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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에 의한 피부 면역계 손상에 대한 기능성식품 HemoHIM/HemoTONIC의 방
호효과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접촉성 과민반응 모델을 이용한 자외선 방호 실험
  - 복강, 구강 또는 피부 도말 등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접촉성 과민반응 방호효과
  - 수지상 세포의 분화와 성숙 유도 효과
  - 수지상 세포의 항원전달기능 강화 효과
● 자외선 조사에 대한 피부면역계 방호 실험
  - 자외선으로 유도된 수지상세포의 저하된 항원제시기능 방호 효과 
  -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하는 동물 실험을 이용하여 복강, 구강 또는 피부 도말 등  
     방법으로 투여하여 자외선에 대한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제시기능 방호 효과
● 자외선으로 유도되는 수지상세포의 세포계획사 실험
  - 자외선에 의한 세포막 변화, 공동자극분자 발현,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차, 
     subG1 세포수, 핵 응축, DNA 절편의 변화 억제 효과
●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을 이용한 항알레르기 실험
  -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histamine의 분비 억제 효과
  -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IL-8, TNF-α, GM-CSF의 분비 억제 효과
  - 비만세포의 분화 발달에 필요한 c-kit, tryptase, FcεRI의 mRNA 발현 억제 효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혈 및 면역기능 증진 효과가 있는 기능성식품인 
HemoHIM/HemoTONIC은 자외선에 의해 저하된 피부 면역기능을 방호 및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기능성을 증명하였으며, 새로운 기능성식품 또는 화
장품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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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에 의한 피부면역계 손상에 대한 기능성식품의 방호효과 검색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피부는 더위, 추위, 비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신

체를 보호하고 있다. 자외선을 포함하는 태양광의 에너지는 사람의 뇌, 심장, 소화

기관까지 이르지 못하고 피부의 일정부분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피부는 표피, 진

피, 피하조직으로 되어있다. 태양광 중에서 지표까지 도달하는 것은 파장이 290nm

이상의 것으로 파장이 짧은 UVC는 거의 표피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UVB는 

일부만 진피까지, UVA는 진피까지 도달한다. 즉 실외에서는 미치는 위치가 다르더

라도 UVA, UVB의 영향을 받는다. 

자외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피부에 대한 영향이

다. 일반적으로 햇빛 쪼임이라 불리고 있는 현상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현상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피부가 붉게 되는 홍반이며, 

또 다른 하나는 피부가 검게 되는 색소침착이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홍반이 생기며 

그에 대한 방어반응으로서 색소침착이 생긴다. 그러나 홍반이 생기지 않더라도 색

소침착은 일어난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광선에 30분 이상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에 

홍반이 나타난다(sunburn 현상). 태양광에 노출된 피부는 혈관이 확장하고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이 투과성이 항진하는 등의 결과로 피부는 빨갛게 되는데, 이것은 주

로 UVB에 의한 영향이다. 홍반의 정도는 피폭된 자외선에 의존하며, 보다 강한 자

외선에 쪼이면 홍반이 생길 뿐만 아니라 통증, 부종, 수포가 형성된다. 색소침착

(suntarn 현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주로 UVA에 의해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드가 자극되어 멜라닌이란 색소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그 정도는 

인종적으로 달라서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어있다. 이 과정은 일광

에 쪼이면 자연히 일어나는 반응으로 1차적 색소침착 반응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대해 UVB에 피폭되어 홍반이 생긴 후에 여기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으로서 멜라노

사이드가 자극되어 2차적인 색소침착이 일어난다. 1차적 색소침착이 3～10일간에 

서서히 증가하여 장기간 지속하는 것에 대해, 2차적 색소침착은 홍반의 소실 후 

6～24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외선의 자극이 없어지면 점차로 소실한다. 자외

선에 노출되면 표피 특히 각질층의 비후가 생기며, 각질은 자외선을 흡수․반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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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질층의 두꺼운 부분에서는 홍반이 일어나기 어렵다. 자외선의 반복피복을 받

으면 각질층은 비후하고, 색소침착과 더불어 자외선 피폭에 대해 방어적으로 된다.

장기간에 걸쳐 피부를 자외선에 쬐이면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또 피부암의 위험

이 높아진다. 즉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증가하고 거칠어지며 가볍게 부딪혀도 피

하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피부의 변화는 진피 결합조직이 장기간의 일광 피

폭에 의해 변성하기 때문이다. 진피에는 피부 탄력과 관계있는 단백질이 존재하나 

그 양이 감소하고 성질도 변하며 탄력이 없어진다. 자외선에 반복 노출되는 어민, 

농민, 실외 작업자 등은 반복노출에 의한 특이한 피부의 반응을 나타낸다. 즉 피부

는 탄력이 없어지고 갈색 주름진 피부가 된다. 또 안면에는 모세혈관이 확장하고 

경부에는 목의 움직임에 의한 선 모양의 균열(다이아몬드형 피부)이 일어난다. 이

러한 변화는 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이 피부암의 주원인의 하나인 것은 각종의 역학 조

사에 의해 보고되어있다.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기구는 현재 명확하지는 않

지만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의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즉 피부암은 두부, 경부, 팔, 

손등의 의복에 피복되어 있지 않는 부위에 빈발한다. 피부암은 피폭된 자외선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태양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실외 노동자의 발병률이 높다. 그

리고 피부암은 태양광의 강도에 관계하며 백인의 경우에 태양광의 강도가 높은 적

도 지방의 사람이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 동물실험에서 자외선 반복조사에 의해 용

이하게 암이 발생한다. 

자외선에 의한 면역반응 억제 및 피부암의 유발 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외선 조사를 피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화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화상의 차단이 자외선에 의해 억제되는 면역반응의 예

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외선에 의한 피부화상은 예방할 수 있으나, 

자외선에 의해 억제되는 세포성 면역의 회복 또는 예방효과는 없거나 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피부화상을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자외선에 대한 노출시간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면역반응의 억제 및 피부암 유

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방사선에 대한 생체방어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된 HemoHIM/HemoTONIC이 자외선에 의해 억제된 세포성 면역반응을 경감/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며, 작용 기작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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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피부 면역기능 손상 극복 효과 검색

- 자외선(UVB)에 의한 접촉성 과민반응 억제 확인

- 자외선(UVB)에 의해 억제된 접촉성 과민반응을 극복하는 시료의 효과검색

- 수지상세포 배양조건 확립

- 수지상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유도하는 시료 검색

2. 자외선 조사에 의한 피부 면역세포의 항원제시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 검색

-수지상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의 감소를 유발하는 자외선 조사 조건 수립

-자외선으로 유도된 수지상세포의 감소한 항원전달기능의 회복 효과 확인

-랑게르한스세포의 항원전달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자외선 조사 조건 확립

-자외선으로 억제된 랑게르한스세포의 항원전달기능 회복 효과 확인

3. 수지상 세포 모델을 이용한 자외선 장해극복 기능성식품의 효능 검증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변화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세포표면 단백질 변화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전위차 변화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Sub G1세포의 변화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핵 응축

- UVB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DNA 절편 변화

4. 비만세포주를 이용한 항알레르기 효과 검색

-히스타민 분비 억제 효과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IL-8, TNF-α, GM-CSF) 분비 억제 효과

-c-Kit와 tryptase mRNA 발현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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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제 1 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접촉성 과민반응 모델 수립하여 자외선에 의한 접촉성 과민반응 억제를 확인하고, 

HemoHIM/HemoTONIC을 각각 복강이나 경구로 투여하거나, 크림에 첨가하여 피

부에 도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억제된 접촉성 과민반응을 극복하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배양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HemoHIM/ 

HemoTONIC이 수지상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유도하는 효과와 항원전달 기능을 강

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자외선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저하된 기

능의 방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2. 제 2 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배양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여 항원전달기능의 감소를 유발하는 자

외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고 HemoHIM/HemoTONIC을 처리하여 자외선에 의해 감

소한 수지상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접촉성 과민

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의 Langerhans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의 감소를 유발하는 

자외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여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의 감소를 유발하고 

HemoHIM/HemoTONIC을 각각 복강 또는 경구로 투여하거나, 크림에 첨가하여 

피부에 도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억제된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전달기능

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제 3 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배양한 수지상 세포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여 수지상세포의 각종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외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였다. 즉 적정량의 자외선을 조사한 결과 수지

상세포의 세포막이 파괴되거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세포표면 단배길 

분자의 발현이 감소하고,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전위차가 감소하였

다. 그리고 DNA의 손상이 일어나 절편이 형성되고, 염색체가 응축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HemoHIM/HemoTONIC을 처리하여 자외선을 조사한 수

지상 세포의 각종 기능의 변화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제 4 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생약복합 조성물인 HemoHIM과 HemoTONIC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알레르기 유

발물질인 histamine의 분비를 억제하였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IL-8, 

TNF-α, GM-CSF의 분비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만세포의 분화 발

달에 필요한 c-kit, tryptase, FcεRI의 mRNA 발현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v -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앞 단계에서 개발한 방사선 취급자 또는 암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

된 환자를 위한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원료로 개발한 HemoHIM/HemoTONIC을 

이용하여 자외선으로 인하여 저하된 피부 면역기능을 방호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

운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수지

상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내 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면역세포의 

저하된 각종 기능을 보호하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임상실험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암, 성인병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의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에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제품의 원료가 되는 전통 생약재료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식품 및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

제품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관련 식품 및 화장품 산업계에 이전하여 국내 기

능성식품및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잇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개발한 제품에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면역계 장해를 극

복할 수 있는 유효성분과 작용 기작이 자세히 밝혀지면, 새로운 신약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방사선 취급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방사선 장해, 방사선

에 노출된 암환자, 백혈병 등과 같은 조혈계 기능 이상 질환과 일상 생활에서 노출

되는 자외선에 의한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도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리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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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Studies on the protection effects of functional foods for skin immune 

system from radiation damag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s

Ultraviolet(UV) radiation forms par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with 

wavelengths between 200nm and 400nm and is divided into three further 

components, UVA(320-400nm), UVB(280-320nm) and UVC(200-280nm). 

Solar UVC is absorbed by ozone in the stratosphere and its relevance to 

biological system is limited, thus, the division between UVC and UVB was 

established at 280nm. 

The skin is the organ most susceptible to damage by UV light as it is 

directly exposed. Ultraviolet exposure of the skin has a number of 

biological effects, may of which are detrimental. The peak of UV-induced 

carcinogenicity has been shown to lie within the UVB portion of the UV 

spectrum. As the primary consequence of ozone depletion is an increased 

amount of UVB, and potentially some UVC, reaching the earth's surface, it 

may, in turn, lead to an increased incidence of skin cancer and eye 

damage. Combi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UVB alters immune responses 

to infectious agents, this has brought the detrimental effects of UV 

exposure to the forefront of scientific discussion. 

The initial inflammatory response of the skin to UV irradiation is 

vasodilation of cutaneous blood vessels resulting in erythema. It was 

postulated that erythema was caused by UV exerting a direct effect on the 

vessels. An alternate theory was that this effect was produced by soluble 

vasoactive mediators acting on the vessels, although no direct evidence 

was provided for either hypothesis. One consequence of UV exposure of 

the skin is damage to epidermal cells. This becomes evident as early as 

2h after UV exposure. The earliest indicator of damage is a decrease in 

keratinosomes, which results in the formation of dyskeratotic cells, 

intracellular oedema can be seen 16-18h after exposure, followed at 

30-48h by intercellular oedema, which develops around damaged 

keratinocyts. Sunburn cells (damaged keratinocytes) appear shortly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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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ce of oedema is observed. The heterocyclic bases of DNA are a 

major UV-absorbing chromophore in the skin. The absorption (which is 

maximal between 260nm and 265nm) leads to damage of the DNA, which 

may result in the generation of tumours. 

In 1963 Hanisko and Suskind, observed that the contact hypersensitivity 

response in skin sensitized to dinitrochlorobenzene (DNCB) was reduced if 

skin was previously exposed to suberythemal doses of UVB. This 

important observation was the first of many examining the effects of UV 

on the immune system. The next set of important observations were made 

by Kripke, who investigated the antigenicity of UV-induced tumours and 

showed that the induced tumours were highly immunogenic and were only 

transplantable to immunosuppressed hosts. Kripke and Fisher found that 

UB-induced tumours were able to grow in the primary host due to a 

systemic alteration in the host's immune response to the tumour. This was 

due to the UV exposure received, as UV-irradiated recipients were unable 

to reject the tumours. This effect was transferable with T lymphocytes. 

UVB exposure has been shown to result in suppression of many immune 

parameters including lymphocyte function and recirculation, CHS responses 

and DTH. A wide variety of adhesion molecules are expressed by cells of 

the skin and the blood vessels in the dermis, including integrins, selectins, 

addressins and those of the immunoglobulin super-family. Many of these 

adhesion molecules play a role in inflammatory responses trigger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ultraviolet light. Langerhans cells are the only 

constituent APC type found within the epidermis and after exposure to UV 

alterations in LC morphology and kinetics have been observed. Alterations 

in LC were first shown by Fan et al., who found they were difficult to 

demonstrate in human epidermis after exposure to UV light. Ultraviolet 

damaged LC expressing thymine dimers have been shown to migrate to the 

lymph node 1h after UV exposure, indicating that the depletion of LC from 

the skin after UV irradiation may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cell 

migration. This has now been confirmed by significant, dose-dependent 

increases in the rate of LC migration from sheep skin after exposure to 

varying doses of UVB.

To verify the prevention of UVB-induced immunosuppression of immune 

cell function by HemoHIM/HemoTONIC, we studied on the mechanism of 

the skin immune function for the protection in radiation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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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Studies on the mechanism of skin immune function against ultraviolet   

-Inhibitory effect of UVB on contact hypersensitivity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suppressed contact         

  hypersensitivity induced by UVB

-Establishment of culture condition for dendritic cells

-Screening of HemoHIM/HemoTONIC on differentiation and maturation      

  of dendritic cells

2.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suppressive function   

  of skin immune cells 

-Effect of UVB dose on suppressed antigen presenting function of          

  dendritic cells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recovery of suppressed antigen       

  presenting function of dendritic cells

-Effect of UVB dose on suppressed antigen presenting function of          

  Langerhans cells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recovery of suppressed antigen       

  presenting function of Langerhans cells

3. UVB-protective effects of HemoHIM/HemoTONIC on dendritic cells

-Protective effects on cell membrane change 

-Protective effects on cell surface protein

-Protective effects on membrane potential of mitochondria

-Protective effects on subG1 cells

-Protective effects on nuclear condentiation

-Protective effects on DNA fragmentation

4. Anti-allegic effect of HemoHIM/HemoTONIC

-Inhibitory effects on histamine release

-Inhibitory effects on inflammatory cytokine secretion

-Inhibitory effects on mRNA expression of c-kit and tryp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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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The immunological mechanism of the responses to ultraviolet(UV) B 

radiation in mouse models were investigated by the suppression of contact 

hypersensitivity(CHS). We tested the effects of HemoHIM/HemoTONIC on 

the suppression of CHS treated oral or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and 

cream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This UVB-suppressed CHS was 

prevented by administration of HemoHIM/HemoTONIC to UVB-irradiated 

mice. The functional assay was based on the fact that exposure of 

cultured dendritic cells(DCs) to UVB radiation resulted in impairment of 

cell function of DCs. This UVB-suppressed antigen presenting function 

was prevented by addition of HemoHIM/HemoTONIC. Addition of this 

products to culture of bone marrow-drived DCs also induced the 

differentiation and maturation.

2. The addition of HemoHIM/HemoTONIC prevented UVB-induced 

suppression of accessory cells function of cultured dendritic cells. The 

UVB-induced suppression of antigen presenting cell function of Langerhans 

cells, as measured by CHS of UVB-irradiated mice, were recovered by 

oral or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and cream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3. UV exposure of the skin, particularly UVB, causes adverse biological 

effects. The UVB-induced apoptosis of cultured DCs is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morphological features including plasama membrane change, 

decreased expression of costimulatory molecules 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DNA fragmentation, and chromosomal condentiation.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HemoHIM/HemoTONIC afforded protction 

against UVB-induced apoptotic responses in murine bone marrow-drived 

dendritic cells. 

4.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HemoHIM/HemoTONIC on immature 

mast cells of the HMC-1 cell line which already show low-level 

expression of mast cell tryptase, histamine and FcεRIα. The addition of 

HemoHIM/HemoTONIC markedly downregulated the mast cell markers, 

with decreased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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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Results

In the previous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we developed an effective 

products to apply as functional foods for overcome of radiation damage and 

reduction of side effects in radiotherapy. And it is also possible to use our 

manufactured goods as functional foods for modulation of the declined 

immunity and hematopoiesis for treatment of cancer, adult diseases and 

stress. 

