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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 과제 (세부과제 “방사선이용 생

체방어 기능성식품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7.   .

                                     주 연구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 조  성  기

                                     연    구    원 : 정  우  희,  박  혜  란

변  명  우,  김  진  규

이  병  헌,  정  일  윤

최    성,  오      헌

천  의  ,  이  주  상

허  재  호,  김  지  향

우    정,  배  문  형

이  윤  아,  한  설  희

권  형  ,  유  칠  열

김    숙,  정      권

정  희  진,  주  은  진

엄    수

제 1 탁연구기 명 : 남 학교

탁연구책임자 : 김  성  호

제 2 탁연구기 명 : 순천 학교

탁연구책임자 : 이  성  태

제 3 탁연구기 명 : 경기 학교

탁연구책임자 : 유  병  선

제 4 탁연구기 명 : 가톨릭 학교

탁연구책임자 : 김  경  수  

제 5 탁연구기 명 : 경기 학교

탁연구책임자 : 신    순





최종연구보고서 록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단계구분 3 / 3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일반회계)

 세부 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구과제명

 과제명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이용 생체방어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책임자 조 성 기

해당단계

참여연구

원수

총 :41.58 MY

연구비

정부 3,022,850 천원

내부 :15.32 MY 민간 천원

외부 :26.26 MY 계 3,022,85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탁연구 남 (김성호), 순천 (이성태), 경기 (유병선), 경기 (신 순), 가톨릭 (김경수)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07

 1. 연구개발목표  내용
￭방사선 장해 응 복합기능성 식품의 제품화(효능 30% 이상)/효능기작해석/생체방어 임상활용성 제고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가제품 개발/기작규명/효능극 화(효능30%이상)/실증연구/시제품화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 개발  복합  상승 작용을 통한 방어효능 증 기술개발(방어효능 30% 이상)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품원료의 효율  활용/ 생화 기술확보

 2. 연구결과

￭방사선 장해 응 기능성식품의 생체방어 효용성 검증 완료

 - KFDA로부터 HemoHIM의 건강기능식품원료 2등  인증완료(07년 하반기 제품 출시 정)

 - HemoHIM의 방사선방호  타 해요인에 한 생체방호 효용성 검증 완료

￭방사선 만성장해(발암)억제 기능성식품 개발 기반 확보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억제 소재 검색기술  생체효용성 평가기술 확립  유효 소재 발굴

 - 유효 식품소재 조합을 통한 발암억제 복합물 2종 발굴  기작해석/동물효능 평가 완료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 개발  방어효능 증  기반 확보

 - 방사선 방어 천연물 소재로부터 유효 단일물질 6종 분리/동정  효능검증 완료

 - 방사선방어/생체방어 단일물질의 복합에 의한 효능증  검증

￭생약재 7종에 한 방사선조사 생화기술 기 자료 확보(안 성, 성분  효능 안정성 검증)

 3. 기 효과  활용방안

￭헤모힘(HemoHIM)이 KFDA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허가 완료(면역기능개선1호, 신복합물1호)되어 

‘07년 9월 제품출시 정으로 ’10년 이후 연 500억이상 경제 효과 상

￭발암억제 복합물/소재에 한 후속연구과제 수행후 생체퇴행억제/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

￭확보된 방사선방호 천연단일물질은 방사선방호/ 방사선치료부작용경감 물질 개발에 활용

￭기능성식품 원료의 감마선조사 안 성  효능안정성 자료는 생약재의 감마선조사 기술허가를 한 연구자료

로 활용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 방사선방호, 기능성식품, 면역, 발암억제, 천연물

어 : radiation protection, functional food, immune, chemoprevention, natural product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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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이용 생체방어 기능성식품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방사선 응 면역/조   원 기세포 장해 극복 기능성식품 개발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식품 개발

•방사선의 직・간  생체장해에 종합  응 기능성식품의 복합 용기술 확보 

•천연후보물질로부터 고효능 생체방어 식품/물질의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 방사선에 의한 직 인 세포 손상뿐만 아니라 생리기능의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2

차 으로 발생되는 장해를 포함하여 종합 으로 응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하여 

식품수 의 응 물질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가 필요함.

◦ 무독성 기호 식품재료로부터 방사선 장해 응 식품을 개발함으로써 부수  독성으

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방호제와의 차별화 확립을 

하여 본 연구가 필요함.

◦ 방사선 장해 응 기능성 식품개발은 세포배양기술, 면역분석기술  분리정제기술 

등을 망라한 종합 인 기술로서, 선진국들의 기술독 에 응하기 하여 본 연구가 

필요함.

◦ 한국인의 통  보기, 보  민간식이요법으로부터 방사선장해 응  생체방어/생

리활성증진 기능성 식품의 과학  검색  신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가능성이 크므

로 기술 확립을 하여 본 연구가 필요함.

◦ 천연물  생약재료에서의 신기능 성분검색  식품화 유도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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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의 생화를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생물학  효능 비교평가 기술이 요구

됨.

◦ 생물활성물질을 개발하여 방사선 장해 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련 기술의 축 이 

요청됨

나. 경제․산업  측면

◦ WTO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  천연자원 활용 극 화를 하여 우리 고유의 

천연 식품재료로부터 고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이 요구됨.

◦ WTO 비 다양한 식량자원확보 측면에서 가공원료의 안 공 , 생  제품생산, 

효율  제조공정, 안 한 장/유통을 한 감마선 조사 생화 기술이 요구됨.

◦ 생물효과 확인으로 신기능 물질자원의 확보  기능성 식품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

치화 유도를 하여 필요함.

◦ 기능성 식품재료의 안 한 장/ 공 에 필요한 방사선 조사 생화 기술 확보를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검증과 함께 조사식품의 효능변화에 한 확인이 병

행되어야 함.

◦ 방사선 응 식품/물질 개발은 방사선 이용에 따른 장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다양

한 생체방어 기능성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품화에 따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다. 사회․문화  측면

◦ 방사선  방사성 동 원소의 의학  이용증가  원자력 시설의 이용증 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이나 국소 장기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방사선 장해에 한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선 사고 시의 생체손상 

 방사선 이용 치료 시의 부작용을 방 는 경감시킬 수 있는 책수립이 요한 

문제로 두됨.

◦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장년층의 성인병에 의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  경제  

손실이 막 하여 이에 한 방 책으로서 다양한 효능의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음.

◦ 따라서 천연자원에서 기능성 식품  물질을 개발하여 질병 방  치료를 통한 국

민보건 향상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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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방사선장해 응  생체방호 복합 기능성식품 개발

  가. 시제품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 효능 기작 해석

  나. 시제품의 자연방사선(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방어효능 검증

  다. 시제품의 타 해요인에 한 생체방어 효용성 검증

  라. 시제품의 면역기능 개선 임상효용성 평가

  마. 시제품의 면역조 증진 유효성분(다당체) 특성  구조 연구

 2.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 개발

  가. 발암 련 생화학 /분자생물학  인자 억제 소재 효능검색 시스템 확립

  나. 천연식품소재에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 검색

  다. 유효소재 복합을 통한 발암 련 인자 동시억제 복합물 검색

  라. 발암억제 복합물의 생체효용성 평가

  마. 발암억제 복합물의 작용기작 해석

 3.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의 복합  상승 작용을 통한 방어효능

   증 기술 개발

  가. 천연소재의 방사선방어 효능 검색

  나. 천연소재로부터 방사선방호 유효성분 분리동정

  다. 방사선방호 성분 복합에 의한 상승작용 연구

 4.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품원료의 생화 기술 개발

  가.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

  나.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효성분 화학  안정성 검증

  다.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생체방호 효능 안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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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1. 방사선장해 응  생체방호 복합 기능성식품 개발

  가. 시제품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 효능 기작 해석

    (1) HemoHIM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효능 기작해석

-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재생성된 APCs는 Th세포의 분화에 요한 역할을 하는 

IL-12p70의 분비가 하되나 HemoHIM을 섭취한 마우스에서는 IL-12p70의 분비

가 회복됨

-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하된 IL-12Rβ1과 STAT4의 발 양은 HemoHIM 섭취

에 의해 정상 마우스 수 으로 회복됨

- Th1/Th2 면역반응의 균형에 NK세포가 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규명하 으며, 

HemoHIM 섭취는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하된 NK세포 활성과 IFN-γ 생산능력

을 회복시킴

    (2) HemoTonic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효능 기작해석

- HemoTonic은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비장 면역세포수의 회복과 세포성 면역반

응(MLR) 활성을 회복시킴

- HemoTonic은 IgG와 IgE 생성을 정상화하여 Th1/Th2 면역반응을 균형화 함

- HemoTonic은 IL-12p70  IL-12R  STAT4의 발 을 정상화시킴

  나. 시제품의 자연방사선(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방어효능 검증

    (1)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자외선 피부조직 손상에 한 방호효능검증

- 시제품은 표피 일  화상세포의 발생을 억제하 음

- 시제품은 표피 멜라닌 세포의 증가를 억제하 음

- 시제품은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감소를 억제하 음

- 시제품은 자외선에 한 피부 미백효과를 나타내었음

    (2)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자외선 피부면역계 손상 방호효과 검증

- UV에 의해 하된 성 과민반응을 회복시켰음

- 수지상세포의 항원 달  제시능력을 증가시켰음

- 시제품은 수지상 세포가 T 세포주의 증식과 IL-12, IFN-γ 분비를 자극하는 능력

을 증가시켰음

- 시제품은 자외선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apoptosis를 억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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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제품(HemoHIM)의 피부 노화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 검증

- HemoHIM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노화 미경 지표를 경감시켰음

- HemoHIM은 자외선에 의한 암발생(papilloma, carcinoma)에 한 경감효과를 

나타내었음

  다. 시제품(HemoHIM)의 생체방어 효용성 검증

    (1) 항암제 cyclophosphamide 처리 마우스에서 HemoHIM의 생체방호효과 검증

- HemoHIM은 CP 투여 마우스에서 액세포 재생성을 진하 음

- HemoHIM은 CP 투여 마우스의 NK 세포 활성을 회복시켰음

- HemoHIM은 CP 투여 마우스의 Th1/Th2 면역반응을 정상화하 음

    (2) 노령 마우스에서 HemoHIM의 면역기능개선 효과 검증

- HemoHIM은 면역세포 활성 (증식반응, cytokine 생성능)을 개선하 음

- HemoHIM은 NK 세포의 활성을 회복시켰음

- HemoHIM은 Th1/Th2 면역반응을 정상화하 음

    (3) Dexamethasone 처리 마우스에서 HemoHIM의 면역계 방호효과 검증

- DEX 처리에 의해 감소된 비장무게  면역세포수의 회복을 진하 음

- DEX 처리에 의해 감소된 면역세포 활성을 개선하 음

- DEX 처리에 의해 불균형화된 IgG2a  IgE 생산을 정상화 하 음

    (4) 염증 유발 마우스에서 성, 만성 염증에 한 HemoHIM의 억제 효과 검증

- HemoHIM은 성염증(족부종)에 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냄

- 각 염증반응 단계 (1기-3기 염증)에 해 모두 항염증 효과를 나타냄

- TNBS로 유도된 시험  장염에 하여 항염증 효과를 보임

    (5) HMC-1 세포주에서 항알러지 효과 검증

- HemoHIM은 histamine 분비  염증 련 cytokine 분비를 억제하여 ㅁ

- HemoHIM은 알러지 반응 련 유 자(c-kit, tryptase 등)의 mRNA 발 을 감소

시켰음

  라. 시제품(HemoHIM)의 면역기능개선 임상 효용성 평가

- 백 구수가 5000-10000/ul인 면역조 기능 하 건강인 88명에 하여 면역기

능개선 효과를 평가하 음.

- HemoHIM 섭취에 의해 NK세포 활성, 면역세포의 cytokine 생산능력,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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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의 양의 개선효과가 찰됨

- 스트 스 지표인 타액내 cortisol의 함량을 감소시켜 항스트 스 효과를 보임

- 간기능, 신장기능 수치 분석을 통해 HemoHIM 섭취가 안 함을 검증하 음

  마. 시제품의 면역조 증진 유효성분(다당체) 특성  구조 연구

    (1) 시제품의 산성다당/ 성다당 분획별 성분/효능 분석

-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에서 산성다당이 성다당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어 유효 

다당분획으로 나타남

- 산성다당은 Th1 cytokine 발 을 증시키기는 반면 성다당은 Th1 cytokine을 

발 시켜 서로 다른 작용 양상을 나타내었음

    (2) 시제품  구성 생약재의 다당체 구조규명 기반 연구

- 시제품의 다당체의 주요 구성당은 arabionse, galactos, galacturonic acid 음

- 조다당분획의 구성 성분에 한 선별  화학처리 제거를 통해 다당체가 면역활

성본체임이 규명되었음

- DEA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통해 높은 염농도에서 용출되는 고활

성 분획을 선별하 음

  바. 시제품(HemoHIM)의 상용화

- 식약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증  상용화 차 완료

- 노약자의 면역기능개선을 통한 각종 질병 방을 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2.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 개발

  가. 천연식품소재에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 검색

- 발암 련 인자 억제 소재 효능검색시스템 13종을 확립하 음

- 30여종의 생약재에 한 효능 검색을 통해 여러 발암인자 동시 억제 소재 11종

을 선발하 으며, 추출용매에 따른 효능검색으로 최종 6종의 추출물 선발

  나. 유효소재 복합을 통한 발암 련 인자 동시억제 복합물 검색

- 6종의 추출물을 2종 는 3종 복합한 30종의 복합물에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을 검색하여 5종의 유효 복합물을 선발하 음

- 5종의 복합물에 한 세포모델  단기 동물모델을 통해 최종 2종의 복합물을 

선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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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암억제 복합물의 생체효용성 평가

- 2종의 복합물에 해 자외선에 의한 마우스 피부암 모델에서 발암억제 효능평가

를 수행하 으나 발암억제 효과는 찰되지 않았음

- 2종의 복합물은 피부조직 손상 억제효과와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계 장해 경감

효과를 확인함

  마. 발암억제 복합물의 작용기작 해석

- 세포모델에서 phosphorylated p65  p53의 발 증가의 억제 효과 검증

- 구성 소재의 유효성분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가 찰되었음

 3.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의 복합  상승 작용을 통한 방어효능 증 기술 개발

  가. 천연소재의 방사선방어 효능 검색

- 셀 늄화합물, melatonin, 바귀 추출물등의 후보소재에 한 방사선 방어효과

를 검증하 음

  나. 천연소재로부터 방사선방호 유효성분 분리동정

- 3종의 방사선방호 천연소재로부터 6종의 유효 단일물질을 분리  구조동정하

음 (quercitrin, afzenlin,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GPC, HHF)

  다. 방사선방호 성분 복합에 의한 상승작용 연구

- 시제품(HemoHIM)의 유효성분 5종(gallic acid, paeoniflorin, nodakenin, 

chlorogenic acid, benzoic acid)의 성분복합에 의한 활성의 상승작용 확인

- 발암억제 복합물의 유효성분 3종 (EGCG, chlorogenic acid, gallangin)의 성분복

합에 의한 활성의 상승작용 확인

 4.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품원료의 생화 기술 개발

  가.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

- 감마선조사 생약재 3종에 해 Ames test에서 유 독성이 없음을 확인

- 감마선조사 생약재 3종에 해 소핵시험에서 유 독성이 없음을 확인

  나.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효성분 화학  안정성 검증

- 감마선조사 생약재 2종의 유효성분(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catechin)의 

화학  안정성을 HPLC를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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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생체방호 효능 안정성 검증

- 방사선조사 생약재 4종의 DNA 손상억제 활성, 라디칼 소거활성 등 생체방호 효

능이 안정함을 검증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면역조 기능 증진  생체방호 물질로 활용성 제고

- 재 식약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취득  상품화를 

한 차 완료

- 노약자  면역조 기능 하자의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 (2007

년 9월 제품출시 정)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약리 효능에 심층연구, 암환자 상 임상연구, 유효성분 구조규명 등을 통하여 

암치료부작용 경감 천연물 신약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으로 활용성 

확  추진

 2. 발암억제 고효능 유효소재  복합물은 후속연구 추진후 항발암/항노화 건강기능

식품으로 상품화 추진

 3. 방사선 생체모델 활용기술은 새로운 생체조 물질 개발에 극 활용함으로써 

RT/BT 신융합기술의 개발을 통한 방사선 이용기술 고도화에 활용

 3.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시행(2004년 7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을 

해 요구되는 기능성 검증시험, 임상시험 등에 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원료 개발을 한 기반기술로 활용

 4. 식품산업의 고 화, 다양화  기능성화에 비 방사선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

(BT)의 목으로 신소재 개발기술로 활용하며, 방사선 이용기술의 고도화에 활용.

 5.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안 성 연구결과는 생약재의 안 한 유통 장 기술 련 연

구자들의 심을 받을 것이며, 방사선조사 품목확 를 한 련 연구자들  소

비자의 인식 개선  련 법규 개정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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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for Body Protection Using 

Radi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for immune/hematopoietic and stem cell protection 

against irradiation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for inhibition of radiation-induced chronic damage

•Establishment of complex application technology of functional foods with 

comprehensive protective activity against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s of 

irradiation.

•Development of highly active body-protective foods/material from natural product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Development of radioprotective functional foods is required to secure the 

technology for collective protection against indirect damages of physiological 

homeostasis as well as direct cellular damages.

◦ Radioprotective foods from nontoxic food resources has an advantage over 

existing radioprotectors with limited application because of its accompanying 

toxicity.

◦ Development of radioprotective functional foods requires comprehensive 

technologies including cell culture, molecular biology, immunology, hematology, 

and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active components, and may contribute to 

coping with technology monopoly of the developed countries.

