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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피부 손상에 한 시제품  신후보식품의 효능 검색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 의 반 인 질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사회의 속한 발 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식생활의 변

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

거 어느 때 보다 극 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식음료를 심으로 기능

성 식품의 개발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에서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검색은 소비자의 

선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 인 시도가 될 것이다.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주방사선 노출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으로 자외선의 피부 손상

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피부보호 효과물질에 해서도 국내

외 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

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부분의 연구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의 

효능 검색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

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

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천연물 에서 새로운 생의학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안 성  임상  효과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을 지닌 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방서나 민속의학을 근거로 로부터 여러 질병에 방과 치료를 해 이용되어 

온 기존의 한약이나 약 에서 새로운 효능이나 약리작용 기 을 검색하기 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과학  기술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리방사선 생체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개발시제품  후보식품물질을 

상으로 감마선에 의한 피부부속물 장해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경감효과 유무  미백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으며, 별도연구로 헤모힘의 항염증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연구의 

결과 천연물에서 효과물질이 발굴되었고 이는 기존 자외선 차단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고

기능성 식품  나아가 화장품 개발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개발된 시제품(헤모힘)의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조직 방호효과 검증  신후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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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  탐색을 한 생체시험을 실시하 다. 연차별 연구내용  범 는 아래와 같다.

1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형태학  지표, 효능 검색 기술 확립,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2 차 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HemoTonic)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복강내  경구투여 시험)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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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피부주름)  암발생(피부암)을 지표로 한 시제품의 효

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Ⅳ.  연구개발결과

1.  1차 년도  :  자 외 선 에  의 한  피 부 손 상 의  형 태 학  지 표,  효 능  검 색  기 술  확 립 ,  자 외 선  피 부

손 상 에  한  시 제품  ( H emoH IM ) 의  손 상  경 감 효 과   미 백 효 과  악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다.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P<0.05)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주사군

(P<0.01)에서 유의성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

험군에서 유의성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는 경미하 다.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많은 가지돌기를 가진 멜라닌세표가 증가하 다. 자외선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

서는  시험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

험군에서 유의성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효과물질 투

여군에서는 세포의 가지돌기 형성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세포 감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

(P<0.05)를 나타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세포의 감소가 

다소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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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조사 후 3주에는 복강내 주사군과 피부도포군에서 유의성(P<0.01)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으며 6주 후에는 모든 투여 처치군에서 유의성(P<0.05) 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2 .  2 차 년도  :  자 외 선  피 부 손 상 에  한  시 제품 ( H emoT onic) 의  손 상  경 감 효 과   미 백 효 과  

악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다.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P<0.05)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주사군

(P<0.01)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는 경미하

다.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많은 가지돌기를 가진 멜라닌세표가 증가하 다. 자외선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조사 후 주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 모두에서 유

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으며(P<0.01),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0.6% 도포군에

서 만 유의성 있는 효과(P<0.05)가 찰되었다.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세포의 가지돌기 형성

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1)에서 유의성 있는 세포 감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

에서는 자외선 조사  투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세포의 감소가 다소 억제되

었으며 평균치에서는 최소 16% 이상의 증가효과가 있었으나 심한 개체차로 인하여 통계  유

의성은 없었다.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 후 3주에는 복강내 주사군(P<0.05)과 피부도포군에서 유의성(P<0.01)있는 미백

효과를 나타냈으며 6주 후에는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P<0.05) 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3 .  3 차 년도  :  시 제품 ( H emoH IM ® ,  H emoH IM ) 의  항 염 증 효 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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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염증(Carrageenan 유도 족부종)에 한 항염증효과

  Carrageenan 투여에 의해 발의 부피는 투여 1시간에 약 20% 증가하고 4시간에 60%까지 증

가하 다. HemoHIM
®

의 투여에 의해 각 시간 별로 평균치에서 부종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

며 4시간에 음수 ml당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

각 42.6% (p<0.05), 35.2% (p<0.05)  48.1% (p<0.01)의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나. 염증반응 1기(모세  투과도 증가)에 한 항염증효과

  조군에 비하여 HemoHIM®은 모세  투과도를 억제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pontamine 

sky blue의 양은 음수 ml당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

서 각각 41.1% (p<0.05), 59.8% (p<0.01)  67.4% (p<0.01)의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냈

으며, 음수 ml당 1mg 경구투여군에서는 6.0%의 경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 염증반응 2기(백 구 유주)에 한 항염증효과

  Zymosan의 복강내 투여에 의해 백 구 수는 PBS만을 복강내 투여한 경우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여 7.843 ± 2.832(x 10
6

개/ml)의 백 구를 복강내로 유도하 다. 음수 ml당 4mg의 

HemoHIM
®

을 경구투여한 군과 체  kg당 50 mg의 HemoHIM
®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 유의

성있는 백 구 유주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나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과 체  kg당 200 mg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효과는 없었다.

라. 염증반응 3기(섬유화 상)에 한 항염증효과 

  Cotton pellet의 삽입에 의해 7일 후 61.83 ± 3.25 mg의 육아종이 겨드랑이에 형성되었고,  

음수 ml당 HemoHIM
®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

각 17.79% (p<0.05), 23.18% (p<0.05)  30.73% (p<0.05)의 유의성 있는 육아종 형성 억제효

과를 나타냈으며,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에서는 11.05%의 경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마.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TNBS으로 장염을 유발한 장의 육안  소견으로서 궤양과 막 비후  내강의 확장

이 찰되었다. 장의 주  조직과 유착은 모든 실험군에서 경미하거나 발생되지 않았으며 시

료 복강내 주사군에서 내강의 확장은 완화되었고 막 비후 변화 한 시료처치군에서 개선되

었다. 충   궤양등의 장 손상 정도를 보면, TNBS로 병변을 유발한 군에서 수가 높아 

심한 궤양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료 경구투여의 경우 평균치에서는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나 개체차로 인하여 유의성은 없었으며, 복강내 주사군의 경우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유

의성 있는 손상 경감 효과를 나타냈다. TNBS 유발 장염 조군의 장의 미경  소견으

로 막의 괴사  부종이 찰되었고, 막과 막 조직, 근육층에 걸쳐 범 한 염증세포

의 침윤이 찰되었다. 시료 경구투여군의 장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막세포의 재생과 

막과 막 조직의 부종과 염증세포침윤이 경미하 다.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막의 경미

한 미란과 막고유층에 한정된 경미한 염증세포의 침윤만이 찰되어 장손상이 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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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소견을 나타냈다. 

4.  4차 년도  :  자 외 선 에  의 한  피 부  노 화 ( 피 부 주 름 )   암 발 생 ( 피 부 암 ) 을  지 표로  한  시 제품

의  효 과  검 색

가.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단독 조사군의 경우 조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주름 등 은 계속 증가 되었으며 무

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6주에 평균 1.15를 나타냈으며, 14주에 2.0을 과하여 

시험종료 시 인 22주에 평균 2.81의 주름 등 을 나타냈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군 모두에서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5). 부형제 도포 자

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

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 기간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1). 

나.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검색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 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

침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0을 나타냈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

에서 유의성있는 경감 소견이 찰되었다(p<0.0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

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

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있는  경감효과가 찰되었다(p<0.05). 

다.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검색

   육안  종괴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94.4%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  경구투여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각각 66.7%  56.3%로 감소하 다. 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암종(carcinoma)의 발생은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4.78개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각각 0.83개  

0.33개로서 총 1.17개의 암이 발생하 고, 경구투여군에서는 유두종이 0.50개 발생하 으나 암

종은 찰되지 않았다.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80.0%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도포군에서는 17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60.0%로 감소하 다. 유두종  암종의 발생은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1.70개  0.10개로서 총 1.80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도포군에서

는 각각 0.20개  0.20개로서 총 0.40개의 암이 발생하 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군에서 각각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육안  종괴의 발생이 지연되고 발

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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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로 용

-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

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

무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피

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신기능 피부 보호제품 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  구매 충족

-천연물 는 식품에 한 과학  효과 증명  효능 극 화를 유도하므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자연방사선, 방사선 작업종사, 의료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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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and new food for 

radiation-induced skin damage

   1. We assessed the influences of ultraviolet (UV) light B radiation on epidermal cells by 

apoptotic sunburn cell (SBC) and the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treatment on the 

inhibition of SBC formation in SKH1-hr mouse. The extent of changes following 200 

mJ/cm
2

 (0.5 mW/sec) was studied at 0, 3, 6, 12, 18, 24, 30 or 36 hours after exposure. 

