 

intakers and 136 non-intakers), uterine cervix(38 intakers and 73 non-intakers), and 

head and neck(7 intakers and 15 non-intakers). 

     2. The average age for intakers and non-intakers was : 44.2 and 48.1 for 

breast cancer, 54.5 and 55.0 for uterine cervix cancer, and 53.6 and 53.1 for head 

and neck cancer, respectively. 

     3. The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HemoHIM) was analyzed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1) In breast cancer patients, the number of leukocytes decreased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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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uration of treatment in both groups. However, intakers showed a less 

decreasing trend compared with non-intakers. Especially, under limiting value in 

range of leukocyte number of inta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intakers. This result incicates that HemoHIM reduce the severe leukopenia. 

Values of lymphocyte in both groups decreased similarly after treatment, and it 

was similar to that of leukocyte. Values of erythrocyte in both groups decreased 

similarly after treatment, but the values were within normal range.

      (2) In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values of leukocyte decreased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in both groups. However, intakers showed a less 

decreasing trend and significantly higher under limiting value in leukocyte number 

than that of non-intakers, like breast cancer patients. So, this result also incicates 

that HemoHIM reduce the severe leukopenia. The values of lymphocyte and 

erythrocyte in both groups decreased similarly after treatment, like breast cancer 

patients.

      (3) In cancer of head and neck, values of leukocyte slightly decreased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for both group. However, it  needs to collect 

more subjects continuously because of small number of cancer patients. 

     4. No toxicological side effects of HemoHIM were observed in the 

investigation of indexes of liver and kidney by serological analysis.

     5. The possibility of HemoHIM to alleviate fatigue and inflammation following  

cancer treatment was investigated in some cases of question-and-answer form.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This pilot study of HemoHIM can be used as a base data for planning and 

performing more advanced clinical studies.

    2. These data of HemoHIM to alleviate hematopoietic degeneracy following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can be used in commercialization of the pilot 

product as a functional food, which will contribute to extension of 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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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최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 원소의 의학적, 산업적 이용증가 및 원자력 시설의 증

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 및 부작용 극복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

사선에 대하 생체방어를 위하여 화학적 및 생화학적 물질의 적용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물질 자체의 심각한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응용에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었다. 방사선 장

해 방호 물질에 대한 연구는 1949년 Patt 등(1)이 thiol 복합체가 방사선 방호효과를 갖는

다고 보고하 으나, 독성 때문에 실제 응용에는 한계를 보 다. 한편, 면역반응에 관련된 

생체내 인자들과 조혈세포의 분화 및 중식에 관련된 인자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일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암의 방사선 치료 시의 부작용 경감을 위하여 glucan 

등의 화학물질과 interleukin-1을 비롯한 면역 자극제, 과립구집락형성촉진인자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와 같은 조혈세포 중식 유도제, 호르몬 

등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얻고자 하 으나, 역시 독성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2-4). 

    한편,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독성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질병예방이나 상해

회복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약의 개념 정립은 물론, 

법적 제도 마련으로 천연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방사선에 대한 생체방어 연구에 

있어서도 전통 한의학에서 사용되어오던 생약재 및 탕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몇몇 생약재 및 탕제의 경우 방사선 방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6).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향은 주로 면역/조혈 기능의 저하, 재생조직의 원줄기세포

의 사멸, DNA 손상에 의한 암 발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천연물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능 연구에 있어서 방사선의 다양한 장해 중의 특정 장해에 대한 억제 및 

회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효과적인 생체방어를 위해서 면역/조혈계 방호 및 기

능회복 촉진과 동시에 재생조직의 원줄기세포 방호 등에 효과를 보이는 천연생리활성물

질을 검색하고, 조합하여 모든 항목에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물로 개발된 기능성 식품

(HemoHIM)에 대하여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에서 면역조혈장해 회복촉진 

임상효용성을 평가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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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방사선에 의한 생체장해가 알려지면서부터 그 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탐구하

기 시작하 다. 방사선 장해 방호 물질에 대한 연구는 1949년 Patt 등(1)이 thiol 복합체

가 방사선 방호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이후에 미국 육군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thiol기

를 함유한 유기합성물인 WR시리즈의 방호효과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독성 때문

에 실제 응용에는 한계를 보 다(7,8). 한편, 면역반응에 관련된 생체내 인자들과 조혈세

포의 분화 및 중식에 관련된 인자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일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

었다. 특히, 암의 방사선 치료 시의 부작용 경감을 위하여 glucan 등의 화학물질, 

interleukin-1을 비롯한 면역 자극제, 종양괴사인자, 과립구집락형성촉진인자와 같은 조혈

세포 중식 유도제, 호르몬 등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얻고자 하 으나, 역시 독성 때

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2-4). 한편, 최근에는 천연물들이 노인성, 퇴행성 질

환들에 높은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들의 양생리 및 약리기전 또한 연구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천연물로부터 생체조절 및 생체방어계를 항진시키는 생리활성물

질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치료제로서 산업화에 이르고 있다. 생약제

의 조혈장해 개선에 관한 연구로는 1988년 프랑스에서 가시오가피의 효능을 검색한 보고

가 있으며(9), 주로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인삼, 천연안료, 만삼, 천궁, 지 및 몇 

가지 복합 생약제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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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의 경우,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향 및 방사선 방호물질에 관한 연구는 원자

력연구소와 원자력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발전된 수준에 도달

되어 있으며, 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확보

된 상태이다. 최근 생약제 및 한방탕제에 의한 조혈계의 방사선 방호효과에 대한 일부 연

구가 수행되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방사선이 조사된 기능성식품 소재의 효능 비교평가는 거의 전무하다. 그 

밖의 기능성 천연물에 관한 연구는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등에서 천연물의 2차 대사산물

을 중심으로 한 모델약물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탕제의 약

효를 서양의 개념에서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기초적 수준에서 연구되어 왔고, 일부 대

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주로 시험관내에서의 효능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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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수행 내용

   가.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18세 이상 70세이하의 남녀 암환자(두경부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처음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 적어도 6-8주 동안 방사선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부작용 관찰에 필요한 기간(3개월 이상) 이상 생존이 기대되는 환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Karnofsky score가 80%이상이거나, ECOG가 0-1의 범

위에 속하는 환자

      • 대상 암환자가 조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이전에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환자

     (2) 선정방법

       (가) 복용군

        • 방사선치료 및 시작품(HemoHIM) 투여군

        • 항암제치료 및 시작품(HemoHIM) 투여군

        • 방사선/항암제 병행치료 및 시작품(HemoHIM) 투여군

       (나) 비목용군

        • 방사선치료군

        • 항암제치료군 

        • 방사선/항암제 병행 치료군

       (다) 대응조건

        • 암종별, 연령별(± 5 세), 성별(남, 여), 암 진행정도별(병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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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 선정 

        •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항암제 병행치

료 계획 수립 당시 선정

   나. 투여내용

    • 시작품(HemoHIM)을 시험자에게 겔상태로 포장하여 1회 20ml(원료고형분 3g 함유) 

투여함.