In studies presented here, we showed that HemoHIM/HemoTONIC can 

prevent UVB-induced impairment of skin immune cell function. Exposure 

of feshly isolated murine dendritic cells(DCs) to UVB radiation resulted in 

impairment of accessory function and this suppression could be prevented 

by addition of HemoHIM/HemoTONIC to the cultures of UVB-irradiated 

DCs. We also tested the effects of HemoHIM/HemoTONIC on the 

suppression of contact hypersensitivity(CHS) treated oral or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and cream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This 

UVB-suppressed CHS was prevented by administration of HemoHIM/ 

HemoTONIC to UVB-irradiated mice. The addition of HemoHIM/ 

HemoTONIC markedly down-regulated the mRNA expression of mast cell 

markers, with decreased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t is possible to use our manufactured goods as functional foods for 

modulation of the declined immunity and hematopoiesis for treatment of 

cancer, adult diseases and stress. Such studies on the hematopoietic 

modulation and mechanism of herbal plants would further lead to new 

avenues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which effect such as 

radiation damages or leukemia. It will contributed to activation of related 

industry conforming quality and diversity of irradiated food industry. The 

techniques developed in our research will applied in developments of 

various functional foods from natural products including herbs. If a new 

single component isolated from our pilot goods for radioprotection, it is 

possible to develop a new drug for immu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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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 1 차년도

● 접촉성 과민반응 모델을 이용한 피부면역기능 손상 극복 효과 검색(in vivo)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한다. 또한 피부 

면역계를 통해 숙주 방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최근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증가함

에 따라 피부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의 영역은 크게 UVA, 

UVB 그리고 UVC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UVC(200～280nm)는 오존층에 

의해 거의 흡수되고, UVA나 UVB만이 지표에 도달하게 된다. UVA(320～

420nm)는 진피의 유두층, 망상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탄력섬유(elastin)와 콜라겐

(collagen)을 붕괴시켜 탄력감소 및 조기노화를 일으킨다. UVB(280～320nm)는 

진피 상부층까지 도달하고, 급속한 화상이나 홍반을 일으키며 만성 노출시 피부암

을 유발하는데 피부암의 약 90%가 UVB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중에서 화상과 암을 유발하는 UVB를 대상으로 하였다. 접촉성과민반응은 

지연성 과민반응의 한 형태로서 항체가 아닌 T세포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세포 

매개성 면연반응(cell-mediated immune response)이라고 한다. 이 접촉성과민반

응은 UVB조사에 의해 억제되는데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과 HemoTONIC을 

이용하여 UVB로 유도되는 접촉성과민반응의 억제정도가 회복되는 효과을 살펴보

았다.

● 수지상 세포 모델을 이용한 피부면역계 손상 방호효과 검색(in vitro)

림프조직에서 발견되는 성숙된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s)는 미경험 T세포(naive 

T cell)의 가장 강력한 자극세포로 알려져 있다. 수지상세포는 골수의 골수계 전구

세포(myeloid progenitor)로부터 유래되어 혈액을 통하여 말초조직으로 이동한다. 

수지상 세포는 말초조직에서 MHC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낮은 미성숙한 표현형을 

나타내고, B7분자의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숙 수지상세포는 효과적으

로 미경험 T세포를 자극할 수 없다. 대표적인 미성숙 수지상세포는 피부에 있는 

Langerhans' cell이다. Langerhans 세포는 포식소체(phagosome)의 한 형태인 

Birbeck 과립(Birbeck granule)으로 알려진 큰 과립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포식작용(phagocytic)활성을 가진다. 감염이 되면 Langerhans 세포는 국소 림프

절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급속하게 포획능력과 항원처리 능력을 

소실하지만 높은 농도로 병원체의 펩티드를 제시하는 새로운 MHC를 합성한다. 국

소 림프절에 도달하면 이들은 미경험 T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B7분자와 항원특이 

T세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량의 부착분자를 발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Langerhans 세포는 침습한 병원체로부터 항원을 포획하고 이 항원을 제시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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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에 적절한 성숙 수지상세포로 분화된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에서 수지상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여 

Langerhans 세포로 이용하여 HemoHIM/HemoTONIC이 수지상 세포의 성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T세포에 항원을 전달하는 기능을 분석

하는 방법을 확립하여 차기년도에 자외선 조사에 의한 Langerhans 세포의 기능 저

하에 HemoHIM/HemoTONIC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제 2 차년도

●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 검색

수지상세포는 현재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세포에서 분화 유도하는 것

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암 치료를 위한 면역요법 개발과 암 항원 특이적 세포독성 

T세포 배양 등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GM-CSF와 IL-4를 이용

하여 골수에서 수지상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였으며,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여 수지

상세포에 직접 자외선을 조사하여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저하시키고, 

HemoHIM/ HemoTONIC이 저하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의 회복을 유도하는 

방호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피부의 세포성 면역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 검색

최근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증가함

에 따라 피부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의 영역은 크게 UVA, 

UVB 그리고 UVC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UVC(200~280nm)는 오존층에 

의해 거의 흡수되고, UVA나 UVB만이 지표에 도달하게 된다. UVA(320~420nm)

는 진피의 유두층, 망상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탄력섬유(elastin)와 콜라겐

(collagen)을 붕괴시켜 탄력감소 및 조기노화를 일으킨다. UVB(280~320nm)는 

진피 상부층까지 도달하고, 급속한 화상이나 홍반을 일으키며 만성 노출시 피부암

을 유발하는데 피부암의 약 90%가 UVB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중에서 화상과 암을 유발하는 UVB를 대상으로 하였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한다. 또한 피부 면역계를 통해 숙주 

방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피부 밑에 있는 

Langerhans 세포는 피부로 침입하는 항원을 포획하고 림프절로 이동한다. 림프절

로 이동한 Langerhans 세포는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여 T세포를 활성화시켜 증

식반응과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하여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T세포

에 의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cell-mediated immune response)은 UVB조사에 

의해 억제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UVB로 억제되는 세포성 면역반응의 

HemoHIM/HemoTONIC에 의한 회복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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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차 년도

●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수지상세포의 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 검색

수지상세포의 기능은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며 림프조직에서 발견되는 성

숙된 수지상세포는 미경험 T세포(naive T cell)의 가장 강력한 자극세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피세포 하부와 심장이나 신장의 고형 장기에서 발견되는 

미성숙 수지상세포는 항원제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미성숙 수지상세포

는 피부에 있는 Langerhans' 세포이다. 피부조직이 감염되면 Langerhans 세포는 

감염된 조직에서 항원을 포획하여 국소 림프절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이

들은 급속하게 항원 포획능력과 처리능력을 소실하지만 항원의 펩티드를 제시하는 

새로운 MHC를 합성한다. 국소 림프절에 도달하면 이들은 미경험 T세포를 공동 자

극할 수 있는 B7분자와 항원특이 T세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량의 부착분자

를 발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Langerhans 세포는 피부조직에 침입한 항원을 미경

험 T세포에 제시하여 미경험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에 적절한 성숙 수지상세포

(mature dendritic cells)로 분화한다. 이러한 수지상세포는 현재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세포에서 분화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암 치료를 

위한 면역요법 개발과 암 항원 특이적 세포독성 T세포 배양 등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GM-CSF와 IL-4를 이용하여 골수에서 수지상세포를 대량으

로 배양하였으며,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여 수지상세포에 직접 자외선을 조사하여 

수지상세포의 각종 기능을 저하시키고, HemoHIM과 HemoTONIC이 저하된 수지

상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호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4. 제 4 차 년도

●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효과검색

최근 산업발달로 합성물질의 범람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과민 체질자에게 여

러 가지 면역과민반응을 유발시키는 알레르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면역과민반응

(immune hypersensitivity)이란 인체가 항원에 노출될 때 면역반응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형태로 일어나서 염증반응과 조직손상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체

액성 및 세포성 면역과민반응으로 구분된다. 이런 면역과민반응 치료를 위한 약물

요법, 자외선, 치료요법 및 항원 특이적인 tolerance의 유도 등이 있으나, 각각 심

각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약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 수행으

로 선별된 시료에 대해 만성 피부면역계 장해의 억제/회복 효과 및 작용기작을 밝

힌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 비만세포주(HMC-1)를 이용하여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히스타민의 분비와 FcεRI mRNA 발현, Tryptase 

mRNA 발현, c-kit mRNA 발현을 조사하여, HemoHIM과 HemoTONIC이 비만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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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국내에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승인 받은 품목 중에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이 

최다 승인 품목이며, 최근 오존층의 파괴에 따른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크게 

대두되면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1928년 benzyl salicylate와 benzyl 

cinnamate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가 상업적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p-aminobenzoic acid계의 자외선 차단제가 1943년 개발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자외선 차단원료에 따라 자외선 산란제와 흡수제 및 피막형성제로 나누며 일반적으

로 무기계 자외선차단원료와 유기계 자외선차단원료를 함께 배합하는데, 자외선차

단 원료의 종류와 함량은 제품의 자외선 차단지수, 고객, 화장품으로써 가져야 하는 

사용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산란제는 자외선을 반사하고 산란시키는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micro 

titanium dioxide와, zinc oxide, 철산화물, 마그네슘산화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무기계 원료를 사용할 경우, 피부자극감은 낮으나 크림이나 로션 등에 많이 배합되

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감이 무거워지게 되고, 제품을 발랐을 때 하얗게 불투명해지

는(백탁현상) 단점이 있다. 

● 흡수제는 태양광선 에너지를 분자 내에 잡아둠으로써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효

과를 나타내는 물질로서 p-aminobenzoate 유도체, salicylate류, cinnamte류, 

benzophenone류, anthranilte등이 사용된다. 적은 함량으로도 자외선 흡수 효과가 

우수하고 제품에 사용 시 투명성이 우수하나,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에 적용할 경우 

제형상 한계와 사용성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효과의 지속성, 광독성, 광안

정성 등에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일부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는 현재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것도 있고, 유럽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자외선 차단 복합

체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 피막 형성제는 제제로 배합할 때 휘발성 성분이 휘발하면서 피부 상 도포막이 

형성되어 효과를 더욱 양호하게 하는데 해변가 등에서 사용할 경우 자외선 차단효

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사용되는 소재로는 cellulose계, acryl산 중합체, 실리콘 

수지, 불소 변성 실리콘 수지 등 여러 종류의 수지나 고분자 소재가 이용된다.

이와 같이 현재 출시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표면에 도포되어 산란, 흡수, 피막

을 형성함으로써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차단방법에 의존한 제품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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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의 시장규모

(2006 년)

상 시장규모

(2008년)

세계시장규모 100,000 150,000

한국시장규모 8,000 9,200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5), 한화장품공 회

● 국내․외 시장규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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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절 연구 수행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대한실험동물센터(충북 음성)에서 특정병원체부재(specific pathogen 

free) C57BL/6 생쥐를 공급받아 실험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이들 생쥐는 실

온에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조절하면서 가능

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하면서, 생후 8～12주 사이의 생쥐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2. 사용시약

세포 배양에 필요한 RPMI-1640, IMDM(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

과 항생제(antibiotic-antimycotic)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제품

을 사용하였으며, FBS(Fetal Bovine Serum)은 Hyclon 제품을, 

2ME(2-mecaptoethanol), OVA(ovalbumin), MMC(Mitomycin C), sodium 

bicarbonate(NaHCO3), compound 48/80,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 calcium ionophore(A23187)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접촉성과민반응의 유도에 필요한 

DNCB(1-Chloro-2, 4-Dinitrobenzene)와 olive oil은 Sigma 제품을 사용하였으

며 acetone은 Junsei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포증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은 Promega(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세포 표면 단백질에 대한 특이적 항체(anti-CD40, anti-CD86, 

anti-MHC classII, anti-CD11c mAb)는 Pharmingen(San Diego, CA, USA)제

품을 사용하였다. Recombinant Mouse GM-CSF와 Recombinant Mouse IL-4

는 R＆D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포표면단백질과 phosphatidylserine에 대한 특

이항체는 Pharmingen(San Dieg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시약 JC-1과 염색체의 응축을 염색하기 위한 시약 

Hoechst 33342는 Molecular Probes(Eugene, OR)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T-PCR에 필요한 시약 reverse transcriptase, dNTP Mixure, oligo(dT) 15 

primer, Taq. DNA polymerase 등은 Promega(Madison, WI, USA) 제품을 사

용하였다.

3. 시료(HemoHIM, HemoTONIC)의 제조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생약재 3가지 또는 생약

재 4가지를 세절하여 혼합한 다음, 10 배 양의 증류수를 가하고 2시간동안 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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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뒤, 고형분을 제거한 현탁액을 2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시키고, 상층

액을 여과하여 감압, 농축 후 동결 건조시켜서 total 추출물을 얻었다. 여기에 에탄

올을 약 80％정도 가하여 4˚C에서 24시간 방치하여 다당체를 침전시킨 후 

4,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되어 있는 다당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여

과하였다. 얻은 다당체는 다시 물에 녹여 막투석을 통하여 분자량 12,000 이하의 

조다당체를 제거한 후 분자량 12,000 이상의 조다당체를 동결 건조하여 

polysaccharides 분획을 얻었다. 앞에서 제조한 3가지 생약재의 total추출물에 일

정 비율로 polysaccharide 분획을 첨가하여 제품 HemoHIM을 제조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4가지 생약재의 total 추출물에 일정 비율로 polysaccharide 분획을 첨가

하여 제품 HemoTONIC을 제조하였다. 

4.  UVB 조사 

자외선 조사 하루 전날 생쥐의 복부 털을 전기제모제를 이용하여 제거하였으며 완

전히 제거하기 위해 화학제모제를 사용하였다. 다음날 생쥐를 Diethyl Ether로 마

취하고 aluminum foil로 얼굴을 덮은 후 복부에 1초에 1mJ/cm2의 에너지가 방출

되도록 UVB를 조사하였다. UVB조사를 위하여 F20T10 lamp(Sankyo)를 사용하

였으며 UVB 방출량 측정은 UVB Solarmeter(Mat SCIENCE TECH)를 이용하였

다.

5. 시료의 처리

 ①경구투여 : HemoHIM과 HemoTONIC을 3주 동안 하루에 0.5～1㎎씩 경구투

여 한 후 UVB를 조사하였다.

 ②복강투여 : HemoHIM과 HemoTONIC을 UVB을 조사하기 24시간 전과 조

사 후 30분 이내에 복강에 1㎎씩 투여하였다.

 ③피부도말 : Cream 또는 HemoHIM과 HemoTONIC이 0.2% 포함된 Crea을 

UVB을 조사하기 24시간  과 15분 전에 면봉을 이용하여 생쥐 복

부에 생쥐 당 0.1㎎을 골고루 도포하였다.

6. 접촉성과민반응 유도 

DNCB(1-Chloro-2, 4-Dinitrobenzene, Sigma)를 사용직전에 만들어 acetone

과 olive oil을 4 : 1로 섞은 용액에 원하는 농도로 용해시켜 희석하였다. UVB 조

사 2시간 후 DNCB 피부 감작을 위하여 노출된 복부에 7% DNCB를 100㎕씩 도

포하고, 5일 후에 1% DNCB를 생쥐의 왼쪽 귀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10㎕씩 발라

서 면역하고, 24시간 후 부풀어 오른 생쥐 왼쪽 귀와 DNCB를 바르지 않은 오른쪽 

귀의 두께를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는 왼쪽 귀에서 오른

쪽 귀에 두께를 뺀 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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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지상세포 실험

가. 수지상세포 배양

생쥐(C57BL/6)의 대퇴골(femur)과 경골(tibia)안에 있는 골수를 분리하여 단일세

포로 만들었다. 적혈구 용해 완충액을 처리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후, 세포수를 계산

하였다. GM-CSF(1,000 U/㎖)와 IL-4(1,000 U/㎖)가 포함된 배지에 부유된 골

수세포(1×106개/5㎖/well)를 6well culture plate에서 배양하였다. 4일 후 새 배

지 1 mL과 동량의 GM-CSF(1,000 U/㎖)와 IL-4(1,000 U/㎖)를 첨가하고 3일

간 더 배양한 후 세포를 5분간 shaking하여 가볍게 부착되어있는 세포를 회수하였

다. 회수한 세포를 충분히 세척한 다음, 세포(2.5×106개/5㎖/well) 배양액에 

HemoHIM 혹은 HemoTONIC를 농도별(1, 10, 100 ㎍/㎖)로 첨가한 다음에 24시

간 배양하고 회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조사

생쥐 골수에서 GM-CSF와 IL-4로 유도 배양한 수지상 세포를 회수하여 PBS에 현탁

한 후 동량의 세포 수(3×105)를 6 well plate에 넣고 1200rpm, 3min(25℃), 원심 침

전하여 배양접시의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UNB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였

다. 이때 자외선의 강도는 UVB Solarmeter(Mat SCIENCE TECH)를 이용하여 1

초에 1mJ/cm2의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다. 유세포 분석기 분석

수지상 세포를 먼저 비특이적 염색을 막기 위해 세포(1∼5×105)를 anti-FcrRⅡ/

Ⅲ-specific mAb(2.4G2)로 30분간 blocking한 다음 바로 PE-conjugated 

CD40 그리고 MHC ClassⅡ(M5/114), CD86(GL-1)에 대한 항체로 각각 4℃에

서 30분간 염색하였다. 그 다음 세척하고, MHC class Ⅱ(M5/114), 

CD86(GL-1)은 R-Phycoerythrin-conjugated Goat Anti-Rat IgG로 4℃에서 

30분간 염색한 후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FITC-conjugated CD11c에 대한 항체로 

이중염색 한 후 유세포분석기(Epics XL ,COULTER, USA)로 분석하였다.