◦ This project is required for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Korean tonic 

and blood-nourishing folk remedies and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foods 

with radioprotective, body-protective,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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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required to develop technologies for screening natural products or herbal 

medicines with novel functions and for developing functional foods from them.

◦ For the development of sanitation technologies, the evaluation technologies for 

biological efficacy of γ-irradiated functional food raw materials are required.

◦ To develop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for radioprotection, the accumul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is required.

B.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Under WTO structure,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highly functional foods 

from Korean traditional food resources is required to elevate the international 

competence and to maximize the usage of natural resources.

◦ To secure the food resources under WTO structure, sanitation technology with γ

-irradiation is required for the safe supply, hygienic production, effective 

manufacturing process, and safe storage/distribution of the raw materials.

◦ This project is required for security of material resources with new functions 

and advances of high value-added functional food industry.

◦ To obtain hygienic technology with γ-irradiation required for safe 

storage/distribution of functional food materials, the stable efficacy of γ

-irradiated materials should be confirmed in parallel with thei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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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used as protective functional foods against various harmful agents, thus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functional foods may lead to great economical 

benefits.

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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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ies are increasing, elevating the possibility of physical damages by 

irradiation. As the concern about the whole body or local damages by 

irradiation increases, the measures to counter the undesirable damages in 

radiation accident or cancer radiation therapy have become the important issue.

◦ Recently, the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in aged and middle aged persons is 

bringing huge social and economical losses. Therefore, as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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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foods with various physiological functions are required.

◦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or material from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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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body 

protection

 A. Elucidation of action mechanisms of pilot products on the protection of 

immune system against from radiation 

 B. Elucidation of skin-protective effects of pilot products against UV light.

 C. Evaluation of body-protective effects against various harmful stimuli

 D. Clinical evaluation on the immune-promoting effects of the pilot product

 E. Elucidation of properties and structures of effective components(polysaccharide)

2. Development of anti-carcinogenic functional foods

 A. Establishment of screening system for agents that suppress the cancer-related 

biochemical/molecular factors

 B. Screening of natural products that suppress the cancer-related factors

 C. Screening of effective compositions that suppress the various cancer-related 

factors simultaneously.

 D. Evaluation of in vivo efficacy of anti-carcinogenic compositions

 E. Analysis of action mechanisms of anti-carcinogenic compositions

 3. Enhancement of radioprotective activities by synergistically compounding 

natural radioprotective compounds

 A. Screening of radioprotective activities of natural materials

 B.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radioprotective compounds from natural materials

 C. Studies on the synergistic effects of radioactive compounds

 4. Development of hygienic technology for function food material us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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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enotoxic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B. Chemical stability of effective components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C. Functional stability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IV. Resul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body 

protection

 A. Elucidation of action mechanisms of pilot products on the protection of 

immune system against from radiation 

- IL-12Rβ1 and STAT4 expressions were restored to almost normal levels 

HemoHIM in irradiated mice

- HemoHIM recovered the suppressed NK cell activity, IFN-γ secretion, and 

IL-12p70 secretion thus balancing the Th1/Th2 responses

- HemoTonic also recoverd the suppressed and imbalanced immune functions in 

irradiated mice

 B. Elucidation of skin-protective effects of pilot products (HemoHIM and 

HemoTonic) against UV light

- HemoHIM and HemoTonic reduced the skin tissue damage in UV-irradiated 

mice, which were evidenced by sunburn cell reduction, melanocyte reduction, 

dendritic cell restoration, and skin whitening effects.

- HemoHIM and HemoTonic protected the skin immune system from UV damage 

such as suppressed delayed-type hypersensitivity, decreased antigen-presenting 

and T-cell stimulating ability of dendritic cells, and apoptosis of dendritic cells

- HemoHIM reduced the skin wrinkle and microscopic tissue aging, along with 

the tumor (papilloma, carcinoma) development  

 C. Evaluation of body protecting efficacy of HemoHIM

- HemoHIM also showed the protective effects against an anticancer drug 

(cyclophosphamide), promoting the blood cell repopulation, NK cel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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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1/Th2 balance

- The depressed and abnormal immune functions in aged mice were also 

significantly improved by HemoHIM

- HemoHIM also showed the protective effects against an immuno-suppressor 

(dexamethasone) promoting the recovery of immune organ and immune cell 

activity and Th1/Th2 balance.

- HemoHIM showed antiinflamatory effects on acute inflammation (paw edema), 

1-3 stage inflammation, and experimental colitis induced by TNBS.

 D. Clinical evaluation on the immune-promoting effects of the pilot product

- A clinical trial on the immune promotion by HemoHIM were performed with 

88 volunteers with WBC count between 5000 and 8000 per ul blood.

- HemoHIM intake significantly enhanced the NK cell activity, IFN-γ and IL-12 

secretion by lymphocytes, and plasma IFN-γ and IL-12 levels.

 E. Elucidation of properties and structures of effective components(polysaccharide)

- Acidic polysaccharide was more effective than neutral polysaccharide 

fractionated from HemoHIM polysaccharide

- Acidic and neutral polysaccharides showed differential profile on stimulation of 

cytokine secretion

- The major component sugars of HemoHIM polysaccharide were arabionse, 

galactos, galacturonic acid.

  F. Commercialization of HemoHIM

- HemoHIM has been approved as an immunomodulating Health Functional Food 

by Korea FDA, and all the processes are finished for the commercialization (it 

is scheduled to release to the public in Sep. 2007)

- HemoHIM will be used as a health functional food for the elderly and weak to 

prevent the va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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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anti-carcinogenic functional foods

 A. Screening of natural products that suppress the cancer-related factors

- 13 screening systems for anti-carcinogenic activity were established.

- 6 natural product extracts were selected after activity screening

 B. Screening of effective compositions that suppress the various cancer-related 

factors simultaneously.

- 30 compositions comprising two or three selected extracts were screened for 

anti-carcinogenic acivity and finally 5 compositions were selected

- 2 compositions were selected after anti-carcinogenic activity evaluation using cell 

and short-term animal models

 C. Evaluation of in vivo efficacy of anti-carcinogenic compositions

- The anticarcinogenic activities of two compositions were evaluated in skin 

tumorigenesis model by UV irradiation

- Two compositions showed good skin protection against UV and immune system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E. Analysis of action mechanisms of anti-carcinogenic compositions

- Two composition were effective in reducing phosphorylated NF-kB p65 and p53 

in TPA treated cells

 3. Enhancement of radioprotective activities by synergistically compounding 

natural radioprotective compounds

 A. Screening of radioprotective activities of natural materials

- Significant radioprotective activities of selenite, selenomethionine, melatonin, 

Ixeris dentata extract were observed using cell and animal models.

 B.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radioprotective compounds from natural materials

- Six radioprotective compounds were isloated and identified from 3 medicinal 

herbs

 C. Studies on the synergistic effects of radioactive compounds

- The synergistic effects on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and other harmful stimuli 

were observed when compounding single molecules (gallic acid, paeoniflorin, 

nodakenin, chlorogenic acid, benzoic acid, EGCG, chlorogenic acid, gallangin)

 4. Development of hygienic technology for functional food material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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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A. Genotoxic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 Three gamma-irradiated medicinal herbs were verified to be non-genotoxic in 

Ames test and micronuclei test

 B. Chemical stability of effective components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 Two gamma-irradiated medicinal herbs were examined to maintain chemical 

stability of active components

 C. Functional stability of irradiated functional food material

- Two gamma-irradiated medicinal herbs were examined to be funtionally stable 

in DNA damage protec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Commercialization as a immune-enhancing and body-protecting agents

- HemoHIM was approved as a Health Functional Food from Korea FDA and 

all the processes for commercialization are finished

- HemoHIM is scheduled to be released in Sep. 2007 as a immune-enhancing 

Health Functional Food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low immune 

functions.

- HemoHIM might be also used as a natural drug for cancer patients for 

alleviation of side-effects of anticancer treatments in the fulture after 

performing more studies on its pharmacological activity, and clinical trials on 

cancer patients

2. To keep up with the trends of food industry toward high quality, diversity and 

functionality, developed RT/BT merged technology can be used for new material 

development and for advances of radiation technology.

3. Sanitation technology for functional food raw materials will facilitate the 

extension of food items permitted for irradiation and will be transferred to the 

industry for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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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btained highly active materials will be used for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substances, and acquisition of patent for the new substances will be pursued.

5. The essential element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will be 

transferred to the industry for commercializ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extension 

of related industry and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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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뢴트겐(Roentgen)이 방사선을 발견한 이후, 방사선이 물체를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하

여 의학에서 질병의 진단과 암 치료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한편으로는 방사선이 생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동시에 알려졌다. 최근, 방사선  방사성 동 원소

의 의학 /산업  이용증가  원자력 시설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  

부작용 극복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지 까지 방사선에 한 생체방어를 하여 화학   생화학  물질의 용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물질 자체의 심각한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응용에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었

다. 방사선 장해 방호 물질에 한 연구는 1949년 Patt 등이 thiol 복합체가 방사선 방호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이후에 미국 육군의학연구소를 심으로 thiol기를 함유한 유기

합성물인 WR시리즈의 방호효과에 한 연구에 집 되었으나 독성 때문에 실제 응용에는 

한계를 보 다. 그 이후에 dipyridamole, adenosine monophosphate 등 화학합성제의 효

과를 연구하 으나 자체의 심각한 독성 때문에 역시 실제 용에는 한계를 보 다. 한편

으로, 면역반응에 련된 생체내 인자들과 조 세포의 분화  증식에 련된 인자들이 

밝 지면서 이들의 일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암의 방사선 치료 시의 부작

용 경감을 하여 glucan 등의 화학물질과 interleukin-1을 비롯한 면역 자극제, 과립구집

락형성 진인자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와 같은 조 세포 증식 

유도제, 호르몬 등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얻고자 하 으나, 역시 독성 때문에 극히 

제한 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외 으로 무독성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질병 방이나 상해회

복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이 개발되어 

질병 방이나 회복에 활용되고 있으며, 범 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식품  체의약의 개념 정립은 물론,  법  제도 마련으로 천연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방사선에 한 생체방어 연구에 있어서도 통 한의학에서 사용되어오던 생약재  

탕제의 효과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몇몇 생약재  탕제의 경우 방사선 방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향은 주로 면역/조  기능의 하, 재생조직의 원 기세포

의 사멸, DNA 손상에 의한 암발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 까지의 천연물에 의한 방

사선 방호 효능 연구에 있어서 방사선의 다양한 장해 의 특정 장해에 한 억제  회

복 효과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한 효과 인 생체방어를 해서는 면역/조 계 방호  기

능회복 진과 동시에 재생조직의 원 기세포 방호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충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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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수 이라는 에 주안 을 두고, 각 항목에 효과를 보이는 천연생리활성물질을 검

색하고, 조합하여 모든 항목에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방

사선 방어 신물질 탐색  방어효능 증 를 한 생물학  기반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지난 단계에서는 30여종의 생약재를 상으로 면역조 계 방호  재생조

직 방호와 면역조 기능 증진 등 3가지 측면에서 효능을 검색하여 이들 효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생약재 조합 4종을 도출하고 유효성분을 강화한 생약복합조성물 2종 

(HemoHIM, HemoTonic)을 개발하 으며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계  재생조직 장해에 

한 방호효과를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단계에서는 생약복합조성

물의 방사선장해 경감 효능에 한 심층 인 기작해석연구와 더불어 그 효용성 증 를 

해 동물  임상시험을 통해 타 해요인에 한 생체방호 효과를 검증하 으며, 활성

성분인 다당체에 한 구조  특성규명을 한 기반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2004년에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능성식품으로 상용화하기 한 요건이 

변경 강화됨에 따라 련 기 에 합한 연구자료를 확보하는데 주안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최근 기능성 식품원료로 천연물의 수요가 증하는 반면 화학  생화 처리 

지 추세에 따라 감마선 조사 기술의 용이 산업체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 식

품의 안 성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기능성 식품소재의 경우에

는 방사선 조사에 한 독성학  안 성 뿐만 아니라 그 효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천연생약재를 상으로 한 방사선 조사 후 효능 안정성에 한 연구

는 거의 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능성 식품소재의 감마선 조사 후 독성학

 안 성과 동시에 효능  성분의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기능성 식품원료의 안  유

통을 한 감마선 조사 생화 기술의 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이 네가지 분야의 내용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 방사선장해 응  생체방호 복합 기능성식품 개발

 - 시제품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 효능 기작 해석

 - 시제품의 자연방사선(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방어효능 검증

 - 시제품의 타 해요인에 한 생체방어 효용성 검증

 - 시제품의 면역기능 개선 임상효용성 평가

 - 시제품의 면역조 증진 유효성분(다당체) 특성  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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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 개발

- 발암 련 생화학 /분자생물학  인자 억제 소재 효능검색 시스템 확립

- 천연식품소재에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 검색

- 유효소재 복합을 통한 발암 련 인자 동시억제 복합물 검색

- 발암억제 복합물의 생체효용성 평가

- 발암억제 복합물의 작용기작 해석

 ◦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의 복합  상승 작용을 통한 방어효능 증 기술 개발

- 천연소재의 방사선방어 효능 검색

- 천연소재로부터 방사선방호 유효성분 분리동정

- 방사선방호 성분 복합에 의한 상승작용 연구

- 방사선조사 천연소재의 효능증  연구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품원료의 생화 기술 개발

-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

-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유효성분 화학  안정성 검증

- 방사선조사 기능성식품 원료의 생체방호 효능 안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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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기능성식품 개발 황

 가. 국외 기술개발 황

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 증 됨에 따라, 건강한 삶에 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도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신체 특정 생리작용

을 진시키는 제품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능성 식품에 한 수요가 증

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이란 여러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여 생체조  기능을 나타냄으로

써 일반  양공 , 감각충족 이외에 방 의학 으로 건강 증진 효과가 기 되는 식품

을 의미한다. 기능성 식품 (Physiologically Functional Food)이라는 용어는 1984～1986에 

수행한 일본의 문부성 특정연구 사업의 하나인 「식품기능의 계통  해석과 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 다. 구미에서의 이러한 기능성 식품의 개념은 미국 NCI의 Herbert 

Pierson 그룹이 1988～1992에 수행한 과채류 함유 phytochemicals의 암 방 기능에 한 

연구에서 다수 물질의 항암성을 밝힌 후, 식품 에 함유된 질환 방성 미량성분의 유용

성을 높이기 해 식품을 변환, 설계시킨 식품을 Designer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입되었으며,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서 Functional Food, Nutraceutical, Medical Food, 

Pharmafood, Performance Food, Vita-Food, Genetically Engineered Food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은 질환의 치료가 주기능인 의약품과 달리 질환의 방과 건강유지가 주

기능이지만 질환의 개선, 건강증진 등은 약효기능에 해당되며, 일반 으로 식품에 함유되

어 있는 생체조 성 인자들의 특성이 비 양성 미량성분으로 이들만을 소재화할 경우 약

리 활성도  정제도에 따라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의 간원료로 사용되고도 있다. 따라

서 기능성식품은 효능면에서는 의약품에 가깝고 형태와 식품의 1차  2차 기능면에서는 

식품, 즉 식품과 의약품의 목 역에 치 한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능성식품을 의로 정의할 때 그 범 는 일반식품 이외의 모든 식품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의의 정의에서는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 과 같이 특정용도에 특정기능을 갖는 

특정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식품군으로 범 를 한정할 수 있다. 기능성식품 원료는 부분

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식용생물자원으로부터 소재화되며 물질 종류도, 탄수화물, 아미

노산  펩타이드, 지방산, 폴리페놀, 식용미생물성 소재, 미네랄  비타민 등 매우 다양

하며, 많은 품목의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시 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은 생체방어, 생체리듬조 , 노화억제, 질환 방, 질환회복 등의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는 식품이 포함된다. 향후 기능성식품의 수요는 성인병과 고령화병 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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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측되며 다음으로 diet를 비롯한 뷰티식품군과 특정 수요층

(수험생․두뇌 양식품)을 한 식품군들의 성장이 상됨에 따라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

여 기능성 식품을 노화억제․고령자용식품, 항암․면역강화식품, 비만방지․뷰티식품, 성

인병 방․개선식품, 건강유지․향상식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

한 소재로부터 다양한 효능의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련 기

술이 요구되고 있다.

 나. 국내 기술개발 황

국내 식품과학 련 기술들의 선진국 비 기술수 은 약 65%선에 치하고 있지만 핵

심기술은 20-30% 수 에 머물러 5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기술들이 도입기에 있어 기능성식품기술의 기반 기술인 식품과학 련 기술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 국내 연구개발의 경향이 원료소재보다는 추출물 형태의 제품개발에 

치 되어 있어 기능성식품산업의 요체인 원료소재에서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한 

많은 연구가 연구개발이 용이한 생체조   질환 방 분야에 치 되어 있어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제 3세  소재로 분류되는 노화억제를 비롯한 

질환의 치료에 근 한 질환회복 분야에 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시

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기능성식품 련 과제 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총 과제 수 비 6.4%, 가공과제수 비 43.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WTO 체제하에서 국내 농임수산업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기존의 1차 산물 생산업에서 고부가가치성 생리약리 활성 신소재의 생산기반으로 환시

킴으로써 이들 1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는 에서 기능성식품 산업뿐

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향은 지 하다.