    • 투여방법은 하루 2회 8주간 투여함 (3gx2회/day).

    • 본 시험에 참여하는 동안 일반 양보충제, 병용약물 등을 조사함.

   다. 관찰 내용 및 평가 방법

    (1) 관찰시기

     • 방사선 또는 항암제 치료전 검사실시

     • 방사선 또는 항암제 치료후 1주일 간격으로 내원 검사실시

    (2) 관찰항목

     • 현재 악성종양과 관련된 임상증상 평가

     • 일반 혈액/화학 검사 : CBC, BUN, Creatinine, Uric acid, ALT(SGPT), AST(SGOT) 

     • 병력 및 약물 복용력 조사

     • 이상반응 평가

       - 시작품(HemoHIM)투여로 인해 나타난 독성 또는 현재 악성종양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 조사

       - 방사선 또는 항암제치료로 나타난 이상 증상 조사

    (3) 효과평가

     • 인구학적 특성 분석(연령별, 성별 등)

     • 임상증상(부작용 등)

     • 혈액검사수치 변화 분석

   라. 통계분석 및 평가

     • 각 군의 측정치에 따른 t-test 검정, ANOVA 검정 등을 실시하고, 통계검정 결과

에 따라 임상의학적 관점과 이와 관련된 타당성 기준에 따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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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수행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시작품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치료와 병행하여 헤모힘을 복용한 군(이

하 ‘복용군’ 이라 함)과 헤모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이하 ‘비복용군’이라 

함)을 비교, 분석하 다. 

   시험대상자는 유방암 치료환자의 복용군 47명과 대조군 136명, 자궁경부암 치료환자의 

복용군 38명과 대조군 73명,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환자의 복용군 7명과 대조군 15명을 선

정하여 조사하 다(Table 1).

   시험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유방암 환자군은 40세군이 55.3%, 30세군이 31.9% 

그리고 50세군이 8.5%, 자궁경부암 환자군은 40세군이 34.2%, 60세군이 31.6% 그리고 50

세군이 21.1%, 그리고 두경부암 환자군은 60세군이 42.9%, 40세군이 28.6% 그리고 30세

군 및 50세군이 14.3%이었다.

   치료별로는 유방암 환자군의 경우 방사선치료만 받은 환자는 17.0%, 방사선 및 항암

제 병행 치료환자는 83.0%, 자궁경부암 환자군의 경우 방사선치료만 받은 환자는 

23.7%%, 방사선 및 항암제 병행 치료환자는 76.3%, 두경부암 환자군의 경우 방사선치료

만 받은 환자는 57.1%, 방사선 및 항암제 병행 치료환자는 49.2%이었다.  

  2.  시제품(HemoHIM)의 임상효용성 평가

    혈액 세포 중 백혈구 및 림프구의 수를 주요 평가 지표로 하 다. 혈액은 혈장과 혈

구로 이루어지며,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누어진다. 백혈구는 무과

립성인 림프구(lymphocyte)와 단핵구(monocyte), 그리고 과립성인 산성 백혈구(eosinophil 

acidophil), 염기성 백혈구(basophil) 및 중성 백혈구(neutrophil)로 구분된다. 

    방사선에 조사되면 림프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현상은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나타내 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가 된다. 그밖에 혈액성분의 변화도 수반되며, 이러한 변화

는 각기 다른 종류의 세포의 수명에 따라 늦게 나타난다. 즉 혈구는 일정한 수명을 가지

고 있으므로 조혈조직에서 계속 생산되어 보충되어야 하는데 방사선에 의해 혈구는 생성

이 억제되면 말초혈액으로의 보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전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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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러한 변화는 비장, 흉선, 림프절, 그리고 골수같은 조혈기관의 손상으로부터 유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림프구는 방사선 조사 후 그 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수 시간 내에 최소수로 되었다가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가되지만 방사선 조사 후 3-4주 지나야 정상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다. 림프구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

며, 회복속도가 느린 이유는 림프구의 생성과정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과립성 백혈구 및 적혈구는 림프구보다 늦게 수의 감소를 가져와 과립성 백혈구 및 

적혈구는 림프구보다 늦게 수의 감소를 가져와 과립성 백혈구는 조사 후 3-5일 후에, 그

리고 적혈구는 3주 후에 최저 수준으로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혈구의 수명과도 관계

가 있다. 즉 림프구의 평균 수명은 수시간, 과립성 백혈구, 혈소판은 수일 그리고 적혈구

는 수개월 정도인데, 림프구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커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지만, 

그 외의 혈구는 비교적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

는 한 직접적인 손상이 없게 되어, 말초혈액 내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혈구를 생성하는 골수내의 세포가 방사선의 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회

복되는 시간에 따라 각 혈구의 특징적인 변화 양상이 결정된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매우 

커서 세포의 생성을 완전히 정지시키게 되면 각 혈액 내 세포들의 감소속도는 세포의 이

용률과 같게 된다.

    림프구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크다. 0.1Gy 정도의 낮

은 방사  선이 전신 조사된 경우에도 작은 크기의 림프구의 수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선량을 전신 조사하면 15분 이내에 림프구의 세포분열이 감소하게 되

고, 세포의 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은 6-7시간 계속된다. 이 시기에 대식세포는 

죽은 세포를 처리하게 되는데 방사선 조사 후 24시간이면, 세포의 찌꺼기는 대부분 제거

되고, 림프절에는 림프구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정도의 선량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2~5일 후부터 세포의 재생이 시작되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적어도 3주 이상 걸

린다. 적은 선량을 조사받은 경우에는 죽은 세포가 림프구에서 제거되기도 전에 회복이 

시작되어 어떤 경우 림프구의 회복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상적인 림프구 수보다도 더 많

아질 수 가 있다. 매우 높은 선량을 조사받은 경우에는 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 8 -

    가. 전체 치료 암환자의 조혈장해 극복효과 평가

       (1) 유방암 환자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유방암환자의 조혈장해

에 대하여 분석하 다. 