SBCs were recognized by 3 hours after irradiation. There was tendency to increase from 3 

hours to 24 hours and decrease from then to 36 hours after irradiation. The mice that 

received 0, 25, 50, 100, 200, 400 or 800 mJ/cm
2

 of UVB were examined 24 hours after 

irradiation. The SBCs were induced as the radiation dose increases from 0 to 200 mJ/cm2. 

A further increase of radiation dose has little further effect. The frequency of UVB (200 

mJ/cm
2

)-induced SBC formation was re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r topical 

application of HemoHIM or HemoTonic.

   2. We assessed the influences of ultraviolet (UV) light B radiation on epidermal 

ATPase-positive dendritic cell (DC) and the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treatment 

in ICR mouse. The extent of changes following 200 mJ/cm
2

 (0.5 mW/sec) was studied at 

0, 6, 12, 18, 24, 30 or 36 hours after exposure. SBCs were decreased by 6 hours after 

irradiation. There was tendency to decrease from 6 hours to 24 hours and had little further 

change from then to 36 hours after irradiation. The mice that received 0, 50, 100, 200, 300 

or 400 mJ/cm
2

 of UVB were examined 24 hours after irradiation. The DCs were decreased 

as the radiation dose increases from 100 to 400 mJ/cm2. The frequency of UVB (200 

mJ/cm
2

)-induced DC decrease was re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r oral application of 

HemoHIM or HemoTonic.

   3. We induced the activation of melanocytes in the epidermis of C57BL/6 mice by 

ultraviolet B (UVB) irradiation and observed the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on 

the formation, and decrease of UVB-induced epidermal melanocytes. C57BL/6 mice were 

irradiated by UVB 80 mJ/cm
2

 (0.5 mW/sec) daily for 7 days, and GTE was 

intraperitoneally or topically applied pre- or post-irradiation. For the estimation of change 

of epidermal melanocytes, light microscopic observation with dihydroxyphenylalanine 

(DOPA) stain was performed. Split epidermal sheets prepared from the ear of untreated 

mice exhibited 11-13 melanocytes/mm
2

, and one week after UV irradiation, th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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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show an increased number of strongly DOPA-positive melanocytes with stout 

dendrites. But intraperitoneal injection, oral or topical treatment with HemoHIM and 

HemoTonic before each irradiation interrupted UVB-induced pigmentation and resulted in a 

marked reduction in the number of epidermal melanocytes as compared to the number 

found in UVB-irradiated, untreated control skin. The number and size of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moHIM and HemoTonic 

(intraperitoneal injection or topical application) extract treated group after irradiation at 3rd 

and 6th weeks after irradiation. 

    4. We evaluated a new herbal preparation, HemoHIM, for its anti-inflammatory activity 

against carrageenan-induced edema, inhibition test of vascular permeability, inhibition test 

of white blood cell migration, the formation of granulation tissues by cotton pellet and 

experimental colitis by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TNBS). The oral administration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or intraperitoneal injection (50 mg/kg of body weight 

or 200 mg/kg of body weight) of HemoHIM showed antiinflammatory effect on carrageenan 

induced foot edema, inhibition test of vascular permeability, inhibition test of white blood 

cell migration and formation of granuloma. In addition, HemoHIM also reduced the degree 

of TNBS-induced colitis and improved the gross and histological changes such as 

thickening, dilatation, ulceration, infiltration by polymorphonuclear leukocytes and multiple 

erosive lesion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HemoHIM has a potent 

anti-inflammatory effect.

   5. We examined the gross and microscopic changes in the skin of hairless mice exposed 

chronically to UVB and HemoHIM-treated mice. The skin of the UVB-irradiated mouse 

shows characteristic signs of photoaging, such as deep wrinkles across the back, and 

thickened and leathery skin. Histologically, the photoaged skin shows increased epidermal 

thickeness, numerous fibroblasts and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n the upper dermis, and 

many enlarged keratinizing cysts in the lower dermis. By the 22th week, 94% (UVB 

control) or 80% (UVB and cream vehicle control) in UVB-irradiated mice developed at 

least one tumor. Histologically, the tumor is papill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HemoHIM-treated mice show a significantly decreased wrinkling score, minimal epidermal 

hyperplasia, slightly increased dermal cellularity, and lack of proliferation of cysts. By the 

22th week, 66.7% (UVB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with HemoHIM), 56.3% (UVB and 

intraperitoneal injection group with HemoHIM) or 60.0% (UVB and topical application group 

with HemoHIM cream) of mice had developed at least one tumor. The skin which is 

chronically exposed to UVB is subject to photoaging and photocarcinogenesis and regular 

use of HemoHIM would prevent these photodamaging effects of U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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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 의 반 인 질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사회의 속한 발 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식생활의 변

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

거 어느 때 보다 극 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식음료를 심으로 기능

성 식품의 개발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에서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검색은 소비자의 

선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 인 시도이다.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주방사선 노출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으로 자외선의 피부 손상

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피부보호 효과물질에 해서도 국내

외 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

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부분의 연구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의 

효능 검색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

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

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천연물 에서 새로운 생의학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안 성  임상  효과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을 지닌 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방서나 민속의학을 근거로 로부터 여러 질병에 방과 치료를 해 이용되어 

온 기존의 한약이나 약 에서 새로운 효능이나 약리작용 기 을 검색하기 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과학  기술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지 까지의 연구 경험을 토 로 후보물질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

를 평가, 그 결과를 도출하고, 각 피부장해 지표에 한 효과도 생체시험을 통하여 검색함으로

서 기호식품의 선택  용을 유도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용하여 신기능 피부 보호 제품 개

발 가능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와 함께 헤모힘의 항염증효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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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은 1993년 비통상 인 치료(unconventional therapy)에 한 체계

인 연구지원을 하여 체의학부(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개설하 다. 1993년 

Eisenberg 등의 보고에 따르면 30% 이상의 미국인이 매년 어도 한가지 이상의 비통상  치

료를 만성질병의 완화를 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염, 알러지, 불면증, 두통, 

불안  침울 등의 문제를 부작용 없이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연간 2조원의 시장을 형성

한다고 하 다(1). 이와 같이 독성이 으면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천연물에 의한 체요법과 

건강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천연물에 의한 처방은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에서 주

로 응용되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한의학의 처방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 를 사용하기도 한

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인구의 약 80%가 통약을 사용하며 이들  부분은 식물 

추출물이나 식물유래의 성분이라고 하 다(2). 

   인간은 자외선(UV)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UV는 피부에 홍반반응, 색소

반응, 그리고 피부노화, 피부암 등의 다양한 피부반응을 일으킨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활동의 증가로 인한 UV 노출의 기회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의한 오존층 괴  이에 

따른 UV의 량 증가로 UV에 의한 피부 변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3). 

   일반 으로 UV의 역은 크게 UVA, UVB, 그리고 UVC의 3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 

명백한 생물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이 짧을수록 에 지의 양은 증가되고, 이는 구성

분자간의 결합을 괴할 정도로 커서 생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UVC(200-280 nm)는 오존

층에 의해 부분 흡수되고, UVA(320-400 nm)  UVB(280-320 nm)만이 지표에 도달되며 

UV  UVB는 1-10%를 차지한다. 피부에 한 장별 UV의 향을 살펴보면, UVA는 진피의 

유두층, 그물층까지 향을 미치고 탄력소와 아교질의 붕괴로 탄력감소, 조기노화, 모세 의 

확장  손상으로 피부의 기 층을 와해시키며, 피부암 발생 가능성도 가진다. UVB는 진피 상

층부까지 도달하고, 속한 화상이나 홍반을 일으킨다. 더욱 진행되면 멜라닌 색소 형성, 색소 

침착으로 선탠이 일어나고, 손상된 피부세포를 수복하여 각화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각질층

의 수분감소와 만성노출 시 주름  피부암을 유발한다(3, 4). 