라. T세포 분리

생쥐(Balb/c)의 비장을 단일세포로 만든 다음, 배지에 희석하여 nylon wool 

column 에 넣고 37℃, 5% CO2 incubator에 60분간 배양한 후, nylon wool 

column를 37℃로 미리 데워진 배지로 세척하여 비부착성인 T세포만을 순수 분리

하여 동종항원반응(alloreative) T세포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 Cyokine 분비량 측정  

Allo T 세포(3×105/well) 또는 T 세포주 HS-1(5×104/well)과, HemoHIM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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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emoTONIC를 농도별(1∼100㎍/㎖)로 처리한 수지상 세포를 well당 1×104, 

3×104, 1×105개씩 96 well flat-bottomed culture plate에 넣고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회수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IL-2와 IFN-γ의 양을 측정하였다. 

일차 항체를 coating buffer(0.1M NaHCO3)에 희석하여 plate에 적정 양을 넣고 

4℃에서 하룻밤 둔 다음 washing용액(0.05% Tween 20/PBS)으로 세척한 다음, 

소혈청(10% FBS/PBS)으로 blocking하였다. 그리고 배양 상층액을 적절하게 희석

하여 넣은 다음, biotin과 결합한 이차 항체를 첨가하였다. 일정한 시간 후에 

avidin-peroxidase를 첨가하고, 기질(2,2‘-azino-bis, 0.1M citritic acid, 

H2O2)를 넣어 발색시키는 효소항체법(enzyme-linked immunsorbent assay : 

ELISA)를 이용해 Microplate Reader로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바. 세포증식 측정 

HemoHIM과 HemoTONIC을 농도별로 처리한 수지상 세포를 T세포와 함께 3일 

또는 4일 배양한 후 세포 증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Promega)를 사용하였으며, 배양액 100 

㎕에 Cell titer 15 ㎕씩 첨가하여 3∼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Microplate Reader

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사. 항원제시기능 측정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6일간 배양한 수지상 세포를 회수하여 HemoHIM

과 HemoTONIC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동시에 OVA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에 세포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DC를 다시 T세포주(HS-1)와 2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효소항체법을 이용해 IL-2, IFN-γ를 측정하고, 일부는 3일 

또는 4일간 배양한 후 Cell titer시약을 이용해 세포 증식을 측정하였다.

8. OVA항원 특이적 T 세포주 실험

가. OVA항원 특이적 T 세포주 배양

생쥐(C57BL/6)를 OVA로 2차 면역한 후 비장을 분리하여 OVA에 특이적으로 증

식반응을 나타내는 T 세포주를 수립하였고, 수립된 세포주는 유세포분석기로 분석

하여 CD4+,CD8- T세포이며 항원자극에 대해 IL-2와 IFN-γ를 생산하는 Type 

1 helper T 세포인 것을 확인하였고 HS-1으로 명명하였다. 수립된 HS-1 T 세

포주는 24 well plate에서 배양하면서, 37℃에서 25분간 MMC(50㎍/㎖)로 처리하

고 동종의 생쥐 비장세포 5×106개와 OVA(1㎎/㎖) 항원으로 2주에 한 번씩 활성

화시켜 세포수를 늘려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틀에 한번씩 CAS(concanavalin A 

supernatant)가 10%가 되도록 첨가한 배지로 교환하면서 세포주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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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VA항원 특이적 T 세포주 증식 측정

 시료 전 처리의 경우에 5일간 배양한 수지상세포(3×104개)에 HemoHIM, 

HemoTONIC을 농도별(1, 10, 100㎍/㎖)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자외선(0 ～ 

160 mJ/㎠)을 조사하고 동시에 OVA(1㎎/㎖)항원을 처리하였다. 다시 24시간 배

양한 후 OVA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주(5×104개)를 첨가하여 3일간 배양

한 후 T 세포주의 증식을 측정하였다. T세포주 증식은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배양액 100㎕

에 cell titer 시약을 15㎕씩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Microplate 

reader(OPTI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 IL-2와 IFN-γ 분비량 측정 

자외선을 수지상세포에 조사하기 전과 후에 HemoHIM과 HemoTONIC을 농도별

(1, 10, 100㎍/㎖)로 처리하고 OVA항원과 T세포주를 첨가하여 24시간 배양 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IL-2, IFN-γ의 양을 ELI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일차항체 anti-IL-2, IFN-γ mAb를 coating 

buffer(0.1M NaHCO3)에 희석하여 plate에 적정량을 넣고 4℃에서 하룻밤 둔 다

음 washing(0.05% Tween 20/PBS)으로 세척한 다음, 10% FCS를 첨가한 PBS

로 2시간 동안 blacking하였다. 그리고 배양 상층액을 적절하게 희석하여 넣은 다

음, 4시간 후에 washing용액으로 세척하고 이차 항체 biotin-conjugated 

anti-IL-2, IFN-γ mAb를 첨가하였다. 1시간 후에 washing용액으로 세척한 다

음, avidin-peroxidase를 첨가하고, 기질(2,2-azino-bis, 0.1M citric acid, 

H2O2)를 넣어 발색시켜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5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고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이때 각 사이토카인의 측정 한계치는 

10pg/㎖이었다.

9. 림프절 세포 실험

가. DNCB에 의한 항원제시

 DNCB(1-Chloro-2, 4-Dinitrobenzene, Sigma)를 acetone과 olive oil을 4 : 

1로 섞은 용액에 원하는 농도로 용해시켜 희석하였다. UVB 조사 2시간 후 DNCB 

피부 감작을 위하여 노출된 복부에 0.25%, 0.5%, 1%, 3%, 7% DNCB를 100㎕씩 

도포하였다.

나. 림프절 세포의 증식반응

 DNCB를 적정량 복부에 도포한 생쥐의 경부(목), 액와(겨드랑이), 서혜부(복부), 

슬와(다리근육) 림프절을 자외선 조사 4일, 5일, 6일 후에 단일세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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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림프구 세포 5×105개와 항원으로 DNBS(2, 4-Dinitrobenzen-sulfonic 

acid dihydrate)를 농도별(10, 30, 100, 300㎍/㎖)로 96well microplate에 분주

하고 3일간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림프구 세포의 증식을 측정하였

다. 세포증식은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Promega, USA)를 사용하였다.

10. 자외선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변화

가.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변화 측정

 수지상세포에 일정량의 UVB를 조사한 후, ealry-apoptosis를 관찰하기 위해 

6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회수한 

수지상세포(5×105개)의 세포막이 파괴되어 노출되는 phosphatidylserine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AnnexinV-FITC로 염색하고, 염색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I(Propidium Iodide)로 4℃ 어두운 곳에서 15분 동안 염색한 후, 

유세포분석기(COULTER, Epics XL, USA)로 분석하였다.

나. 수지상세포의 세포표면 단백질 발현 측정

UVB 조사 후,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다음, 

세포표면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다. 즉, 회수한 수지상세포 (5×105개)를 

anti-CD16/CD32(FcγⅢ/ⅡReceptor) 항체로 4℃에서 30분 동안 blocking하고, 

washing 용액(1%FCS, 0.1%NaN3/PBS)으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에 

PE-conjugated anti-CD40, PE-conjugated anti-MHC class Ⅱ, 

PE-conjugated anti-CD80, PE-conjugated anti-CD86 mAb로 4℃에서 30분 

동안 염색하였고, washing 용액(1%FCS․0.1%NaN3/PBS)으로 세척한 후, 다시 

FITC-conjugated anti-CD11c mAb로 4℃에서 30분 동안 염색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다시 washing 용액(1%FCS, 0.1%NaN3/PBS)으로 세척한 후, 

인산완충용액에 현탁하여 유세포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다.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차(∆ψm) 변화 측정

수지상세포에 UVB를 조사한 후, 6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 

한 다음,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차 변화를 JC-1 assay kit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즉, 수지상세포(1×106개)를 PBS에 현탁한 후, 50uM이 되도록 

CCCP(carbonyl cyanide 3-chlorophenylhydrazone)를 첨가하여 37℃에서 5분 

동안 처리하고, JC-1 (5,5',6,6'-tetrachloro-1,1',3,3' 

-tetraethylbenzimidazolylcarbocyanine iodide)의 최종 농도가 2uM이 되도록 

처리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15~30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음에 

원심 침전하여 세포를 분리한 후, 인산완충용액에 현탁하여 유세포분석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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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라. SubG1 population

 DNA 절편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UVB 조사 후,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즉 24시간 배양 후, Trypsin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0분 동안 세포(5×105개)를 고정시키고, Ribonuclease A를 실온에서 10분 동안 

처리하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켰다. 그 다음에 원심 침전하여 세포를 분리한 

후, 냉암소에서 2시간 동안 PI로 염색하였고 유세포분석기로 분석하기 전에 

인산완충용액에 현탁하여 관찰하였다.

마. 염색체 응축 측정

 UVB 조사 후, 6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수지상세포(5×105개)를 수거하여 인산완충용액에 현탁한 다음, Hoechst 

33342를 10㎍이 되도록 처리하고 37℃, 5% CO2 incubator에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인산완충용액을 이용하여 Hoechst 33342를 제거한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50, JP)에 장착된 SPOT digital camera(Nicon, JP)를 

이용하여 핵 내 염색체의 응축 정도를 관찰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바. DNA ladder formation

 UVB를 조사한 후,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수지상세포를 회수하여 DNA ladder를 확인하였다. 즉 UVB 조사 후 24시간 

배양한 세포를 회수하여 원심침전한 후, NET Buffer(NaCl 0.1M, TrisHCl 

10mM, EDTA 1M), Proteinase K(100㎕/ml)와 SDS(20%)를 첨가하여 

55℃에서 4시간 동안 lysis시킨 다음, phenol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DNA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침전시켰고 TE Buffer(Tris 10mM, EDTA 

1mM)에 녹여 RNase(50㎍/ml)을 처리한 후,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2%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UV로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11.  항알레르기 실험

가. 세포주 배양

 사람 비만세포주 HMC-1은 IMDM(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배지

에서 배양하였다.

나. 히스타민 측정

 HMC-1(3×106개)에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compound 48/80(300μg/ml)을 첨가하여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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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을 처리한 세포는 가볍게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수거하였고, 상층액에 포함된 

히스타민은 OPT와 반응시킨 후 측정하였다. 즉 상층액 속에 포함된 histamine의 양

을 측정하기 위해 상층액 500㎕에 0.5N HCLO4 2ml을 넣고 혼합한 후 

12,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원심분리한 상층액 2ml에 6N NaOH 

0.2ml, buthanol-chloroform(3:2) 3.3ml과 NaCl을 넣고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다. 원심 분리한 상층액의 윗층 3ml에 n-heptane 3ml과 0.1N HCl 

1.2ml을 넣고 혼합한 후 100℃에서 10분간 끓인다. 다음 3,000rpm에서 5분 원심 

분리하여 아래층을 파스퇴르 피펫으로 수거한다. 0.1N HCl 1ml과 1N NaOH 

0.3ml, 0.2% OPT 0.2 ml 넣고 냉암소에서 45분 간 반응시킨다. 다음 0.5N 

H2SO4 0.28ml을 넣어 반응을 종결 시킨 뒤 형광광도 측정기

(spectrofluorophotometer, Shimadzu, Japan)로 excitation 350nm, emission 

440nm에서 석영 cube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측정

 HMC-1(5×105개)에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37℃, 5% CO2 incubator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를 처리한 세포는 다시 PMA(25ng/ml)와 

A23187(1μM)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였다. 

상층액에 포함된 TNF-α, GM-CSF, IL-6, IL-8의 양은 ELI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즉, 일차항체 anti-TNF-α, GM-CSF, IL-6, IL-8 mAb를 coating 

buffer(0.1M NaHCO3)에 희석하여 plate에 적정량을 넣고 4℃에서 하룻밤 둔 다

음 washing(0.05% Tween 20/PBS)으로 세척한 다음, 10% FCS를 첨가한 PBS

로 2시간 동안 blacking하였다. 그리고 배양 상층액을 적절하게 희석하여 넣은 다

음, 4시간 후에 washing용액으로 세척하고 이차 항체 biotin-conjugated 

anti-TNF-α, GM-CSF, IL-6, IL-8 mAb를 첨가하였다. 1시간 후에 washing

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avidin-peroxidase를 첨가하고, 기질(2,2-azino-bis, 

0.1M citric acid, H2O2)를 넣어 발색시켜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이때 각 사이토카

인의 측정 한계치는 10pg/㎖이었다.

라. mRNA 발현량 측정

 HMC-1(3×106개)에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37℃, 5% CO2 incubator에

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PMA(25ng/ml)와 A23187(1μM)로 2시간 동안 자극하

였다. 자극한 세포를 모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RNA zol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Total RNA 1㎍을 75℃에서 5분간 변성시킨 후, 

dNTP(1mM), oligo(dT)15(0.5㎍), AMV reverse transcriptase(20U), RNase 

inhibitor(0.5U), RT buffer, MgCl2(5mM)와 DEPC로 처리된 증류수로 최종 부피

가 20㎕가 되도록 하여, 42℃에서 30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여 효소중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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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반응에 사용하였다. 효소중합연쇄반응은 합성된 cDNA 2㎕을 주형으로 FcεRI

α, tryptase, c-kit와  GAPDH의 sense primer와 antisense primer(15pmol), 

Taq polymerase(0.5U), polymerase buffer를 DEPC로 처리된 증류수로 최종 부

피가 20㎕되도록 하여 predenaturation; 95℃ 5분, denaturation; 94℃ 1분, 

annealing; 55℃ 30초, elongation; 72℃ 1분을 40cycle한 다음, postelongation

을 72℃에서 5분하는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효소중합연쇄반응의 product는 20㎕ 

씩 2% agarose gel에 loading하여 100V에서 40분간 전기영동하여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UV 하에서 관찰하였다. 

각 primer의 염기서열은 아래와 같다.

FcεRI : sense CTT AGG ATG TGG GTT CAG AAG T 

        antisense GAC AGT GGA GAA TAC AAA TGT CA 

Tryptase : sense GGA GCT GGA GGA GCC CGT GA

           antisense ACC TGG GTA AGG AAG CAG TGG TG

c-kit : sense CGT TGA CTA TCA GTT CAG CGA G

       antisense CTA GGA ATG TGT AAG TGC CTC C 

GAPDH : sense GAT GAC ATC AAG AAG GTG GTG 

          antisense GCT GTA GCC AAA TTC GTT 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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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제 1 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UVB 조사량 결정

접촉성 과민반응을 유도하는 자외선 조사량를 결정하기 위해 C57BL/6의 복부에 

0-30mJ/㎝2의 UVB를 조사하였다. 즉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피부

에 바른 항원(DNCB)을 피부 랑게르한스 세포(Langerhans' cell)가 잡아서 처리하

여 인접 림프절로 이동하여 T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 T세포가 생성되어 진피 내에 

도달하게 된다. 동일한 항원(DNCB)이 귀에 재차 노출되어 진피 내에 있는 기억 T

세포들에 항원(DNCB)이 제시되고 T세포는 각종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

들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염증반응이 진행되어 귀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자

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자외선에 의해 피부 랑게르한스 세포가 항원을 잡아서 처리

하는 기능과 인접 림프절로 이동하여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손상을 받아 

기억 T세포를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억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반응이 유도되지 않아 귀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UVB 조사 2시간 후에 7% DNCB를 복부에 바르고, 5일 후에 1% DNCB를 왼쪽 

귀에 바른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가 부풀어 오른 정도를 측정하였다. UVB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19.7±2.1×0.01㎜ 두께로 귀가 부풀어 올랐지만 자

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억제되었으며 가장 높은 조

사량인 30mJ/㎝2에서는 10.5±0.7×0.01㎜ 두께로 가장 많이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UVB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성과민반응이 억제되었으며 다음 실험

부터는 약 50% 억제 조사량인 20mJ/㎝2의 UVB를 조사하였다 (Fig. 1).