    암치료를 받으면서 헤모힘을 복용한 군(이하 ‘복용군’이라 함)과 헤모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이하 ‘비복용군’이라 함)에 대하여 백혈구 수치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 수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Table 2). 그러나 대부분 예에서 여성의 백혈구 정상범위

인 3.8-10.5 X 10
3
/㎕ 내에 있었으나 일부 예에서 낮은 값을 보 다. 특히, 백혈구 수의 

range에 있어서 복용군의 하한 값이 비복용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주의를 요

하는 수준(3000개/㎕) 이하로 백혈구 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예도 복용군에서 현저하게 감

소되어, 시작품(HemoHIM)이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감소하 으며 백혈구 수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Table 3).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인 3.5-5.5 X 10
6
/㎕ 내에 있었다.(Table 4).

    

       (2) 자궁경부암 환자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자궁경부암환자의 조혈

장해에 대하여 분석하 다. 

    백혈구 수치를 비교한 결과, 복용군 및 비복용군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

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 수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그러나,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에서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시작품(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한 감소를 보 다(Table 6).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Table 7).



- 9 -

       (3) 두경부암 환자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두경부암환자의 조혈장해

에 대하여 분석하 다. 

    백혈구수치를 비교한 결과,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두군 모두 비슷하게 약간의 감소를 

보 으며,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Table 8). 그러나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앞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하여야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림프구의 경우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한 감소를 보 으며, 복용군에서 

약간 낮은 수치를 보 다(Table 9). 

    적혈구의 경우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Table 10).

   나. 방사선치료만 받은 암환자의 조혈장해 극복효과 평가

    방사선치료만 받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백혈구수치를 비교한 결과, 두군 모두 치료기

간 경과에 따라 비슷하게 감소하 으나,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11). 

    방사선치료만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경우 백혈구 수치를 비교한 결과, 복용군과 비

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Table 12), 시험예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예를 조사하여야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방사선치료만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에도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

하게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Table 13), 시험예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예를 조사하여야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암환자의 조혈장해 극복효과 평가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백혈구수치를 비교

한 결과, 두군 모두 치료기간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수치

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에서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작품(HemoHIM)이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14).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경우에도 백혈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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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다(Table 15).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백혈구 수는 복용

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 수치에 있었

다(Table 16).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조사되면 혈액 세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밖에 혈액성분도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혈구는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혈조직에서 계속 생산되

어 보충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의해 혈구 생성이 억제되면 혈액으로의 

보충이 불충분하게 되어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암치료시 헤모힘을 복용한 군과 헤모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에 대하여 백혈구, 림프구 및 적혈구 수치를 비교한 결과, 두군 모

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시험대상자의 혈구 수의 범위를 볼 때 복용

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높은 하한 값을 보 다. 즉 혈구수치가 방사선치료에 의해 감소하기

는 하지만, 헤모힘을 복용함으로써 감소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백혈구 감소 예를 줄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심층적인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여야겠지만, 준건강인에서 헤모힘 복용에 따

른 혈액수치 변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상호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본 연구의 경우 12주간의 혈구수치를 검사하 으나, 그 이상의 장기간 시험에서 헤

모힘 복용에 따른 변화도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라. 독성학적 안전성 확인

시험대상자의 혈청 생화학적 분석 결과 복용군의 간장 및 신장 독성 지표가 정상범위 내

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작품(HemoHIM) 복용에 따른 독성학적 부작용은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7 -19). 

    마. 항피로 및 항염증 효과 가능성 확인

시험대상자의 문진결과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경감되는 일부 

예가 있었으며, 염증이 경감되는 일부 예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로 더 많은 

예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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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ancer sites, age, and treatments

-------------------------------------------------------------------------------------

                      Breast Cancer            Cervix Uterine Cancer         Cancer of the Head 

                                                                              & Neck

                   --------------------     -------------------      --------------------

                     Intaker   Non-intaker      Intaker   Non-intaker       Intaker    Non-intaker

-------------------------------------------------------------------------------------

Total number       47(100.0)    136(100.0)      38(100.0)     73(100.0)       7(100.0)     15(100.0)

Age

    - 39           15( 31.9)      33( 24.3)       5( 13.2)     12( 16.4)       1( 14.3)      2( 13.3)

 40 - 49           26( 55.3)      65( 47.8)      13( 34.2)     20( 27.4)       2( 28.6)      4( 26.7)

 50 - 59            4(  8.5)      31( 22.8)       8( 21.1)     14( 19.2)       1( 14.3)      3( 20.0)

 60 -               2(  4.3)       7(  5.1)      12( 31.6)     27( 37.0)       3( 42.9)      6( 40.0)

 Mean age         44.2±7.9      48.1±27.5      54.5±14.0     55.0±14.1       53.6±16.2     53.1±12.9

Treatment

RT only            8( 17.0)      34( 25.0)      9( 23.7)      19( 26.0)       4( 57.1)      5( 33.3)

RT+CT            39( 83.0)     102( 75.0)     29( 76.3)      54( 74.0)       3( 49.2)     10( 66.7)

-------------------------------------------------------------------------------------

Intaker : Group with intake of HemoHIM

Non-intaker : Group without intake of HemoHIM

RT : radiotherapy ,   CT :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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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3.0 (%)
1
      No.    Mean±SD    Range  <3.0 (%)

1

----------------------------------------------------------------------------------------

Before treatment     127    5.93±1.46    2.92- 9.70    0.8         47    5.72±1.63    2.39-9.52   2.1

After treatment

  1 week            135    5.23±1.68    1.88-10.70    6.7         47    5.28±1.64    2.23-8.83   4.3

  2 weeks           126    4.87±1.74    1.00- 9.76   10.3         47    4.85±1.41    2.01-8.70   6.4

  3 weeks           126    4.57±1.55    0.90- 9.33   15.9         47    4.71±1.26    1.95-7.71   8.5