농림기술개발사업 다음으로 식품분야  기능성 식품분야의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

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총 사업과제 건수 비 2.3%의 매우 낮은 기능성

식품분야의 과제건수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청 주 의 단일 연구개발사업이 없

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미미한 기능성식품 과제 수는 건강기능식

품법의 시행을 목 에 두고 이 제도의 성공  리 운 에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정

부부처 연구개발사업  식품의약품안 청의 단일사업으로 기능성식품 련 연구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 한편 천연 생약재를 이용한 한의약제제 개발을 포함한 한방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까지 1471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학 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이 난립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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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에 한 과학 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련 시장의 활

성화가 기 되고 있다. 면역  조 기능이 생체내의 주요 방어시스템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의 방  건강증진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내에

서는 인삼, 버섯다당체 등의 천연물을 이용한 면역  조 기능 증진 기능성식품이 연구

되어왔고 일부 상용화되었으나 그 과학  효능 검증이 미흡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법

률의 시행에 따라 많은 기존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다. 앞으로의 망

국내의 기능성 식품의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긴 하지만 IMF 이후 빠른 성장

세를 보여, 재 건강보조 식품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매

년 10% 이상의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기능성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

는 보고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기능성 식품은 97년 이후 높은 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능성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자연 유

기식품, 기능성식품, 식이보조제, 천연제품을 포함해 99년 445억불 의 매출을 기록하 으

며,  세계 으로는 1,280억불의 시장을 형성 한 것으로 NBJ(Nutrition Business Journal)

가 보고하 다. 해외시장  미국 35%, 유럽 33%, 일본 18%로 산업화된 선진국가 심으

로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이 략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994년 건강보조식품의 건강  교육법 (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의 시행으로 과학  근거가 있는 제품에 효능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한 인식이 리 확산됨에 따라 기능성 식품 시장은 

매년 두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이 

2002년 8월 공포되고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기능성 식품 련 기술의 수요

가 증 되는 동시에 과학 인 효능 입증을 통해 소비자의 정  인식이 확 됨으로써, 

국내의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는 200년 기  65세 이상 노령인구

가 체인구의 약 7.1%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어들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만

성질병에 따른 경제․사회  손실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국내 장년 층의 운

동부족, 스트 스, 흡연, 과음, 과로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 으로 국가  생산성 

손실을 완화시키기 한 책이 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질환 방  수단인 기능성 

식품의 발 과 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연 으로 요구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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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장해 응 기능성 물질  방어제 개발 황

 가. 국외 기술개발 황

방사선에 의한 생체장해가 알려지면서부터 그 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탐구하

기 시작하 다. 방사선 장해 방호 물질에 한 연구는 1949년 Patt 등이 thiol 복합체가 

방사선 방호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이후에 미국 육군의학연구소를 심으로 thiol기를 

함유한 유기합성물인 WR시리즈의 방호효과에 한 연구에 집 되었으나 독성 때문에 실

제 응용에는 한계를 보 다. 그 이후에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dipyridamole, 

adenosine monophosphate, tetracychlorodecaoxide, adeturon, deoxyspergualin 등 화학합

성제의 효과를 연구하 다. 한편으로, 면역반응에 련된 생체내 인자들과 조 세포의 분

화  증식에 련된 인자들이 밝 지면서 이들의 일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

히, 암의 방사선 치료 시의 부작용 경감을 하여 glucan 등의 화학물질과 interleukin-1

을 비롯한 면역 자극제,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과립구집락형성 진

인자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와 같은 조 세포 증식 유도제, 호

르몬 등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얻고자 하 으나, 역시 독성 때문에 극히 제한 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물들이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에 높은 효능이 입증되

고 있으며 이들의 양생리  약리기  한 연구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천

연물로부터 생체조   생체방어계를 항진시키는 생리활성물질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치료제로서 산업화에 이르고 있다. 

  생약제의 조 장해 개선에 한 연구로는 1988년 랑스에서 가시오가피의 효능을 

검색한 보고가 있으며, 주로 일본, 만, 국을 심으로 인삼, 천연안료, 만삼, 천궁, 

지  몇 가지 복합생약제에 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조 증진효능의 검

색 방법으로는 주로 colony forming unit-spleen, endogenous spleen colony assay, white 

blood cell count  실험동물의 단순 생존율 등을 지표로 하 으며 조 장해 유발 방법

으로는 방사선 조사와 화학물질 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국내 기술개발 황

국내의 경우,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향  방사선 방호물질에 한 연구는 원자력

연구소와 원자력병원을 심으로 일부 학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발 된 수 에 도달되

어 있으며, 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가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상태이다. 최근 생약재  한방탕제에 의한 조 계의 방사선 방호효과에 한 일부 연구

가 수행되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 성에 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

행되었으나 방사선이 조사된 기능성식품 소재의 효능 비교평가는 거의 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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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기능성 천연물에 한 연구는 약학 학, 한의과 학 등에서 천연물의 2차 

사산물을 심으로한 모델약물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과 학에서는 한방탕

제의 약효를 서양의 개념에서 입증하기 한 연구들이 기  수 에서 연구되어 왔고, 

일부 학의 식품 련학과에서 주로 시험 내에서의 효능에 한 단편 인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주  보건의료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물의 생리활성 

 임상 응용에 한 연구가 상당한 수 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물연구기 에 

한 법률이 재정 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지원이 목할만하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내에서 기술 , 산업  측면에서도 기능성식품의 새로운 소재를 연구 개발해

야하는 당 성은, 국내에는 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식물성 유용천연자원의 수가 많고, 

이들이 고유한 소재들이라는 과, 래되어 오고있는 민간식이요법이 다양하여 물질특

허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의약용, 식품용 신소재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일본은 기능성식품을 21세기의 식품산업계를 주도할 품목으로 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새로운 산업으로 designer foods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

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유용천연자원 개발은 국내의 환경에 맞게 산학연의 긴

한 동연구로 새로운 소재의 탐색과 함께 새로운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기

된다.

 다. 앞으로의 망

서구선진국의 경우 순수 단일 화학성분을 심으로 효능 검색  개발이 주종을 이루

고 있으나 자체의 심각한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는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어 최근 

자연산 생물에서의 생의학  효능물질 탐색에 많은 심을 두고 있다. 국, 일본을 비롯

한 동양권에서는 통생약제를 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양의학에서의 

기본처방이 합방이라는 에서 보기, 보 제를 비롯한 식품수 의 검색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능성 식품 발굴 후 유효성분의 검증이 수반됨으로써 궁극 으로 독성이 없는 신

기능, 고부가가치 면역/조 증진  방사선 방호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해야 할 

것이다.

면역/조 증진  방사선 방호 기능성식품의 효과 정을 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용, 특히 생체시험의 실시가 필수 이며 따라서 추후 연차별 연구에서 검색 상  용 

실험법의 다양화, 범 화가 요구되며, 방사선이용 식품 장기술의 발달과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능 비교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기술 독 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물질특허권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기술도입 문제는 그 게 간

단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해외시장 진출과 신물질 개발을 통한 국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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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고유의 천연식품 재료를 이용한 면역/조 기능 조   

방사선방호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의 확립은 국내의 환경에 맞게 산학연 동연구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 의 반 인 질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속한 발 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식

생활의 변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극 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천연물에서 특정 효능물질 

검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 되며 통 생약복합제에서의 신효능 물질 검색  기

능성 식품화 시도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

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각종 질병에 의한 면역/조  기능 하 개선  방사선 장해 

극복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기능성식품원료 생화기술 황

 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안 성 문제는 이미 세계 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등 국제 기 과 국제 학술단체에

서 식품의 보존 생화 수단으로 그 건 성을 공인하 다. 이와 함께 식품의 생화  

장을 하여 화학물질을 이용한 방법이 국제 으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

사선 조사기술이 식품 생화  장 기술로서 활용이 증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최

근 련 법안의 마련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한 심의 증가로 기능성 식품 시장이 크게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성 식품원료의 유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기

능성식품 원료의 안 한 생화  장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원료의 생화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조사

를 통한 기능성 식품 원료의 생화기술 개발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원료의 독성학  안

성 검증과 동시에 기능성식품 원료의 효능이 안정 으로 유지됨을 검증하는 연구가 동

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

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기능성 식품원료의 방사선 조사 후의 효능 안정성 비교평가

는 거의 무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감마선조사 원료의 효능 비교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나. 앞으로의 망

WTO 비 다양한 식량자원확보 측면에서 가공원료의 안 공 , 생  제품생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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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조공정, 안 한 장/유통을 한 감마선 조사 생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망이다. 특히 기능성식품 원재료의 생화기술 개발  

실용화를 해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독성학  안 성 검증과 함께 효능의 안정성 비교

평가 기술이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능성식품 원료의 감마선 조사 생화기술 개발

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의 확 와 다양한 식품소재에 한 감마선 조사 생화

기술 개발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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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 내 용   결과

  제 1   방 사 선 장해 응  생 체 방 호  복합  기능 성 식 품  개 발

1 .  서 론

단계인 1, 2 단계 연구(‘97-’02)에서 방사선 장해방호를 해서는 장 장해 억제

와 면역  조 기능 장해 개선이 요한 문제임을 주목하여 각 항목에 효능이 있는 

몇 가지 천연물을 조합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장해를 종합 으로 극복할 뿐 만 아니

라, 면역  조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화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약복합조성물 2

종인 헤모힘(HemoHIM)과 헤모토닉(HemoTonic)을 개발한 바 있다.

본 단계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을 방사선 작업종사자, 방사선  항암제 치료 암환자 

등을 한 방사선 장해 경감 기능성식품 뿐 아니라, 면역조 기능 하 일반인 는 

건강인을 한 생체방호 기능성식품으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특히, 2004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새로운 건

강기능식품을 인허가 받기 해서는 건강 동물모델  건강인 상 인체시험을 통

한 과학 인 기능성 검증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장해 경감효과  기작해석과 동시에 염증, 

알 르기, 노령에 의한 면역기능 하, 항암제에 의한 면역조 계 장해, 면역억제제에 의

한 면역기능 하 등의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생약조성물의 생체방호 효용성을 평가하

으며, 한 건강인을 상으로한 면역조 기능 증진 임상 효용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효능 검증결과를 토 로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은 2006년 8월에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07년 5

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를 한 모든 제도  차를 마무리하여 2007년 9월 제품 

매가 될 정으로 본 연구개발이 성공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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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내 용   방 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제품 (HemoHIM, HemoTonic)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모든 시험에 사용하 다. 식품에 이용 가능한 생약재 3가지(당귀, 천궁, 백작약)로 구성된 

새로운 조합의 열수추출물(HIM-1)을 제조한 후, 이 열수추출물의 반으로부터 유효분획

을 제조하여 나머지 반의 열수추출물에 첨가하여 시제품 HemoHIM을 제조하 다. 동

일한 방법으로 4가지 생약재(당귀, 천궁, 백작약, 어성 )의 열수추출물(HIM-2)에 유효분

획을 첨가하여 HemoTonic을 제조하 다.

 가. 시제품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 효능 기작 해석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과 B6C3F1 mouse는 한국 한실험동물센터에서 번식 사육한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55～60%로 유지되며 명암 순환이 12시간 단 로 조 되는 환경에

서 키우고 고형사료와 물을 제한 없이 공 하 다.

  (2) 실험동물(마우스)에 한 방사선 조사  시료투여

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실험용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재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 으며, 
60

Co γ선의 선량은 각 실험 목 에 따라 1회 신조사로 시행하 으며, 선

량률은 약 1Gy/min이 다.

시제품 2종인 HemoHIM과 HemoTonic 투여는 300 mg/kg body weight로 하 으며, 

방사선 조사 36시간과 24시간 에, 그리고 조사 후 30분, 1일, 3일, 5일, 7일째 복강주사

하 다.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

생쥐의 비장 세포를 비한 후 혼입된 구를 RBC lysis buffer(Sigma)로 제거하여 

사용하 다. 복강세포는 thioglycollate 1.5ml을 생쥐의 복강에 주사 후 4일 후 PBS로 복

강을 잘 세척하듯이 복강세포를 수거하 다. 복강 식세포는 수거된 복강세포를 약 2시간

정도 정치시켜 Dish에 붙은 세포를 수거하여 사용하 다.

  (4) 마우스 비장세포로부터 T세포  NK 세포 분리 (MACS)

T세포  NK 세포 분리는 magnetic cell sorter (MACS; Miltenyi Biotec, Germany)를 

이용하여 비된 비장 면역세포로부터 분리하 다. 상세히 기술하면, T 세포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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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ead-labeled anti-CD3 or CD4 antibody를, NK 세포를 분리하기 해서는 

microbead-labeled anti-CD49b antibody를 이용하 다. 각각의 목 에 맞게 항체를 

labelling후 자장 내 Column을 장착 후 세포를 흘려보내 항체가 붙어있는 세포만을 분리

하거나 항체가 붙어있는 세포만을 제거하여 사용하 다.

  (5) 비장세포 아군별 분포 분석: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마우스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아군별 분포를 FACS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세

포를 수거하고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계수한 후, FACS 

medium(PBS에 0.1% bovine serum albumin과 0.1% sodium azide를 첨가한 것)으로 세

척하여 각 tube에 106개의 세포수로 조정하여 분주하 다. 표지 항체의 비특이  결합을 

막기 해 FcγR Ⅲ/Ⅱ block으로 CD16/CD32 antibody(Parmingen)를 첨가하여 ice bath

에서 5분간 정치하 다. 그 후에 각 tube에 표지하고자 하는 표식자에 한 단일클론 항

체(anti-TCRβ antibody and anti-NK1.1 antibody/anti-CD3 antibody and anti-H-2Kb 

antibody)를 각각 첨가하여 ice bath에서 40분간 정치하 다. 표지 후 FACS medium으로 

2번 세척하여 FACStar (CULTER, USA)로 세포표면 표식자에 결합된 단일클론항체의 양

을 세포 당으로 분석하 다.

  (6)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DNP-KLH 는 OVA 1 mg/ml과 freund's adjuvant(complete)를 같은 양으로 함께 

혼합한 뒤 4℃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잘 혼합되었는지 확인하여 0.1 ml씩 마우스의 복

강(100 μg/mouse)에 주사하 다. 항원 주사 후 7일에 마우스의 안구정맥에서 액을 수

집하 고, 청은 수집된 액으로부터 원심분리(13,000rpm, 10min)하여 분리하 다. 분

리된 청은 실험 까지 -70℃에서 보 하 다.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immunoglobulin) 측정

사용한 항원인 DNP-KLH 는 측정하고자 하는 cytokine의 purified antibody(capture 

antibody)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 polysorp)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Well을 세척 후 1시간정도 blocking 

buffer(1% bovine serum albumin)를 처리하여 비특이  결합을 억제하 다. 그 후 well

을 세척하고 청  세포배양액을 각 well에 넣어 2시간동안 항체가 coating된 항원과 

결합하게 하 다. 그 후 peroxidase 는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를 첨가하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방치 후 세척하 다. Peroxidase가 결합된 antibody는 바로 TMB substrate를 첨

가하고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는 SAv-HRP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여 

TMB substrate를 첨가하 다. 약 10-30분 정도 후에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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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50-57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표  cytokine 용액 농도별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곡선을 작성하고, 시료군의 흡 도를 입하여 시료에 포함된 

cytokine의 양을 산출하 다.

  (8) RT-PCR법에 의한 mRNA의 발  분석

IL-12 receptor  STAT4의 mRNA 발 을 분석하 다. 마우스의 비장면역세포를 

RNAzol B(Biotecx lab)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한 후 정량하여 약 5μg의 RNA와 

random hexamer인 oligo(dN)6 primer을 함께 7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바로 ice에

서 반응을 지시킨다. 여기에 dNTP's, RT buffer와 reverse transcriptase을 첨가한 완충 

반응액(Promega, USA)을 넣어 37℃에서 약 60분간 반응시킨 후 70℃에서 10분간 처리하

여 cDNA를 합성하 다. 이 template DNA와 Taq polymerase 등이 포함된 반응 혼합액

(Promega, USA)과 각각의 cytokine primer를 혼합하여 94℃에서 1분간, 55℃에서 1분간, 

72℃에서 1분간씩으로 β-actin의 경우 약 24 cycle을 그리고 각각 다른 유 자는 약 28～

32 cycle의 PCR을 수행하 다.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β-actin, 

5’-GTGGGGCGCCCCAGGCACCA-3’ and 5’-CTCCTTAATGTCACGCACGATTTC-3’, 

500bp; IL-12Rβ1, 5’-CGCAAGATTAAGTTCTTGGTG-3’ and 5’-ATTCTTGGGGT 

TCTTGGAGGC-3’, 561bp; IL-12Rβ2, 5’-GGGAGTACATAGTGGAATGGA-3’ and 

5’-GCGTCGGTACTGAATTTCGCA-3’, 379 bp; STAT4 (signal transducers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 4), 5’-GAAGTAGCTTCTAACAATGAAAC-3’ and 5’-CCC 

TGATCCATTGTCTGAATTG-3’, 422bp; IFN-γ, 5’-AACGCTACACACTGCATCT-3’ and 

5’-TGCTCATTGTAATGCTTGG-3’, 342bp. 이 게 증폭된 유 자를 ethidium 

bromide(0.05 μg/mL)가 첨가된 1% agarose gel에 기 동 시켜 UV하에서 찰하 다.

  (9) 마우스에서 NK 세포 제거

항원에 한 면역세포의 반응시 NK 세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NK세포를 면역반응 

기에 없애기 해 anti-asialo GM1 antiserum (Wako chemical)을 사용하 다. 항원

(DNP-KLH 는 OVA)를 주사하기 하루 과 항원주사 직후에 20μl antiserum을 주사하

고 하루 후에 한번더 주사하 다. 약 3일 후에 비장면역세포를 anti-NK1.1 antibody로 표

지하여 flow cytometry로 NK 세포가 제거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10) 방사선마우스에서 정상마우스로부터 분리한 NK 세포 transfer

방사선조사 후 4주째 마우스에 정상마우스로부터 분리한 8×10
5
 CD49b

+
 cells를 꼬리정

맥을 통하여 transfer 하 다. NK세포 transfer후 약 24시간 후에 DNP-KLH 항원을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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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하 다.