나. 자외선 조사에 의해 억제된 접촉성 과민반응 회복 효과

  자외선 조사로 억제된 접촉성 과민반응에 대해 세 가지 방법으로 HemoHIM과 

HemoTONIC을 투여하고 회복효과를 살펴보았다.

(1) 경구투여

  UVB를 조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 UVB만 조사한 양성 대조군, HemoHIM과 

HemoTONIC을 3주 동안 하루에 1～2㎎씩 경구투여 한 후 UVB를 조사한 실험군

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3주 동안 경구투

여 하였을 때 UVB만 조사하여 억제된 양성 대조군의 ear swelling 정도가 유의하

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VB를 조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

(20.4±1.1×0.01㎜)에 비해 UVB를 조사한 대조군(14.0±0.6×0.01㎜)의 경우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억제된 것으로 보아 UVB 조사에 의해 접촉성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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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emoHIM을 3주 동안 경구투여 한 후 UVB를 

조사한 경우 22.0±3.5×0.01㎜, HemoTONIC을 3주 동안 경구투여 한 후 UVB

를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는 21.0±2.5×0.01㎜로 UVB만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현

저히 회복되었으며 그 정도는 UVB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로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을 경

구투여하였을 때 UVB 조사로 억제된 ear swelling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2). 

(2) 복강투여 

UVB를 조사하기 24시간 전과 조사 후 30분 이내에 HemoHIM과 HemoTONIC을 

복강에 1㎎씩 투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ear swelling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

교하였다. Fig. 3과 같이 HemoHIM과 HemoTONIC을 복강투여 하였을 때 UVB만 

조사하여 억제된 대조군의 ear swelling 정도가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UVB를 조사한 대조군의 경우 14.0±0.6×0.01㎜로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억제되었으며 HemoHIM을 복강투여 한 후 UVB를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에 

17.3±1.2×0.01㎜, HemoTONIC을 복강투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경

우 20.2±1.6×0.01㎜으로 UVB만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HemoTONIC 의 경우 UVB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

(20.0±0.8×0.01㎜)과 비슷한 정도로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상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을 복강투여하였을 때 UVB 조사로 억제된 

ear swelling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피부도포 

  HemoHIM과 HemoTONIC이 0.2% 포함된 Cream을 자외선을 조사하기 24시간

과 15분 전에 복부에 바른 후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 HemoHIM과 

HemoTONIC이 포함되지 않은 Cream만 도포한 대조군, Cream을 도포한 후 자외

선을 조사한 대조군에 ear swelling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4와 같이 

HemoHIM과 HemoTONIC을 크림에 섞어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 UVB만를 조사하

여 억제된 대조군의 ear swelling 정도가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외선을 조사한 대조군의 경우 15.7±2.5×0.01㎜로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억

제되었으며 HemoHIM이 포함된 Cream을 도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경

우 22.7±2.5×0.01㎜, HemoTONIC이 포함된 Cream을 도포한 후 자외선을 조사

한 실험군의 경우 27.7±8.1×0.01㎜로 UVB만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회

복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HemoTONIC의 경우 UVB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

(26.3±1.5×0.01㎜)과 비슷한 정도로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상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을 피부에 도포하였을 때 UVB 조사로 억

제된 ear swelling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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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지상 세포의 형태학적인 특징

배양 2일 후부터 GM-CSF와 IL-4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분열하여 덩어리를 형성

하며 증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배양 4일 후까지 약하게 붙어서 증식하던 세포의 덩어

리가 배양 후 6일이 지나면서 배지 내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중 일부는 

세포 표면에 돌기를 가진 수지상 세포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배양 후 7일째

는 거의 모든 세포들이 배지 내로 부유하였으며, 전형적인 성숙 수지상 세포의 형

태를 보였다(Fig. 5). 따라서 본 실험방법과 같이 고농도의 GM-CSF와 IL-4를 

공급하면서 7일간 배양하면 대량의 수지상 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라. 세포표면 단백질 분석

수지상 세포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수지상 세포가 섭취한 항원을 분해하여 수지상 세포가 가지고 있는 MHC분자에 

항원펩티드를 결합시켜 T세포가 가지고 있는 T세포 수용체를 자극하는 단계와 수

지상 세포가 가진 세포표면 단백질 분자로 T세포 표면 단백질 분자를 자극하는 단

계로 나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HemoHIM과 HemoTONIC을 첨가하여 수지상 세포를 배양 하였을 

때, T세포가 가진 세포표면 단백질인 CD28, CD152, CD154와 결합하여 T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지상 세포의 세포표면 단백질인 CD11c, MHC class Ⅱ

(I-Ab), CD40, 그리고 CD86(B7-2)과 같은 공동자극분자를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는 성숙한 수지상 세포로 분화가 유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세포분석기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첨가하지 않고 배

양한 대조군의 CD11c, CD86 double positive 세포는 36.9%인데 비해 

HemoHIM를 농도별(1, 10, 100 ㎍/㎖)로 처리하였을 때는 43.1%, 46.4%, 

45.8%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HemoTONIC은 대조군 40.3%에 비해 

100㎍/㎖의 농도에서만 44.0%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11c, CD40 

double positive 세포는 대조군 9.4%인데 비해 HemoHIM을 농도별(1, 10, 100 

㎍/㎖)로 처리하였을 때 16.8%, 15.3%, 20.2%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역시 대조군 8.1%에 비해 11.3%, 22.9%, 

21.8%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2). 이상의 실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은 T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동자극분자를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는 성숙한 수지상 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 allogenic T 세포 활성화 효과

세포표면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이 성숙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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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포로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숙된 수지상 세포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한 수지상 세포의 T세포 활성화 능력을 조사하였다. 앞서 실

험에서 100㎍/㎖의 농도에서 세포표면 공동자극분자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

기 때문에 시료의 농도는 100㎍/㎖로 결정하여 실험하였다. 비장세포를 nylon 

wool colum을 통과시켜서 얻은 Balb/c 생쥐의 T세포(3×105/well)와 다양한 수의 

수지상 세포(1×104, 3×104, 1×105/well)를 함께 넣고 24시간 배양 한 후 배양 

상층액에 있는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지 않은 수지상세포(1×104개)와 T세포를 넣고 배양한 대

조군의 IL-2의 분비량은 62ng/㎖인데 비해 HemoHIM을 처리한 실험군은 

112.2ng/㎖, HemoTONIC을 처리한 실험군은 126ng/㎖로 대조군에 비해 IL-2의 

분비량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수의 수지상 세

포(3×104, 1×105개)와 함께 배양하였을 때 모두 대조군에 비해 IL-2의 분비량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다음으로 IFN-γ 분비량을 측정하

였다. 수지상 세포(1×104개)와 T세포를 넣고 배양한 대조군의 IFN-γ의 분비량

은 296.5 pg/㎖인데 비해 HemoHIM을 처리하였을 때 280.3pg/㎖, HemoTONIC

을 처리하였을 때 443.3pg/㎖로 대조군에 비해 IFN-γ의 분비량을 모두 증가시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04개 수지상 세포도 대조군에 비해 HemoHIM,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모두 IFN-γ의 분비량을 증가시켰지만, 1×105개 

수지상 세포의 경우는 HemoHIM만이 IFN-γ의 분비량을 증가시켰다(Table 4). 

다음으로 수지상 세포와 T세포를 3일 또는 4일간 배양한 후 증식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첨가하여 배양한 수지상 세포

(3×104개)를 넣어 주었을 때 T세포 증식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6). 이

상의 실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은 수지상 세포의 성숙을 유도해 T세

포를 활성화시켜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T세포 증식반

응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OVA-specific T 세포 활성화 효과

  다음은 수지상 세포의 항원전달 기능에 미치는 HemoHIM과 HemoTONIC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OVA 단백질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주(HS-1)

를 수립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GM-CSF와 IL-4로 6일간 배양한 수지상 세포에 OVA 항원과 HemoHIM과 

HemoTONIC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하여 회수한 수지상 세포(1×104, 

3×104/well)를 HS-1 T세포((5×104/well)와 함께 배양하였다.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지 않은 수지상 세포(1×104,개)와 HS-1 T세포를 함께 넣

어 배양한 대조군에서 IL-2의 분비량은 1,911.86pg/㎖에 비해 HemoHIM(1, 10, 

100 ㎍/㎖)을 처리한 실험군은 5,002.71pg/㎖, 5,169.86 pg/㎖, 5,169.86p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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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HemoTONIC(1, 10, 100 ㎍/㎖)을 처

리하였을 때도 역시 3,453.43pg/㎖, 5,452.71pg/㎖, 5,922.00pg/㎖로 모두 대조

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04,개의 수지상 세포의 경우도 

1×104,개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5). 대조군의 IFN-γ 분비

량은 113.35pg/㎖에 비해 HemoHIM(1, 10, 100 ㎍/㎖)을 처리한 실험군은 

183.35pg/㎖, 195.35pg/㎖, 158.10pg/㎖로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HemoTONIC(1, 10, 100 ㎍/㎖)을 처리하였을 때도 역시 185.60pg/㎖, 

211.85pg/㎖, 223.60pg/㎖로 모두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3×104,개의 수지상 세포의 경우도 1×104,개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었다(Table 6). 다음으로 같은 조건에서 3일 또는 4일간 배양하여 T세포 증식 정

도를 알아본 결과, 1×104,개 수지상 세포를 넣어 주었을 때 증식 정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 7). 이상의 실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첨가하여 

배양한 수지상 세포는 대조군에 비해 충분히 T세포를 활성화하여 IL-2 분비량과 

증식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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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ppression of CHS respones by UVB radiation.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wo hour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sensitized and then 
challenged  with  DNCB after 5days. Ear thickness was measured immediately 
before challenge and 24h ofter challenge. 

Fig. 2. Prevention of UVB-induced suppression of CHS response by oral 
administration of HemoHIM� or HemoTONIC.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exposed to a single of 20mJ/cm2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HIM� or� HemoTONIC-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weeks before irradiation. 

UVB Treatment Senstization Challenge

_ D.W.  +  +

+ D.W.  +  +

+ HemoHIM  +  +

+ HemoTONIC  +  +



- 21 -

0 5 10 15 20 25

Specific ear swelling(X 0.01)

0 10 20 30 40

Specific ear swelling(X 0.01)

Fig. 3. Prevention of UVB-induced suppression of CHS response by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HemoHIM� or HemoTONIC.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exposed to a single of 20mJ/cm2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h before and 
30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HIM or HemoTONIC

Fig. 4. Prevention of UVB-induced suppression of CHS response by 
HemoHIM or HemoTONIC.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exposed to a single of 20mJ/cm2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HIM-cream, HemoTONIC-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UVB Treatment Senstization Challenge

_ D.W.  +  +

+ D.W.  +  +

+ HemoHIM  +  +

+ HemoTONIC  +  +

UVB Treatment Senstization Challenge

_ D.W.  +  +

+ D.W.  +  +

+ HemoHIM  +  +

+ HemoTON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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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ase contrast microscopy of dendritic cell.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were cultured in complete medium supplemented with 1,000 U/㎖ of 
GM-CSF and IL-4 for 7 days.

Table 1. Effect of HemoHIM on surface marker expression of DC

7days
HemoHIM Concentration(㎍/㎖)

0 1 10 100

Control 0.0 0.0 0.0 0.0

CD11c/MHC class Ⅱ 49.4 50.0 37.5 50.0

CD11c/CD86 36.9 43.1 46.4 45.8

CD11c/CD40 9.4 16.8 15.3 20.2

DC were stimul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rom 6 to 7days. The expression of CD40, 
CD86, MHC Class II and CD11C was analyzed under FACS on day 7DC. 

Table 2. Effect of HemoTONIC on surface marker expression of DC

7days
HemoTONIC Concentration(㎍/㎖)

0 1 10 100

Control 0.0 0.0 0.0 0.0

CD11c/MHC class Ⅱ 46.9 48.4 46.8 51.1

CD11c/CD86 40.3 39.4 38.8 44.0

CD11c/CD40 8.1 11.3 22.9 21.8

DC were stimul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rom 6 to 7days. The expression of 
CD40,CD86, MHC Class II and CD11C was analyzed under FACS on day 7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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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on IL-2 production 

         of allogenic T cells 

IL-2
Control HemoHIM HemoTONIC

100㎍/㎖ 100㎍/㎖

T cell(3×105) <10 <10 <10

DC(1×104) <10 <10 <10

DC(3×104) <10 <10 <10

DC(1×105) <10 <10 <10

DC(1×104)+T cell(3×105) 62.0±0.0 112.2±3.1 126.6±0.0

DC(3×104)+T cell(3×105) 184.7±7.1 277.1±0.8 276.3±4.7

DC(1×105)+T cell(3×105) 413.0±4.7 568.0±2.4 593.0±4.7

Day 6 DC were stimulated with or without 100㎍/㎖ of HemoHIM or HemoTONIC from 6 to 
7days. Day 7 DC were cultured with allogenic T cells. IL-2 and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collected after 24h were quantifi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4.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on IFN-γ production 

         of allogenic T cells 

IFN-γ
Control HemoHIM HemoTONIC

100㎍/㎖ 100㎍/㎖

T cell(3×105) <10 <10 <10

DC(1×104) <10 <10 <10

DC(3×104) <10 <10 <10

DC(1×105) <10 <10 <10

DC(1×104)+T cell(3×105) 296.5±3.5 280.3±8.8 443.3±58.3

DC(3×104)+T cell(3×105) 780.8±58.3 844.5±31.8 919.5±42.4

DC(1×105)+T cell(3×105) 2633.3±37.1 3368.3±15.9 2483.3±90.1

Day 6 DC were stimulated with or without 100 ㎍/㎖ of HemoHIM or HemoTONIC from 6 
to 7days. Day 7 DC were cultured with allogenic T cells. IL-2 and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collected after 24h were quantifi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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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ylon wool colum-puried allogenic T cells(3×105/well) were stimulated 

with various numbers of DC for 3 or 4days.