  4 weeks           129    4.63±1.63    0.39- 9.55   17.1         47    4.44±1.02    3.02-7.75    0

  5 weeks           126    4.29±1.46    0.35- 9.34   22.2         43    4.52±1.12    1.65-8.04   4.7

  6 weeks           121    4.04±1.37    0.06- 8.43   24.0         38    4.25±1.19    2.44-8.19   5.3

  7 weeks           114    4.13±1.49    1.22-10.50   21.1         35    4.08±0.90    1.95-6.35   8.6

  8 weeks           109    4.03±1.41    0.60- 7.80   27.5         29    4.09±0.74    2.40-5.66   6.9

  9 weeks            99    3.89±1.44    0.40- 8.16   23.2         19    3.99±1.09    2.35-7.08  10.5

 10 weeks            81    3.99±1.28    0.53- 7.66   22.2         12    4.39±0.40    3.49-4.95    0

 11 weeks            71    3.99±1.13    20.4- 6.50   21.1          7    4.66±0.42    4.06-5.21    0

 12 weeks            63    3.69±0.88    0.67- 5.82   19.0          6    4.30±0.18    4.11-4.59    0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1 
% of patients who showed leukocyte number below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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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ymphocyte numb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24     1.95± 0.60    0.37- 4.05         47     1.75± 0.62    0.83- 4.04

After treatment

  1 week                  134     1.69± 0.65    0.47- 4.11         47     1.54± 0.51     0.54- 3.24

  2 weeks                 126     1.41± 0.63    0.02- 4.33         47     1.19± 0.55     0.22- 3.28

  3 weeks                 126     1.21± 0.54    0.24- 2.75         47     1.04± 0.41     0.47- 2.23

  4 weeks                 129     1.08± 0.51    0.01- 3.20         47     0.93± 0.40     0.37- 2.71

  5 weeks                 126     0.97± 0.46    0.16- 2.82         43     0.95± 0.42     0.21- 2.02

  6 weeks                 121     0.94± 0.45    0.01- 2.13         37     0.88± 0.41     0.20- 2.06

  7 weeks                 114     0.98± 4.56    0.25- 2.74         33     0.99± 0.41     0.17- 1.94

  8 weeks                 109     1.04± 0.52    0.08- 2.55         27     0.95± 0.28     0.45- 1.42

  9 weeks                  99     1.11± 0.57    0.07- 2.64         19     0.96± 0.42     0.41- 1.99

 10 weeks                  81     1.05± 0.47    0.17- 2.46         12     1.08± 0.29     0.65- 1.66

 11 weeks                  71     1.09± 0.49    0.04- 2.68          7     0.97± 0.39     0.41- 1.65

 12 weeks                  63     0.96± 0.44    0.22- 2.30          6     0.65± 0.19     0.44- 0.96

-------------------------------------------------------------------------------------

* Normal value of lymphocyte number (10
3
/㎕) :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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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erythrocyte numb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27    3.98±0.38    3.00-4.90            47     4.00±0.31     3.28-4.70

After treatment

  1 week                   135    3.91±0.31    3.09-4.70            47     3.94±0.30     3.22-4.58

  2 weeks                  126    3.87±0.34    3.13-4.68            47     3.86±0.31     3.13-4.58

  3 weeks                  126    3.85±0.34    2.73-4.69            47     3.85±0.35     3.13-4.70

  4 weeks                  129    3.84±0.36    2.39-4.66            47     3.86±0.35     3.11-4.79

  5 weeks                  126    3.79±0.35    2.47-4.62            43     3.82±0.35     2.96-4.57

  6 weeks                  121    3.77±0.33    2.64-4.60            37     3.79±0.35     3.23-4.61

  7 weeks                  114    3.73±0.36    2.77-4.41            33     3.78±0.33     3.22-4.68

  8 weeks                  109    3.67±0.37    2.75-4.48            27     3.75±0.37     3.18-4.64

  9 weeks                   99    3.68±0.39    2.31-4.69            19     3.77±0.30     3.29-4.36

 10 weeks                   81    3.69±0.37    2.76-4.39            12     3.72±0.46     2.59-4.46

 11 weeks                   71    3.72±0.35    2.65-4.45             7     3.77±0.35     3.42-4.38

 12 weeks                   63    3.68±0.35    2.90-4.45             6     3.74±0.49     3.13-4.39

-------------------------------------------------------------------------------------

* Normal value of erythrocyte number (10
-6
 ㎕) : female: 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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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3.0 (%)
1
     No.    Mean±SD     Range   <3.0 (%)

1

----------------------------------------------------------------------------------------

Before treatment     65    7.46±2.69    2.72-16.40    1.5        36    6.29±1.88    2.57-10.90    2.8

After treatment

  1 week            70    7.83±3.66    2.60-22.80    2.9        38    6.27±2.69    1.00-11.53    5.3

  2 weeks           69    5.67±2.17    2.85-12.00    2.9        37    5.25±1.96    1.85-10.45    8.1

  3 weeks           68    4.62±1.87    2.02-10.60   25.0        35    4.21±1.56    1.39- 7.80   22.9

  4 weeks           67    4.30±1.82    0.63-10.40   31.3        34    4.07±1.50    1.77- 9.19   20.6

  5 weeks           66    3.99±1.44    1.18- 8.53   25.8        32    4.04±1.48    1.65- 7.14   31.3

  6 weeks           63    3.87±1.58    1.14- 8.15   31.7        27    3.31±1.35    1.24- 5.87   44.4

  7 weeks           54    4.05±1.44    1.52- 7.92   29.6        19    4.62±1.96    2.11-10.85   10.5

  8 weeks           40    4.03±1.66    1.94- 8.65   32.5        13    4.33±1.36    1.56- 6.60    7.7

  9 weeks           28    4.18±1.82    1.89-11.50   21.4         6    4.64±1.26    2.40- 5.96   16.7

 10 weeks           23    4.63±2.45    1.68-13.70   21.7         4    4.38±1.31    2.64- 5.77   25.0

 11 weeks           21    5.05±3.36    1.74-17.30   19.0         3    4.62±0.63    4.14- 5.33     0

 12 weeks           17    3.81±1.25    1.75- 6.31   29.4         3    4.61±1.19    3.45- 5.82     0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1 
% of patients who showed leukocyte number below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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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ymphocyte number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68     2.10± 0.76    0.35- 4.24         36     1.69± 0.65    0.15- 3.11