  (11)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

방사선 조사 후 3, 4, 5, 7주째 생쥐로부터 비장림 구를 비하 다. 이 게 얻은 림

구를 완 배지에 재부유시켜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표 세포는 YAC-1 세포를 

Na2
51

CrO4(200 uCi/ml)로 37℃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 다. 방사선조사 후 회

복된 NK 세포의 활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51

Cr이 표지된 표 세포 2×10
5
/ml)과 

작동세포(작동세포 : 표 세포의 비율은 6.5 : 1, 12.5 : 1, 25 : 1, 50 : 1)를 각각 0.1ml씩 

소액 배양 시험 (96 well-round bottomed plate)에 가한 후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상층액 0.1ml을 취하여 γ-counter로 선량을 측정하 다. 각 실험은 3배수로 

실시하 으며 cytotoxicity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 다.

                        
% Cytotoxicity =

ER-SR
×100

MR-SR

여기서 ER(experimental release)은 실험군으로부터 유리된 상층액의 cpm, 

SR(spontaneous release)은 작동세포가 들어있지 않은 조군에서 유리된 상층액의 cpm

이고 MR(maximal release)은 표 세포(2×10
4
 cells/well)에 표지된 방사능의 90% 이상으

로 하 고 triton X-100 1% 용액을 가하여 얻었다. 

  (12) Mixed Lymphocyte Reaction(MLR) 측정

Responder cells로는 정상 조군  방사선 조사군의 C57BL/6(H-2b) 마우스 비장 임

구를 사용하 으며, stimulator cells로는 BALC/c(H-2d) 마우스의 비장 림 구를 3,000 

rads의 감마선으로 조사하여 사용하 다. 비된 세포는 flat bottom 96-well microplate

의 각 well에 각각의 비된 두 세포를 1×10
5
개를 넣고 37℃, 5% CO2 incubator에서 4일

간 배양하 다. 수확하기  4시간 동안 
3
H-TdR(2μCi/well)을 첨가하고 Cell-Harvester를 

이용하여 glass filter strips에 세포를 수거 후 scintillation cocktail을 넣고 β-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3
H-thymidine incorporation 정도를 측정하 다.

  (13) Delayed-type Hypersenstivity (DTH) 측정

마우스에 DNP-KLH(100μg/mouse)항원을 주사한 후 약 10시간째 마우스의 왼쪽발의 

피하에 동일 항원인 DNP-KLH 15 μg/mouse를 주사하고, 오른쪽발은 같은 용량의 PBS

를 주사하 다.Footpad thickness는 dial thickness gage (Mitutoyo, Japan)를 사용하여 항

원주사 에 측정하고, 항원 주사 후 24시간째 측정하여 footpad swelling을 비교하 다. 

결과는 10-3 cm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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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제품의 자연방사선(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방어효능 검증

  (1)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조직손상에 한 방호효능 

기작해석 [상세 내용은 첨부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1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 손상에 한 시제품 2종 (HemoHIM, 

HemoTonic)의 방호효능을 검증하고자 자외선 조사 마우스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에 

한 시제품의 방호효능을 검증하 다.

￭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억제 효과

￭ 표피 멜라닌세포 증가 억제 효과

￭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감소 억제 효과

￭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시제품의 미백효과

  (2) 자외선에 의한 피부면역계 손상에 한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방호효능 검증 [상세내용은 첨부2. 제2 탁과제 (순천  이성태)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면역계 손상에 한 시제품의 방호효능

을 검증하고자 하 으며, 특히 수지상세포의 기능 방호효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

에 한 시제품의 효능을 검증하 다.

￭ UV에 의해 억제된 성 과민반응 회복 효과

￭ 수지상세포 표면단백질의 발  증가 효과

￭ 수지상 세포의 항원 달  제시 능력의 증가 효과

￭자외선 조사에 따른 수지상세포의 면역활성(항원제시능) 하 세포모델 확립

￭ 시제품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검증

￭ 자외선 조사에 따른 피부면역기능(항원제시능) 하 동물모델 확립

￭ 마우스에서 시제품의 피부면역기능(항원제시능) 방호/회복 효과 검증

￭ 수지상세포의 아폽토시스(apoptosis) 억제 효과 검증

￭ 수지상세포의 면역 련 세포표면 단백질 변화에 한 억제효과 검증



- 17 -

  (3)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암발생에 한 시제품 (HemoHIM)의 방호효과 

검증 [상세 내용은 첨부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연방사선(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주름, 피부조직 변화)  피부암 

발생에 한 시제품(HemoHIM)의 방호효과를 검증하고자 자외선 조사 마우스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로 시제품의 효능을 검증하 다.

￭피부주름 형성에 한 방호효과 검증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에 한 방호효과 검증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papilloma, carcinoma)에 한 방호효과 검증 

 다. 시제품과 신소재의 복합을 통한 효능증  기술개발 모색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 BDF1 그리고 BALB/c mouse는 한국 한실험동물센터에서 

번식 사육한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55～60%로 유지되며 명암 순환이 12시간 단 로 조

되는 환경에서 키우고 고형사료와 물을 제한 없이 공 하 다.

  (2) 실험동물(마우스)에 한 방사선 조사  시료투여

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실험용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재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 으며, 
60

Co γ선의 선량은 각 실험 목 에 따라 1회 신조사로 시행하 으며, 선

량률은 약 1Gy/min이 다.

시료투여는 HemoHIM과 방사선/산화  손상 억제 신소재로 선발된 11종 에서 포

공 과 유근피를 선택하여 시험하 다. HemoHIM과 유근피는 100 mg/kg body weight, 

포공 은 300 mg/kg body weight로 하 으며, 상승효과를 보기 해 HemoHIM 100 

mg/kgBW에 유근피를 100 mg/kgBW 는 포공  300 mg/kgBW를 혼합하여 방사선 

조사 36시간과 24시간 에, 그리고 조사 후 30분, 1일, 3일, 5일, 7일, 9일째 복강주사하

다.

  (3) 마우스 비장세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에 따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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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 조사 후 골수세포에서 apoptotic cell 분석

방사선 (5Gy) 조사 후 약 5시간째 마우스의 골수세포를 분리하 다. 분리된 골수세포

는 PI staining buffer에 부유시켜 암실에서 30분간 방치 후 Flow cytometry를 수행하

다. 사멸된 세포는 pro-G1 phase에 있는 세포들로 백분율로 나타냈었다.

  (5)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내재성 비장 조 세포 집락형성 측정

간선량의 방사선에 한 효과측정을 한 실험 실험모델로 용하 다. 방사선 

6.5Gy를 조사 후 약 9일 는 10일째 모든 마우스를 희생시켜 비장을 출하여 미리 만

들어 놓은 Bouin 고정액에 하루 고정 후 비장에 생성된 집락을 실체 미경으로 찰 계

수 하 다.

  (6)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

방사선 조사 후 4주째 생쥐로부터 비장림 구를 비하 다. 상기한 방법(제2 . 1. 가. 

(11)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에 따라 수행하 다.

  (7) 골수조 세포 증식효과

시험 내에서 골수조 세포의 증식효과를 측정하고자 지지세포인 M2-10B4세포 (2×104 

cells/well)를 시료와 함께 24시간 배양하 다. 24시간 후, 배양액 존재 하에 골수에서 분

리한 Hematopoietic stem cell(HSC; 4×104 cells/well)를 첨가하여 3일동안 배양하 다. 3

일 후, HSC의 증식을 알아보기 해 1.5μCi 3H-thymidine을 첨가하여  4시간 더 배양한 

다음 cell harvester (Inotech)를 이용하여 glass fiber filter strip에 세포를 수거하 다. 건

조된 filter paper를 떼어 scintillation vial에 옮긴 후 scintillation cocktail을 3 ㎖씩 넣고 

β-scintillation counter로 3H-TdR incorporation정도를 cpm으로 측정하 다. 

  (8)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6) 항원주사  액수집)에 따라 수행하 다.

  (9) ELISA에 의한 cytokine 측정

방사선 조사 후 4주째 OVA를 마우스의 복강(100 μg/mouse)에 주사하 다. 복강주사 

7일째 마우스를 희생시켜 비장 림 구를 동일 항원인 OVA (100 μg/well)와 함께 2일 동

안 배양하여 배양액에 유출된 IFN-γ와 IL-4의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

하 다.



- 19 -

 라. 시제품의 생체방호 효용성 검증

  (1) 염증 억제 효과  [상세 내용은 첨부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참조]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다양한 염증유발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이용

하여 시제품(HemoHIM)의 항염증 효과를 검증하 다.

￭ 성염증(Carrageenan 유도 족부종)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염증반응 1기(모세  투과도 증가)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염증반응 2기(백 구 유주)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염증반응 3기(섬유화 상)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2) 알 르기 억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 세포 모델을 이용한 알 르기 모델에서 다

음과 같은 지표로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알 르기 억제 효과를 검증하 다.

￭히스타민 분이 억제 효과 검증

￭염증 련 사이토카인 분비억제 검증

￭알 르기 련 비만세포 특이 유 자의 mRNA 발 량 분석

  (3) 항암제(CP) 투여 동물모델에서 면역조 장해 경감 효과

   (가)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ICR와 C57BL/6 mouse는 (주)오리엔트에서 번식 사육한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55～60%로 유지되며 명암 순환이 12시간 단 로 조 되는 환경에서 키우고 고형

사료와 물을 제한 없이 공 하 다.

   (나) 실험동물(생쥐)에 면역억제제(CP) 투여  HemoHIM 투여 방법

면역억제제로는 cyclophosphamide(CP)를 사용하 으며, 이는 면역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생쥐에 Cyclophosphamide(CP)를 200mg/kgBW 농도로 복강

투여 하 고 다음 날부터 HemoHIM (100mg/kgBW와 500mg/kgBW)을 강제투여 하

다. 투여 기간은 CP처리 후 다음날부터 7일까지는 매일 경구투여 하 고, 그 다음부터는 

격일로 경구투여하 다. 

   (다) 생쥐 비장세포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에 따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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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으로부터 청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6) 항원주사  액수집)에 따라수행하 다.

   (마) 말 액내 구세포 계수

CP 처리 후 7일, 19일, 30, 43일째 생쥐의 안구정맥으로 액을 EDTA가 들어있는 시

험 에 수집하 다. 수집된 액은 실온에서 30분정도 잘 혼합한 후 자동 구분석기

(HemaVet)로 분석을 하 다.

   (바) ELISA 방법으로 CP 투여 생쥐의 청에서 항체(immunoglobulin) 측정

CP 투여 후 2주간 HemoHIM을 강제 투여 하 고 다음날 항원 DNP-KLH (100 

ug/mouse)를 복강 주사 하여 감작시켰다. 항원에 감작된 후 1주일째 안와정맥으로부터 

액을 얻어 청을 분리하여 ELISA 방법으로 항체를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하 다.

   (사) ELISA 방법으로 CP 투여 생쥐에서 cytokine 측정

CP 투여 후 4주째 생쥐로부터 비장세포를 분리하 다. 분리된 비장세포는 미리 

CD3/CD28 항체로 coating된 각 well에 분주하여 약 18시간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수거

하여 cytokine (IFN-γ과 IL-4)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하 다.

   (아) CP 투여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활성 측정

CP 투여 후 4주째 생쥐로부터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완 배지에 재부유시켜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상기한 방법(제2 . 1. 가. (11)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에 따라 수행하 다.

  (4) 노령 마우스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

   (가)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 mouse는 한실험동물센터에서 번식 사육한 특정 병원체 부

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은마우스로는 8～10주령

을, 노령마우스로는 46～48 주령 마우스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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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료 투여

헤모힘의 농도는 100mg/kgBW로 정하여 3주 동안 강제투여 하 다. NK acivity, 

proliferation, cytokine의 실험을 해서 헤모힘 투여 후 일주일 후에 비장세포를 분리하

여 실험하 다. 항원에 한 항체 실험은 3주 헤모힘 투여후 바로 다음날 항원을 주사하

으며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헤모힘을 투여하지 않았다.

   (다) 마우스 비장세포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에 따라 수행하 다. 

   (라)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

헤모힘을 3주 동안 강제 투여한 노령마우스는 일주일 후 희생시켜 비장 lymphocyte를 

분리하여 완 배지에 재부유시켜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상기한 방법(제2 . 1. 가. 

(11)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포의 기능회복 효과)에 따라 수행하 다.

   (마) 비장 lymphocyte proliferation 회복효과

비장림 구 증식(proliferation) 정도를 
3
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다. 세포 2×10
5 

cells를 96-well microplate에 분주하고 mitogen으로써 ConA 1μg/ml을 첨

가한 후 2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1.5 μCi/well의 
3
H-TdR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

한 다음 세포를 수거한 
3
H-TdR incorporation정도를 cpm으로 측정하 다. 

   (바) Mitogen에 의해 면역세포 활성 물질 비교

분리된 비장세포는 ConA와 함께 배양하여 1일과 2일 후 배양액을 수거하여 cytokine 

(IL-2, IFNγ과 IL-4)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ELISA방법에 의해 측정하 으며,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

하 다.

   (사) 단백질항원 (OVA)에 의해 면역세포 활성 물질 균형  분비 조

분리된 비장세포는 OVA와 함께 배양하여 3일 후 배양액을 수거하여 cytokine (IFNγ

과 IL-4)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ELISA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하 다.

   (아) 항원에 한 IgG2a와 IgG1, IgE의 균형  분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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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P-KLH과 Freund's adjuvant(complete)를 같은 양으로 함께 혼합한 뒤 마우스의 복

강(DNP-KLH 100 μg/mouse)에 주사하 다. 항원 주사 후 7일에 마우스의 안와정맥에서 

액을 수집하여 청을 분리하 다. 분리된 청은 실험 까지 -70℃에서 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DNP-KLH specific antibody를 ELISA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

하 다.

  (5) Dexamethasone 처리 스트 스 유발 마우스에서 시제품의 면역계 방호효과 검증

   (가)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오리엔트에서 제공하는 특정병원체 부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SPF) 로서 평균 체 이 22g 되는 8주령의 C57BL/6 (male)을 이용하 으

며 동물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 (온도 22±1℃, 습도 60±5%, 조명 12시간 light-dark cycle)

에서 사육하 다. 한 사육하는 동안 무균 음수와 멸균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는 등 실험동물이 생활하는데 최 의 환경을 제공하 다.

   (나) 사용시약

Dexamethason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은 PBS에 녹여 정 농도

로 사용하 으며, 세포활성이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배지로는 RPMI 1640 배지

(Gibco, Grand Island)와 penicillin streptomycin 혼합용액(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fetal bovine serum (Gibco, Grand Island), 50mM mercaptoethanol, 

L-glutamine, HEPES, sodium bicarbonat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로 완

배지를 사용하 고, 시약으로는 MTT and Con 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sodium chromate Na2
51

CrO4(New England Nuclear, Boston, Mass)을 사용하 다. 사이토

카인 측정은 Mouse IL-4, IFN-γ set (BD OptElA
TM

)를 사용하 고, 유세포 측정은 

PE-Conjugated Hamster Anti-Mouse CD3e, PE-Conjugated Rat Anti-Mouse CD4, 

FITC-Conjugated Rat Anti-Mouse CD8, FITC-Conjugated Rat Anti-Mouse CD45/B220, 

FITC-Conjugated Mouse Anti-Mouse NK-1.1.을 사용하 으며, Blocking Antibody로는 

Furified Rat Anti-Mouse CD16/CD32를 사용하 고, 각각의 Control Antibody로는 

PE-Conjugated Hamster IgG1, PE-Conjugated Rat IgG2a, FITC-Conjugated Rat IgG2a, 

FITC-Conjugated Mouse IgG2a를 사용하 다. 

   (다) 실험동물(마우스)에 Dexamethasone(DEX) 투여  헤모힘 투여 방법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면역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Dexamethasone(DEX)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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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마우스에 Dexamethasone(DEX)을 2mg/kgBW농도로 10일동안 피하주사 하

고, DEX을 주사하기 5일 부터 DEX 주사 완료한 다음 날까지 헤모힘 (100mg/kgBW

와 200mg/kgBW)을 구강투여 하 고, 각 군에는 8마리의 마우스를 할당하 다.  

 

   (라) 마우스 몸무게  비장무게 측정

DEX과 헤모힘을 투여하는 기간동안 이틀에 한번씩 체 을 측정하 으며, DEX 을 마

지막으로 주사한 날부터 7일후 부검하여 비장의 무게를 측정하 다.

   (마) 마우스 비장세포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에 따라 수행하 다. 

   (바) 마우스 비장세포 수 측정

DEX 투여 후 감소되는 면역세포수의 회복에 미치는 헤모힘의 효과를 보기 해 비장

내 총 림 구수를 계수하 다.

   (사) 항원투여 (Immunization)  액으로부터 청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6) 항원주사  액수집)에 따라수행하 다.

   (아) ELISA 방법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여 마우스의 항체(Immunoglobulin) 측정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여가 다 완료된 후 항원투여 후 7일에 액을 분리하여 얻은 항

체를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ELISA 방법에 의해 이용하 으며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

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하 다.

   (자) 말 액으로부터 구세포 계수를 한 액수집

DEX 처리 후 7일째 마우스의 안구정맥으로부터 액을 EDTA가 들어있는 시험 에 

수집하 다. 수집된 액은 실온에서 30분정도 잘 혼합한 후 자동 구분석기(HemaVet)로 

분석을 하 다.