   UVB는 일명 ‘burning ray'로 알려져 있으며 UV의 약 4-5%에 해당되어 태양 의 은 부

분에 해당되지만 UVA에 비하여 1000배 이상의 일 화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한 UVA에 비하여 유 독성이 강하고 주로 표피 기 세포층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 UV가 피부에 조사되면 만성의 다양한 피부반응을 래한다. 성반응으로는 홍반, 색

소반응, 피부의 두께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홍반반응은 각질세포  진피세포들이 여하여 진

피 을 확장시키는 반응으로 UV의 장, 량, 피부의 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부에는 각질세포가 변형된 SBC가 출 한다. 색소반응은 멜라닌세포가 여하는 반응으로서, 

UV 조사 후 즉시 피부가 검게되는 즉시 색소침착과 수일 후 일어나는 지연 색소침착으로 나

 수 있다. 색소반응과 피부두께의 변화 등은 UV로부터 생체를 보호하기 한 방어작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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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다. UV에 의한 만성반응으로는 노화 상과 발암 상이 있으며 노화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로 인한 외  피부노화를 말하며 생리  노화와는 차이를 나타낸다(3). UV 조사에 

의한 표피의 손상은 2시간 이내에 시작된다(6). 가장 기의 손상지표는 keratinosome의 감소

이며, 조사 후 16-18시간에 세포내 부종(intracellular edema)이 일어나고 30-48시간에 세포사

이 부종(intercellular edema)이 일어나며 주  각질세포의 손상으로 발 된다. 

   털주머니와 털은 방사선 사고  의학 인 방사선 조사로 인한 방사선 장해 측정의 유용한 

생물학  지표로 인식되어져 왔다. 털은 신체의 부분 부 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폭부 의 국

소 인 피해정도를 제공하여 다. 그러므로 피부와 그 부속물은 의학  목 의 방사선 조사시

에 당한 시간과 용량 추정을 가능하게 해 다(7, 8). 

   멜라닌은 자연계에 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생체고분자 물질로 물과 부분의 유기용매에 

녹지 않으며, 화학 으로는 극히 비활성을 나타낸다. 검은 색소와 단백질의 복합체이며 사람의 

머리카락과 피부색을 이루는 색소  하나로 그 양이 많으면 피부색이 황갈색에서 흑갈색을 띠

고, 을수록 색이 연해진다(9). 멜라닌은 세포소기 인 리보소체에서 tyrosinase라는 효소의 

생합성에서 합성되기 시작한다. 표피의 기 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e이 tyrosinase를 주효소로 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멜라노좀 과립을 

형성하고, 생성된 멜라닌은 각질형성세포로 이동되어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의 노화나 일 각

화증을 억제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정 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잉생산에 의한 피부

의 색소침착  멜라닌 구물질들에 의한 독성으로 세포사멸을 진하는 부정 인 기능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10-12).   

   피부손상에 한 천연물의 경감효과 연구는 주로 녹차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녹차의 

효과는 감마선 조사마우스에서 털수질세포의 apoptosis 발생 억제효과가 보고되었고(13), UV에 

의해 유도된 피부종양을 지닌 SKH-1 마우스에서 녹차 polyphenol 추출물 투여가 성장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녹차의 polyphenol류 성분의 향이라고 하 다(14). 한 hairless

마우스에서 UVB를 조사한 피부조직의 백 구 침윤, 홍반, 부종 등 염증반응과 피부의 발암

성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으나(15), 생체 피부에서 apoptosis 발생에 한 직 인 연구는 다

소 미진하고, 녹차를 피부에 국소 용한 실험에서 SBC의 발생이 억제되었다는 보고(16)와 함

께 녹차 경구투여 연구에서 UV에 의한 SBC의 발생을 반 로 증가시켰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

고(17)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 녹차의 복강내 주사군에서 강한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나, 피

부도포군의 경우 유의성 있는 효과는 없었다. 녹차 투여의 효과는 기타 생물학  연구  시험

내 연구(5)에서와 같이 녹차의 항산화성분에 의한 효과로 추측되나 이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재까지 다양한 피부보호제  미백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미백제로서, 4-hydroxyanisole  hydroquinone 등은 기미, 주근깨, 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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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hyperpigmentation과 같은 과잉 색소증 치료에 국부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합물은 강력한 멜라닌 생성 해 활성을 보이지만 색소 세포의 변성 는 치사를 일으키고 

세포 본래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다. 특히 hydroquinone 계열은 강력한 

멜라닌 생합성 해활성을 나타내어 미백용 크림으로 개발되었으나, 세포 독성으로 인한 피부

자극과 피부병을 유발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8). Kojic acid는 

재 arbutin(hydroquinone-β-D-glucopyranoside), ascobic acid 등과 함께 식품의 갈변 방지

제, 화장품, 의약품용 미백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정제, 세안제, 육류 갈변 방지제, 항

산화제, 선도 유지제 등의 기능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kojic acid의 낮은 해활성, 사용 의 

변색, 물질자체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18, 19). 그밖에 4-hydroxyindole, 

4-hexylresorcinol, 2-mercapto-benzo-thiazole, cinamic acid, p-coumaric acid, 

salicyl-hydroxamic acid, tropolone, mimosine, methimazole, 2,3-napthalenediol 등의 물질이 

tyrosinase 해활성을 나타내지만, 부분의 물질이 암, 돌연변이 등을 유발시키거나, 강한 독

성을 나타낸다고 보고(20, 21)되어 보다 안 한 천연물유래의 새로운 무독성 물질의 발굴이 필

요하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외선 피부 보호제의 재형에 한 

연구가 심의 상이 되기도 하고 미립자 형태의 가공으로 제재의 피부 흡수를 진하여 효

능 극 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된다면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손상 지표  수지상세포  멜라닌세포의 특수염색에 한 사

 기술습득이 요구되고 방사선 손상 응 식품의 효과 정을 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용, 

특히 생체시험의 실시가 필수 이며 따라서 검색 상  용 실험법의 다양화, 범 화가 요

구된다. 기존 자외선 차단제의 부작용 감소  해결을 한 노력도 필요하며 이러한 에서 

천연물에서 특정 효능물질 검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방사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한 정보는 국내에서도 획득 가능하며 기능성 제품화도 특정기술도입이 요구되지 않는 실정

이며 기능성 피부 보호제품, 피부보호 기능성 화장품 개발  효능 극 화를 하여 자체 기술

개발  보유가 필요하며,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의 설정  시료 제조의 과정이 상당한 

기술  경험을 요하고, 자외선 피부 손상의 실험동물 별 결과의 균일성에 한 정보가 미약하

여 비실험이 요구된다.

   연구 경험을 토 로 헤모힘  후보물질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도출하고, 각 피부장해 지표에 한 효과도 생체시험을 통하여 검색함으로서 기호식품의 선택

 용을 유도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용하여 신기능 피부 보호 제품 개발 가능성을 악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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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연 구 개 발  수 행 내용   

1. 연구 범   내용

  개발된 시제품(헤모힘)  헤모토닉의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조직 방호효과 검증 

 신후보소재의 지속  탐색을 한 생체시험을 실시하 다. 연차별 연구내용  범 는 아래

와 같다.

1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형태학  지표, 효능 검색 기술 확립,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 (헤모힘,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2 차 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헤모토닉, HemoTonic)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

과 악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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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복강내  경구투여 시험)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4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피부주름)  암발생(피부암)을 지표로 한 시제품(헤모

힘)의 효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2. 연구방법

제 1차년도

1)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

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 피부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HIM은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 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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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에 1회 주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3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 동안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HIM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

에 HemoHIM을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자외선 조사전 24시간, 15분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에 부검을 실시하고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현미경 표본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위하여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였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적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

로 감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을 실시

하여 현미경 400배 배율로 20 시야에서 나타나는 일광화상세포의 수를 측정하고 cm당 수로 환

산하였다.

2)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8-9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

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매일 오전 자외선 B를 80 

mJ/㎠ (0.5 mW/sec)씩 7일 동안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HIM은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 및 24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4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후 7일

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연속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HIM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

(한국콜마)에 HemoHIM을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최초 자외선 조사

전 24시간, 15분 및 매일 자외선 조사 전 15분에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7주간의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하고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킨 후 0.1% levodihydroxyphenylalanine (L-DOPA)용액에 37℃에서 1시간 그

리고 용액을 바꾸어 2시간을 배양한 후 glycerol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100배 시야에서 눈금이 있는 렌즈로 2 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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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

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

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

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HIM은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에 1회 주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3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 동안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HIM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

마)에 HemoHIM을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자외선 조사전 24시간, 

15분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자외선 조사 24시간 후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

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한 후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헹군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켰다. 고정 후 세척한 표피층을 5% magnesium sulfate 및 2% lead nitrate가 포함된 

ATPase 용액에 37 ℃ water bath에서 2시간 반응하고 5% amomnium sulfide 용액에 실온에서 

3분간 발색시켜 glycerol에 봉입하여 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400배 시야에서 눈금이 있

는 렌즈로 10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8-9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

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매일 오전 자외선 B를 80 

mJ/㎠ (0.5 mW/sec)씩 7일동안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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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HIM은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

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시료의 투여는, 자외선 조사 완료 후 복강내 주

사군은 30분, 24시간 및 48시간에 3회 복강내 주사하였고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완료 후부