After treatment

  1 week                   73     1.44± 0.64    0.47- 3.61         38     1.30± 0.64    0.24- 3.39

  2 weeks                  71     1.10± 0.49    0.40- 3.14         37     0.92± 0.41    0.34- 2.10

  3 weeks                  70     0.84± 0.42    0.27- 2.46         35     0.73± 0.50    0.18- 2.98

  4 weeks                  69     0.61± 0.30    0.16- 1.55         34     0.59± 0.40    0.20- 2.11

  5 weeks                  67     0.63± 0.33    0.17- 1.60         32     0.54± 0.34    0.13- 1.49

  6 weeks                  64     0.65± 0.38    0.11- 1.71         27     0.52± 0.30    0.17- 1.39

  7 weeks                  55     0.77± 0.37    0.16- 1.76         19     0.67± 0.48    0.22- 2.23

  8 weeks                  41     0.84± 0.42    0.27- 2.20         13     0.78± 0.54    0.23- 2.30

  9 weeks                  29     0.85± 0.37    0.37- 1.72          6     0.96± 0.63    0.37- 2.17

 10 weeks                  23     0.77± 0.36    0.18- 1.44          4     0.71± 0.34    0.42- 1.17

 11 weeks                  21     0.88± 0.57    0.18- 2.27          3     0.76± 0.79    0.27- 1.66

 12 weeks                  17     0.75± 0.47    0.11- 1.94          3     0.76± 0.37    0.39- 1.13

-------------------------------------------------------------------------------------

* Normal value of lymphocyte number (10
3
/㎕) :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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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erythrocyte number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68    3.82±0.46    2.06-4.82            36     3.97±0.43     2.90-5.15

After treatment

  1 week                    73    3.74±0.43    2.74-4.63            38     3.96±0.42     2.90-4.94

  2 weeks                   71    3.68±0.54    1.83-4.98            37     3.90±0.36     3.21-4.75

  3 weeks                   70    3.64±0.44    2.71-4.64            35     3.84±0.40     3.14-4.84

  4 weeks                   69    3.56±0.51    2.40-4.72            34     3.74±0.38     3.00-4.58

  5 weeks                   67    3.55±0.47    2.33-4.51            32     3.63±0.40     2.91-4.42

  6 weeks                   64    3.52±0.48    2.15-4.50            27     3.49±0.49     2.61-4.45

  7 weeks                   55    3.45±0.52    1.44-4.45            19     3.52±0.42     2.82-4.30

  8 weeks                   41    3.31±0.49    2.03-4.36            13     3.33±0.49     2.76-4.47

  9 weeks                   29    3.35±0.52    2.62-4.40             6     3.38±0.59     2.72-4.25

 10 weeks                   23    3.32±0.51    2.04-4.28             4     3.34±0.84     2.45-4.08

 11 weeks                   21    3.38±0.42    2.48-4.32             3     3.32±0.39     2.95-3.73

 12 weeks                   17    3.38±0.49    2.48-4.28             3     3.24±0.15     3.07-3.37

-------------------------------------------------------------------------------------

* Normal value of erythrocyte number (10
-6
 ㎕) : female;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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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4    8.38±3.32    4.84-15.60            6    7.62±2.71    3.14-10.55

After treatment

  1 week                    14    9.52±3.53    4.43-15.60            7    6.37±1.42    3.75- 8.02

  2 weeks                   15    5.50±1.99    2.88-10.60            7    5.51±1.92    2.25- 8.08

  3 weeks                   14    5.93±1.57    3.54- 9.31            7    5.42±1.62    2.72- 7.08

  4 weeks                   13    5.47±1.89    1.67- 8.44            7    4.78±0.99    3.15- 6.25

  5 weeks                   13    7.12±1.87    4.62- 9.66            7    4.74±1.79    1.65- 7.53

  6 weeks                   14    5.97±1.25    3.93- 7.99            5    4.97±1.79    2.58- 7.26

  7 weeks                   13    6.30±2.24    4.65-13.10            3    7.66±6.05    3.09-14.53

  8 weeks                   12    6.60±3.03    3.45-14.20            3    5.40±1.92    3.54- 7.37

  9 weeks                   11    6.83±2.53    3.79-11.00            2    4.51±3.04    2.36- 6.66

 10 weeks                   10    5.48±1.03    3.32- 7.30            1   10.83        10.83-10.83

 11 weeks                   10    6.30±2.37    3.37-10.40            1    8.14         8.14- 8.14  

 12 weeks                    8    7.05±2.76    4.43-12.90            1    4.99         4.99- 4.99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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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ymphocyte frequency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4    28.89± 7.77    14.80-42.30           6    29.52±12.32    16.70-46.80

After treatment

  1 week                 14    18.30±10.13     3.20-38.10           7    30.63±14.61    10.70-48.60

  2 weeks                15    31.93±11.86    14.70-51.60           7    32.31± 7.86    19.20-52.20

  3 weeks                14    31.10±17.11     7.90-69.00           7    25.89±14.18    18.20-57.40

  4 weeks                13    31.95±18.93    11.60-71.30           7    22.47±11.73     9.60-44.70

  5 weeks                13    25.32±14.29     4.20-51.40           7    24.40±18.33    10.20-57.60

  6 weeks                14    22.10±11.72     6.40-55.00           5    14.44± 6.49     7.70-24.80

  7 weeks                13    18.38± 7.83     7.20-29.70           3    11.53± 4.26     8.50-16.40

  8 weeks                12    16.25± 7.64     6.00-31.70           3    14.43± 4.65     9.70-19.00

  9 weeks                11    13.48± 4.91     7.80-24.50           2    17.65±12.52     8.80-26.50

 10 weeks                10    14.94± 5.35    10.00-25.70           1    19.70         19.70-19.70

 11 weeks                10    15.31± 7.18     5.10-28.90           1    18.40         18.40-18.40

 12 weeks                 8    12.28± 6.45     3.30-26.10           1    25.60         25.60-25.60

-------------------------------------------------------------------------------------

* Normal value of lymphocyte frequency ( % of leukocytes ) : 19.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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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erythrocyte numbers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ollowing all treatments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4     4.43±0.53     3.77-5.58            6      4.32±0.35    4.02-4.89