Table 5.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on IL-2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line

Cell number

OVA(1㎎/㎖)

HemoHIM(㎍/㎖) HemoTONIC(㎍/㎖)

0 1 10 100 1 10 100

DC(1×104)

+

T cell(5×104)

1911.86

±

42.43

5002.71

±

145.45

5169.86

±

18.18

3601.29

±

36.37

3453.43

±

9.09

5452.71

±

272.74

5922

±

136.37

DC(3×104)

+

T cell(5×104)

5613.43

±

190.92

11440.29

±

136.37

9839.57

±

54.55

7805.57

±

200.01

8088.43

±

163.65

9342

±

118.19

10062

±

209.10

Day 6 DC generated from C57BL/6 were stimulated OVA with or without HemoHIM and 
HemoTONIC from 6 to 7days. Day 7 DC were cultured with OVA-specific T cell line.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 collected of 24h were quantifi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3days 4days

Number of DC(per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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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HemoHIM and HemoTONIC on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line

Cell number

OVA(1㎎/㎖)

HemoHIM(㎍/㎖) HemoTONIC(㎍/㎖)

0 1 10 100 1 10 100

DC(1×104)

+

T cell(5×104)

113.35

±

3.89

183.35

±

6.71

195.35

±

0.35

158.10

±

2.12

185.60

±

2.12

211.85

±

1.06

223.60

±

4.95

DC(3×104)

+

T cell(5×104)

239.10

±

4.24

337.60

±

0.00

367.60

±

0.00

326.10

±

3.54

319.60

±

2.12

324.85

±

3.18

339.85

±

25.81

Day 6 DC generated from C57BL/6 were stimulated OVA with or without HemoHIM and 
HemoTONIC from 6 to 7days. Day 7 DC were cultured with OVA-specific T cell line.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 collected of 24h were quantifi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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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VA-specific T cell line(5×104) were stimulated with various number of 
DC for 3 or 4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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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UVB 조사량 결정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저하시키는 자외선 조사

량을 결정하기 위해 0～320mJ/㎠의 자외선을 수지상세포에 직접 조사하고 OVA항

원과 OVA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주(HS-1)를 첨가하여 T세포주의 증식반

응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골수세포에 IL-4와 GM-CSF를 첨가하여 6일간 배양하여 얻은 수지상세포

(3×104개)에 자외선(0～320mJ/㎠)을 조사한 다음 OVA(1㎎/㎖) 항원을 첨가하

고 24시간 배양한 후 T세포주(5×104개)를 첨가하여 다시 3일간 배양하여 T세포

주의 증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조사량이 0～320mJ/㎠로 증가함에 

따라 OVA항원에 대한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점차 감소하였고, 200mJ/㎠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증식반응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다음으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로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일어날 때 T세포주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지상

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와 IFN-γ

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즉 IL-2의 분비량은 자외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200mJ/㎠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완전히 억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N-γ의 분비량도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160mJ/㎠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OVA 항원을 포획하여 처리하는 수지상세포

의 항원제시기능이 저하되어 T세포주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T세포주의 증식과 IL-2, IFN-γ의 분비량을 저하시

키는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을 0～160mJ/㎠로 결정하여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자외선 조사 전처리에 의한 HemoHIM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억제된 수지상세포의 T세포주 활성화 기능이 수지상세포에 

HemoHIM을 전처리하였을 때 회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을 조사하기 24시간 전에 HemoHIM을 농도별(1, 10, 100㎍/㎖)로 처리하고, 자외

선 조사 후에 OVA(1㎎/㎖) 항원과 T세포주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때 

HemoHIM에 의해 회복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T세포주

의 증식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T세포주의 증식반응은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에 

HemoHIM을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세포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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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120과 160mJ/㎠을 

조사한 대조군의 T세포주 증식정도인 0.60±0.00, 0.60±0.01에 비해 

HemoHIM(100㎍/㎖)을 전처리하였을 경우인 0.69±0.01, 0.69±0.02로 유의하게 

T세포주의 증식반응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증식정도인 0.76±0.03 까지는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40에서 160mJ/㎠로 증가함에 따라 T세포주

의 IL-2 분비량은 감소하였지만, 자외선 조사 24시간 전에 HemoHIM(1, 10, 

100㎍/㎖)을 수지상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HemoHI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IL-2의 분비량이 증가하였다(Table 4). 특히 자외선 120mJ/㎠만을 조사한 대

조군(164±5pg/㎖)에 비해 HemoHIM 100㎍/㎖로 전처리한 실험군(904±27pg/

㎖)에서 T세포주의 IL-2 분비량이 약 5.5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moHIM을 수지상세포에 전처리하여도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수지상세

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L-2 분비량(3,268±175)만큼은 증가하지 않았

다.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역시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에 HemoHIM(1, 10, 100㎍/㎖) 처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자외선 만을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IFN-γ 분비량이 증가하였다(Table 5). 특히, 자외선 

120mJ/㎠만을 조사한 대조군(4.3±0.2ng/㎖)에 비해 HemoHIM 100㎍/㎖로 전처

리한 실험군(18.6±1.2ng/㎖)에서 T세포의 IFN-γ 분비량이 약 4.3배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moHIM을 수지상세포에 전처리하여도 자외

선을 조사하지 않은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149.5±6.6ng/㎖)만큼은 증가하지 않았다.

다. 자외선 조사 전처리에 의한 HemoTONIC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억제된 수지상세포의 T세포주 활성화 기능이 수지상세포에 

HemoTONIC을 전처리하였을 때 회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상세포에 자

외선을 조사하기 24시간 전에 HemoTONIC을 농도별(1, 10, 100㎍/㎖)로 처리하

고, 자외선 조사 후에 OVA(1㎎/㎖) 항원과 T세포주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이때 

HemoTONIC에 의해 회복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T세포

주의 증식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T세포주의 증식반응은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에 

HemoTONIC을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120과 160mJ/㎠

을 조사한 대조군의 T세포주 증식정도인 0.76±0.07, 0.68±0.04에 비해 

HemoTONIC(100㎍/㎖)을 전처리하였을 경우인 0.98±0.01, 0.90±0.02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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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T세포주의 증식반응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증식정도인 1.24±0.06 까지는 회복시키지는 못

하였다.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40에서 160mJ/㎠로 증가함에 따라 T세포주

의 IL-2 분비량은 감소하였지만, 자외선 조사 24시간 전에 HemoTONIC(1, 10, 

100㎍/㎖)을 수지상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HemoTONIC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IL-2의 분비량이 증가하였다(Table 7). 특히 자외선 120mJ/㎠만을 조사한 

대조군(78±2.0ng/㎖)에 비해 HemoTONIC 100㎍/㎖로 전처리한 실험군

(418±4.0ng/㎖)에서 T세포주의 IL-2 분비량이 약 5.4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moTONIC을 수지상세포에 전처리하여도 자외선을 조사하

지 않은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L-2 분비량(7,122±121.2)만큼

은 증가하지 않았다.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역시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에 HemoTONIC(1, 10, 100㎍/㎖) 처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자외선 만

을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IFN-γ 분비량이 증가하였다(Table 8). 특히, 자외선 

160mJ/㎠만을 조사한 대조군(31±3.1ng/㎖)에 비해 HemoTONIC 100㎍/㎖로 전

처리한 실험군(112±40.1ng/㎖)에서 T세포의 IFN-γ 분비량이 약 3.6배로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moTONIC을 수지상세포에 전처리하여도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1,215±212.1ng/㎖)만큼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에 처리하였을 때 T세포주를 활성화시키는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회복시

켜주는 방호효과가 나타났고, 또한 HemoHIM과 HemoTONIC 모두 100㎍/㎖의 

농도에서 가장 방호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외선 조사 후처리에 의한 HemoHIM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다음 실험으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HemoHIM을 처리하여도 동

일하게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에 대한 방호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HemoHIM을 농도별(1, 10, 100㎍/㎖)로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고 OVA(1㎎/㎖) 항원과 T세포주를 첨가하여 T세포주의 증식반

응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T세포주의 증식반응은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 후에 

HemoHIM을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지상세포에 자외선  160mJ/㎠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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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대조군의 T세포주 증식정도인 0.60±0.00에 비해 HemoHIM(100㎍/㎖)을 

후처리하였을 경우 0.52±0.01로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고 HemoHIM을 후처리하였을 경우에 T

세포주의 증식반응을 유의하게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40에서 160mJ/㎠로 증가함에 따라 T세포주

의 IL-2 분비량은 감소하였지만, 자외선 조사 24시간 후에 HemoHIM(1, 10, 

100㎍/㎖)을 수지상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HemoHI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IL-2의 분비량이 약간 증가하였다(Table 10). 특히 자외선 40mJ/㎠만을 조사

한 대조군(4,660±5pg/㎖)에 비해 HemoHIM 100㎍/㎖로 전처리한 실험군

(6,526±12pg/㎖)에서 T세포주의 IL-2 분비량이 약 1.4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0mJ/㎠보다 높은 자외선 조사량에 대해서는 유의한 IL-2 

분비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역시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HemoHIM(1, 10, 100㎍/㎖) 처리하였을 때, 자외선 만을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IFN-γ 분비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Table 11). 

마. 자외선 조사 후처리에 의한 HemoTONIC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다음 실험으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HemoTONIC을 처리하여도 

동일하게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에 대한 방호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HemoTONIC을 농도별(1, 10, 100㎍/㎖)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고 OVA(1㎎/㎖) 항원과 T세포주를 첨가하여 T세포주의 

증식반응과 T세포주가 분비하는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T세포주의 증식반응은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그러나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 후에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세포주의 증식반응

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고 

HemoTONIC을 후처리하였을 경우에 T세포주의 증식반응을 유의하게 회복시키지

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T세포주의 IL-2 분비량은 

감소하였지만, 자외선 조사 24시간 후에 HemoTONIC(1, 10, 100㎍/㎖)을 수지상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HemoTONIC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IL-2의 분비

량은 약간 증가하였다(Table 13).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T세포주의 IFN-γ 분비량 역시 수지상세포에 대한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HemoTONIC(1, 10, 100㎍/㎖) 처리하였을 때, 자외선 만을 조사한 대조군에 비

해 IFN-γ 분비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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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실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처리하였을 때 T세포주를 활성화시키는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기능을 회복시

켜주는 방호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바. DNCB 항원의 농도 결정

  먼저 항원으로 사용하는 DNCB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생쥐(C57BL/6) 복부

에 0.25%, 0.5%, 1%, 3%, 7% 농도의 DNCB를 도말하고 5일 후에 각 림프절을 

분리하여 림프구를 회수하고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γ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DNCB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을 측정한 결

과, 0.5% DNCB 항원을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 가장 큰 T세포 증식반응이 유도되

었다(Table 15). 즉 분리한 림프구에 불용성인 DNCB 대신에 유사한 구조를 가지

는 수용성인 DNBS를 농도별(10, 30, 100, 300㎍/㎖)로 첨가하고 3일간 배양하여 

DNBS 항원에 대해 증식하는 T세포의 증식반응을 측정하였다. T세포의 증식반응

은 DNBS 항원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300㎍/㎖에서 최대 증식반응을 나타내

었다. 그리고 증식반응이 일어날 때 T세포가 분비하는 IL-2 분비량을 측정한 결

과, 0.5% DNCB를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 DNBS(100㎍/㎖) 항원에 대한 IL-2 분

비량이 대조군에 비해 약 10배정도 증가하였고, 0.25% DNCB에 대해서는 약 5배, 

그리고 1%, 3%, 7% DNCB에 대해서는 각각 1～3배로 분비량이 증가하였다

(Table 16). T세포가 분비하는 IFN-r 분비량은 0.5% DNCB를 피부에 도말하였

을 때 DNBS(100㎍/㎖) 항원에 대해서 대조군에 비해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고, 

DNC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비량이 증가하였다(Table 17). 

  이상의 실험 결과, 0.5% DNCB를 피부에 바른 경우에 항원에 대해 가장 높은 

증식반응과 가장 많은 IL-2를 분비하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실험에서는 

0.5% DNCB 농도를 사용하였다. 

사. DNCB 항원제시에 걸리는 시간 결정

  DNCB 항원을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 피하에 있는 항원전달세포인  Langerhans 

세포가 DNCB를 인지하고 포획하여 림프절로 이동한 후에 DNCB 항원을 T세포에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DNCB를 바른 후 각각 4일, 5일, 6일 

후에 생쥐의 림프구를 분리하여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0.5% DNCB를 피부에 바르고 4일 후에 림

프절를 분리하였을 때, DNBS 항원에 대해 가장 높은 증식반응이 나타났다(Table 

18). 이 때 증식반응은 DNBS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T세포가 분

비하는 IL-2와 IFN-r의 분비량 역시 0.5% DNCB를 피부에 바르고 4일 후에 림

프절을 분리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19, 20). IL-2와 IFN-r의 분비



- 31 -

량 역시 DNBS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 0.5% DNCB를 피부에 바르고 4일 후에 림프절을 분리하였을 

때 DNBS 항원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실험에서는 0.5% 

DNCB를 피부에 바르고 4일 후에 림프절을 분리하여 DNBS 항원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였다.

아. UVB 조사량 결정

  항원전달세포인 Langerhans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고 포획하여 림프절로 이동해 

T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자외선의 조사량을  결정하기 위해 생쥐의 복

부에 100, 300, 1,000mJ/㎠의 자외선을 조사하고 0.5% DNCB를 바르고 4일 후

에 림프절을 분리하여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의 분

비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T세포의 증식반응을 측정한 결과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DNBS 항원에 대한 증식반응이 억

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1). 특히 1,000mJ/㎠ 자외선을 조사하고 

0.5% DNCB를 바른 생쥐에서 림프절을 분리하여 DNBS 항원에 대한 증식반응을 

측정하였을 때는 T세포의 증식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300mJ/㎠ 자

외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T세포의 증식반응이 약 50%정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L-2 분비량도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

을 때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되었고(Table 22) IFN-r분비량도 자외

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이상의 실험 결과, 300mJ/㎠의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하고 2시간 후에 0.5% 

DNCB를 피부에 바른 4일 후에 림프절을 분리하여 T세포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였

을 때,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

의 분비량이 약 50%정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실험부터 이와 

같은 조건으로 피부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을 억제하고 HemoHIM과 

HemoTONIC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 복강 투여한 HemoHIM과 HemoTONIC의 효과

  자외선을 조사하기 24시간 전과 조사 후 30분 이내에 HemoHIM 1㎎을 생쥐 복

강에 투여하고 300mJ/㎠ 자외선 조사 2시간 후에 0.5% DNCB를 바른 실험군과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의 DNBS 항원에 대한 증식반응과 IL-2, IFN-r 분비량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T세포의 증식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4). 그러나 자외선 

조사로 감소한 T세포의 증식반응이 HemoHIM을 복강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완전

히 회복되었다. 이때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세포의 IL-2 분비량도 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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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그러나 감소한 IL-2분비량은 HemoHIM을 복강 투여하고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회복하였다(Table 25). T세포의 IFN-r 분비량도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26). 그러나 감소한 IFN-r 분비량은 HemoHIM을 복강 투여하고 자외선

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회복하였다. 이때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IFN-r 분비량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HemoTONIC 역시 복강 투여하였을 때 자외선만을 조사하여 억제된 실험군의 T

세포 증식반응과 IL-2, IFN-r 분비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7, 28, 29). 특히 HemoTONIC을 복강 투여하였을 때 IFN-r 분비량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피부 항원전달세포인 Langerhans 

세포의 기능이 HemoHIM과 HemoTONIC 복강 투여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차. 구강 투여한 HemoHemoHIM과 HemoTONIC의 효과 

  투여한 시료의 흡수력이 가장 뛰어난 복강 투여 실험에서 HemoHIM과 

HemoTONIC이 자외선 조사로 저하된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을 유의하

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음으로 시료를 구강 투여를 하였을 

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하루에HemoHIM과 HemoTONIC을 

0.5～1㎎씩 3주 동안 섭취하도록 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 자외선만을 조사

한 실험군, 그리고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분비량을 비교하였다.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 비하

여 HemoHIM을 구강 투여한 다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항원에 대한 T세

포의 증식반응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0). 이때 HemoHIM을 구강 

투여한 다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증식반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T세포의 IL-2와 IFN-r 분비량도 자외

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감소하였지만, 

HemoHIM을 구강 투여하고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IL-2와 IFN-r 분비량은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회복하였다(Table 31, 32). 이때 

HemoHIM을 구강 투여한 다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IL-2와 IFN-r 분비량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HemoTONIC 역시 구강 투여 후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자외선만을 조사하

여 억제된 실험군에 비해 저하된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분비량을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3, 34, 

35). 그러나 HemoHIM에 비해 HemoTONIC을 구강 투여하였을 때, 자외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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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T세포 증식반응과 IL-2, IFN-r 분비량보다 유의하게 증가

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피부 항원전달세포인 Langerhans 

세포의 기능이 HemoHIM과 HemoTONIC 구강 투여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카. 피부에 도말한 HemoHemoHIM과 HemoTONIC의 효과 

  복강 투여와 구강 투여 실험에서 HemoHIM과 HemoTONIC이 자외선 조사로 저

하된 Langerhans 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을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음으로 시료를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아보았다. HemoHIM과 HemoTONIC을 0.075%, 0.2%, 0.6% 함유한 크림을 생쥐

의 복부에 도말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 그리고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분비량을 비교하였다.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 비하여 HemoHIM을 함

유한 크림을 바른 다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

응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emoHIM을 0.6% 함유한 크림을 바른 다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증식반응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36). 그리고 T세포의 IL-2와 IFN-r 분비량도 자외선

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감소하였지만, 

HemoHIM을 함유한 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IL-2와 IFN-r 분

비량은 자외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회복하였다(Table 37, 38). 즉 

0.6% HemoHIM을 포함한 크림을 발랐을 때 Il-2 분비량이 회복 되었고, 0.2%와 

0.6% HemoHIM을 포함한 크림을 발랐을 때 IFN-r 분비량도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HemoTONIC 역시 크림으로 도말한 후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자외선만을 

조사하여 억제된 실험군에 비해 저하된 DNBS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r분비량을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9, 40, 41). 또한 HemoHIM에 비해 HemoTONIC의 경우에 0.6%인 고농도일 

때 보다 0.075%, 0.2%일 때,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T세포 증식반응과 

IL-2, IFN-r 분비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피부 항원전달세포인 Langerhans 