터 부검 시까지 연속 투여하였다. HemoHIM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HemoHIM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자외선 조사완료 후 매일 1회씩 부검시까지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시료투여 후 3주 및 6주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

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하고 조

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킨 후 0.1% levodihydroxyphenylalanine (L-DOPA)용액에 37℃에서 1시간 그리고 용액

을 바꾸어 2시간을 배양한 후 glycerol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100배 시

야에서 눈금이 있는 렌즈로 2 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제 2차년도

1)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

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 피부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HemoTonic®, HemoTonic)는 한국 식품공전상 식품에 이용 가능한 당귀 등 

생약재 4가지로 구성된 조합의 열수추출물(HM-4)을 제조하고, HM-4의 절반으로부터 유효분획

을 제조하여 나머지 절반의 HM-4에 첨가한 완성시료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Tonic는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

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 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에 1회 주사군, 자

외선 조사 전 및 후 3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외

선 조사 후 24시간 동안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Tonic 피부도포

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HemoTonic를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자외선 조사전 24시간, 15분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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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에 부검을 실시하고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현미경 표본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위하여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였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적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

로 감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을 실시

하여 현미경 400배 배율로 20 시야에서 나타나는 일광화상세포의 수를 측정하고 cm당 수로 환

산하였다.

2)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8-9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

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매일 오전 자외선 B를 80 

mJ/㎠ (0.5 mW/sec)씩 7일 동안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HemoTonic®, HemoTonic)는 한국 식품공전상 식품에 이용 가능한 당귀 등 

생약재 4가지로 구성된 조합의 열수추출물(HM-4)을 제조하고, HM-4의 절반으로부터 유효분획

을 제조하여 나머지 절반의 HM-4에 첨가한 완성시료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Tonic는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

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 및 24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4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후 7일간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연속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Tonic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HemoTonic를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최초 자외선 조사전 24시간, 15분 및 매일 자외선 조사 전 15분에 도포하

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7주간의 자외선 조사 후 24시간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하고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킨 후 0.1% levodihydroxyphenylalanine (L-DOPA)용액에 37℃에서 1시간 그

리고 용액을 바꾸어 2시간을 배양한 후 glycerol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100배 시야에서 눈금이 있는 렌즈로 2 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3)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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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

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

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

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HemoTonic®, HemoTonic)는 한국 식품공전상 식품에 이용 가능한 당귀 등 

생약재 4가지로 구성된 조합의 열수추출물(HM-4)을 제조하고, HM-4의 절반으로부터 유효분획

을 제조하여 나머지 절반의 HM-4에 첨가한 완성시료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Tonic는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

내 주사군은 자외선조사 전 36시간 및 12시간에 2회 주사군, 자외선조사 후 30분에 1회 주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3회 주사군으로 하였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전 7일간 투여군, 자

외선 조사 후 24시간 동안 투여군, 자외선 조사 전 및 후 투여군으로 하였다. HemoTonic 피부

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HemoTonic를 0.075 %, 0.2 % 및 0.6 %로 혼합하여 제조하

였고 자외선 조사전 24시간, 15분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자외선 조사 24시간 후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

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한 후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헹군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켰다. 고정 후 세척한 표피층을 5% magnesium sulfate 및 2% lead nitrate가 포함된 

ATPase 용액에 37 ℃ water bath에서 2시간 반응하고 5% amomnium sulfide 용액에 실온에서 

3분간 발색시켜 glycerol에 봉입하여 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400배 시야에서 눈금이 있

는 렌즈로 10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8-9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

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양쪽 귀 등쪽면에 매일 오전 자외선 B를 80 

mJ/㎠ (0.5 mW/sec)씩 7일동안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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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HemoTonic®, HemoTonic)는 한국 식품공전상 식품에 이용 가능한 당귀 등 

생약재 4가지로 구성된 조합의 열수추출물(HM-4)을 제조하고, HM-4의 절반으로부터 유효분획

을 제조하여 나머지 절반의 HM-4에 첨가한 완성시료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HemoTonic는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

강내 주사 용량으로, 음수 ml당 1mg을 경구투여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시료의 투여는, 자외선 조

사 완료 후 복강내 주사군은 30분, 24시간 및 48시간에 3회 복강내 주사하였고 경구투여군은 자

외선 조사 완료 후부터 부검 시까지 연속 투여하였다. HemoTonic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

콜마)에 HemoTonic를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자외선 조사완료 후 매일 1회씩 부검시까지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시료투여 후 3주 및 6주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양쪽 귀를 등쪽과 배쪽 피부로 분리한 후 등쪽의 

진피쪽이 테잎의 접착면을 향하도록 투명 테잎에 표피를 부착시켰다. 37℃ buffered EDTA 용액

에서 2시간 동안 담궜다가 꺼내어 포셉으로 진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표피를 분리하고 조

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20분동안 

고정시킨 후 0.1% levodihydroxyphenylalanine (L-DOPA)용액에 37℃에서 1시간 그리고 용액

을 바꾸어 2시간을 배양한 후 glycerol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현미경 100배 시

야에서 눈금이 있는 렌즈로 2 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제 3차년도

실험동물

   미국NIH에서 분양받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육한 5-7주령의 SD계 랫드와 ICR계 마우스를 사용

하였다. 동물의 사육은 온도 22 ± 2℃, 상대습도 50 ± 10%, 조명시간은 12시간(오전 8시 점등-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200-300 lux로 설정된 시설에서 수행하였다. 순화기간을 거쳐 polycarbonate 사육

상자에 3마리씩 수용하였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삼양사료, 원주)와 정수장치를 통과한 수도수를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USA)에 준하여 취급하였다. 

시약

  Carrageenan lambda (Type IV), zymosan, acetic acid, pontamine sky blue는 Sigma사(미국) 제

품을, ketamine hydrochloride는 유한양행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물질 조제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HemoHIM®)는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제공에 따라 제조된 완성

시료를 (주)선바이오텍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제조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

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궁(Chuanxiong, Cni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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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nale Makino)의 근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고 4시간 열탕 추출하였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생약복합물 HIM-I을 얻었다. HIM-I의 일부를 취하여 4배 부피의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oC 이하에서 16시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조다당 분획을 수거하였다. 수

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하여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을 제조하였

다. HemoHIM®은 동결건조하여 실험적용시까지 냉동 저장하였다.

   

기기 및 장치 

  Plethysmometer (Ugo Basil Co., Italy),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harmacia Biotec Co., 

USA), Coulter counter (Coulter Electronics Inc., U.S.A), Centrifuge (Hanil Co., Korea) 등을 사용

하였다.

Carrageenan 유도 족부종법

  Winter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Winter et al, 1962). SD계 랫드의 오른쪽 뒷발의 발목 관

절부위를 유성펜으로 표시한 후 Plethysmometer를 사용하여 발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HemoHIM®을 

경구투여(음수 ml 당 1 mg 또는 4 mg의 용량으로 7일간 투여) 또는 복강내 주사(체중 kg당 50 mg 또

는 200 mg) 한 30분 후 기염물질로 생리식염수에 녹여 제조한 1% carrageenan을 뒷발에 0.1 ml/paw 

용량으로 피하주사하였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부종정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수식에 따라 부종증가율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부종증가율 (%) = (기염물질 투여후의 족부종 - 기염물질투여전의 족부종) ÷ 기염물질 투여전의 족부

종 X 100

모세혈관 투과 억제도 측정법

  Whittle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Whittle, 1964). ICR계 마우스에 HemoHIM®을 경구투여(음수 

ml 당 1 mg 또는 4 mg의 용량으로 7일간 투여) 또는 복강내 주사(체중 kg당 50 mg 또는 200 mg) 

한 30분 후 생리식염수에 0.7% acetic acid를 제조하여 체중 10 g 당 0.1 ml을 복강내 주사하고 다시 

30분 후, 생리식염수에 녹여 제조한 4% pontamine sky blue를 0.1 ml 용량으로 꼬리정맥에 정맥주사

하고, 30분 후 경추 탈골법으로 실험동물을 도태시키고 개복하여 복강내로 투과된 pontamine sky blue

를 취하기 위하여 5 ml의 생리식염수를 복강에 가하고 복부를 가볍게 흔들어준 후 세척액을 취하였다. 