   (차) 면역세포 활성 변화

    1) 면역세포 활성화 분석

마우스 림 구에 세포활성물질(T세포 자극물질: Con A, B세포 자극물질: LPS)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2일동안 culture 시킨 후 MTT (5mg/ml in phenol red-free cel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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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를 culture volume의 1/10을 처리하여 4시간동안 배양하 다. 그 후 MTT 

solvent (0.07N HCl in anhydrous isopropanol)를 equal volume 넣고 pipetting한 후 

ELISA leader 570-650 nm에서 OD값을 측정하 다.

    2)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 분석

면역세포를 세포활성물질(T세포 자극물질: Con A)로 자극하여 Cytokine (IFN-γ, IL-4)

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ELISA 방법을 이용하 으며,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7) ELISA에 의한 cytokine  항체 측정)에 따라 수행하 다.

    3) NK 세포활성 분석 

NK 세포활성은 림 구가 표 세포(종양세포)를 용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본 실험에

서는 방사성 동 원소 51Cr을 표지시킨 표  세포와 작동세포(림 구)를 혼합하여 반응시

킨 다음 그 상층액에 유리된 51Cr의 양을 측정하여 NK 세포활성을 산출하 다. 본 연구

실에는 4시간 51Cr 유리법 (4hr 51Cr-Release assay)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 하 으며 간단

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한 방법(제2 . 1. 가. (11) 방사선 피폭 후 재생성된 NK세

포의 기능회복 효과)에 따라 수행하 다.

    4) 비장에서의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analysis)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5) 비장세포 아군별 분포 분석)에 따라 수행하 다. 

T 림 구가 분화한 세포 수 증가를 측정했는데 이  세포표면 분화항원을 인지하는 

다양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를 용하여 CD3,CD4,CD8 각각을 분석했으

며,(monoclonal antibodies CD3PE/CD4PE/CD8FITC) B림 구가 분화한 세포 수 증가는 

CD45R/B220을 분석하 고,(monoclonal antibodies CD45R/B220 PE) NK-1.1를 이용하여 

자연살해세포(NK cell)의 분화한 세포 수 증가를 분석하 다.  

   (카) 복강에서 식세포 분리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3) 마우스 비장세포  복강세포 분리)에 따라 수행하 다.  

   (타) 식세포에서 면역발 성 질소산화물 생성효소(iNOS) 측정

각 군의 1×107개/ml의 세포로부터 RT-PCR 방법으로 iNOS의 발 정도를 측정하 다. 

자세한 방법은 상기한 방법 (제2 . 1. 가. (8) RT-PCR법에 의한 mRNA의 발  분석)에 

따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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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제품의 면역조 기능 증진 유효성분 특성 연구

  (1) 시제품 면역조  유효성분(다당체)의 산성다당/ 성다당 분획별 성분/효능 분석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HemoHIM 원료 3종은 서울 경동 시장에서 구입여 실온에 보 하면

서 시료로 사용하 다.

   (나) 면역조  유효 다당체의 추출  분획

음건 세 한 3종의 생약재에 10배 가량의 증류수를 가한 후 열수 추출을 하 다. 얻어

진 열수 추출물로부터 에탄올 침지법에 의하여 조다당체를 분획하 으며, 조다당체에 함

유되어 있는 활성다당은 DEAE sephadex A-25 (음이온 교환크로마토그래피) 컬럼과 50 

mM tris-HCl buffer (pH 7.0)  2N HCl 용리액을 사용하여 성다당  산성다당으로 

분획하 다.

   (다) 다당 분획물의 성분분석

탄수화물 함량은 glucose를 표 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acid법으로 측정하 으며,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 물질로 하여 lowry법으로 정량하 다. 산성

당 (uronic acid)함량 측정은 m-hydroxydiphenyl법에 의해 D-galacturonic acid를 표 물

질로 하 다.

   (라) 분리된 다당 분획물의 면역활성 시험: 3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시료의 비장림 구 증식(proliferation) 정도를 
3
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

정하 다. 상기한 방법 (제2 . 1. 라. (4). (마) 비장 lymphocyte proliferation 회복 효과)

에 따라 수행하 다.

  (2) 시제품  구성 생약재의 다당체 구조규명을 한 기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  구성 생약재의 다당체 구조규명을 한 기반 연

구로서 다당체의 구성당 분석, 활성본체 규명, 활성분획 분리 등의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상세 내용은 첨부4. 제4 탁과제 (경기  신 순) 

참조]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활성 물질의 추출  조다당 분리

￭일반 분석: 총당 함량, 산성당 함량, 단백질 함량, Kdo 유사물질 함량, 총 페놀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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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를 이용한 구성당 분석

￭Splenic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

￭면역 활성화 물질의 본체 규명: Periodate oxidation, Pronase digestion, C. Chlorite 

treatment

￭각 화학  효소 처리 획분의 활성 비교

￭E. β-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한 single radial gel diffusion

￭면역 활성화 다당의 정제: DAEA-Sepharose FF column, HPLC이용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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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결과  고 찰

 가. 시제품의 방사선 응 면역계 방호효능 검증  기작해석

면역반응의 추  역할을 하는 Th 세포는 방사선에 항성을 보이며, 이들 기능  

Th1 세포 반응이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특별히 감소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연

구에 사용한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도 IFN-γ  IgG2a의 생산 감소, MLR 감소, DTH 

반응 감소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그 지만, HemoHIM 는 HemoTonic을 투여

함으로써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이러한 Th1반응의 감소가 회복됨을 확인한바 있다. 본 

단계에서는 방사선조사 후 Th 세포의 불균형 인 반응에 한 체 인 기작을 규명하고

자 하 으며, 한 결정 인 Th1반응 감소 요인들이 HemoHIM에 의해 회복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 다.

  (1) 시제품(HemoHIM)의 방사선 면역계 방호 효능 기작 해석

단계에서 HemoHIM에 한 방사선 면역장해 극복 효과검증  기작해석을 완료하

다. 본 단계에서는 방사선 면역장해에 한 상세한 기작 연구를 통하여 장해 요인을 규

명하고 HemoHIM에 의한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면역반응 조 에 추  

역할을 하는 helper T(Th) 세포 분화 즉, Th1 type  Th2 type 반응의 균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가) 방사선 조사 후 재생성된 항원제시세포의 문제  해결 효과

정상 마우스 는 방사선 조사 마우스로부터 얻은 항원제시세포(APCs)와 

OVA-specific Th 세포를 함께 배양하 을 때, 방사선조사 마우스로부터 얻은 APCs는 

OVA-specific Th 세포의 IFN-γ(Th1 type) 분비를 약 65% 감소시켰으며, IL-4(Th2 type)의 

분비는 약 50%증가시켰다 (Fig. 1.1-1). 이로써 방사선조사 후 Th1/Th2 불균형  반응은 

항원제시세포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재생성된 항원제시세포의 결함을 연구하기 하여, 활성화된 

APCs 배양상층액의 존재 하에 OVA-primed APCs와 OVA-specific Th cell을 함께 배양 

하 다. 그 결과, 정상마우스의 OVA-primed APCs와 OVA-specific Th cells와 함께 배양

을 하더라도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APCs 배양상층액 존재 하에서는 OVA-specific Th 

cells가 IFN-γ을 게 분비하 고, IL-4를 많이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반 로, 방사선

조사 마우스의 OVA-primed APCs와 함께 배양을 하 을 경우 정상마우스의 APCs 배양

상층액이 존재하면 OVA-specific Th cells는 IFN-γ을 많이 분비하 으며, IL-4를 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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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1-2). 

 결과는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재생성된 APCs의 결함은 항원에 의한 활성화 단계

에서 분비되는 세포활성물질에 해결책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Th 세

포가 마지막으로 분화 시 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인 IL-12의 분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는 IL-12p70의 분비량이 히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1-3). 

다음으로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HemoHIM에 의한 항원제시세포의 heterodimeric 

IL-12 생산 회복 효과를 찰하 다. 방사선 조사 7주 후, 재생성된 항원제시세포는 정상

조군에 비해 IL-12p70을 게 분비하 다. 반면에 HemoHIM을 주사한 마우스에서는 

정상 조군만큼 IL-12p70을 분비하 다 (Fig. 1.1-4). 이러한 결과는 HemoHIM을 투여한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Th1 세포분화가 원활하게 됨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나) 방사선 조사 후 재생성된 Th 세포의 문제  해결 효과

방사선조사 마우스로부터 얻은 primary T 세포와 IL-12p70을 풍부히 생산하는 APCs

를 함께 배양 하여도 IFN-γ 분비가 완 히 회복되지 않은 결과 (Fig. 1.1-1)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 즉,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T 세포에서 IL-12p70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

용체 발 에 결함이 있음을 추측하 다.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T 세포에서 IL-12 수용체를 

측정한 결과, 수용체 β1과 β2 모두 그 발 이 감소하 으며, 세포신호 달에 요한 수

용체 β2의 발 이 더욱 감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한편 세포신호 달 하  매체

인 STAT4의 발  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1-5).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helper T 세포에서 HemoHIM에 의한 IL-12 수용체 β1 과 β2 발

  STAT4와 IFN-γ 발  회복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HemoHIM을 투여한 마우

스에서는 β2가 정상 조군 만큼 발 됨을 확인하 다. 한, STAT4도 거의 정상 조군 

만큼 발 되었으며, 한 IFN-γ도 정상 조군 만큼 발 되었다 (Fig. 1.1-6).

   (다) 방사선 조사 후 Th1/Th2세포 면역반응에서 NK세포의 요성  시제품

(HemoHIM)의 개선효과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은 IFN-γ의 생산 감소이다. Th1세포가 IFN-γ

를 생산하기 해서는 항원제시세포 (antigen presenting cell)로부터 IL-12p70을 받아들여

야 한다. 그 지만 resting Th 세포는 IL-12 수용체를 항상 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식세포  NK 세포에 의해 증폭된 다량의 IFN-γ가 존재시에는 IL-12 수용체를 발 하게 

된다. 따라서 Th1세포로 분화하기 해서는 IL-12p70도 필요하지만, IFN-γ도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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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IFN-γ를 분비하는 세포  하나인 NK 세포가 방

사선조사마우스에서 Th1/Th2 균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HemoHIM 투여된 조사마우스에서는 IFN-γ 분비와 NK 세포 활성을 확인하 다.

먼  Th세포 분화에 미치는 NK세포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anti-asialo GM1 

antiserum을 마우스에 복강주사하여 NK세포를 소거시킨 모델을 사용하 다. 결과, NK세

포를 소거시킨 마우스에서는 IgG2a와 IFN-γ의 생산이 히 감소됨을 확인 하 다 

(p<0.003, p<0.03). 반면에 IgG1과 IgE의 생산은 증가되었다(p<0.001, p<0.035) (Fig. 1.1-7). 

이러한 결과들은 NK세포가 Th세포의 분화에서 Th1세포의 분화에 큰 향을 끼침을 시

사한다.

그러나 Th1세포의 분화에 NK세포의 역할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조사 마우스

에서는 NK세포 활성이 매우 감소되어 있었다(p<0.01) (Fig. 1.1-8). 따라서 방사선조사마

우스에서 NK 세포가 Th1/Th2 균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사선조사마

우스에서 NK 세포의 문제 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조사마우스의 비장세포로부터 NK 

세포를 없애고 정상마우스의 NK세포를 넣어 항원과 함께 배양한 결과 IFN-γ의 분비량이 

조사마우스의 비장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증가됨을 확인하 다

(p<0.05). 반면 정상마우스의 비장면역세포로부터 NK세포를 없애고 조사마우스의 NK세

포를 넣고 배양한 결과는 정상마우스의 IFN-γ의 양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하 다(p<0.05) 

(Fig. 1.1-9). 이 결과들은 in vivo실험 즉, 방사선조사 마우스의 꼬리정맥으로 정상마우스

의 NK세포를 넣어  결과 IgG2a, IL-12, IFN-γ의 분비가 회복됨을 확인하 다 (Fig. 

1.1-10).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Th1세포 분화의 감소는 NK세포의 

결함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사선에 의한 Th1 세포 분화 감소에 하여 시제품(HemoHIM)의 방호  회

복 증진효과를 알아보고자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NK 세포 활성과 IFN-γ 생산 회복에 

한 HemoHIM의 효과를 찰하 다. HemoHIM을 투여한 마우스는 NK세포 활성이 조사

조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Fig. 1.1-11), IFN-γ의 생산도 조사 조군보다 약 3.5배 높음

을 확인하 다 (Fig. 1.1-12). 이러한 결과는 HemoHIM이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Th1세포 분화 감소를 회복시킨다고 생각된다.

본 결과들에 한 종합  검토결과, HemoHIM을 투여한 조사마우스는 항원제시세포

의 IL-12p70 생산을 증가시켜 NK 세포를 활성화 시키며, 한 IFN-γ의 분비를 최 화 

시켜 Th세포에 IL-12 receptor의 발 을 유도함으로써 Th1세포 분화를 원활히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라) 방사선 조사 후 살아남은 NK세포와 NK1.1+T 세포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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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후반에 나타나는 Th1/Th2 불균형  반응은 방사선조사 후 살아남아 있는 세

포들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 하 다. 본 연구에서 NK 세포와 NK1.1+T 세포

가 방사선에 가장 내성을 보임을 확인하 고 (Fig. 1.1-13), 이들 세포는 방사선 조사 후 

약 12일까지 정상마우스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존재함을 확인 하 다 (Fig. 1.1-14).  

방사선 조사 후 NK 세포와 NK1.1+T 세포가 제거된 마우스에서 IgG2a, IgE, IFN-γ, 

IL-4, IL-12p70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이들 마우스에서는 IgG2a에 비해 IgE를 더 많이 

분비하 다 (Fig. 1.1-15). 한 total IL-12에 한 IL-12p70의 비율이 더욱 심하게 감소하

으며, IL-12 receptor β2의 발 이 더 었다 (Fig. 1.1-16).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방사

선 조사 반에 NK 세포의 생존은 방사선 조사 후반에 나타나는 Th1/Th2 세포 불균형

에 역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한 NK 세포와 NK1.1+T 세포를 방사선 조사 직후 제거하고, 골수세포 (Fig. 1.1-17)

와 비장세포 (Fig. 1.1-18)에서 돌연변이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NK 세포와 NK1.1+T 

세포를 방사선조사 직후 제거한 마우스의 골수세포와 비장세포 모두 에서 돌연변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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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Antigen presenting cells from the normal mice do not completely restore 

the cytokine balance of the primary T cells of whole body irradiated (WBI; 5Gy) mice. 

At 7 weeks after irradiation, the T cells (2×10
6
/well) from the WBI mice were 

co-cultured with the MMC-treated peritoneal adherent cells (4×10
5
/well) from the 

normal mi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s. These cells were stimulated with OVA 

(500 μg/ml) in vitro. The levels of the cytokines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s the 

mean±S.D.

NT, T cells of the splenocytes from the normal mouse; NPAC, Peritoneal adherent 

cells from the normal  mouse; IT, T cells of the splenocytes from the irradiated 

mouse; IPAC, Peritoneal adherent cells from the irradiated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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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Culture supernatants of the peritoneal adherent cells (PACs) of the 

normal mice restore the Th cell response. At 7 weeks after irradiation, the 

PACs(1×106/well) from both normal and WBI (5Gy) mice were prepared by panning 

and were cultured with OVA (500 μg/ml). After 16 hr,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 OVA-primed PACs were treated with MMC and paraformaldehyde. 

The OVA-specific Th cells were co-cultured with the fixed OVA-primed PACs in the 

presence of the culture supernatant of the PACs. (A) Data from an experiment in 

which the PACs obtained from the three mice were pooled. (B) Data of 3 experiments 

in which the PACs of the three mice were 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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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Production of total IL-12 and IL-12 heterodimer in the culture the 

peritoneal adherent cells (PACs) of mice after a whole body irradiation (WBI; 5Gy). 

At 7 weeks after irradiation, the PACs (1×106/well) were prepared by panning 

method from both the normal and WBI mice, and were cultured with OVA (500 μ

g/ml). After 16 hr,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n the levels of the 

total  IL-12 and IL-12 heterodimer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A) Data was obtained from an experiment in which the PACs of 

three mice were pooled. (B) Data represents the ratios of the IL-12 heterodimer in the 

IL-12 total in the 3 experiments in which the PACs of three mice were 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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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Production of total IL-12 and IL-12 heterodimer in spleen lymphocytes of 

mice at 7 weeks after a whole body irradiation (WBI; 5Gy).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HIM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after 

irradiation, the spleen lymphocytes (1×10
6
/well) were prepared from both the normal 

and WBI mice, and were cultured with OVA (500 μg/ml). After 16 hr,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n the levels of the total IL-12 and IL-12 

heterodimer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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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5. The expression of  IL-12R and STAT4 is reduced in the T cells obtained 

from the WBI (5 weeks) mice. At 7 weeks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100 μg/mouse). After 1 week, the T cells of the immunized mice were 

separated by positive selection in MACS. The expression levels of IL-12R, STAT4 and 

IFN-γ in the sensitized T cells were measured by RT-PCR. Three spleens of the mice 

were pooled. The data presented is the mean±S.D. of the triplicate experiments 

(Asterisk indicat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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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The expression of  IL-12R and STAT4 is reduced in the T cells obtained 

from the WBI (5 weeks)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HIM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100 μg/mouse). After 1 week, the expression levels of IL-12R, STAT4 and IFN-γ in 

the spleen lymphocytes of the immunized mice measured by RT-PCR. Three spleens 

of the mice were 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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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7. NK cell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Th cells. Mice were treated by 

Anti-ASGM1 antiserum and then spleen cells were prepared on days 12 after 

immunization(DNP-KLH). (A) Total spleen cells were cultured with DNP-KLH (500 μ

g/well) for 2 days and then cytokine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B) Only Th cells were selected from total spleen cells using MACS. Th cells 

were cultured with MMC-treated filler cells and DNP-KLH (500 μg/well) for 2 days 

and then cytokine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C) At 7 days 

after immunization, mice were bled. Antigen-specific IgG2a, IgG1 and IgE were 

evaluated in serum.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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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8. Comparison of NK cell activity after whole body irradiation (5Gy). The 

cytolytic activity of NK cells was measured at the day indicated in figure after 

irradiation 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 p<0.01 compared with normal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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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9. NK cells of normal mice restore the IFN-γ in WBI (5Gy) mice. Spleen 

lymphocytes of normal and WBI mice were separated into NK cells and the other 

lymphocytes (SP-NK cells) by MACS metho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NK-depleted lymphocytes and NK cells from normal or WBI mice were 

co-cultured reciprocally as indicated in figure. At that time, these cells were cultured 

with OVA (500 g/well) for 72 hours, and then IFN-γ was determined in the 

supernatants. Data represent three experiments in which the spleen lymphocytes 

obtained from three mice were pooled. One asterisk indicates p<0.05 compared with 

that of co-culture of normal spleen lymphocytes and NK cells obtained from normal 

mice. Two asterisk indicate p<0.05 compared with that of co-culture of WBI spleen 

lymphocytes and NK cells obtained from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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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0. Transfer of CD49b
+
 NK cells alters Th1/Th2 balance in WBI (5Gy) mice. 