세포의 기능이 HemoHIM과 HemoTONIC을 함유한 크림을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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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UVB radiation on the growth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Growth

O.D. at 490nm

0 1.457 ± 0.023

40 1.228 ± 0.028

80 1.067 ± 0.021

120 0.945 ± 0.023

160 0.716 ± 0.006

200 0.572 ± 0.052

240 0.633 ± 0.006

280 0.545 ± 0.027

320 0.516 ± 0.015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were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cocultured with OVA-specific T cell clone. OVA-specific 
T cell clone was stimulated with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irradiated DC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 Effect of UVB radiation on IL-2 and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Cytokines

IL-2(pg/㎖) IFN-γ(ng/㎖)

0 765.7 ± 0.9 2891.2 ± 3.8

40 249.9 ± 1.6 1475.5 ± 1.3

80 99.2 ± 0.5 57.0 ± 1.7

120 72.3 ± 1.6 30.6 ± 0.8

160 19.3 ± 0.5 7.7 ± 0.3

200 <10 2.7 ± 0.1

240 <10 3.2 ± 0.2

280 <10 1.4 ± 0.0

320 <10 0.5 ± 0.0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were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24 hrs. 
IL-2 and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 35 -

Table 3. Effect of HemoHIM pretreatment on the growth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Growth(O.D. at 490nm)

HemoHIM(㎍/㎖)

0 1 10 100

0 0.76 ± 0.03

40 0.65 ± 0.00 0.63 ± 0.02 0.75 ± 0.02 0.66 ± 0.04

80 0.64 ± 0.01 0.66 ± 0.00 0.70 ± 0.00 0.67 ± 0.01

120 0.60 ± 0.00 0.63 ± 0.01 0.64 ± 0.01 0.69 ± 0.01

160 0.60 ± 0.01 0.63 ± 0.02 0.64 ± 0.02 0.69 ± 0.02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for 24 hrs. After 24 hrs,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4. Effect of HemoHIM pretreatment on IL-2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L-2(pg/㎖)

HemoHIM(㎍/㎖)

0 1 10 100

0 3268 ± 175

40 855 ± 12 1736 ± 51 2464 ± 27 2049 ± 12

80 348 ± 4 677 ± 37 689 ± 28 1044 ± 81

120 164 ± 5 209 ± 0 184 ± 3 904 ± 27

160 127 ± 3 124 ± 3 105 ± 2 680 ± 39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for 24h. After 24h,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힏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h.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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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HemoHIM pretreatment on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FN-γ(ng/㎖)

HemoHIM(㎍/㎖)

0 1 10 100

0 149.5 ± 6.6

40 39.3 ± 0.2 41.3 ± 0.5 20.5 ± 1.7 61.4 ± 0.0

80 14.9 ± 0.9 20.4 ± 1.0 13.8 ± 0.2 39.8 ± 0.2

120 4.3 ± 0.2 4.4 ± 0.0 4.0 ± 0.1 18.6 ± 1.2

160 3.7 ± 0.0 3.2 ± 0.1 2.3 ± 0.0 11.8 ± 1.0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for 24 hrs. After 24 hrs,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h.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6. Effect of HemoTONIC pretreatment on the growth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Growth(O.D. at 490nm)

HemoTONIC(㎍/㎖)

0 1 10 100

0 1.24 ±0.06

40 0.90 ±0.05 0.96 ±0.04 0.98 ±0.03 1.04 ±0.07

80 0.87 ±0.08 0.84 ±0.01 0.86 ±0.01 0.87 ±0.05

120 0.76 ±0.07 0.83 ±0.07 0.88 ±0.05 0.98 ±0.01

160 0.68 ±0.04 0.78 ±0.00 0.78 ±0.00 0.90 ±0.02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for 24 hrs. After 24 hrs,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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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HemoTONIC pretreatment on IL-2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L-2(pg/㎖)

HemoTONIC(㎍/㎖)

0 1 10 100

0 7122 ± 121.2

40 2115 ± 72.7 3045 ± 84.8 1616 ± 33.3 3752 ± 12.1

80 532 ± 4.0 885 ± 1.0 363 ± 4.0 1325 ± 7.1

120 78 ± 2.0 129 ± 2.0 88 ± 1.0 418 ± 4.0

160 48 ± 1.0 41 ± 1.0 41 ± 1.0 105 ± 6.1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for 24 hrs. After 24 hrs,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8. Effect of HemoTONIC pretreatment on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FN-γ(ng/㎖)

HemoTONIC(㎍/㎖)

0 1 10 100

0 1215 ± 212.1

40 625 ± 70.7 610 ± 56.5 427 ± 24.7 687 ± 45.9

80 251 ± 1.1 282 ± 16.9 229 ± 16.9 482 ± 20.1

120 79 ± 1.0 117 ± 6.3 66 ± 2.8 247 ± 1.0

160 31 ± 3.1 53 ± 4.5 39 ± 3.2 112 ± 40.1

Day 5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for 24 hrs. After 24 hrs,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ce UVB radiation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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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HemoHIM posttreatment on the growth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O.D. at 490nm

HemoHIM(㎍/㎖)

0 1 10 100

0 1.02 ± 0.04

40 0.82 ± 0.02 0.68 ± 0.02 0.69 ± 0.02 0.62 ± 0.04

80 0.64 ± 0.00 0.63 ± 0.00 0.63 ± 0.03 0.52 ± 0.03

120 0.63 ± 0.03 0.65 ± 0.01 0.65 ± 0.01 0.52 ± 0.01

160 0.60 ± 0.00 0.67 ± 0.02 0.65 ± 0.05 0.52 ± 0.01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 irradiated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10. Effect of HemoHIM posttreatment on IL-2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L-2(pg/㎖)

HemoHIM(㎍/㎖)

0 1 10 100

0 5405 ± 212

40 4660 ± 35 5018 ± 70.0 5751 ± 188 6526 ± 12.1

80 2785 ± 94 2185 ± 0.0 2326 ± 35 2385 ± 47.0

120 1287 ± 33 1356 ± 3.8 1647 ± 67 1869 ± 10.1

160 840 ± 131 798 ± 4.0 807 ± 33 1056 ± 12.3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 irradiated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24 h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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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 of HemoHIM posttreatment on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FN-γ(ng/㎖)

HemoHIM(㎍/㎖)

0 1 10 100

0 378.2 ± 15.5

40 399.2 ± 7.0 346.2 ± 5.6 398.2 ± 11.3 354.2 ± 0.0

80 237.2 ± 2.5 246.9 ± 2.1 265.2 ± 26.3 237.9 ± 4.6

120 124.2 ± 10.0 133.6 ± 5.3 132.1 ± 10.6 126.9 ± 3.1

160 68.0 ± 2.1 60.0 ± 0.3 67.1 ± 1.9 77.3 ± 6.0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 irradiated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HIM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24 h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12. Effect of HemoTONIC posttreatment on the growth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O.D. at 490nm

HemoTONIC(㎍/㎖)

0 1 10 100

0 1.05 ± 0.05

40 0.89 ± 0.03 0.94 ± 0.01 0.92 ± 0.00 0.89 ± 0.00

80 0.67 ± 0.01 0.74 ± 0.01 0.78 ± 0.02 0.66 ± 0.06

120 0.48 ± 0.05 0.58 ± 0.01 0.59 ± 0.02 0.50 ± 0.05

160 0.41 ± 0.00 0.40 ± 0.01 0.42 ± 0.00 0.39 ± 0.05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 irradiated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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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 of HemoTONIC posttreatment on IL-2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L-2(pg/㎖)

HemoTONIC(㎍/㎖)

0 1 10 100

0 15382 ± 60.6

40 3197 ± 20.2 3647 ± 12.1 4342 ± 9.1 4094 ± 57.6

80 1152 ± 6.1 1140 ± 11.1 1464 ± 46.4 1116 ± 1.0

120 103 ± 9.1 132 ± 2.0 235 ± 2.0 242 ± 2.0

160 52 ± 8.1 54 ± 2.0 84 ± 1.0 87 ± 5.1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 irradiated 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24 h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14. Effect of HemoTONIC posttreatment on IFN-γ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UVB radiation

(mJ/㎠)

IFN-γ(ng/㎖)

HemoTONIC(㎍/㎖)

0 1 10 100

0 629.3 ± 70.7

40 320.3 ± 3.5 298.8 ± 0.0 375.8 ± 2.8 343.8 ± 9.9

80 128.9 ± 0.9 110.4 ± 2.6 127.6 ± 4.2 130.1 ± 2.6

120 23.0 ± 1.1 28.6 ± 1.1 37.8 ± 0.8 38.5 ± 0.7

160 7.1 ± 0.7 7.8 ± 1.2 11.7 ± 1.1 11.3 ± 0.6

Day 6 DC were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single UVB radiation. UVB-DC were 
stimulated with 1～100㎍/㎖ HemoTONIC and then cultured with OVA for 24 hrs. Day 7 DC 
were cocultured OVA-specific T cell clone for 24 h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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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ffect of DNCB concentr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DNCB concentration(%)

0.25 0.5 1 3 7

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0 0.073 ±0.01 0.254 ±0.00 0.219 ±0.02 0.334 ±0.01 0.313 ±0.04

30 0.150 ±0.03 0.514 ±0.02 0.369 ±0.01 0.464 ±0.01 0.437 ±0.00

100 0.226 ±0.01 0.805 ±0.01 0.579 ±0.03 0.662 ±0.01 0.601 ±0.02

300 0.176 ±0.01 0.866 ±0.02 0.620 ±0.03 0.725 ±0.04 0.652 ±0.02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DNCB. Five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16. Effect of DNCB concentr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CB

(%)

IL-2(pg/㎖)

0 DNBS(100㎍/㎖)

0.25 16.7 ± 1.2 90.7 ± 5.4

0.5 18.7 ± 1.2 187.7 ± 1.8

1 62.7 ± 2.3 176.7 ± 1.5

3 62.7 ± 2.4 218.7 ± 2.0

7 90.7 ± 3.5 163.7 ± 1.3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DNCB. Five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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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ffect of DNCB concentr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CB

(%)

IFN-γ(pg/㎖)

0 DNBS(100㎍/㎖)

0.25 45.3 ± 35.4  45.3 ± 2.4

0.5 43.7 ± 23.6  50.3 ± 14.1

1 35.3 ± 25.9  83.7 ± 4.7

3 48.7 ± 25.9 115.3 ± 11.8

7 32.0 ± 16.5 248.7 ± 16.5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DNCB. Five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
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18. Growth of lymph node cells after 0.5% DNCB sensitization

DNBS

(㎍/㎖)

after 0.5% DNCB sensitization(day)

4 5 6

 0 0.000 ± 0.00 0.000 ± 0.00 0.000 ± 0.00

10 0.279 ± 0.00 0.143 ± 0.01 0.069 ± 0.01

30 0.372 ± 0.05 0.230 ± 0.00 0.110 ± 0.03

100 0.513 ± 0.03 0.442 ± 0.00 0.228 ± 0.00

300 0.520 ± 0.02 0.370 ± 0.01 0.141 ± 0.01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0.5% DNCB. After 
sensitization for 4～6 days,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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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S

(㎍/㎖)

after 0.5% DNCB sensitization(day)

4 5 6

0  12.14±5.05  20.71± 3.03  10.00±0.00

10  60.00±2.02  41.43± 2.02  19.63±6.19

30  90.00±2.02  58.57± 8.08  45.25±1.77

100 121.43±2.02 115.00± 1.01 107.13±6.16

300 217.86±5.05 245.71±14.14 252.75±5.30

Table 19.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after 0.5% DNCB sensitization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0.5% DNCB. After 
sensitization for 4～6 days,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0.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after 0.5% DNCB 

sensitization

DNBS

(㎍/㎖)

after 0.5% DNCB sensitization(day)

4 5 6

0  40.40±21.21 23.00±3.54 17.50±10.61

10  85.00±0.00 10.00±0.00 12.50±3.54

30 185.00±7.07 10.00±0.00 47.50±3.54

100 412.50±3.54 12.17±21.21 42.50±17.68

300 690.00±21.21 18.83±4.71 47.50±17.68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0.5% DNCB. After 
sensitization for 4～6 days,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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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uppressed effect of UVB radi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UVB(mJ/㎠)

(㎍/㎖) 0 100 300 1000

10 0.134± 0.009 0.100± 0.009 0.007± 0.012 0.005±0.002

30 0.228± 0.001 0.131± 0.001 0.144± 0.001 0.000±0.000

100 0.355± 0.002 0.293±0.006 0.209±0.006 0.008±0.036

300 0.155±0.008 0.171± 0.004 0.155±0.013 0.000±0.016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Four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2. Suppressed effect of UVB radi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UVB(mJ/㎠ )

0 100 300 1000

0 8.25± 1.77 5.75±0.00 0.00±3.54 0.00±0.88

10 59.50±1.77 37.63±4.42 10.13±0.88 0.00±2.65

30 132.63±0.88 61.38±2.65 18.25±0.00 0.00±0.88

100 170.75±1.77 110.75±3.54 56.38±0.88 18.25±10.61

300 264.50±10.61 190.75±1.77 93.25±1.77 20.13±2.65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Four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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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Suppressed effect of UVB radi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UVB(mJ/㎠ )

0 100 300 1000

0 57.00±7.07 39.50±10.61 54.50±17.88 49.50±3.54

10 39.50±24.75 59.50±3.54 29.50±3.54 54.50±10.61

30 169.50±3.54 107.00±7.07 34.50±3.54 64.50±10.61

100 219.50±10.61 157.00±7.07 114.50±3.54 47.00±0.00

300 347.00±7.07 199.50±10.61 109.50±3.54 49.50±10.61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different doses of a single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Four days after sensitiz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4.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0 0.241±0.005 0.232±0.014 0.335±0.035

30 0.305±0.003 0.273±0.005 0.406±0.043

100 0.436±0.017 0.379±0.011 0.520±0.026

300 0.337±0.029 0.256±0.020 0.430±0.029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HIM.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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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4.89±1.57 2.67±1.57 8.22±4.71

10 39.33±1.57 18.22±0.00 34.33±0.79

30 55.44±0.79 31.56±0.00 63.78±0.00

100 101.56±3.14 49.89±0.79 92.67±1.57

300 164.89±1.57 82.67±1.57 206.00±6.29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HIM.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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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27.67±4.71 <10 <10

10 81.00±4.71 17.67±0.00 24.33±9.43

30 109.33±2.36 9.33±2.36 281.00±0.00

100 254.33±14.14 56.00±7.07 467.67±0.00

300 299.33±7.07 52.67±7.07 102.67±2.36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HIM.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7.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0.000±0.000 0.00±0.00 0.00±0.00

10 0.243±0.064 0.181±0.060 0.321±0.007

30 0.459±0.087 0.280±0.043 0.462±0.002

100 0.661±0.049 0.491±0.002 0.703±0.005

300 0.719±0.041 0.354±0.035 0.670±0.062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TONIC.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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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4.17±9.43 0.00±0.00 0.00±4.12

10 26.67±1.18 15.83±1.18 15.00±1.11

30 53.33±1.18 20.83±1.18 26.67±0.00

100 141.25±1.77 62.08±1.77 74.58±6.48

300 270.42±14.73 107.08±1.77 126.25±0.59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TONIC.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29.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48.33±18.86 16.67±14.14 41.67±0.00

10 38.33±0.00 31.67±4.71 256.67±16.5

30 130.00±2.36 91.67±0.00 685.00±18.86

100 295.00±4.71 165.00±4.71 1106.67±2.36

300 320.00±16.5 151.67±4.71 1908.33±4.71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intraperitoneally 24 hours 
before and 30 min after irradiation with 1㎎ of HemoHIM.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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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oral administr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0 0.114±0.007 0.075±0.004 0.165±0.033

30 0.169±0.001 0.071±0.001 0.336±0.003

100 0.247±0.014 0.088±0.009 0.460±0.000

300 0.120±0.007 0.049±0.003 0.436±0.024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HIM-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31.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oral administr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11.86±2.02 6.14±4.04 44.00±1.01

10 101.86±0.00 70.43±2.02 95.43±13.13

30 139.71±5.05 110.43±2.02 157.57±4.04

100 251.14±1.01 156.86±5.05 294.00±1.01

300 321.86±4.04 194.00±1.01 591.14±7.07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HIM-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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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oral administr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 HemoHIM

0 20.00±14.14 0.00±0.00 105.00±7.07

10 145.00±7.07 0.00±14.14 275.00±35.35

30 285.00±7.07 15.00±21.21 685.00±332.34

100 800.00±28.28 95.00±148.49 1970.00±70.71

300 1005.00±21.21 35.00±7.07 2490.00±56.56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HIM-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33.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oral administration on the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0 0.200±0.029 0.089±0.003 0.151±0.006