77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9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백혈구 유주 억제도 측정법

  Deherty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Doherty et al, 1985). ICR계 마우스에 HemoHIM®을 경

구투여(음수 ml 당 1 mg 또는 4 mg의 용량으로 7일간 투여) 또는 복강내 주사(체중 kg당 50 mg 또는 

200 mg) 한 30분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녹여 1 mg/ml의 농도로 제조한 zymosan 1 

ml을 복강주사 하였다. 6 시간 후 경추 탈골법으로 실험동물을 도태시킨 후 개복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백혈구를 취하기 위하여 4 ℃의 생리식염수 2 ml을 복강에 가하고 복부를 가볍게 흔들어준 후 세척액

을 취하여 Coulter counter를 사용하여 백혈구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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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형성 측정법

  Raza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Raza et al, 1996). SD계 랫드를 ketamine hydrochloride 

(1 mg/kg)로 전신 마취시킨 후 흉부 피부를 절개하여 겨드랑이에 멸균된 cotton pellet (30±3 mg)을 

삽입 후 피부를 봉합하였다. 마취가 회복된 1시간 후 HemoHim®을 경구투여(음수 ml 당 1 mg 또는 4 

mg의 용량으로 7일간 투여) 또는 복강내 주사(체중 kg당 50 mg 또는 100 mg의 용량으로 2일에 1회, 

7일간 투여)하고 시험 개시 후 7일에 경추 탈골법으로 실험동물을 도태시킨 후 형성된 육아낭을 채취하

여 50 ℃에서 항량이 되도록 2일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대장염 유발 및 시료투여

   랫트를 마취시킨 후 외경 0.2 cm, 길이 8 cm의 polyethylene catheter를 항문으로 삽입하여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Sigma) 용액을 주입하여 대장염을 유발 시킨다. TNBS는 

50%(v/v) unbuffered ethanol에 섞어 25 mg/ml의 농도로 제조하고 랫트 마리당 30 mg을 주입하였다. 

TNBS 주입 1일 후 HemoHim®을 경구투여(음수 ml 당 1 mg 또는 4 mg의 용량으로 14일간 투여) 또

는 복강내 주사(체중 kg당 50 mg 또는 100 mg의 용량으로 2일에 1회, 14일간 투여)하고 시험 개시 

후 14일에 경추 탈골법으로 실험동물을 도태시켰다. 대장을 적출하는 동안 주위 조직과의 유착 여부와 

내강의 확장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대장을 적출한 후 종축으로 절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점막의 

비후 여부를 관찰하였다. 주위 조직과의 유착여부, 점막의 비후 여부 등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유착, 확장 및 비후 등이 확연한 경우에 한해 유무만을 평가하였다. 대장의 육안적 손상 정

도는 절개된 대장의 발적 유무, 궤양 유무 그리고 궤양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0에서 10까지 

정하였다. 현미경적 소견의 관찰을 위해 대장을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 한 후, 병변이 심한 부위에서 횡

으로 약 1cm 정도로 시료를 채취하고 절편을 제작하였으며 대조군이나 병변이 확실하지 않은 치료군에

서는 다른 군에서 병변이 심하게 관찰되었던 항문에서 약 5cm 상방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절편을 제작

하여 H&E염색을 시행하였다.

Criteria for scoring of gross morphologic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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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Gross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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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No damage

  1                        Hyperemia

  2                        Hyperemia with thickening

  3                        Linear ulceration without hyperemia or thickening

  4                        2 or more sites of ulceration

  5                        Ulceration > 1 cm along the length of colon

6-10                       If ulceration > 2 cm, the score is increased by 1 for each 

                           additional cm of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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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처리

  모든 성적의 분석은 Graph PAD In Plot program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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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년도

1.  피 부 주 름  형 성 에  한  효 과  검 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

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

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헤모힘)는 주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제공에 따라 제조

된 완성시료를 (주)선바이오텍에서 공  받아 사용하 다. 제조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

궁(Chuanxiong, Cnidium offinale Makino)의 근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

고 4시간 열탕 추출하 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생약복합물 HIM-I을 얻

었다. HIM-I의 일부를 취하여 4배 부피의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oC 이하에서 16시

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 된 조다당 분획을 수거하 다. 수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하여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을 제조하 다. 헤모힘은 동결건조하

여 실험 용시까지 냉동 장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50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7일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음수 ml당 1mg

의 용량으로 연속 투여하 다.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자외선 조사 6주부터 22주 까지 2주간격으로 피부주름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 으며 

등  정의 기 은 아래와 같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 을 용하 다.



- 16 -

피 부 주 름  등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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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피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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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수의 미세 무늬가 등과 외측면을 덮고, 미세 무늬는 머리쪽에서 꼬리쪽으로 주

행하는 상태

0.5      등쪽 미세 무늬의 소실이 있고 외측 미세 무늬는 잔존하는 상태  

1.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피부가 매끈하게 평탄한 상태

1.5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약간의 얕은 구 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2.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몇몇의 얕은 구 주름에서 등도의 깊

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2.5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등도의 깊은 구주름에서 깊

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3.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깊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

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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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 부 조 직  미 경  지 표( 표피 두 께 ,  세 포 침 윤 도 ,  진 피  낭 종 형 성 )  변 화 에  한  효 과  검 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

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

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헤모힘)는 주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제공에 따라 제조

된 완성시료를 (주)선바이오텍에서 공  받아 사용하 다. 제조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

궁(Chuanxiong, Cnidium offinale Makino)의 근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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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

고 4시간 열탕 추출하 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생약복합물 HIM-I을 얻

었다. HIM-I의 일부를 취하여 4배 부피의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
o

C 이하에서 16시

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 된 조다당 분획을 수거하 다. 수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하여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을 제조하 다. 헤모힘은 동결건조하

여 실험 용시까지 냉동 장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50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7일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음수 ml당 1mg

의 용량으로 연속 투여하 다.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미경 표

본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하여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성포르말린액

에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미경 검경을 실시하 으며, 아래와 같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

을 용하여 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의 등 을 산출하 다. 

피 부  조 직  미 경  지 표( 표피 두 께 ,  세 포 침 윤 도 ,  진 피  낭 종 형 성 )  변 화 의  등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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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조직 미경 지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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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두 께

0      정상 표피 두께 상태

1      약간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3      크게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세 포 침 윤 도

0      정상 세포수 상태

1      약간 증가한 세포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세포수 상태

3      크게 증가한 세포수 상태

진 피  낭 종 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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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상 낭종 상태

1      낭종 크기 증가 상태

2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증가 상태

3      등도에서 크게 증가한 낭종수 상태

4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소실 상태

5      등도에서 완 한 낭종 소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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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의 등  정 기  사진 (배

율 100배)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1 : 표피두께 등  0, 세포침윤도 등  0, 진피 낭종형성 등  0

사진 2 : 표피두께 등  2, 세포침윤도 등  2, 진피 낭종형성 등  2

사진 3 : 표피두께 등  3, 세포침윤도 등  3, 진피 낭종형성 등  4

3 .  피 부 에 서  육 안  종 괴   암 발 생 에  한  효 과  검 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

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

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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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헤모힘)는 주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제공에 따라 제조

된 완성시료를 (주)선바이오텍에서 공  받아 사용하 다. 제조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

궁(Chuanxiong, Cnidium offinale Makino)의 근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

고 4시간 열탕 추출하 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생약복합물 HIM-I을 얻

었다. HIM-I의 일부를 취하여 4배 부피의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oC 이하에서 16시

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 된 조다당 분획을 수거하 다. 수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하여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을 제조하 다. 헤모힘은 동결건조하

여 실험 용시까지 냉동 장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50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경구투여군은 자외선 조사  7일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음수 ml당 1mg

의 용량으로 연속 투여하 다.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까지 등부 의 육안  종괴의 발생을 찰하 으며 22

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암발생  발생암의 유형을 악하기 하여,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조

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

을 제거하고 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미경 검경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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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 구 결과   고 찰  

제 1차년도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다 (그림 1-1).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P<0.05)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주사군(P<0.01)에서 유의성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표 1-1).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

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는 경미

하 다 (표 1-2).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많은 가지돌기를 가진 멜라닌세표가 증가하 다 (그림 1-2). 자외선 자

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서는  시험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 (표 1-3).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표 1-4).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세포의 가지돌기 형성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그림 1-3).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세포 감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

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표 1-5).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세포의 감소가 다소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1-6).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 후 3주에는 복강내 주사군과 피부도포군에서 유의성(P<0.01)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으며 6주 후에는 모든 투여 처치군에서 유의성(P<0.05) 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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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1. Sunburn cells in hairless mouse skin after UV exposure. Morphology as seen 

under the light microscope of (A) untreated skin and (B) UVB irradiated skin with sunburn 

cells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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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group                                         cm length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0.31 ±  0.49

Radiation control                                         63.52 ±  6.02

HemoHIM (i.p.)a + radiation                                 46.23 ± 15.55*

Radiation + HemoHIM (i.p.)b                                72.17 ± 26.78

HemoHIM (i.p.)a + radiation + HemoHIM (i.p.)b                35.69 ± 15.02**

HemoHIM (p.o.)c + radiation                                 70.29 ± 28.46

Radiation + HemoHIM (p.o.)d                                73.77 ± 36.19

HemoHIM (p.o.)c + radiation + HemoHIM (p.o.)d               62.64 ± 24.79

The hairless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b: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c: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irradiation.  

d: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24 hours after irradiation.