CD49b
+
 cells were isolated from normal mice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4 

weeks after WBI, CD49b
+
 cells (8×10

5
 cells/mouse) were transferred intravenously and 

then 24 hours later, DNP-KLH was challenged intraperitoneally. 7 days after antigen 

challenge, antigen-specific IgG2a, IgG1, IgE (A) and IL-12 (B) in serum were measured 

by ELISA. (C) 10 days after antigen challenge, spleen lymphocytes form each mice 

were stimulated with DNP-KLH (100 μg/ml) for 2 days and then IFN-γ in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 p<0.001, **p<0.01, and ***p<0.05 compared with non-transferred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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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1. NK cell activity is enhanced by HemoHIM administration in the WBI 

(5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HIM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irradiation, NK cell activity is measured by 
51

Cr-released 

metho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five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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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2. The production of  IFN-γ is increased by HemoHIM in the WBI (5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HIM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irradiation, spleen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anti-CD3/CD28 

antibody. After 48 hours, the production level of IFN-γ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four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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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3. TCR
+
NK1.1

+
 cells are more resistant to radiation-induced apoptosis than 

TCR positive NK1.1 negative cells.  The spleen lymphocytes from normal mice were 

incubated at 2×10
6 

cells/well in 24-well culture plates after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2 Gy) or without irradiation. After 0, 3, 6, and 20 hours,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anti-TCR mAb and anti-NK1.1 mAb and then 2 g/ml 

propidim iodide. The number of survived cells in the cell subsets was analyzed in 

each well by a flow cytometer.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at least three 

mice. (Asterisk indicates p<0.01 compared with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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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4. TCR
+
NK1.1

+
 cells are more resistant to radiation-induced apoptosis than 

TCR positive NK1.1 negative cells. The spleen lymphocytes from normal mice were 

incubated at 2×10
6 

cells/well in 24-well culture plates after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2 Gy) or without irradiation. After 0, 3, 6, and 20 hours,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anti-TCR mAb and anti-NK1.1 mAb and then 2 g/ml 

propidim iodide. The number of survived cells in the cell subsets was analyzed in 

each well by a flow cytometer.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at least three 

mice. (Asterisk indicates p<0.01 compared with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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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5. Comparison of antigen-specific antibody production in WBI mice injected 

with anti-asialo GM1 antibody. For depletion of NK1.1+T cells as well as NK cells, 20

μl rabbit anti-asialo-GM1 antiserum was injected i.p. immediately after an irradiation 

and then again 24 hr later. After 3 days, the depletion of NK cells and NK1.1+T cells 

in splenic lymphocytes was confirmed by flow cytometry. The mice were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4 weeks after an irradiation.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immunization. The serum anti-DNP IgG2a and 

Ig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There were twelve mice in each 

group. Inset data shows the mean±S.D. (Asterisk indicates p<0.01 compared with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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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6. The production of the IL-12p70 and the expression of IL-12R and 

STAT4 were more reduced in the spleen cells of WBI mice injected with anti-asialo 

GM1 antiserum. (A) At 4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7 

days in advance of preparing spleen cells. The spleen cells from these immunized 

mice were re-stimulated by OVA (100 μg/well) in vitro for 16 hours. The levels of 

total IL-12 and IL-12p70 (IL-12 heterodimer)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B) At 5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7 days in advance of preparing 

spleen cells. After 1 week, the expression levels of IL-12R, STAT4 and IFN-γ in the 

spleen cells of the immunized mice were measured by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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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7. Comparisonof MN of PCE in bone marrow cells of WBI mice injected 

with anti-asialo GM1 antibody. For depletion of NK1.1
+
T cells as well as NK cells, 

anti-asialo-GM1 antiserum was injected i.p. immediately after an irradiation and then 

again 24 hr later. After 3 days, the depletion of NK cells and NK1.1
+
T cells in splenic 

lymphocytes was confirmed by flow cytometry. 24 hours after irradiation, bone 

marrow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femurs and then were smeared following 

re-suspension at FBS. The slides were stained by May-Grunwald/Giemsa. From each 

animal, 3,000 PCEs were examined for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 

Asterisk indicates p<0.001 in comparison with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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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8. Comparison of mutant frequency of H-2Kb in spleen cells of WBI mice 

injected with anti-asialo GM1 antibody. Spleen lymphocytes were obtained from 

normal (left), irradiated (middle) and anti-asialo GM1 injected irradiated (right) B6C3F1 

at 12 days after irradiation and stained with anti-CD3 and anti-H-2Kb mAbs. 

Fluorescence data from a minimum of 1×10
5 

lymphocytes were analyzed. Asterisk 

indicates p<0.01 in comparison with WB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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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제품(HemoTonic)의 방사선 조사후 면역장해 극복 효과 검증  기작해석

   (가) HemoTonic에 의한 면역세포 증식 효과

 HemoTonic 0.25 ㎎/㎖에서 가장 높은 면역세포 활성화/증식 효과를 보 다 (Fig. 

1.1-19).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생체내 실험에서 HemoTonic의 용 농도를 정하 다.

   (나)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HemoTonic에 의한 비장면역세포 재생성 진 효과

방사선 조사 후 3일째에 비장면역세포의 수는 격히 감소하 으며, 조사 후 2주부터 

서서히 회복된다. 조사 후 3주에 조사 조군의 비장 세포의 수가 정상 조군에 비해 약 

50% 정도 회복되었다. 반면, HemoTonic 투여의 경우 조사 후 3주에, 비장세포는 정상

조군에 비해 약 70% 정도로 찰되어 면역세포 재생성 진효과를 보 다 (Fig. 1.1-20).

   (다)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HemoTonic에 의한 세포성 면역활성 회복 진효과

조사 후 7주 후에 회복된 helper T 세포의 기능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DTH 반응과  

mixed lymphocyte reaction(MLR) assay를 수행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DTH 반응과 MLR이 하되었다. 그러나 HemoTonic의 투여로 거의 정상 조군 만큼 

helper T 세포의 기능이 회복 되었다 (Fig. 1.1-21). 

   (라)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면역반응(Th1/Th2) 패턴 불균형의 조  정상화효과

방사선 조사 후 IgG의 생산성이 히 감소하 으며 7주까지도 정상 조군의 약 

80%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 다. 반면에 HemoTonic을 투여한 조사마우스에서는 방사

선 조사 조군에 비해 IgG 생산이 높음을 확인하 다. 한, IgE의 생산성은 방사선 조

사 후 격히 증가하여 정상 조군에 비해 약 200-300% 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 HemoTonic을 투여한 조사마우스에서는 IgE 생산이 거의 정상 조군의 수치까지 떨

어짐을 확인하 다 (Fig. 1.1-22). 이는 helper T cells이 균형 으로 회복되는 결과로 생각

된다. 

   (마)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IL-4 생산과잉에 한 HemoTonic의 억제 효과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피폭 후 1주째에 격히 IL-4의 생산이 증가하여 5주째 까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에 HemoTonic을 투여한 조사 마우스에서 방사선 조군에 비해 

IL-4의 생산과잉이 히 억제됨을 확인하 다 (Fig. 1.1-23). 

   (바)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HemoTonic에 의한 heterodimeric IL-12 생산 증가 효과

방사선 조사 후 helper T cell의 불균형 인 회복의 기   하나로서, 방사선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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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2p70의 생산이 감소됨을 들 수가 있었다. 방사선 조사 3주와 5주 후, 재생성된 항원

제시세포는 정상 조군에 비해 IL-12p70을 33～40% 정도로 게 분비하 다. 반면에 

HemoTonic을 투여한 조사 마우스에서는 방사선 조군보다 약 1.5～2배 정도로 IL-12p70

을 더 많이 분비하 다 (Fig. 1.1-24).

   (사) 방사선 조사 마우스의 helper T 세포에서 HemoTonic에 의한 IL-12 receptor β1 

과 β2 발   STAT4와 IFN-γ의 발  증가(회복)

항원제시세포에 의해 분비된 IL-12p70은 helper T 세포에 발 된 IL-12 receptor β1과 

β2에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T 세포내로 주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로 인해 IL-12의 

세포 신호 달에 여하는 β2 subunit의 발 이 조한 것으로 보 다. 반면, Hemotonic

을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β2가 정상 조군 만큼 발 됨을 보 다. 한, 방사선조사 군에

서 STAT4의 발 이 정상 조군에 비해 히 떨어짐을 확인하 으며, 더불어 표 유

자인 IFN-γ의 발 도 히 하됨을 보 다. 그러나 Hemotonic을 투여한 조사마우스

에서는 STAT4가 거의 정상 조군 만큼 발 되었으며, 한 IFN-γ도 정상 조군 만큼 발

되었다 (Fig.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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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9.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by HemoTonic on day 3 or 4 after culture. 

Spleen lymphocytes (2×10
5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HemoTonic on 96-well fat 

bottomed plates. On day 3 or 4, the proliferation of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incorporation of 
3
H-TdR after a 4 hours pulsing with 1.5 μCi 

3
H-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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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0. Effects of HemoTonic on repopulation of lymphocytes in spleen at 3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HIM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3 weeks irradiation, spleen lymphocytes were counted by trypan 

blue staining. There were four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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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1. Effects of HemoTonic on the recovery of cellular immune response after 

irradiation (5Gy) in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Tonic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irradiation, DTH reaction assay was experimented and 4 

weeks after irradiation, mixed lymphocytes reaction assay was experiment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five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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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2. Comparison of antigen specific IgG and IgE antibody production after 

irradiation (5Gy) in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Tonic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5 weeks after irradiation, the mice were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intraperitoneally. At 1 week after immunization,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and then antigen specific antibodies in serum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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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3. The production of  IL-4 is increased by HemoTonic in the WBI (5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Tonic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5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100 μg/mouse). After 1 

week, spleen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OVA and then IL-4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four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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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4. Production of IL-12 heterodimer in spleen lymphocytes of mice at 7 

weeks after a whole body irradiation (WBI; 5Gy).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Tonic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3 or 7 weeks after irradiation, the spleen 

lymphocytes (1×10
6
/well) prepared from both the normal and WBI mice were cultured 

with OVA (500 μg/ml). After 16 hr,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n 

the levels of the total  IL-12 and IL-12 heterodimer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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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5. The expression of  IL-12R and STAT4 is reduced in the T cells obtained 

from the WBI (5 weeks)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PBS or 

HemoTonic (3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1, 

3, 5, 7 days after irradiation. At 7 weeks irradiation, mice were immunized with OVA 

(100 μg/mouse). After 1 week, the expression levels of IL-12R, STAT4 and IFN-γ in 

the spleen lymphocytes of the immunized mice measured by RT-PCR. Three spleens 

of the mice were 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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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제품의 자연방사선(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방어효능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2종(HemoHIM, HemoTonic)의 생체효용성 확 를 하여 자연

방사선(자외선)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조직 손상  피부면역계 손상에 한 시제품의 억

제효과를 찰하고자 하 다. 태양 선에 존재하는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로 

나  수 있으며 각 자외선이 피부손상을 유발하는 효과는 UVC > UVB > UVC이나 자연

에 존재하는 함량 비율은 UVA > UVB > UVC로서 일반인들이 태양 에 노출되어 발

생되는 피부손상은 부분 UVB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의 

섭취 는 피부도포를 통하여 자외선(UVB)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손상에 한 방호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그 활용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 다.

  (1)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조직손상에 한 방호효능 

기작해석 [제1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 남  김성호)]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2종(HemoHIM, HemoTonic)의 생체효용성 확 를 하여 자연

방사선(자외선)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조직 손상  피부면역계 손상에 한 시제품의 억

제효과를 찰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1-2차년도 연구결과 참조]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억제 효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자외선 조사  HemoHIM 처리(복강주사, 크림도포)에 의해 일  화

상세포가 유의성 있게 감소됨을 확인하 다. 한, HemoTonic 투여의 경우 자외선 조사 

후에 복강내투여군(p<0.01), 경구투여군(p<0.05), 피부도포군(p<0.05)에서 유의하게 일

화상세포가 감소되었다.

   (나) 표피 멜라닌세포 증가 억제 효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멜라닌세포가 증가하 다. 한편, 자외선 조사 , 후 HemoHIM 

투여(복강주사, 경구투여, 크림도포)에 의해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한, HemoTonic 투여의 경우 자외선 조사 후에 복강내투여군(p<0.01), 경구투여군

(p<0.05), 0.6% 피부도포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가 찰되었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감소 억제 효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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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됨을 확인하 으며, 

HemoHIM을 투여시 (복강주사, 경구투여, 크림도포) 유의성 있는 세포감소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한, HemoTonic 투여의 경우 자외선 조사 후에 복강내투여군

(p<0.01), 경구투여군(p<0.05)에서 유의성 있게 수지상세포의 감소가 억제되었으며, 피부 

도포군에서는 세포의 감소가 다소 억제되었으나 심한 개체 차이로 통계  유의성은 없었

다.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시제품의 미백효과

자외선 조사 후 3주에는 HemoHIM 는 HemoTonic 복강내 주사군과 피부도포군에

서 유의성(P<0.01)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으며 6주 후에는 모든 투여 처치군에서 유의성

(P<0.05) 있는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2) 자외선에 의한 피부면역계 손상에 한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방호

효능 검증 [제2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순천  이성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 HemoTonic)의 생체방어 효용성 제고를 하여 피

부면역계의 1차 기능인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 기능의 방호/회복 효과를 자외선조사 세

포모델  동물모델에서 검증하 다. 한,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수지상세포의 세포사멸

에 한 시제품의 억제효과를 평가하 으며, 그 결과 시제품이 자외선으로부터 수지상세

포를 효과 으로 방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2. 제2 탁과제 (순천  이성태) 1-3차년도 연구결과 참조]

   (가) 자외선에 의해 억제된 성 과민반응 회복 효과

마우스 모델에서 자외선 조사에 의해 성과민반응이 억제됨을 확인하 으며, 억제

된 반응은 HemoHIM과 HemoTonic을 투여함(경구투여, 복강주사, 피부도말)에 의해 유의

으로 회복됨을 확인하 다.

   (나) 수지상세포 표면단백질의 발  증가  항원 달  제시 능력 증가 효과

HemoHIM과 HemoTonic을 첨가하여 수지상 세포를 배양 하 을 때, 수지상 세포의 

co-stimulator 분자인 CD11c, MHC class Ⅱ(I-A
b
), CD40, 그리고 CD86(B7-2)이 많이 발

됨을 확인하 다. 한 HemoHIM과 HemoTonic으로 처리된 수지상 세포가 T 세포를 활

성화시켜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유의 으로 증가시킴을 확인하 다.

   (다) 자외선 조사에 따른 수지상세포의 면역활성(항원제시능) 하 세포모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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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내에서 수지상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고 항원(OVA)과 OVA에 특이 으로 반

응하는 T세포주(HS-1)를 함께 배양하여, 수지상세포에 의한 항원제시의 종속  반응으로

서 T세포의 증식반응과 IL-2, IFN-γ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

라 T세포주의 증식반응과 IL-2  IFN-γ의 분비량이 차 감소하 고, 200mJ/cm
2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완 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다.

   (라) 자외선(UVB) 조사에 한 시제품의 수지상세포 방호효과 검증

수지상세포에 HemoHIM 는 HemoTonic을 100 μg/ml로 처리한 후 자외선을 조

사(120mJ/cm
2
)하 을 때, 조군에 비해 T세포주의 증식반응이 증가하 다. HemoHIM의 

경우에는 IL-2와 IFN-γ의 분비량이 각각 약 5.5배 와 4.3배 증가하 고 HemoTonic의 경

우에는 각각 5.4배와 3.6배 증가하여 HemoHIM과 HemoTonic의 처리가 자외선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면역활성 하를 경감시켰다. 반면, 자외선 조사후 시료처리에서는 T세포주

의 증식  IL-2 IFN-γ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못하 다.