30 0.260±0.013 0.169±0.001 0.218±0.026

100 0.360±0.009 0.266±0.004 0.303±0.048

300 0.374±0.012 0.209±0.026 0.362±0.083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TONIC-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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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oral administration on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0.00±1.41 0.00±1.88 0.00±3.29

10 15.67±2.35 0.00±0.47 10.67±1.88

30 26.00±1.88 6.00±1.88 30.00±3.77

100 71.00±1.41 30.00±3.77 65.33±0.00

300 139.33±5.65 71.33±5.65 122.00±2.82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TONIC-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35.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oral administration on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 HemoTONIC

0 0.00±11.78 0.00±2.35 2.00±7.07

10 114.67±4.71 0.00±0.00 26.33±40.06

30 501.33±4.71 0.00±11.78 151.33±47.14

100 1721.33±160.27 834.67±4.71 1658.00±56.56

300 2514.67±18.85 1613.00±82.49 2094.67±122.56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Mice were fed a HemoTONIC-containing drinking water during 
3 weeks before radiation.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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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Protective effect of HemoHIM-cream base on the suppressed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HemoHIM

cream0.075%

UVB 300

+HemoHIM

cream 0.2%

UVB300

+HemoHIM

cream 0.6%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 0.01±0.05 0.08±0.00 0.10±0.04 0.08±0.01 0.12±0.03

30 0.22±0.03 0.17±0.01 0.21±0.01 0.17±0.02 0.20±0.03

100 0.29±0.06 0.24±0.02 0.21±0.00 0.21±0.00 0.26±0.01

300 0.18±0.06 0.13±0.02 0.06±0.00 0.08±0.00 0.13±0.00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HIM-cream. HemoHIM-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37. Protective effect of HemoHIM-cream base on the suppressed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HemoHIM

cream0.075%

UVB 300

+HemoHIM

cream 0.2%

UVB 300

+HemoHIM

cream 0.6%

0 <10 <10 <10 <10 <10

10 25.33±0.05 <10 <10 <10 <10

30 77.00±8.95 31.66±0.47 27.33±0.94 12.00±1.88 28.66±0.00

100 277.00±8.95 122.00±4.71 89.33±1.88 69.00±4.24 128.00±3.77

300 535.00±1.41 216.33±3.29 173.66±1.41 188.33±4.24 355.66±13.67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HIM-cream. HemoHIM-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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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Protective effect of HemoHIM-cream base on the suppressed IFN-

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HemoHIM

cream0.075%

UVB 300

+HemoHIM

cream 0.2%

UVB 300

+HemoHIM

cream 0.6%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7.67±4.71 16.00±2.36

30 117.67±0.00 <10 26.00±7.07 167.67±14.14 144.33±18.86

100 561.00±18.86 84.33±9.43 72.67±2.36 502.67±7.07 539.33±35.36

300 654.33±9.43 217.67±14.14 81.00±9.43 639.33±7.07 919.33±77.78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HIM-cream. HemoHIM-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39.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cream base on the suppressed 

growth of lymph node cells

DNBS

(㎍/㎖)

Growth(O.D. at 490nm)

0 UVB 300

UVB 300

+HemoTONIC

cream 0.075%

UVB 300

+HemoTONIC

cream 0.2%

UVB 300

+HemoTONIC

cream 0.6%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 0.11±0.03 0.11±0.02 0.19±0.01 0.16±0.02 0.06±0.08

30 0.22±0.04 0.16±0.08 0.29±0.01 0.28±0.04 0.16±0.06

100 0.40±0.05 0.35±0.01 0.45±0.04 0.42±0.02 0.29±0.10

300 0.38±0.06 0.42±0.04 0.56±0.05 0.47±0.01 0.26±0.05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TONIC-cream. HemoTONIC-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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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cream base on the suppressed 

IL-2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L-2(pg/ml)

0 UVB 300

UVB 300

+HemoTONIC

cream0.075%

UVB 300

+HemoTONIC

cream 0.2%

UVB 300

+HemoTONIC

cream 0.6%

0 <10 <10 <10 35.00±28.28 60.00±7.07

10 55.00±14.14 30.00±21.21 25.00±14.14 130.00±7.07 110.00±7.07

30 125.00±0.00 55.00±0.00 65.00±0.00 175.00±14.14 150.00±7.07

100 270.00±49.5 95.00±0.00 195.00±14.14 250.00±35.36 175.00±0.00

300
700.00±21.2

1

255.00±14.1

4
495.00±0.00 435.00±14.14 365.00±28.28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TONIC-cream. HemoTONIC-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L-2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Table 41.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cream base on the suppressed 

IFN-γ production of lymph node cells

DNBS

(㎍/㎖)

IFN-γ(pg/ml)

0 UVB 300

UVB 300

+HemoTONIC

cream 0.075%

UVB 300

+HemoTONIC

cream 0.2%

UVB 300

+HemoTONIC

cream 0.6%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33±2.36 17.00±0.00

30 <10 <10 62.00±2.36 40.33±9.43 17.00±4.71

100 67.00±4.71 <10 147.00±4.71 152.00±7.07 100.33±4.71

300
117.00±4.1

7
65.33±2.36 470.33±23.57 367.00±18.86 522.00±40.07

The shaved abdominal skin of C57BL/6 mice was exposed to a single 300mJ/㎠ of UVB 
radiation or sham-radiation. The irradiated skin was treated 24h and 15min before 
irradiation with 0.1g of HemoTONIC-cream. HemoTONIC-cream and cream base alone by 
gentle spreading with a swab. Four days after radi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n 
isolated with lymph nodes. Lymph node cells were stimulated with DNBS and then cultured 
for 24 hours. IFN-γ levels in th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s.



- 55 -

3. 제 3 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변화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질 이중층의 외막과 내막은 

인지질의 조성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외막은  phosphatidylcholine과 

sphingomyelin이 주성분인데 비해, 내막은 phosphatidylserine과 

phosphatidylinositol, phosphatidylethanolamine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에 

UVB를 조사하게 되면 세포계획사(apoptosis)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세포의 죽음은 

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포계획사(apoptosis)의 형태적 변화 중에서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것은 세포막이 손상되어 내막에만 존재하는 

phosphatidylserine 등이 세포 외막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UVB를 조사한 

수지상세포의 초기 세포계획사(early-apoptosis)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hosphatidylserine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인 AnnexinV-FITC로 

염색하여 유세포분석기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무처리 대조군의 경우 초기 

세포계획사(early-apoptosis)는 12.1%, 후기 세포계획사(lately-apoptosis)는 

6.2%로 나타난 반면에 UVB를 조사한 실험군 에서는 초기 

세포계획사(early-apoptosis)는 19.6%, 후기 세포계획사(lately- 

apoptosis)25.7%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으로 UVB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세포막이 

손상되어 내막의 phosphatidylserine이 외막으로 노출되는 세포계획사 

(apoptosis)가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Table 1). 그러나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한 수지상세포에 UVB를 조사했을 경우 초기 

세포계획사(early-apoptosis)와 후기 세포계획사(lately-apoptosis)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특히 HemoHIM의 경우 농도 100㎍/㎖로 처리했을 

때, 각각 18.7%와 20.2%로 감소하였고, HemoTONIC 또한 농도 10㎍/㎖과 

100㎍/㎖에서 초기 세포계획사early-aooptosis)와 후기 세포계획사(lately 

-apoptosis)의 비율이 각각 17.1%와 21.8%, 16.0와 20.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상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은 자외선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손상을 방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단백질의 변화

  면역세포들이 세포표면에 가지고 있는 표면 단백질, 즉 표현형 marker를 

일반적으로 분화집단(Cluster of Differentiation, CD)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CD 분자들 중에는 세포의 집단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며, 

CD 분자들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세포의 계통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용한 수지상세포는 세포표면 단백질로서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MHC class Ⅱ분자를 다량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이 때 T세포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CD80, CD86과 같은 공동자극분자 (co-stim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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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는 물론, 부착분자(adhesion molecule)인 CD11c를 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자극분자와 부착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CD40을 

발현하고 있어 수지상세포에 의한 T세포의 면역 활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UVB를 조사했을 때 발현되는 세포표면 단백질의 발현 억제 정도와 이 때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했을 때 발현 억제 정도가 감소하는지를 

비교․관찰하였다(Fig. 2). 그 결과, HemoHIM을 처리했을 때 CD11c와 CD86은 

모든 농도에서 UVB를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발현 억제가 감소하였고, 특히 농도 

100㎍/㎖에서 CD11c 16.2%, CD86 39.8%로 UVB 만을 조사한 12.4%와 

2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2). CD40과 CD86 또한, UVB 만을 조사한 

대조군인 4.4%와 28.1%에 비해 농도 100㎍/㎖에서 각각 8.0%, 35.5%로 UVB에 

의한 억제 정도가 감소하였다. HemoTONIC을 처리했을 때 CD11c는 UVB 만 

조사한 대조군 10.8%에 비해, 농도 1㎍/㎖과 10㎍/㎖으로 처리한 후 UVB를 

조사한 실험군은 각각 13.1%, 12.1%로 그 억제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CD86은 농도 100㎍/㎖에서 UVB 만을 조사한 34.0%에 비해 37.0%로 

증가하였다. 또한 CD80은 모든 농도에서 UVB를 조사한 대조군 28.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도 100㎍/㎖에서 39.4%로 10%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이상의 결과 MHC class Ⅱ분자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오히려 발현 정도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했을 때는 발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D11c, CD40, CD80, CD86 등은 자외선 조사에 의해 발현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했을 때는 발현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차 변화

  UVB와 같은 자극에 의해 세포에 손상이 생기면, 미토콘드리아 막은 

탈분극(depolarization)되어 세포게획사(apoptosis)를 유도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막의 탈분극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pro-apoptotic 인자인 

cytochrome c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방출된 cytochrome c는 

세포게획사(apoptosis) 활성 인자 Apaf-1과 결합하여 apoptosis를 유발한다. 

이러한 미토콘리아의 변화를 cationic dye인 JC-1으로 관찰하였는데, JC-1은 

미토콘드리아의 막 투과성이 높을 경우 red fluorescence(590nm)에서 

나타나지만, 막 투과성이 낮을 경우 green fluorescence(525nm)에서 관찰된다. 

즉, 자극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의 막의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막 투과성이 

낮아지게 되면 red/green fluorescence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Fig. 3).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막 투과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대조군의 경우 green fluorescence가 9.1%로 나타난 반면 UVB 만을 조사한 

대조군의 경우 18.8%로 증가하였다(Fig. 4). 또한 HemoHIM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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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서는 각 농도 1㎍/㎖, 10㎍/㎖, 100㎍/㎖에서 15.5%, 16.6%, 16.9%로 

green fluorescence가 감소하였다. 즉, 무처리 대조군과 UVB를 조사한 대조군의 

차이를 100%로 봤을 때, HemoHIM을 처리한 실험군의 경우 각 농도에 대해 

34.0%, 22.6%, 19.6%로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 변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emoTONIC의 경우 각 농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막 투과성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HemoHIM은 자외선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차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SubG1 population

  세포의 세포주기 중 subG1은 세포내 DNA함량이 세포 휴지기인 G1보다 적은 

상태를 나타내며 세포계획사(apoptosis)에 의해 죽은 세포를 가리킨다. 따라서 

세포계획사(apoptosis)로 죽은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DNA를 PI로 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여 각 세포주기의 세포수를 측정하였다(Fig. 5). 그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수지상세포에 UVB를 3, 10, 30, 100mJ/cm2로 조사한 

대조군은 세포계획사(apoptosis)로 죽은 세포를 나타내는 subG1이 각각 무처리 

대조군 19.8%에 비해 28.1%, 42.3%, 43.6%, 45.0%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Table 4). 또한 같은 UVB 선량을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한 후 조사했을 때, UVB에 의해 유도되는 subG1의 세포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1, 10, 100㎍/㎖로 HemoHIM을 처리한 실험군의 경우 UVB 

3mJ/cm2를 조사했을 때 22.6%, 22.1%, 23.9%로 subG1 세포수가 감소하였고, 

10mJ/cm2로 조사한 경우는 36.4%, 36.6%, 38.6%로 감소하였다. 또한 

HemoHIM과 마찬가지로 1, 10, 100㎍/㎖로 HemoTONIC을 처리한 실험군은 

UVB 3mJ/cm2를 조사했을 때 17.4%, 21.9%, 21.0%로 subG1 세포수가 

감소하였고, 10mJ/cm2로 조사한 실험군은 34.1%, 35.7%, 36.8%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으로 발생하는 subG1 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DNA 손상을 

방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핵 응축(Nucleus condensation)

  세포가 세포계획사(apoptosis)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등이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선 핵 내의 염색체가 응집하여 세포전체가 

위축하면서 단편화하여 apoptotic body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염색체를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Hoechst33342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UVB에 의해 세포계획사(apoptosis)가 유도된 실험군은 정상적인 세포의 

형태를 보이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대부분의 세포가 apoptotic body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6). 반면에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한 후 UVB를 

조사한 실험군은 UVB 만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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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자외선에 의한 염색체 응축 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염색체 손상을 

방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 DNA ladder formation

  세포계획사(apoptosis)로 죽어가는 세포 내에서는 DNA의 단편화, 즉 DNA 

단위체인 뉴쿨레오좀 사이의 DNA가 endonuclease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절단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때 DNA를 추출하여 전기영동을 하게 되면 약 

200염기쌍(base pair) 간격으로 DNA 절편이 나타나 사다리모양의 패턴이 

나타낸다. 즉 자외선에 의한 endonuclease 활성을 DNA 절편 형성 유무로 알 수 

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UVB 만을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에 DNA가 200염기쌍 단위로 잘려 형성된 laddering이 확연히 

증가하는데 반해, UVB 만을 조사한 실험군에 비해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한 후 UVB를 조사했을 때 형성되는 DNA laddering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이상의 결과로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였을 때 

자외선에 의한 endonuclease 활성의 증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DNA 절편 

현상을 방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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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

UVB

(mJ/cm2)

Early apoptosis 

(%)

Lately apoptosis 

(%)

Control 0
- 12.1 6.2

30 19.6 25.7

HemoHIM

1

30

18.0 25.8

10 20.8 27.3

100 18.7 20.2

HemoTONIC

1

30

19.5 24.2

10 17.1 21.8

100 16.0 20.3

Contro UVB

HemoHIM+UV HemoTONIC+

Fig. 1.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cell 

membrane changes

Table 1.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cell 

membran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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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

UVB

(mJ/cm2)
CD11c MHCⅡ CD40 CD80 CD86

0
- 20.6 62.0 16.0 51.9 42.1

30 12.4 76.3 4.4 28.1 26.1

HemoHIM

1

30

14.0 78.7 5.2 29.9 32.8

10 16.1 77.8 5.3 29.6 31.3

100 16.2 75.9 8.0 35.5 39.8

Concentrations

(㎍/㎖)

UVB

(mJ/cm2)
CD11c MHCⅡ CD40 CD80 CD86

0
- 15.1 60.3 10.6 50.2 40.3

30 10.8 76.1 7.7 28.5 34.0

HemoTONIC

1

30

13.1 79.0 7.4 32.4 32.9

10 12.1 76.2 7.5 30.9 33.3

100 7.8 78.0 8.0 39.4 37.0

Control UVB HemoHIM+UVBControl

Control UVB HemoTONIC+UV

Fig. 2.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suppressed cell 

surface markers

Table 2. Protective effect of HemoHIM on UVB-suppressed cell surface 

markers

Table 3. Protective effect of HemoTONIC on UVB-suppressed 

          cell surface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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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

12

18

24

0 0 1 10 100 1 10 100

 + HemoHIM HemoTONIC

 30mJ/cm2  + 30mJ/cm2

㎍/ml

%

Control UVB

HemoHIM+U HemoTONIC+

Fig. 3.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Fig. 4.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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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

UVB(mJ/cm2)

- 3 10 30 100

0 19.8 28.1 42.3 43.6 45.0

HemoHIM

1 19.7 22.6 36.4 40.2 44.2

10 21.9 22.1 36.6 40.2 45.8

100 23.5 23.9 38.6 43.0 46.5

HemoTONIC

1 18.4 17.4 34.1 38.3 43.5

10 18.9 21.9 35.7 41.6 41.3

100 20.6 21.0 36.8 40.8 43.9

Control UVB

HemoHIM+ HemoTONIC+

Fig. 5.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subG1 

population

Table 4.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subG1 population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herbal plant extracts for 24 hours, and then incubated for 6 
hour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emoHIM and HemoTONIC. Apoptotic cells stained 
with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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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UVB

HemoHIM
+ UVB

HemoTONIC
+ UVB

Control UVB

HemoHIM
+ UVB

HemoTONIC
+ UVB

Fig. 6.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nucleus condensation.