After treatment

  1 week                  14     4.34±0.44     3.82-5.22            7      4.11±0.39    3.64-4.60

  2 weeks                 15     4.08±0.58     3.27-5.24            7      4.08±0.45    3.27-4.52

  3 weeks                 14     4.13±0.68     3.18-5.20            7      4.11±0.51    3.13-4.67

  4 weeks                 13     3.96±0.75     2.94-5.40            7      4.03±0.52    3.43-4.67

  5 weeks                 13     3.98±0.70     3.13-5.21            7      3.94±0.62    2.96-4.67

  6 weeks                 14     3.95±0.75     3.09-5.55            5      4.03±0.57    3.32-4.60

  7 weeks                 13     3.93±0.70     3.19-5.41            3      3.65±0.56    3.18-4.27

  8 weeks                 12     3.83±0.52     3.31-5.03            3      3.67±0.67    3.06-4.39

  9 weeks                 11     3.83±0.60     3.18-5.17            2      3.52±0.17    3.40-3.64

 10 weeks                 10     3.91±0.60     3.26-5.16            1      3.43         3.43-3.43

 11 weeks                 10     3.79±0.59     3.16-4.97            1      3.44         3.44-3.44

 12 weeks                  8     3.78±0.59     3.04-5.06            1      3.76         3.76-3.76

-------------------------------------------------------------------------------------

* Normal value of erythrocyte number(10
6
/㎕) :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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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28    5.75±1.54    3.17-8.82               8    5.48±1.66    2.39-7.74

After treatment

  1 week                   34    5.52±1.73    2.42- 9.95              8    5.74±1.80    3.75-8.56

  2 weeks                  34    5.20±1.82    1.91- 9.58              8    5.26±2.08    2.25-8.70

  3 weeks                  34    4.96±1.38    2.42- 7.72              8    5.17±1.77    2.72-7.71

  4 weeks                  32    5.05±1.62    2.20- 8.72              8    4.58±1.47    3.15-7.75

  5 weeks                  29    4.87±1.49    2.63- 9.34              6    4.27±1.80    1.65-6.30

  6 weeks                  24    4.78±1.43    1.99- 8.43              2    4.82±1.43    3.81-5.83

  7 weeks                  20    5.32±1.85    2.49-10.50              2    4.28±0.03    4.26-4.30

  8 weeks                  16    5.33±1.46    2.97- 7.80              -   

  9 weeks                  13    5.04±1.69    0.46- 7.54              -

 10 weeks                   4    4.82±0.66    4.21- 5.71              -

 11 weeks                   2    4.79±0.30    4.57- 5.00              -

 12 weeks                   1    4.51         4.51                    -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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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16    7.20±1.90    3.81-12.00              8    5.80±1.04    4.11-7.67

After treatment

  1 week                   19    6.35±1.96    3.86-10.60              9    6.35±2.15    2.87-9.71

  2 weeks                  19    5.22±1.57    3.22- 7.95              9    5.61±1.70    3.22-8.34

  3 weeks                  19    5.37±1.64    3.62-10.60              8    5.11±1.73    3.09-7.80

  4 weeks                  18    5.17±1.89    2.94-10.40              7    4.19±0.91    2.95-5.89

  5 weeks                  17    4.81±1.45    3.11- 8.53              6    4.88±1.41    2.77-7.14

  6 weeks                  16    5.10±1.38    3.43- 8.15              2    4.82±0.21    4.67-4.97

  7 weeks                  11    5.10±1.26    3.69- 7.92              2    4.99±0.38    4.72-5.26

  8 weeks                   6    5.02±1.27    3.55- 6.76              2    4.57±1.03    3.84-5.30 

  9 weeks                   3    6.55±4.29    3.91-11.50              -

 10 weeks                   2    5.51±2.42    3.80- 7.22              -

 11 weeks                   1   17.30        17.30                   -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3/㎕)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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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5    8.80±4.06    5.51-15.60              4     9.01±1.61    7.42-10.55

After treatment

  1 week                    5    6.56±2.62    4.43-11.00              4     6.13±1.65    3.75- 7.27

  2 weeks                   5    4.70±0.99    3.97- 6.21              4     5.38±2.10    2.25- 6.72

  3 weeks                   4    5.27±1.25    4.13- 6.54              4     5.40±1.91    2.72- 7.08

  4 weeks                   4    4.83±0.65    3.92- 5.37              4     4.96±1.30    3.15- 6.25

  5 weeks                   3    7.99±2.55    5.05- 9.56              4     4.88±2.43    1.65- 7.53

  6 weeks                   4    5.92±0.69    5.24- 6.88              2     5.23±1.22    4.37- 6.09

  7 weeks                   4    5.29±0.65    4.73- 6.00              -

  8 weeks                   3    7.73±5.62    4.07-14.20              -

  9 weeks                   3    5.31±1.32    3.79- 6.17              -

 10 weeks                   3    5.66±0.45    5.23- 6.12              -

 11 weeks                   3    7.12±0.78    6.29- 7.84              -                        

 12 weeks                   2    9.43±4.91    5.95-12.90              -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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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99    5.98±1.45    2.92- 9.70              39    5.77±1.64    3.23-9.52

After treatment

  1 week                  101    5.29±2.26    1.88-20.60              39    5.19±1.61    2.23-8.83

  2 weeks                  92    4.74±1.71    1.00- 9.76              39    4.76±1.25    2.01-7.49

  3 weeks                  92    4.43±1.59    0.90- 9.33              39    4.61±1.13    1.95-7.49

  4 weeks                  97    4.49±1.61    0.39- 9.55              39    4.41±0.92    3.02-6.86

  5 weeks                  97    4.11±1.41    0.35- 7.16              37    4.56±1.00    1.94-8.04

  6 weeks                  97    3.86±1.30    0.06- 7.17              36    4.22±1.19    2.44-8.19

  7 weeks                  94    3.88±1.28    1.22- 8.62              33    4.07±0.93    1.95-6.35

  8 weeks                  93    3.81±1.28    0.60- 7.22              29    4.09±0.74    2.40-5.66

  9 weeks                  86    3.71±1.33    0.40- 8.16              19    3.99±1.09    2.35-7.08

 10 weeks                  77    3.95±1.29    0.53- 7.66              12    4.39±0.40    3.49-4.95