   (마) 자외선 조사에 따른 피부면역기능(항원제시능) 하 동물모델 확립

자외선 조사에 의한 항원제시능 하 동물모델을 확립하 다. 즉, 마우스의 복부에 자

외선을 300mJ/cm
2
의 용량으로 조사하고 2시간 후에 0.5%의 항원(DNCB)을 피부에 도말

한 4일후에 마우스의 림 에서 림 구를 분리하여 DNBS를 0-300μg/ml의 농도로 처리

하여 3일간 배양하여 림 구의 증식반응과 IL-2, IFN-γ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모델을 확립

하 다. 이 모델에서 자외선 조사는 피부면역기능, 항원(DNCB) 제시능을 50%이상 하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자외선 조사 마우스에서 시제품의 피부면역기능(항원제시능) 방호/회복 효과검증

마우스에 시제품(HemoHIM, HemoTonic)을 투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다음 항원

(DNCB) 제시능을 찰하 다. HemoHIM  HemoTonic의 복강내투여군과 경구투여군 

모두에서 자외선 조사에 의해 하된 림  림 구의 증식반응과 IL-2, IFN-γ 분비능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특히 HemoHIM 복강내투여군  경구투여군에서 림 구 증식반

응, IL-2, IFN-γ 분비능이 모두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정상 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 

HemoHIM의 자외선에 한 피부면역기능 방호/회복 효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찰되

었다.

   (사) 수지상세포의 면역 련 세포표면 단백질(CD40, MHC class Ⅱ, CD80, CD86 등)

변화에 한 억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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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세포의 면역반응에 련된 CD11c, MHCII, CD40, CD80, CD86은 자외선에 의

해 크게 발 이 감소되었으나, 시제품 HemoHIM 는 HemoTonic 처리후 자외선 조

사한 경우에 이러한 발 하가 크게 억제되었다.

   (아) 자외선 조사에 의한 수지상세포 apoptosis에 한 시제품의 억제효과 검증

    1) 세포막 변화(phosphatidylserine의 노출) 억제효과: 자외선을 단독 조사한 수지상 

세포는 세포막 변화가 일어난 세포수가 45.3%로 나타났으나, 수지상세포에 HemoHIM 

는 HemoTonic을 처리한 후 자외선을 조사한 세포에서는 각각 38.9%와 36.3%로 감소

하 다.

    2) 미토콘드리아 차 변화 (MPT)에 한 억제효과: 자외선 조사는 세포사멸

(apoptosis)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투과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탈분극을 유발하 다. 

HemoHIM을 처리한 경우에는 탈분극이 억제되었다. HemoTonic의 처리는 큰 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수지상세포의 Sub G1기 세포 population  핵응축 억제효과: 자외선 조사는 수

지상세포의 sub G1기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핵응축의 빈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HemoHIM 는 HemoTonic은 자외선에 sub G1기 세포수  핵응축이 발생된 세포의 

빈도를 감소시켰다.

    4) 수지상세포의 DNA 편화 억제효과: 자외선 조사는 수지상세포의 DNA 

fragmentation을 유발하 으며, HemoHIM은 농도 의존 으로 이러한 DNA 편화를 억

제하 다. 반면, HemoTonic은 뚜렷한 억제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3)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피부주름)  암발생(피부암)에 한 시제품

(HemoHIM)의 방호효과 검증 [제1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 남  김성호)]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생체방어 효용성 제고를 하여 만성 인 자외선 

노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장해인 피부암, 노화(피부주름) 등에 한 시제품의 

방호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시제품(HemoHIM)을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한 시험군에서 각각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피부주름,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를 감소시켰으며, 육안  종괴

의 발생이 지연되고 발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4차년도 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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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부주름 형성에 한 방호효과 검증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6주에 평균 1.15, 14주에 2.0을 과하여 시험종료 시 인 

22주에 평균 2.81의 주름 등 을 나타냈다. HemoHIM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

에서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5).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

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HemoHIM 도포의 경우에도 부

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 기간  유의성 있는 주름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1).

   (나)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방

호효과 검증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 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침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을 나타냈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경감 소견이 찰되었다(p<0.01).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경감효과가 찰되었다(p<0.05) 

   (다)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papilloma, carcinoma)에 한 방호효과 검증 

 1) HemoHIM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효과 : 육안  종괴(22주째 찰)는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생, 94.4%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  

경구투여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2주의 발생 지연효과), 발생율도 각각 66.7%  56.3%로 

감소하 다. 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암종(carcinoma)의 발생은 자

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4.78개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

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각각 0.83개  0.33개로서 총 1.17개의 암이 발생하 고, 경구

투여군에서는 유두종이 0.50개 발생하 으나 암종은 찰되지 않았다. 

 2) HemoHIM 도포에 의한 효과 :  육안  종괴(22주째 찰)는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 80%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도포군에서는 17주부

터 발생(2주의 발생 지연효과), 발생율도 60.0%로 감소하 다. 유두종  암종의 발생은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1.70개  0.10개로서 총 1.80개의 암이 발

생하 으며, 헤모힘 도포군에서는 각각 0.20개  0.20개로서 총 0.40개의 암이 발생하

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군에서 각각

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육안  종괴의 발생이 지연되고 발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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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제품과 신소재의 복합을 통한 효능증  기술개발 모색

방사선/산화  손상 억제 신소재로 선발된 11종 에서 효능이 높은 인진호, 감국, 포

공 , 양강, 유근피를 선택하여, 시제품(HemoHIM)과 복합 용 함으로써, 방사선/산화  

장해 응 효능 증  효과를 나타내는 개량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 다. 

  (1) 골수세포 사멸억제 효과 

방사선/산화  손상 억제 신소재와 헤모힘의 복합처리 후 골수세포 사멸억제 증 효

과를 기 하 으나, 큰 상승효과를 얻지 못하 다. 그러나, 이들 신소재  포공 (TM) 

 유근피(UC)는 단독처리 시 사멸 억제효과가 높았으며(Fig. 1.3-1), 약간의 상승효과가 

보 으므로 다음 실험에는 두가지 신소재만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2)  비장집락형성 효과 

포공 과 유근피에 한 조 세포의 회복을 알아볼 수 있는 비장집락형성을 시험한 

결과 (Fig. 1.3-2), 헤모힘과 포공   유근피를 병용처리를 함으로써 헤모힘 단독 처리 

시보다는 약간 높은 비장집락형성을 보 으나 포공   유근피 단독 처리 시보다는 그

다지 높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 다. 

  (3)  조사 마우스에서 NK 세포 기능회복 진  

방사선 조사 후 감소된 NK 세포의 활성 은 헤모힘, 포공 , 유근피 단독처리에 의해 

회복이 되지만, 정상 조군 보다는 낮았다 (Fig. 1.3-3). 하지만, 헤모힘과 포공  는 헤

모힘과 유근피 복합처리 시 거의 정상 조군 만큼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0.05, p<0.03). 항산화시험에서 유근피의 효능이 더욱 뛰어났으므로 다음 실험부터는 

유근피만을 선정하여 시험하 다.

  (4)  조 모세포 증식효과  

방사선조사 후 조 모세포의 보호뿐만 아니라, 조 모세포의 증식도 요하므로  헤모

힘과 유근피 각각의 조 모세포 증식효과를 검색하 다. 그 결과, 유근피는 조 모세포를 

 증식시키지 못하 으나, 헤모힘은 조 모세포의 증식을 유도하 다 (Fig. 1.3-4). 

  (5)  회복된 면역세포의 cytokine (IFN-γ와 IL-4) 분비 조  효과  

방사선 조사 후 면역불균형을 IFN-γ와 IL-4의 분비를 측정함으로써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Fig. 1.3-5), 헤모힘군은 방사선 조군에 비해 IFN-γ 분비가 증가되었으며, 반

면 IL-4 분비는 감소하여 거의 정상수 까지 조 되었다. 한편, 유근피의 조  효과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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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헤모힘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 다. 한, 헤모힘과 유근피 복합처리 시에도 큰 상

승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본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HemoHIM과 신소재들의 복합으로 방사선/산화  장해

응에 큰 증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결론 으로, 상기한 여러 항목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HemoHIM을 가장 좋은 시제품으로 최종 정하고 그의 활용성을 다양한 실험

모델에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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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 Inhibitory effects of HemoHIM on radiation induced-apoptosis in mouse 

bone marrow cells.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HemoHIM (100 

mg/kgBW) or TM (300 mg/kgBW) or HemoHIM (100 mg/kgBW)+TM (300 

mg/kgBW) or Ulmi Cortex (UC;100 mg/kgBW) or HemoHIM(100 mg/kgBW)+UC(1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4Gy) and once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5 hours after irradiation, mice wre sacrificed and apoptotic cells in bone 

marrow was analyzed by PI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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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 Effect of synergy with HemoHIM and TM or UC on endogenous spleen 

colonies in irradiated (6.5 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HemoHIM (100 mg/kgBW) or TM (300 mg/kgBW) or HemoHIM (100 mg/kgBW)+TM 

(300 mg/kgBW) or Ulmi Cortex (UC;100 mg/kgBW) or HemoHIM(100 

mg/kgBW)+UC(1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4Gy) and 30 minutes, 

1, 3, 5, 7, 9 days after irradiation. At 9 days after irradiation, endogenous colonies in 

spleen were counted. There were twenty mice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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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 Effect of synergy with HemoHIM and TM or UC on NK cell activity in 

irradiated (5 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HemoHIM (100 

mg/kgBW) or TM (300 mg/kgBW) or HemoHIM (100 mg/kgBW)+TM (300 

mg/kgBW) or Ulmi Cortex (UC;100 mg/kgBW) or HemoHIM(100 mg/kgBW)+UC(1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4Gy) and 30 minutes, 1, 3, 5, 7, 9 days 

after irradiation. At 4 weeks irradiation, NK cell activity is measured by 51Cr-released 

metho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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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4. Prolife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s (HSC) by HemoHIM or UC. 

M2-10B4 (2×10
4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HemoHIM or UC for 24 hours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After 24 hours, HSC separated from BM were added and 

then cultured for 3 days. The proliferation of HSC was determined by the 

incorporation of 
3
H-TdR after a 4 hours pulsing with 1.5 μCi 

3
H-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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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5. Synergic effect of HemoHIM and Ulmi Cortex on balanced restoration of 

the IFN-γ and IL-4 production in the irradiated (5Gy) mice.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HemoHIM (100 mg/kgBW) or TM (300 mg/kgBW) or 

HemoHIM (100 mg/kgBW)+TM (300 mg/kgBW) or Ulmi Cortex (UC;100 mg/kgBW) 

or HemoHIM(100 mg/kgBW)+UC(1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4Gy) and 30 minutes, 1, 3, 5, 7, 9 days after irradiation. At 4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mmunized with OVA (100 μg/mouse). 1 week after an 

immunization, spleen lymphocytes were cultured with OVA for 2 days. The levels of 

IFN-γ and IL-4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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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제품(HemoHIM)의 생체방호 임상 활용성 제고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생체효용성 확 를 방사선 이외의 요인에 의한 

생체손상을 유발하는 모델에서 HemoHIM의 생체방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모델로서는 항암제인 cyclophosphamide(CP) 투여에 의한 면역조 계 장해 마우스 

모델, 노령에 의해 면역기능이 하된 마우스모델, 각종 염증을 유발시킨 마우스 는 랫

드 모델, 인간 비만세포주(HMC-1)을 이용한 알 르기 모델에서 HemoHIM의 방호효능을 

검증하 다. 최종 으로 면역조 기능이 하된 건강인을 상으로 HemoHIM의 섭취

에 의한 면역기능 개선 효과 임상효능 평가를 수행하 다.

  (1) 시제품(HemoHIM)에 의한 항암제(CP) 처리 마우스의 면역조 장해 경감 효과

   (가) HemoHIM에 의한 액세포 재생성 진 효과 

항암제 cyclophosphamide(CP) 투여는 백 구수치가 50% 정도 감소되는 농도인 

200mg/kgBW로 정하 다. CP투여 후 7일째 액내 백 구와 림 구의 수가 정상마우스

에 비해 약 50% 정도가 되었고 이들의 수는 투여 후 43일째까지도 정상까지 회복이 되

지 않은 반면, HemoHIM을 먹인 마우스에서 액내 백 구 수치는 CP투여 반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약 1달 정도 후 부터는 유의 (p<0.05)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확

인하 다(Fig. 1.4-1). 액내 림 구의 수치도 비슷한 효과를 보 다. 

   (나) HemoHIM에 의한 NK 세포 활성 회복 효과 

항암제 CP투여 후 4주째 마우스의 NK 활성이 정상 마우스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하

다(p<0.01). 반면, HemoHIM을 먹인 마우스에서는 CP투여 마우스에 비해 유의 (p<0.01)

으로 NK 활성이 회복되었다 (Fig. 1.4-2).

   (다) HemoHIM에 의한 IFN-γ 증가와 IL-4 감소 효과 (정상화 효과) 

항암제 CP투여 마우스에서 IFN-γ의 생성이 정상마우스에 비해 약 50% 히 감소함

을 확인하 다(p<0.01). 하지만, HemoHIM을 먹인 마우스에서는 약 45% 유의 (p<0.1)으

로 IFN-γ의 생성이 증가하 다. 반면, CP투여 마우스는 IL-4의 생산이 증가하 고, 반면

에 HemoHIM을 투여 시에 증가된 IL-4의 생산을 감소시켰다 (Fig. 1.4-3). 이 두 결과들

로 볼 때 항암제 CP투여시 회복된 Th 세포들은 IFN-γ에 비해 IL-4를 많이 생산하는 것

을 확인하 고, HemoHIM이 이러한 cytokine 생산의 불균형을 경감 정상화시키는 것으

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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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HemoHIM에 의한 IgG2a 증가와 IgE 감소 효과 (정상화 효과)  

IgG2a의 생산성이 CP투여 후 감소한 것을 확인되었으며, IgE의 생산성은 IgG2a와 반

의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 다. 반면에 HemoHIM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IgG2a의 생산은 

유의 (p<0.03)인 증가 상을 보 으며, IgE의 생산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1) 

(Fig. 1.4-4). 결과 으로, HemoHIM이 Th1/Th2 반등의 불균형을 경감 정상화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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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 Acceleration of recovery from cyclophosphamide(CP)-induced leucopenia 

in the peripheral blood by HemoHIM. ICR mice were i.p. injected with 200 mg/kg 

BW of CP on day 0 and just after the injection oral administration with 100 or 500 

mg/kg BW of HemoHIM was started and carried out daily until blood sampling. ◇, 

CP-treated mice ■ and ▲ 100 mg/kg and 500 mg/kg BW HemoHIM administered 

mice after CP treat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20 

mice/group. * p<0.1, ** p<0.05

100:1 50:1

Normal 
mice

CP-treated 
mice

100 mg/kg 500 mg/kg

HemoHIM administered mice

0

5

10

15

20

25

%
 o

f c
yt

ot
ox

ic
ity

*

**

**
**

E:T ratio

Figure 1.4-2. Effect of HemoHIM on recovery of NK cell activity in the 

cyclophosphamide (CP)-treated mice. The C57BL/6 mice were i.p. injected with 200 

mg/kg BW of CP on day 0 and just after the injection oral administration with 100 

or 500 mg/kg BW of HemoHIM was started and carried out daily for 3 weeks. 4 

weeks after CP treatment, NK cell activity of mice of each group was measured by 

51
Cr-release assay.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6 mice/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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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3. Effect of HemoHIM on secretion of INF-γ and IL-4 and the ratio of 

IL-4/IFN-γ in spleen lymphoyctes of the cyclophosphamide(CP)-treated mice. The 

C57BL/6 mice were i.p. injected with 200 mg/kg BW of CP on day 0 and just after 

the injection oral administration with 100 or 500 mg/kg BW of HemoHIM was started 

and carried out daily for 3 weeks. 4 weeks after CP treatment, spleen lymphocytes 

were prepared and stimulated in vitro by pre-coated anti-CD3/CD28 antibody for 18 

hours and then cytokines in their cultur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E of 6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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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4. Effect of the HemoHIM on production of an antigen specific IgG2a and 

IgE in the cyclophosphamide(CP)-treated mice. The C57BL/6 mice were i.p. injected 

with 200 mg/kg BW of CP on day 0 and just after the injection oral administration 

with 100 or 500 mg/kg BW of HemoHIM was started and carried out daily for 2 

weeks. The mice were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 i.p. at 2 weeks after 

CP-treatment.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immunization. 

The serum anti-DNP IgG2a and Ig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There were six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of 6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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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제품(HemoHIM)에 의한 노령 마우스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많은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이러한 원인이 바로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때문이라는 결과들이 

있다. 노령화로 인해 면역계의 변화  표 인 상은 Th1/Th2 세포반응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만성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

사선에 의해 생성된 radical을 소거하며, 감소된 면역계  조 계를 개선시키기 해 개

발한 HemoHIM이 노령화로 변화된 면역계를 개선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가) HemoHIM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 회복 효과

노령마우스에서 mitogen에 한 면역세포의 반응이 HemoHIM에 의해 회복되는지 확

인 하 다. 첫째로 비장 면역세포의 proliferation을 확인한 결과 (Fig. 1.4-5A), 노령마우스

에서 감소된 proliferation이 HemoHIM 투여 마우스에서 반응이 증가하 다 (p<0.1). 이

러한 결과는 다양한 cytokine을 측정하여 해석하 다. 즉 IL-2  IFN-γ의 생성이 노령마

우스에서 감소하 으나, HemoHIM 투여 마우스에서 증가하 다 (p<0.1, p<0.04) (Fig. 

1.4-5B). 이러한 결과들은 HemoHIM은 노령마우스에서 증가된 IL-4를 감소시켜 Th1/Th2 

균형  반응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HemoHIM에 의한 NK세포 기능 회복 효과 

HemoHIM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NK 세포의 기능이 히 증가됨을 확인하 다 

(p<0.01) (Fig. 1.4-6). 식세포에서 분비한 IFN-γ에 의해 NK세포가 활성화 되고, NK 세

포는 더욱 많은 양의 IFN-γ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IFN-γ의 생성이 

HemoHIM 투여 마우스에서 증가한 결과와 연계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

  (다) 항원에 한 면역반응의 균형  회복 효과 

노령마우스에서 항원에 한 Th2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여러 논문들이 있다. 