*p<0.05 and **p<0.01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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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group                                         cm length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0.28 ± 0.29

Radiation control                                         19.65 ± 3.34

HemoHIM (0.075)a + radiation + HemoHIM (0.075)           14.78 ± 1.73*

HemoHIM (0.2) + radiation + HemoHIM (0.2)                 13.36 ± 3.59**

HemoHIM (0.6) + radiation + HemoHIM (0.6)                 13.91 ± 3.64**

The hairless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HIM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HIM in cream base.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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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1-2. Melanocytes morphology as seen under the light microscope of (A) untreated skin, 

(B) UVB irradiated skin and (C) UVB irradiated skin treated with Hem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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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15.47 ± 10.10

Radiation control                                        146.54 ± 28.67

HemoHIM (i.p.)a + radiation                                108.90 ± 34.04

Radiation + HemoHIM (i.p.)b                               106.93 ± 33.93

HemoHIM (i.p.)a + radiation + HemoHIM (i.p.)b                80.71 ± 25.27*

HemoHIM (p.o.)c + radiation                               103.27 ± 23.75**

Radiation + HemoHIM (p.o.)d                                93.60 ± 14.31*

HemoHIM (p.o.)c + radiation + HemoHIM (p.o.)d               94.40 ±  9.56*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first 

irradiation.

b: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nd 24 hours after first 

irradiation.

c: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first irradiation.  

d: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first irradiat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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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13.21 ±  8.94

Radiation control                                         152.83 ± 48.50

HemoHIM (0.075)a + radiation + HemoHIM (0.075)            96.20 ± 18.42*

HemoHIM (0.2) + radiation + HemoHIM (0.2)                115.00 ± 25.64

HemoHIM (0.6) + radiation + HemoHIM (0.6)                102.00 ± 22.49*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HIM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first irradiation, and 15 minutes before each irradiation.

a: % of HemoHIM in cream base.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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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Figure 1-3. Microscopic findings of ATPase positive cells as seen under the light microscope 

of (A) untreated skin, (B) UVB irradiated skin and (C) UVB irradiated skin treated with 

HemoHIM. ATPase positive cells showing partial loss of the dendrite and granulation in the ear 

skin irradiated by U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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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628.00 ±  51.56

Radiation control                                        377.33 ±  49.31

HemoHIM (i.p.)a + radiation                                487.00 ±  69.79*

Radiation + HemoHIM (i.p.)b                               432.00 ±  93.69

HemoHIM (i.p.)a + radiation + HemoHIM (i.p.)b               474.20 ±  75.52*

HemoHIM (p.o.)c + radiation                               420.80 ± 109.64

Radiation + HemoHIM (p.o.)d                               404.17 ±  40.21

HemoHIM (p.o.)c + radiation + HemoHIM (p.o.)d              465.20 ± 52.09*

The ICR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b: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c: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irradiation.  

d: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24 hours after irradiation.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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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HIM on UVB-induced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643.20 ± 61.36

Radiation control                                        436.00 ± 80.58

HemoHIM (0.075)a + radiation + HemoHIM (0.075)          516.67 ± 65.66

HemoHIM (0.2) + radiation + HemoHIM (0.2)               454.17 ± 56.25

HemoHIM (0.6) + radiation + HemoHIM (0.6)               517.00 ± 97.69

The ICR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HIM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HIM in cream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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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ffect of HemoHIM on the changes of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 number 

after UVB irradiation at 3rd and 6th week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mm2 of epidermis (mean ± S.D.)

                                    

group                                  3rd week                  6th week

Normal control                        12.34 ± 7.54            13.71 ±  8.15

Radiation control                     361.75 ± 18.932         347.13 ± 15.35

Radiation + HemoHIM (i.p.)a            295.38 ± 23.907*        303.75 ± 21.01**

Radiation + HemoHIM (p.o.)b           300.50 ± 69.811         276.38 ± 26.42*

Radiation + HemoHIM (topical)c        246.13 ± 30.198*         238.75 ± 18.26*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3 

and 6 weeks later.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24 and 48 hours after 

last irradiation.

b: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3 and 6 weeks after last 

irradiation. 

c: HemoHIM cream (2 %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for 3 and 6 weeks after last 

irradiation.

*p<0.01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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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년도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다.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P<0.05)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주사군

(P<0.01)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P<0.05)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표 2-1).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P<0.05)가 있었으나 용 용량에 따른 차이

는 경미하 다 (표 2-2).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많은 가지돌기를 가진 멜라닌세표가 증가하 다. 자외선 자외선 조사  

복강내 주사군, 조사 후 주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 모두에서 유

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었으며(P<0.01),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 (표 2-3).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0.6% 

도포군에서 만 유의성 있는 효과(P<0.05)가 찰되었다 (표 2-4).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세포

의 가지돌기 형성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복강내 주사군(P<0.01)에서 유의성 있는 세포 감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

에서는 자외선 조사  투여군,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P<0.05)를 

나타냈다(표 2-5). 도포시험은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세포의 감소가 다

소 억제되었으며 평균치에서는 최소 16% 이상의 증가효과가 있었으나 심한 개체차로 인하여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표 2-6).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 후 3주에는 복강내 주사군(P<0.05)과 피부도포군에서 유의성(P<0.01)있는 미백

효과를 나타냈으며 6주 후에는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P<0.05) 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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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group                                         cm length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0.34 ±  0.28

Radiation control                                         94.36 ± 14.81

HemoTonic (i.p.)a + radiation                                 65.09 ± 11.96*

Radiation + HemoTonic (i.p.)b                                85.22 ± 13.91

HemoTonic (i.p.)a + radiation + HemoTonic (i.p.)b                58.96 ± 10.75*

HemoTonic (p.o.)c + radiation                                88.52 ± 17.80

Radiation + HemoTonic (p.o.)d                                88.84 ± 33.23

HemoTonic (p.o.)c + radiation + HemoTonic (p.o.)d               66.51 ± 17.31**

The hairless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b: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c: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irradiation.  

d: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24 hours after irradiat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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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group                                         cm length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0.28 ± 0.29

Radiation control                                         19.65 ± 3.34

HemoTonic (0.075)a + radiation + HemoTonic (0.075)           14.53 ± 1.96*

HemoTonic (0.2) + radiation + HemoTonic (0.2)                 13.67 ± 2.81*

HemoTonic (0.6) + radiation + HemoTonic (0.6)                 12.36 ± 3.05**

The hairless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Tonic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Tonic in cream base.

*p<0.05 and **p<0.01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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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13.17 ± 11.40

Radiation control                                        121.00 ± 27.06

HemoTonic (i.p.)a + radiation                                 54.67 ± 22.37*

Radiation + HemoTonic (i.p.)b                                77.80 ±  9.34*

HemoTonic (i.p.)a + radiation + HemoTonic (i.p.)b                66.67 ± 20.07*

HemoTonic (p.o.)c + radiation                               110.00 ± 21.64

Radiation + HemoTonic (p.o.)d                               105.80 ± 14.65

HemoTonic (p.o.)c + radiation + HemoTonic (p.o.)d               75.33 ± 10.02**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first 

irradiation.

b: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nd 24 hours after first 

irradiation.

c: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first 

irradiation.  

d: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first irradiat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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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14.40 ±  9.45

Radiation control                                         152.83 ± 48.50

HemoTonic (0.075)a + radiation + HemoTonic (0.075)           119.50 ± 17.99

HemoTonic (0.2) + radiation + HemoTonic (0.2)                 119.83 ± 21.05

HemoTonic (0.6) + radiation + HemoTonic (0.6)                 106.50 ± 11.43*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Tonic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first irradiation, and 15 minutes before each irradiation.

a: % of HemoTonic in cream base.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 36 -

Table 2-5.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637.10 ±  46.55

Radiation control                                        419.50 ±  39.93

HemoTonic (i.p.)a + radiation                                487.50 ±  90.80

Radiation + HemoTonic (i.p.)b                               417.00 ±  36.92

HemoTonic (i.p.)a + radiation + HemoTonic (i.p.)b               612.20 ± 109.31*

HemoTonic (p.o.)c + radiation                               485.33 ±  51.02**

Radiation + HemoTonic (p.o.)d                               444.17 ±  50.33

HemoTonic (p.o.)c + radiation + HemoTonic (p.o.)d              490.00 ± 57.12**

The ICR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a: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b: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c: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irradiation.  

d: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24 hours after irradiat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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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ffect of topical applica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group                                         mm2 of epidermis (mean ± S.D.)