 11 weeks                  69    3.96±1.14    0.40- 6.50               7    4.66±0.42    4.06-5.21

 12 weeks                  62    3.67±0.88    0.67- 5.82               6    4.30±0.18    4.11-4.59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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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

                                     Non-intaker                              Intaker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49    7.55±2.92    2.72-16.40              28    6.43±2.05    2.57-10.90

After treatment

  1 week                   51    8.38±3.99    2.60-22.80              29    6.24±2.87    1.00-11.53

  2 weeks                  50    5.84±2.35    2.85-12.00              28    5.13±2.05    1.85-10.45

  3 weeks                  49    4.33±1.88    2.02- 9.99              27    3.94±1.44    1.39- 6.96

  4 weeks                  49    3.98±1.69    0.63- 7.19              27    4.04±1.63    1.77- 9.19

  5 weeks                  49    3.71±1.34    1.18- 7.72              26    3.85±1.45    1.65- 6.68

  6 weeks                  47    3.49±1.46    1.14- 7.36              25    3.19±1.33    1.24- 5.87

  7 weeks                  43    3.77±1.37    1.52- 6.71              17    4.58±2.07    2.11-10.85

  8 weeks                  34    3.86±1.67    1.94- 8.65              11    4.28±1.45    1.56- 6.60 

  9 weeks                  25    3.89±1.19    1.89- 7.03               6    4.64±1.26    2.40- 5.96

 10 weeks                  21    4.54±2.49    1.68-13.70               4    4.38±1.31    2.64- 5.77

 11 weeks                  20    4.44±1.90    1.74- 8.90               3    4.62±0.63    4.14- 5.33

 12 weeks                  17    3.81±1.25    1.75- 6.31               3    4.61±1.19    3.45- 5.82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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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leukocyte numbers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ollowing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

                                      Control                                 Case

                         ------------------------------      ----------------------------

                            No.    Mean±SD    Range               No.    Mean±SD    Range

-------------------------------------------------------------------------------------

Before treatment             5    8.80±4.06    5.51-15.60              4     9.01±1.61    7.42-10.55

After treatment

  1 week                    5    6.56±2.62    4.43-11.00              4     6.13±1.65    3.75- 7.27

  2 weeks                   5    4.70±0.99    3.97- 6.21              4     5.38±2.10    2.25- 6.72

  3 weeks                   4    5.27±1.25    4.13- 6.54              4     5.40±1.91    2.72- 7.08

  4 weeks                   4    4.83±0.65    3.92- 5.37              4     4.96±1.30    3.15- 6.25

  5 weeks                   3    7.99±2.55    5.05- 9.56              4     4.88±2.43    1.65- 7.53

  6 weeks                   4    5.92±0.69    5.24- 6.88              2     5.23±1.22    4.37- 6.09

  7 weeks                   4    5.29±0.65    4.73- 6.00              -

  8 weeks                   3    7.73±5.62    4.07-14.20              -

  9 weeks                   3    5.31±1.32    3.79- 6.17              -

 10 weeks                   3    5.66±0.45    5.23- 6.12              -

 11 weeks                   3    7.12±0.78    6.29- 7.84              -                         

 12 weeks                   2    9.43±4.91    5.95-12.90              -

-------------------------------------------------------------------------------------

* Normal value of leukocyte number (10
3
/㎕) :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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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hematological and serum biochemical values of 

breast cancer patients after treatments

----------------------------------------------------------------------------------------

       Number           Before treatment           Number            After treatment

         of       --------------------------      of        --------------------------------

       Subjects*   Non-intaker      Intaker        Subjects*     Non-intaker        Intaker

----------------------------------------------------------------------------------------

WBC    127/47       5.93± 1.46     5.72± 1.63       136/47        4.43± 1.20       4.54± 0.84   

RBC     127/47      3.98± 0.38     4.00± 0.31       136/47        3.80± 0.28       3.83± 0.29

HGB     127/47     11.83± 1.02    12.00± 1.20       136/47       11.72± 0.78      11.92± 0.88

HCT    128/47      35.69± 3.12    34.94± 2.94       136/47       34.69± 2.26      34.09± 2.57

PLT    127/47     275.17±63.71   242.83±72.76       136/47       233.79±55.10     224.79±61.06 

NEU    124/47      55.75±10.01    57.95±10.93       136/47       58.87± 7.07      62.07± 5.64

LYM    124/47      33.37± 8.89    31.59± 9.79       136/47       26.72± 5.85      23.84± 5.37 

BUN     94/41      11.86± 3.73    11.90± 2.97        78/15       11.96± 2.72      12.09± 2.02    

CRE     94/41       0.73± 0.14     0.70± 0.11        78/15        0.71± 0.12       0.67± 0.12

URI     78/41        3.78± 1.08     3.76± 1.13        66/15        4.23± 1.11       3.80± 1.01

ALT    116/47      24.79±13.67    33.32±36.86       120/31       36.70±24.42      43.94±30.79 

AST    116/47      26.41±23.14    27.64±14.71       120/31       35.84±43.53      32.76±17.73

--------------------------------------------------------------------------------------- 

 * Number of non-intaker/Number of int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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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hematological and serum biochemical values of 

uterine cervix cancer patients after treatments

----------------------------------------------------------------------------------------

       Number           Before treatment          Number           After treatment

         of        -------------------------      of        -------------------------------

       Subjects*    Non-intaker      Intaker       Subjects*     Non-intaker        Intaker

----------------------------------------------------------------------------------------

WBC     65/36       7.46± 2.69     6.29± 1.88        70/38        4.85± 1.28       4.67± 1.15   

RBC     65/36       3.83± 0.46     3.97± 0.43        70/38        3.57± 0.37       3.77± 0.36

HGB     66/36      11.36± 1.52    11.94± 1.29        70/38       10.91± 0.94      11.55± 0.99

HCT     65/36      34.33± 4.45    34.89± 3.68        70/38       32.54± 3.03      32.97± 3.05

PLT     65/36     310.85±92.74   272.94±97.50        70/38      234.15±57.39     218.08±50.85 

NEU     65/36      59.89±10.49    61.76±10.04        70/38       68.49± 6.80      70.23± 7.51

LYM     65/36      30.03±10.39    27.47±10.22        70/38       19.70± 5.70      18.25± 7.08 

BUN     58/31      13.14± 5.98    12.16± 3.51        60/34       12.84± 3.51      14.08± 3.66    

CRE     58/31       0.75± 0.15     0.71± 0.16        60/34        0.78± 0.18       0.75± 0.13

URI     57/31       3.67± 1.23     3.37± 0.97        60/34        3.60± 0.84       3.56± 0.77

ALT     58/31      22.26±12.85    25.58± 9.51        67/34       24.23±13.70      25.55±11.48 

AST     58/31      23.43± 8.92    23.94± 6.26        67/34       24.47±11.88      24.80±21.27

---------------------------------------------------------------------------------------- 