S -

HemoHIM(㎍/㎖)

1        10       100

HemoTONIC(㎍/㎖)

1         10        100
UVB 

(30mJ/cm2)

UVB + UVB +

S -

HemoHIM(㎍/㎖)

1        10       100

HemoTONIC(㎍/㎖)

1         10        100
UVB 

(30mJ/cm2)

UVB + UVB +

S -

HemoHIM(㎍/㎖)

1        10       100

HemoTONIC(㎍/㎖)

1         10        100
UVB 

(30mJ/cm2)

UVB + UVB +

Fig. 7. Protective effect of HemoHIM/HemoTONIC on UVB-induced DNA 

ladder formation.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ours after UVB(30mJ/cm2) 

irradiation and experimental procedures performed as outlined in Material 

and Methods. An ethidium bromide stained agarose gel shows DNA 

laddering pattern in cells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emoHIM and Hemo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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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히스타민 측정

  히스타민은 항체와 결합한 비만세포가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무해한 항원에 노출되

었을 때 분비되는 것으로 히스타민의 분비가 많을수록 알레르기 반응의 강도가 심해진

다. 따라서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에 HemoHIM과 HemoTONIC을 처리하여 알

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억제 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HemoHIM 0.1, 1, 10 μg/ml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25%, 38%, 12% 정도의 히스타민 분비 억제율이 관찰되었으며(Fig. 1, Table 1), 

HemoTONIC 0.1 μg/ml과 10, 100 μg/ml에서도 각각 25%, 9%, 24% 정도의 억제

율을 확인하였다(Fig. 2, Table 2).

나. 사이토카인 측정

  알레르기 반응에서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은 물론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HemoHIM과 HemoTONIC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TNF-α의 경우, 대조군 789 pg/ml에 비해 HemoHIM을 0.1, 1, 10, 100 μ

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각각 375, 447, 347, 378 pg/ml이 분비되었으며(Fig. 

3, Table 3), HemoTONIC 또한 HemoHIM과 마찬가지로 각 농도에서 308, 272, 

356, 395 pg/ml이 분비되는 것으로 보아 효과적으로  TNF-α의 분비가 억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Table 4). 조혈세포성장자극인자인 GM-CSF 또한, 

HemoHIM(Fig. 3, Table 3)과 HemoTONIC(Fig. 4, Table 4)을 처리하였을 때 대

조군 2.9 ng/ml에 비하여 각 농도에서 평균 1.6에서 1.7 ng/ml이 분비되는 것으로 보

아 유의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IL-6의 경우, 대조군 1830 pg/ml과 

비교하였을 때 HemoHIM의 각 농도에서 1080, 1230, 1061, 1155 pg/ml이(Fig. 3, 

Table 3), HemoTONIC에서는 각각 1323, 1286, 1173, 1267 pg/ml의 IL-6가 분

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Table 4). 하지만 염증성 케모카인인 IL-8은 

HemoHIM 100 μg/ml(Fig. 3, Table 3)과 HemoTONIC 0.1, 1, 100 μg/ml에서만 

각각 7.0 ng/ml과 7.7, 8.1, 8.1 ng/ml으로 대조군 8.8 ng/ml에 비해 억제되었음을 확

인하였다(Fig. 4, Table 4).

  이상의 결과는 생약복합조성물인 HemoHIM과 HemoTONIC이 알레르기 반응 시, 

비만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량 분석

  시료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가 mRNA 단계에서 억제되는 것인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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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RT-PCR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HemoHIM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TNF-α, GM-CSF, IL-6, IL-8의 분

비가 mRNA 상에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Table 5). HemoTONIC 또한 

모든 농도에서 TNF-α와 IL-6, IL-8의 mRNA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으며, GM-CSF에서는 농도 100 μg/ml에서만 유의적인 발현 감소가 나타났다

(Fig. 6, Table 6).

라. 비만세포 특이 유전자의 mRNA 발현량 분석

생약복합조성물인 HemoHIM과 HemoTONIC이 비만세포의 분화․증식을 유도하는 유

전자인 c-Kit와 Tryptase,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에 중요한 FcεRⅠ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유전자의 mRNA 발현량을 RT-PCR법으로 확

인하였다.

  그 결과 HemoHIM(Fig. 7, Table 7)과 HemoTONIC(Fig. 8, Table 8)의 모든 농

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유전자 발현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두 시료 

모두 실험에 사용한 가장 높은 농도인 100 μg/ml에서 가장 효과적인 억제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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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Compound48/80 Histamine, ng/ml

HemoHIM

0
(-) 7.42 ± 0.91

(+) 26.49 ± 0.55

0.1

(+)

21.71 ± 1.55

1 19.20 ± 0.78

10 24.10 ± 0.16

100 31.30 ± 0.11

0

7

14

21

28

35

(-) (+) 0.1 1 10 100

H
is

ta
m

in
e
, 

n
g

/
m

l

HemoHIM, ug/ml

Fig. 1. Effects of HemoHIM on histamine release in HMC-1 cells. HMC-1 

cells(3×106cells) were cultur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30min, and 

than stimulated with compound 48/80(300 μg/ml) for 20min at 37℃. After 

stimulation, the histamine contents were quantified using an automated 

fluorometric method.

Table 1. Effects of HemoHIM on histamine release in HMC-1 cells

HMC-1 cells(3×106cells) were cultur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30min, and than 
stimulated with compound 48/80(300 μg/ml) for 20min at 37℃. After stimulation, the histamine 
contents were quantified using an automated fluorometric method.



- 67 -

Concentrations, 

ug/ml
Compound48/80 Histamine, ng/ml

HemoTONIC

0
(-) 7.42 ± 0.91

(+) 26.49 ± 0.55

0.1

(+)

21.54 ± 2.19

1 27.57 ± 6.51

10 24.66 ± 1.97

100 21.73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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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HemoTONIC on histamine release in HMC-1 cells. HMC-1 

cells(3×106cells) were cultur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30min, and 

than stimulated with compound 48/80(300 μg/ml) for 20min at 37℃. After 

stimulation, the histamine contents were quantified using an automated 

fluorometric method.

Table 2. Effects of HemoTONIC on histamine release in HMC-1 cells

HMC-1 cells(3×106cells) were cultur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30min, and than 
stimulated with compound 48/80(300 μg/ml) for 20min at 37℃. After stimulation, the histamine 
contents were quantified using an automated fluoro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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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HemoHIM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secretion in 

HMC-1 cells. Cells(5×105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prior to PMA(25 ng/ml) and A23187(1 μM) stimulation and incubated 

additional 24h. Cytokines, TNF-α(A), GM-CSF(B), IL-6(C) and IL-8(D), 

level in supernatants were measured using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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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

7

Cytokines

TNF-α, pg/ml GM-CSF, ng/ml

HemoHIM

0
(-) <10 <10

(+) 789.44 ± 31.43 2.95 ± 0.41

0.1

(+)

375.56 ± 27.50 1.96 ± 0.07

1 447.78 ±  3.93 2.15 ± 0.02

10 347.78 ± 19.64 1.67 ± 0.02

100 378.33 ± 23.57 1.62 ± 0.05

Concentrations, 

ug/ml

PMA/A2318

7

Cytokines

IL-6, pg/ml IL-8, ng/ml

HemoHIM

0
(-) <10 <10

(+) 1830.00 ± 106.07 8.89 ± 0.21

0.1

(+)

1080.00 ±  53.03 9.32 ± 0.14

1 1230.00 ±  0.00 8.97 ± 0.06

10 1061.25 ±  26.52 8.57 ± 0.00

100 1155.00 ±  53.03 7.27 ± 0.00

Table 3. Effects of HemoHIM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secretion in 

HMC-1 cells

Cells(5×105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prior to PMA(25 ng/ml) 
and A23187(1 μM) stimulation and incubated additional 24h. Cytokines level in supernatants 
were measured using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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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HemoTONIC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secretion 

in HMC-1 cells. Cells(5×105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prior to PMA(25 ng/ml) and A23187(1 μM) stimulation 

and incubated additional 24h. Cytokines, TNF-α(A), GM-CSF(B), IL-6(C) 

and IL-8(D), level in supernatants were measured using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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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

7

Cytokines

IL-6, pg/ml IL-8, ng/ml

HemoTONIC

0
(-) <10 <10

(+) 1830.00 ± 106.07 8.89 ± 0.21

0.1

(+)

1323.75 ±  26.52 7.75 ± 0.05

1 1286.25 ±  26.52 8.46 ± 0.06

10 1173.75 ±  26.52 9.29 ± 0.18

100 1267.50 ± 371.23 8.19 ± 0.00

Concentrations, 

ug/ml

PMA/A2318

7

Cytokines

TNF-α, pg/ml GM-CSF, ng/ml

HemoTONIC

0
(-) <10 <10

(+) 789.44 ± 31.43 2.95 ± 0.41

0.1

(+)

308.89 ± 35.36 1.62 ± 0.02

1 272.78 ±  7.86 1.61 ± 0.07

10 356.11 ±  7.86 1.73 ± 0.00

100 395.00 ±  7.86 1.90 ± 0.02

Table 4. Effects of HemoTONIC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secretion 

in HMC-1 cells

Cells(5×105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prior to PMA(25 
ng/ml) and A23187(1 μM) stimulation and incubated additional 24h. Cytokines level in 
supernatants were measured using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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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

7

Relative Intensity, %

TNF-a GM-CSF IL-6 IL-8

HemoHIM

0

(+)

100 100 100 100

0.1 93.9 90.8 74.4 64.8

1 115.5 52.9 68.5 65.8

10 74.8 37.7 47.4 55.2

100 50.4 42.2 39.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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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HemoHIM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Table 5. Effects of HemoHIM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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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7

Relative Intensity, %

TNF-a GM-CSF IL-6 IL-8

HemoTONIC

0

(+)

100 100 100 100

0.1 60.2 106.1 40.5 48.5

1 70.6 91.0 42.9 69.8

10 42.1 96.1 37.1 61.9

100 14.2 36.5 22.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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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HemoTONIC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Table 6. Effects of HemoTONIC 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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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7

Relative Intensity, %

c-Kit Tryptase FcεRⅠ

HemoHIM

0

(+)

100 100 100

0.1 56.8 52.5 82.4

1 49.7 36.0 63.4

10 66.3 96.4 51.3

100 34.1 129.2 17.4

0 0.1 1 10 100

PMA/A23187

HemoHIM

Tryptase

GAPDH

0

50

100

R
e

la
ti

v
e

In
te

n
s
it

y
(%

)

0 0.1 1 10 100

PMA/A23187

HemoHIM

FcεRⅠ

GAPDH

0

50

100

R
e

la
ti

v
e

In
te

n
s
it

y
(%

)

0 0.1 1 10 100

PMA/A23187

HemoHIM

c-Kit

GAPDH

0

50

100

R
e

la
ti

v
e

In
te

n
s
it

y
(%

)

Fig. 7. Effects of HemoHIM on the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Table 7. Effects of HemoHIM on the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HIM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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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ug/ml
PMA/A23187

Relative Intensity, %

c-Kit Tryptase FcεRⅠ

HemoTON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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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HemoTONIC on the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Table 8. Effects of HemoTONIC on the mRNA expression in HMC-1 cells

Cells(3×106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emoTONIC for 24h and were then 
stimulated with PMA(25 ng/ml) and A23187(1 μM). After an additional 2h of incubation, total 
RNA from cells were carried ou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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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자외선 조사에 대한 HemoHIM과 HemoTONIC의 피부면역계 방호 효과를 증명

하였으며, 접촉성 과민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증명하였으며, 이때 HemoHIM과 

HemoTONIC을 복강, 구강 또는 피부 도말 등의 방법으로 투여하여도 방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emoHIM과 HemoTONIC이 수지상 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지상 세포의 항원전달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증명하여 차기연도 연구기반을 확보함으로서 1차년도 계획의 목표를 충

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자외선 조사에 대한 HemoHIM과 HemoTONIC의 피부면역계 방호 효과를 배양

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관 실험을 이용하여 증명하였으며,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하는 동물 모델 실험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이때 

HemoHIM과 HemoTONIC을 시험관 실험에서 수지상세포에 직접 첨가하거나 복

강, 구강 또는 피부 도말 등의 방법으로 동물 모델에 직접 투여하여도 자외선에 대

한 방호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차기연도 연구기반을 확보함으로서 2차년도 

계획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자외선 조사에 대한 HemoHIM과 HemoTONIC의 피부면역계 방호 효과를 배양

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관 실험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이

때 HemoHIM과 HemoTONIC을 시험관 실험(in vitro)에서 수지상세포에 직접 첨

가하여 자외선에 대한 방호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3차년도 연구개발의 목표

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생약복합 조성물인 HemoHIM과 HemoTONIC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histamine의 분비를 억제하였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IL-8, 

TNF-α, GM-CSF의 분비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만세포의 분화 발

달에 필요한 c-kit, tryptase, FcεRI의 mRNA 발현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여 4차년도 연구개발의 목표를 충분히 달

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연구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자와 함께 이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을 준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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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술적 측면

○ 자외선에 의한 피부 면역계의 손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내 신호전달 과

정을 조사함으로서 피부면역계 기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유용천연자원을 이용한 피부 면역계 방호효과를 가진 고부가 가치성 기능성

제품 개발 기술 향상 기대.

○ 피부 면역계 방호효과를 가진 유용성분을 항바이러스, 항암제 등의 다른 약

리적 작용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로 개발할 가능성 제시.

○ 한방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타 천연 생약재에 대한 개발 가능성 제시.

○ 새로운 피부 면역계 방호효과를 가진 물질의 구조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작

용이 강력한 유도체의 합성 및 구조와 활성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화합

물의 구조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공헌.

○ 1차적으로 자외선조사로 인한 장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제 개발 뿐만 아

니라 향후 화장품에 응용됨으로써 신규 트렌드를 구축.

2. 경제, 산업적 측면

○ 고부가 가치성 기능성제품 개발의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유용한 천연제품의 개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기능성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진에 따른 관련 산업계 활성화 유도.

○ 개발된 유용천연자원의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기대.

3. 활용방안

○ 기능성 원료의 식품의약청 등재 후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여 상품화.

○ 2차적으로 화장품에 응용함으로써 면역기능 개선 신규 화장품 트렌드 형성.

○ 개발될 원료는 생약성분으로 다른 제품에의 응용이 가능.



- 78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최근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제를 천연자원에서 찾고자 하는 시

도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를 비롯하여 미국 국립보건원(NIH), 중국 과학원 약

물연구소, 일본 과학기술청 등 세계 각 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물 및 바다생물에서 새로운 항암물질 등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년 간 수 백억 불

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능성 물질 탐색분야는 21세기의 최대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연구조사비 투자도 천문

학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 대학교, 국립연구소 또는 일반 기업체 

80여 회사 연구소 등이 생명공학산업에 새로이 도전하고 있으며 일부 중견 기업연

구소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여 해외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등 그 시장

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A.D. Little사의 예측에 의하면 1992년 100억

불 규모에서 2000년에는 1,000억불, 2005년에는 3,0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1995년도 미국의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는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고, 일본의 바이오 시장도 1997년 11월말 현재 1조 832억 엔에 이

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95년 2,500억 원

에서 2005년에는 14조 원으로 연평균 3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

히, 과학기술부에서 지난 ‘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중점 

지원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 관련연구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 중의 하나

인 “신기능생물소재(’92-2001)”사업의 경우는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과학기술부 616억 원, 농진청 111억 원, 민간 365억 원 등 총 1,092억 원이 투입

되어 신기능성 생물소재의 대량생산기술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기술수준은 198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추진

해온 관계로 유전자 재조합 등 기초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선진국 대비 

65-75% 수준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의 모방이 가능한 단계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생물엔지니어링기술, 신물질탐색 및 안전성 평가기술은 선진국 대비 

20-30% 극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외국의 경우 단일 화학성분을 중심으로 효능 검색 및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

만, 심각한 독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해 있고, 동양권에서는 기본처방이 천연생약

재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합방이라는 관점에서 전통 생약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독성이 없는 신기능, 고부가가치 조혈증진 식

품을 개발, 실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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