Normal control                                          643.20 ±  61.36

Radiation control                                        436.00 ±  80.58

HemoTonic (0.075)a + radiation + HemoTonic (0.075)          516.50 ± 141.08

HemoTonic (0.2) + radiation + HemoTonic (0.2)               524.67 ± 117.36

HemoTonic (0.6) + radiation + HemoTonic (0.6)               531.00 ± 128.76

The ICR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200 mJ/cm2) and were killed 24 hours later.

HemoTonic cream or cream base (vehicle) was topically treated at 24 hours and 15 minutes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Tonic in cream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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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Effect of HemoTonic on the changes of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 

number after UVB irradiation at 3rd and 6th week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mm2 of epidermis (mean ± S.D.)

                                    

group                                  3rd week                   6th week

Normal control                        11.54 ± 8.34              12.73 ±  7.18

Radiation control                     485.75 ± 83.48           364.88 ± 36.08

Radiation + HemoTonic (i.p.)a            344.75 ± 37.05*          304.50 ± 43.05

Radiation + HemoTonic (p.o.)b           439.50 ± 81.73           299.63 ± 27.20*

Radiation + HemoTonic (topical)c        308.38 ± 10.85**          322.25 ± 19.19

The C57BL/6 mice (n=6) were treated with UVB (80 mJ/cm2/day for 7days) and were killed 3 

and 6 weeks later.

a: HemoTonic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24 and 48 hours after 

last irradiation.

b: HemoTonic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3 and 6 weeks after last 

irradiation. 

c: HemoTonic cream (2 %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for 3 and 6 weeks after last 

irradiation.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p<0.01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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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년도

성 염 증 ( C arrageenan 유 도  족 부 종 ) 에  한  항 염 증 효 과

  Carrageenan 투여에 의해 발의 부피는 투여 1시간에 약 20% 증가하고 4시간에 60%까지 증

가하 다. HemoHIM
®

의 투여에 의해 각 시간 별로 평균치에서 부종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

며 4시간에 음수 ml당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

각 42.6% (p<0.05), 35.2% (p<0.05)  48.1% (p<0.01)의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Table 3-1).

  

염 증 반 응  1기 ( 모 세  투 과 도  증 가 ) 에  한  항 염 증 효 과

  조군에 비하여 HemoHIM
®

은 모세  투과도를 억제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pontamine 

sky blue의 양은 음수 ml당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

서 각각 41.1% (p<0.05), 59.8% (p<0.01)  67.4% (p<0.01)의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냈

으며, 음수 ml당 1mg 경구투여군에서는 6.0%의 경미한 효과를 나타냈다(Table 3-2).

염 증 반 응  2 기 ( 백 구  유 주 ) 에  한  항 염 증 효 과

  Zymosan의 복강내 투여에 의해 백 구 수는 PBS만을 복강내 투여한 경우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여 7.843 ± 2.832(x 10
6

개/ml)의 백 구를 복강내로 유도하 다. 음수 ml당 4mg의 

HemoHIM®을 경구투여한 군과 체  kg당 50 mg의 HemoHIM®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 유의

성있는 백 구 유주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나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과 체  kg당 200 mg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효과는 없었다(Table 3-3).

염 증 반 응  3 기 ( 섬 유 화  상 ) 에  한  항 염 증 효 과  

  Cotton pellet의 삽입에 의해 7일 후 61.83 ± 3.25 mg의 육아종이 겨드랑이에 형성되었고,  

음수 ml당 HemoHIM®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

각 17.79% (p<0.05), 23.18% (p<0.05)  30.73% (p<0.05)의 유의성 있는 육아종 형성 억제효

과를 나타냈으며,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에서는 11.05%의 경미한 효과를 나타냈다(Table 

3-4). 

시 험  장 염 에  한  항 염 증 효 과

   TNBS으로 장염을 유발한 장의 육안  소견으로서 궤양과 막 비후  내강의 확장

이 찰되었다(Fig. 3-1). 장의 주  조직과 유착은 모든 실험군에서 경미하거나 발생되지 

않았으며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 내강의 확장은 완화되었고 막 비후 변화 한 시료처치군

에서 개선되었다(Fig. 3-1, Table 3-5). 충   궤양등의 장 손상 정도를 보면, TNBS로 병

변을 유발한 군에서 수가 높아 심한 궤양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료 경구투여의 경우 

평균치에서는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나 개체차로 인하여 유의성은 없었으며, 복강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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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유의성 있는 손상 경감 효과를 나타냈다(Fig. 3-2A-4A, Table 

3-6). TNBS 유발 장염 조군의 장의 미경  소견으로 막의 괴사  부종이 찰되

었고, 막과 막 조직, 근육층에 걸쳐 범 한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었다(Fig. 3-2B). 

시료 경구투여군의 장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막세포의 재생과 막과 막 조직의 부종

과 염증세포침윤이 경미하 다(Fig. 3-3B).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막의 경미한 미란과 

막고유층에 한정된 경미한 염증세포의 침윤만이 찰되어 장손상이 히 완화된 소견을 

나타냈다(Fig. 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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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emoHIM® on carrageenan induced foot edema in rats 

(mean ± S.D.,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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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percent of paw volume

Group                       -----------------------------------------------

                                    1             2            3             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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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ageenan control          22.11± 6.37  30.13±10.75  37.69±14.52  59.68±16.07

HemoHIM®a + carrageenan   21.06±14.08  28.34±18.00  38.60±24.76  39.03±24.75

HemoHIM®b + carrageenan   17.35± 8.32  24.65±11.08  32.04±13.02  34.25±13.98*

HemoHIM®c + carrageenan   19.90± 8.42  20.91± 6.51  31.00±11.42  38.70± 9.97*

HemoHIM®d + carrageenan   18.47±12.57  19.86± 8.29  32.39± 8.65  30.96±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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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carrageenan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carrageenan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carrageenan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d: HemoHIM® (2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carrageenan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p<0.05, **p<0.01 as compared with carrageena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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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emoHIM® on the leakage of pontamine sky blue into 

the peritoneal cavity by acetic acid in mice (mean ± S.E.,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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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Pontamine sky blue (㎍/mouse)       Inhibition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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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ontrol                  238.20 ± 41.76

HemoHIM®a                    223.90 ± 27.55                        6.0

HemoHIM®b                    140.25 ± 24.72*                      41.1

HemoHIM®c                     95.70 ± 14.93**                      59.8

HemoHIM®d                     77.65 ± 11.58**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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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acetic acid 

inject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acetic acid 

inject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acetic acid 

injection.

d: HemoHIM® (2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acetic acid 

injection.

*p<0.05, **p<0.01 as compared with salin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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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emoHIM® on the zymosan induced migration of white 

blood cells in mice (mean ± S.D.,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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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Number of WBC (x 106/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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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980 ± 0.226

Zymosan control                                         7.843 ± 2.832

HemoHIM®a + zymosan                                  6.775 ± 2.008

HemoHIM®b + zymosan                                  2.635 ± 1.827*

HemoHIM®c + zymosan                                  2.615 ± 1.747*

HemoHIM®d + zymosan                                  6.853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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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zymosan 

injection (1 mg/mouse, i.p.).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before zymosan 

injection (1 mg/mouse, i.p.).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zymosan injection 

(1 mg/mouse, i.p.).

d: HemoHIM® (2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0 minutes before zymosan 

injection (1 mg/ mouse, i.p.).