 * Number of non-intaker/Number of int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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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ffects of HemoHIM intake on hematological and serum biochemical values of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after treatments

---------------------------------------------------------------------------------------

       Number           Before treatment            Number            After treatment

         of        -----------------------         of       -------------------------------

       Subjects*    Non-intaker      Intaker        Subjects*      Non-intaker        Intaker

---------------------------------------------------------------------------------------

WBC     14/ 6      8.38±  3.33     7.62± 2.71        15/ 7        6.20± 1.28       5.42± 1.61   

RBC     14/ 6       4.43±  0.53     4.32± 0.35        15/ 7        4.03± 0.59       4.02± 0.52

HGB     14/ 6      12.96±  1.36    13.70± 1.33        15/ 7       12.05± 1.30      13.04± 1.52

HCT     14/ 6      39.24±  4.09    38.62± 3.51        15/ 7       36.32± 4.05      36.75± 3.96

PLT     14/ 6     285.57± 122.91   261.00±60.51        15/ 7      252.91±57.79     255.01±47.73 

NEU     14/ 6      60.59±  8.52    56.90±15.52        15/ 7       65.10± 7.10      59.50±10.34

LYM     14/ 6      28.89±  7.77    29.52±12.32        15/ 7       22.41± 6.26      24.38±10.26 

BUN     12/ 5      13.75±  4.79    14.20± 5.36        13/ 3       17.34±10.56      14.75± 6.31    

CRE     12/ 5       0.91±  0.39     0.90± 0.16        13/ 3        1.01± 0.63       0.78± 0.20

URI     12/ 5       4.52±  1.11     4.54± 0.29        13/ 3        4.75± 1.37       4.06± 0.78

ALT     13/ 5      33.54± 33.26    40.80±10.94        13/ 3       30.60±15.76      25.54±15.09 

AST     13/ 5      31.15± 20.22    27.60± 3.65        13/ 3       27.57± 7.05      21.25± 5.63

-------------------------------------------------------------------------------------- 

 * Number of non-intaker/Number of int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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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는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품(HemoHIM)복용

에 따른 임상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시작품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

치료와 병행하여 헤모힘을 복용한 군과 헤모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으로 

분류하여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조혈장해에 대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 수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

에서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감소하 다. 적혈구

도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1차적인 임상연구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결과는 심층적인 2상 시험의 기획 및 수행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중장년층의 성인병에 의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적 경

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서 다양한 효능의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대응식품 개발은 방사선 이용에 따른 장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체방어 기능성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품화에 따른 경

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질병예방 및 치료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 식품의 실용화에 본 연구결과가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유사

한 임상시험의 선례로서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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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결과는 1차 임상시험 결과로서 향후 본 임상시험의 기획 및 연구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제품(HemoHIM)의 면역조혈기능저하 극복 효

과의 2상 임상시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시제품(HemoHIM)이 면역조혈기능저하 극복을 위한 보조제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시제품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실용화 추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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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00단어 내외)  :

 시작품(HemoHIM)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치료와 병행하여 헤모힘을 복용한 군(이하 ‘복용군’ 이라 함)과 헤모

힘은 복용하지 않고 암치료만 받은 군(이하 ‘비복용군’이라 함)을 비교, 분석하 다. 

 1. 시험대상 암환자는 유방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47명과 비복용군 136명,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38명과 비복용군 

73명,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복용군 7명과 비복용군 15명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2.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시험대상 암환자의 조혈장해에 대하여 분석하 다. 

  가. 유방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구수

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백혈구 수의 range에 있어서 복용군의 하한 값이 비복용군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

나, 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프구는 두군 모두 치료 후 감소하

으며 백혈구 수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적혈구 수는 두 군 모두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나.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 으나, 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백혈

구수치는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백혈구 수의 하한 값이 복용군에서 비복용군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HemoHIM은 심각한 백혈구 수 감소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림

프구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한 감소를 보 다. 적혈구 수는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치료 후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 으나,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었다.

  다. 두경부암 치료 환자의 경우 백혈구는 두군 모두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비슷한 감소를 보 으며,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

었다. 그러나 시험대상자수가 적어 앞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하여야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시험대상자의 혈청 생화학적 분석 결과 복용군의 간장 및 신장 독성 지표가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작

품(HemoHIM) 복용에 따른 독성학적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시험대상자의 문진결과 복용군에서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경감되는 일부 예가 있었으며, 염증이 경감되는 일부 예도 관찰

되었다. 체계적인 연구로 더 많은 예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그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조혈기능, 헤모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유방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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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 (HemoHIM) on recovery from hematopoiesis damage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1. The cancer patients studied were as follows : cancer of the breast(47 intakers and 136 non-intakers), 

uterine cervix(38 intakers and 73 non-intakers), and head and neck(7 intakers and 15 non-intakers). 

  2. The clinical efficacy of pilot product(HemoHIM) i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was analyzed.

   (1) In breast cancer patients, the number of leukocytes decreased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in both groups. However, intakers showed a less decreasing trend compared with 

non-intakers. Especially, under limiting value in range of leukocyte number of inta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intakers. This result incicates that HemoHIM reduce the 

severe leukopenia. Values of lymphocyte in both groups decreased similarly after treatment, 

and it was similar to that of leukocyte. Values of erythrocyte in both groups decreased 

similarly after treatment, but the values were within normal range.

   (2) In cervix cancer patients,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at of breast cancer patients.

   (3) In cancer of head and neck, values of leukocyte slightly decreased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in both group. However, it needs to collect more subjects continuously because of 

small number of cancer patients. 

 3. No toxicological side effects of HemoHIM were observed in serological analysis, and 

possibility to alleviate fatigue and inflammation was investigated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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