*p<0.01 as compared with zymosa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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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emoHIM® on the cotton-pellet induced granuloma 

formation in rats (mean ± S.D.,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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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Weight of granuloma (mg)     Inhibition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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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tton control                61.833 ±  3.251

HemoHIM®a                  55.000 ±  8.246                   11.05

HemoHIM®b                  50.833 ±  9.827*                  17.79

HemoHIM®c                  47.500 ± 13.081*                  23.18

HemoHIM®d                  42.833 ± 18.433*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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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p<0.05 as compared with cott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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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Change of adhesion, dilatation and thickening after HemoHim® treatment for 2 

weeks in colon of rats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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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esion            Dilatation           Thickening

Group                  ---------------   --------------   ---------------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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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BS control               6        1          4        3          3         4      

TNBS + HemoHim®a        6        1          5        2          4         3 

TNBS + HemoHim®b        7        0          4        3          4         3      

TNBS + HemoHim®c        7        0          7        0          6         1 

TNBS + HemoHim®d        7        0          6        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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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fus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Table 3-6. Grade of gross morphologic damage after HemoHim® treatment for 2 weeks in 

colon of rats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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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Group                     -------------------------       mean ± S.D.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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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BS control                2                   3    2         3.143 ± 2.193

TNBS + HemoHim®a         4              2    1              1.429 ± 1.813

TNBS + HemoHim®b         2   3          1    1              1.429 ± 1.512

TNBS + HemoHim®c         5              2                   0.857 ± 1.464*

TNBS + HemoHim®d         5   2                              0.286 ± 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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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fus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p<0.05, **p<0.01 as compared with TNB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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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Gross findings of rat colitis 2 weeks after intracolonic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administration (A). Note the grossly visible enlargement. 

Gross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administration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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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2 weeks after intracolonic 

TNBS administration.

(A) Transverse ulcer is noticed with enlargement.

(B) Mucosal destruction and sever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re found with 

submucosal edema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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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oral administration.

(A) Small ulcer is noticed with mild dilatation and thickening.

(B) Regenerative cells are noticed at the mucosa and submucos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nd edema are markedly reduced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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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

 i.p. injection.

(A) The mucosal surface is partly brownish discolored and petechial hemorrhage is seen 

focally.

(B) There are mucosal erosions and parti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 lamina 

propria.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re markedly reduced on the base of erosion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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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년도

1.  피 부 주 름  형 성 에  한  효 과  검 색

  자외선 단독 조사군의 경우 조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주름 등 은 계속 증가 되었으며 무처

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6주에 평균 1.15를 나타냈으며, 14주에 2.0을 과하여 시

험종료 시 인 22주에 평균 2.81의 주름 등 을 나타냈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에서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5).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

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 기간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1)

(표 4-1). 

2 .  피 부 조 직  미 경  지 표( 표피 두 께 ,  세 포 침 윤 도 ,  진 피  낭 종 형 성 )  변 화 에  한  효 과  검 색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 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침

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0을 나타냈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에

서 유의성있는 경감 소견이 찰되었다(p<0.0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

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유

의성있는  경감효과가 찰되었다(p<0.05)(표 4-2). 

3 .  피 부 에 서  육 안  종 괴   암 발 생 에  한  효 과  검 색

  육안  종괴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94.4%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  경구투여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각각 66.7%  56.3%로 감소하 다. 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암종(carcinoma)의 발생은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4.78개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각각 0.83개  

0.33개로서 총 1.17개의 암이 발생하 고, 경구투여군에서는 유두종이 0.50개 발생하 으나 암

종은 찰되지 않았다 (그림 4-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80.0%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도포군에서는 17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

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60.0%로 감소하 다. 유두종  암종의 발생은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1.70개  0.10개로서 총 1.80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도포군

에서는 각각 0.20개  0.20개로서 총 0.40개의 암이 발생하 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군에서 각각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육안  종괴의 발생이 지연되고 

발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p<0.05) (표 4-3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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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HemoHIM-treat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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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s and Wrinkle grade (mean±S.D.)

Weeks ----------------------------------------------------------------------- 

         NC       RC         HH(i.p.)      HH(p.o.)        RCC         H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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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1.15±0.24     0.81±0.27
*

     0.71±0.38
*

     1.06±0.32     0.25±0.26
*

 8       0      1.70±0.35     1.22±0.26*     0.89±0.25*     1.38±0.23     0.40±0.32*

10       0      1.80±0.26     1.36±0.36
*

     0.98±0.37
*

     1.69±0.37     0.45±0.28
*

12       0      1.88±0.23     1.44±0.30
*

     1.30±0.26
*

     1.85±0.24     0.65±0.24
*

14       0      2.00±0.10     1.78±0.26*     1.45±0.28*     1.90±0.21     0.70±0.26*

16       0      2.20±0.26     2.00±0.29
**

    1.80±0.26
*

     2.19±0.26     1.25±0.26
*

18       0      2.35±0.24     2.17±0.26
*

     2.15±0.24
**

    2.31±0.26     1.65±0.24
*

20       0      2.60±0.21     2.33±0.26*     2.30±0.35*     2.44±0.32     2.15±0.24*

22       0      2.81±0.26     2.42±0.20
*

     2.35±0.24
*

     2.75±0.26     2.30±0.26
*

------------------------------------------------------------------------------------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Table 4-2. Effects of UV irradiation and HemoHIM in mice on histological parameter after 

2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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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logical score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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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0                    0                   0.83±0.79

RC                 2.83±0.35             2.67±0.50               3.50±0.50

HH(i.p.)             2.06±0.53*            1.78±0.78*              2.28±0.49*

HH(p.o.)            1.79±0.31
*

            0.92±0.58
*

              0.88±0.69
*

RCC               1.97±0.58             1.40±0.44               2.10±0.59

HHC               1.25±0.54
*

            1.05±0.50
**

              0.90±1.08
*

------------------------------------------------------------------------------------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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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Anatomical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HemoHIM-treated mice after 2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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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tumors by type (mean±S.D.)

Groups        Incidence of mass    --------------------------------------------

                                        Papilloma      Carcinom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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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0                     0             0              0

RC                  94.4               4.78±3.19       0.56±0.88       5.33±3.57

HH(i.p.)             66.7               0.83±0.75
*

       0.33±0.82       1.17±1.47
*

HH(p.o.)             56.3**              0.50±0.53*         0            0.50±0.53*

RCC                80.0               1.70±1.83       0.10±0.32       1.80±1.99

HHC                60.0               0.20±0.42*      0.20±0.63       0.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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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유두종 (배율 40배)           상피암종 (배율 40배)

그 림  4-1.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 발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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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2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육안  종괴 발생  헤모힘 투여의 효과

RC : 생리식염수를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복강내 주사한 조군

HH (i.p.) : 헤모힘 (체  kg당 25 mg)을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복강내 주사한 군

HH (p.o.) : 헤모힘 (음수 ml당 1 mg) 을 자외선 조사  7일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경구투여한 

군

RCC : 연고기재 (부형제)를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한 조군

HHC : 헤모힘 크림(0.2%)을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한 군

Weeks after UV irradiation : 자외선 조사 기간 (주)

% of mice with mass : 육안  종괴를 가진 마우스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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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 구 개 발  목표의  달 성 도

1.  연 구 개 발  목표

  개발된 시제품(헤모힘)의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조직 방호효과 검증  신후보소재

의 지속  탐색을 한 생체시험을 실시하 다. 연차별 연구내용  범 는 아래와 같다.

1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형태학  지표, 효능 검색 기술 확립,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2 차 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HemoTonic)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복강내  경구투여 시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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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4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피부주름)  암발생(피부암)을 지표로 한 시제품의 효

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2 .  달 성 도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미백효과 검색 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 시험)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 시험)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

포 시험) 연구수행

이상과 같이 연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계획 로 목표를 달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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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 야 에 의  기 여 도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 확립

-기존 식품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 확립

-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됨.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

발이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

선 피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연구는 계획 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학술논문게재 26(국제8편, 국내 18)편, 학술논문 발

표 41(국제4회, 국내 37회)회  1건의 특허를 등록하 고, 결과발표논문 1편이 학회 우수포스

터상을 수상하 으며, 연구과정  박사 1명, 석사 3명을 배출하 다. 미발표 연구결과는 계속 

논문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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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주방사선 노출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으로 자외선의 피부 손상

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피부보호 효과물질에 해서도 국내

외 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

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부분의 연구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의 

효능 검색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외선 장해보호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가지는 물질이 검색되어 의

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이 확립되었고 기존 식품  방사

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

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임으로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

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

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피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가 확립될 것이

며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를 유도하여,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가능성을 제시할 것임.

가 .  경 제  측 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됨.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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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

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피

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나 .  사 회  측 면

-신기능 피부 보호제품 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  구매 충족

-천연물 는 식품에 한 과학  효과 증명  효능 극 화를 유도하므로서 국민 건강증진

에 기여

-자연방사선, 방사선 작업종사, 의료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다 .  기 술  측 면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 확립

-기존 식품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확립

-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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