HemoHIM 투여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 인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 한 결과, 

IFN-γ의 생산은 유의 으로 증가시켰으며 (p<0.03), IL-4의 생산을 유의 으로 감소시켰

다 (p<0.0001) (Fig. 1.4-7). 

  (라) 항원에 한 항체 생성능 회복 효과 

노령마우스에서 감소된 IgG2a의 분비는 HemoHIM 투여마우스에서 유의 으로 그 분

비가 증가되었다 (p<0.05). 반면, IgG1의 분비가 노령마우스에서는 증가하 으나 

HemoHIM 투여로 IgG1의 분비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p<0.03). 이로써, IgG1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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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2a의 양이 노령마우스에서는 감소하 으나, HemoHIM 투여마우스에서는 증가함을 보

다 (p<0.003) (Fig. 1.4-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HemoHIM은 노령마우스에

서 보이는 Th1/Th2 불균형  면역반응을 완화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HemoHIM에 의한 Th1 반응 활성화 면역조 인자 (IL-12) 정상화 효과

노령마우스에서는 Th1 반응을 매개하는 면역조 인자인 IL-12의 총량과 그 활성화 형

태인 IL-12p70의 양이 은 마우스에 비해 감소되었다. 그러나 HemoHIM을 투여한 노령 

마우스는 조군 마우스에 비해 IL-12 총량 (p<0.001), IL-12p70 (p<0.0001)이 유의 으로 

증가하여 은 마우스와 비슷한 수치로 정상화되었다(Fig.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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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5. Restoration of the lymphocyte responses to mitogen by HemoHIM in the 

aged mice.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HemoHIM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for 3 weeks. (A) Spleen cells (2×10
5
 cells/well) obtained 

from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cultured with 1μg/ml ConA. On day 2 after 

incubation, the proliferation of the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3
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There were five mice in each group. (B) Spleen cells (2×10
6 

cells/well) obtained from the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stimulated with 1μg/ml 

ConA in vitro for 24 or 48 hour cultures. The levels of IFN-γ and IL-2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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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6. Rcovery of the NK cell activity by HemoHIM in the aged mice.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HemoHIM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for 3 weeks. Spleen lymphocytes obtained from the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co-incubated with 
51

Cr-labeled YAC-1 (H-2
a
) cells. After 4 hours of 

incubation, the cytotoxicity of NK cells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radioactiv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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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released in the culture supernatant.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 p value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old 

mi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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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7. Balanced restoration of the immune response to antigen by HemoHIM in 

the aged mice.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HemoHIM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for 3 weeks. Unfractioned spleen 

lymphocytes (5×106 cells/well) obtained from the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stimulated with OVA (500 μg/well) for 72 hour culture. The levels of IFN-γ and IL-4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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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8. Balanced restoration of the antigen-specific antibody production by 

HemoHIM in the aged mice.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HemoHIM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for 3 weeks.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an immunization. The serum anti-DNP IgG2a 

and IgG1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0

50

100

150

200

250

300

IL
-1

2p
70

 (p
g/

m
l)

Young mice
Old mice

HemoHIMWater
0

50

100

150

200

250

300

To
ta

l I
L-

12
 (p

g/
m

l)

Young mice
Old mice

HemoHIMWater

P<0.001

(A) (B)

P<0.0001

Figure 1.4-9. Restorative effects of HemoHIM on the total IL-12 and IL-12p70 secretion 

in the aged mice.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HemoHIM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kg body weight for 3 weeks. Mice were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7 days in advance of preparing the spleen cells. (A)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and then the total IL-12 in the serum was 

measured by indirect ELISA. (B) The spleen cells from these immunized mice were 

re-stimulated by DNP-KLH (200 μg/well) in vitro for 18 hours. The levels of IL-12p70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s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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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역억제제(Dexamethasone) 투여 마우스의 면역계 방호효과

스트 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면역반응을 항진시키거나 이와는 

반 로 면역반응을 억제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의 하나인 루코코르티코이드의 한 종류로 Dexamethasone을 사용하여 스트

스가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시제품(HemoHIM) 섭취에 의해 개선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가) DEX 투여 마우스에서 몸무게  비장무게 측정

면역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루코코르티코이드의 한 종류인 DEX을 10일 

동안 피하주사 하 는데, 주사시작한 날로부터 2일째부터 16일째까지 각각 마우스 무게를 

측정하 다. 그 결과 DEX만 주사한 군은 지속 으로 몸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헤모힘을 같이 투여한 군은 떨어진 몸무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X의 피하주사를 종료하고, 7일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비장무게를 측정하 는데, 몸

무게와 마찬가지로 DEX만 주사한 군은 비장무게가 많이 떨어져있고, 헤모힘을 같이 투

여한 군은 떨어진 비장무게가 많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4-10).       

   (나)  비장세포 수 회복 진 효과 

DEX의 피하주사를 종료하고, 3일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비장세포 분리 후 비장세포 수

를 측정하 다 (Fig. 1.4-11). DEX만 주사한 군은 비장세포수가 격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헤모힘을 같이 투여한 군은 떨어진 비장무게가 다시 회복됨을 볼 수 있었다.

   (다)  DEX 투여 마우스에서 구세포 재생성 진 효과

DEX 투여 후 구세포 재생성을 측정한 결과 백 구의 수가 정상 마우스에 비해 약 

70% 정도가 되었고, 반면 헤모힘을 투여한 마우스의 경우 농도와 큰 차이 없이 백 구의 

수가 약간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4-12). 한 림 구의 수 역시 DEX 투여한 

마우스의 경우 정상 마우스에 비해 약 60% 정도가 되었고, 반면 헤모힘을 투여한 마우스

의 경우 헤모힘의 농도에 의존 으로 림 구의 수 역시 약간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12).  

   (라)  면역세포 활성화 개선 효과

면역세포 활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세포활성물질(T세포 자극물질: Con A, B세

포 자극물질: LPS)를 첨가하여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를 MTT assay로 측정하 다. 헤모힘

을 투여한 군에서 Con A와 LPS로 자극한 결과 DEX 투여한 군에 비해 면역세포 활성화



- 74 -

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4-13).

   (마)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과

    1) Th 1 type cytokine의 변화

IFN-γ는 NK세포, 식세포 등 여러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물질이고, IL-2는 helper T

세포가 활성화 되었을 때 분비되며, 세포기능을 증강시킨다. DEX을 투여하면 IFN-γ와 

IL-2가 히 감소된다. 헤모힘을 투여한 군의 경우 100mg/kg와 200mg/kg에서는 확연

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14).   

    2) Th 2 type cytokine의 변화

IL-4는 Th2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로 B세포를 자극하여 IgE를 분비시켜 알러지  천

식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IL-10은 Th 1세포의 IFN-γ 발 을 

억제시킨다. DEX을 투여하면 IL-4와 IL-10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헤모힘을 투여

한 군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14). 

   (바)  NK세포 활성화 개선 효과

암세포를 살해하는 역할을 하는 NK세포의 활성 개선 효과는 YAC-1을 표  세포로 

사용하여 측정하 다. 정상군에 비해 DEX투여군에서 NK activity가 30% 정도 감소하

고, 헤모힘 100mg/kg과 200mg/kg의 투여군에서 각각 NK activity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1.4-15).

   (사)  DEX 투여 마우스에서의 면역세포의 균형 인 기능회복 효과

DEX 투여 후 불균형을 이루는 면역세포의 균형 인 기능 회복에 헤모힘이 어떠한 효

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OVA를 주사한 후 청내 IgG와 IgE를 측정하 다. 그 결과 

헤모힘을 투여한 그룹에서 IgG생산이 증가한 반면, IgE 생산은 감소하 다 (Fig. 1.4-16). 

   (아)  DEX 투여 마우스에서 림 구 증식의 변화

정상군의 CD4는 20.6±2.09%를 보이지만, DEX을 투여한 군에서는 17.0±1.59% 로 떨어

졌으며, 헤모힘을 투여함으로써 다시 21.4±3.51% 의 수치로 증가하 다 (Table 1.4-1). 한

편 CD8은 12.7±1.63%를 보이고, DEX을 투여한 군에서와 헤모힘 투여군에서 다소 증가함

을 볼 수 있다. 자발  발암과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NK세포는 헤모힘 투여군에서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장의 림 구 비율은 정상군에 비해 DEX을 투여한 

군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헤모힘을 투여함으로써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 75 -

다 (Table 1.4-1). 

   (자)  DEX 투여 마우스에서 식세포의 면역기능

IFN-γ에 의해 식세포가 활성화되면 NO(산화질소)를 생산함으로써 강력한 항균작용

을 나타낸다. NO를 생성하는 효소인 NOS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경성 NOS (nNOS, NOSⅠ), 유도성 NOS (iNOS, NOSⅡ), 내피성 NOS (eNOS, 

NOSⅢ)의 동 효소를 지닌다. 이 에서도 식세포에서 NO의 합성과 그 생성을 유도

하는 효소인 iNOS의 발 을 찰한 결과 (Fig. 1.4-17), Dexamethasone(DEX)을 투여한 

군에서 떨어진 iNOS 유 자의 발 량이 헤모힘을 투여한 군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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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chedule

Figure 1.4-10. The effect of HemoHIM treatment on dexamethasone(DEX)-induced 

reduction of the body weight gain in mice. (p <0.005) 

Figure 1.4-11. Promo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 recovery by HemoHIM in 

dexamethasone (DEX)-induced of the spleen weight gain in mice. *p < 0.05,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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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2. Promoting effects of HemoHIM on immune cell(WBC and lymphocyte) 

recovery in dexamethasone(DEX)-treated mice.

Figure 1.4-13. Effect of HemoHIM on lymphocyte proliferation against Con A and 

LPS. 
*
p < 0.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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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4. Effect of HemoHIM on cytokine secretion in dexamethasone(DEX)-treated 

mice. * p < 0.1, ** p < 0.05. *** p < 0.001.

Figure 1.4-15. Promoting effects of HemoHIM on NK cell-mediated cancer cell killing 

activity in dexamethasone(DEX)-treated mice. 
*
 p < 0.005, 

**
 p < 0.001.    

                         IgG2a                                IgE

    

Figure 1.4-16. Balanced recovery of IgG and IgE production by HemoHIM in 

dexamethasone (DEX)-treated mice.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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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1. Promoting effects of HemoHIM on splenic cellularity in dexamethasone 

(DEX)-treated mice.

1.02 5.6±0.2817.4±1.5117.7±1.1254.0±1.0036.5±2.19 HemoHIM
200mg/kg

1.05 5.5±0.30**20.3±1.32**21.4±3.51*51.3±2.27*43.3±4.57**HemoHIM
100mg/kg

1.01 4.2±0.4116.8±1.0417.0±1.5955.1±1.8334.2±1.79 DEX

1.62 3.6±0.5512.7±1.63 20.6±2.09 58.1±4.62 35.6±3.94 Control

(CD4/CD8)NKCD8CD4B220CD3

RatioPercentage of lymphocyte subsets
Group

1.02 5.6±0.2817.4±1.5117.7±1.1254.0±1.0036.5±2.19 HemoHIM
200mg/kg

1.05 5.5±0.30**20.3±1.32**21.4±3.51*51.3±2.27*43.3±4.57**HemoHIM
100mg/kg

1.01 4.2±0.4116.8±1.0417.0±1.5955.1±1.8334.2±1.79 DEX

1.62 3.6±0.5512.7±1.63 20.6±2.09 58.1±4.62 35.6±3.94 Control

(CD4/CD8)NKCD8CD4B220CD3

RatioPercentage of lymphocyte subsets
Group

* p < 0.01, ** p < 0.001. 

Figure 1.4-17. Effect of HemoHIM on the expression of mRNA in  dexamethasone 

(DEX)-treated mice. * p < 0.05, **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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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만성 염증 유발 마우스에서 HemoHIM의 항염증 효과

     [제1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 남  김성호)]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산화  손상 억제 평가모델로서 각종 염증반응을 

유발한 마우스 모델에서 시제품의 염증 억제효과를 찰하 으며, 시제품이 유의 인 염

증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1. 

제1 탁과제 ( 남  김성호) 3차년도 연구결과 참조]

   (가) 성염증(Carrageenan 유도 족부종)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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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증가하 으나, HemoHIM 투여에 의해 각 시간 별로 평균치에서 부종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4시간에 음수 ml당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각 42.6% (p<0.05), 35.2% (p<0.05)  48.1% (p<0.01)의 유의성 있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염증반응 1기(모세  투과도 증가)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조군에 비하여 HemoHIM은 모세  투과도를 억제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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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각 41.1% (p<0.05), 59.8% (p<0.01)  67.4% (p<0.01)의 유의성 있

는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수 ml당 1mg 경구투여군에서는 6.0%의 경미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다) 염증반응 2기(백 구 유주)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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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증가하여 7.843 ± 2.832(x 10
6
개/ml)의 백 구를 복강내로 유도하 다. 음수 ml당 

4mg의 HemoHIM
®
을 경구투여한 군과 체  kg당 50 mg의 HemoHIM

®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 유의성있는 백 구 유주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나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과 

체  kg당 200 mg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효과는 없었다.

   (라) 염증반응 3기(섬유화 상)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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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음수 ml당 HemoHIM
® 

4 mg 경구투여군, 체  kg당 50 mg  200 mg 복강내 

주사군에서 각각 17.79% (p<0.05), 23.18% (p<0.05)  30.73% (p<0.05)의 유의성 있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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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종 형성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수 ml당 1 mg 경구투여군에서는 11.05%의 경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마)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검증

TNBS으로 장염을 유발한 장의 육안  소견으로서 궤양과 막 비후  내강의 

확장이 찰되었다.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 내강의 확장은 완화되었고 막 비후 변화 

한 시료처치군에서 개선되었다. 충   궤양등의 장 손상 정도에서도 시료 경구투여

의 경우 평균치에서는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나 개체차로 인하여 유의성은 없었으나, 

복강내 주사군의 경우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유의성 있는 손상 경감 효과를 나타냈다. 

TNBS 유발 장염에 한 미경  소견에서도 시료 경구투여군의 장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막세포의 재생과 막과 막 조직의 부종과 염증세포침윤이 경미하 으며,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막의 경미한 미란과 막고유층에 한정된 경미한 염증세포

의 침윤만이 찰되어 장손상이 히 완화된 소견을 나타냈다.

  (5) 시제품 (HemoHIM, HemoTonic)의 항알러지 효과

     [제2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순천  이성태)]

최근 산업발달로 합성물질의 범람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과민 체질자에게 여러 

가지 면역과민반응을 유발시키는 알러젠이 증하는 추세이다. 이런 면역과민반응 치료

를 한 약물요법, 자외선, 치료요법  항원 특이 인 tolerance의 유도 등이 있으나, 각

각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약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제품

(HemoHIM, HemoTonic)의 항알러지 식품으로서의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사람 비만세포

주(HMC-1)를 이용하여 항알러지 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2. 제2 탁과제 (순천  이성태) 4차년도 연구결과 참조]

  (가) 히스타민 분비 억제효과 검증

 히스타민은 항체와 결합한 비만세포가 분비되는 것으로 히스타민의 분비가 많을수록 알

르기 반응의 강도가 심해진다. 따라서 사람 비만세포주인 HMC-1을 compound 38/40으로 자

극시 분비되는 히스타민이 HemoHIM에 의해 억제되는 정도를 찰하 다. 그 결과, 

HemoHIM 는 HemoTonic 처리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 히스타민 분비가 각각 약 12～

38% 는 9～25% 정도 억제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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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러지  염증 련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효과 검증

 알 르기 반응에서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은 물론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

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세포를 PMA와 A23187로 자극하여 생성된 염증성 사이토카

인인 TNF-α, GM-CSF, IL-6, IL-8 모두에서 HemoHIM 는 HemoTonic 처리에 의해 약 20～

60%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한, 이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mRNA 발 량을 분석한 결과 

비슷한 결과들을 얻었다(모든 유 자에서 최  50% 이상의 억제율을 보 다).

  (다) 비만세포 특이 알 르기 련 유 자의 mRNA 발 량  억제 효과 검증

 HemoHIM 는 HemoTonic이 비만세포의 분화․증식을 유도하는 유 자인 c-Kit와 

Tryptase, 그리고 알 르기 반응에 요한 FcεRⅠ의 발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각 유 자의 mRNA 발 량을 RT-PCR법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HemoHIM 는 

HemoTonic의 모든 농도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 인 유 자 발 의 감소를 나타내었다(모

든 유 자에서 최  50% 이상의 억제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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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제품(HemoHIM)의 면역조  개선 임상시험 효용성 평가

     [제5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가톨릭  김경수)]

본 연구는 시제품(HemoHIM)의 생체방호 효과에 해 최종 으로 검증하기 하여 

면역조 기능 하 건강인을 상으로 면역기능 개선 임상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면역세포 활성  면역조 인자(cytokine) 분비 등에 있어서 유의 인 개선 

효과가 찰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5. 제5 탁과제 (가톨릭  김경수) 연구결과 참조]

  (1) 인체시험 상자

백 구수가 5000-10000/ul인 면역조 기능 하 건강인 10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 으며, 시험기간  자발  시험 단자 12명을 제외한 총 88명에 한 

결과를 분석하 다. 각 시험군별 인원은 약군 28명, HemoHIM 6g/day 섭취군 30명, 

HemoHIM 12g/day 섭취군 30명이었다.

  (2) 시험 개요

헤모힘(HemoHIM) 는 약 섭취   섭취후 1, 2개월후 액을 채취하여, 액세

포수, 면역세포 활성, 스트 스 지표(Cortisol), 항산화 지표, 섭취 부작용 지표(간기능  

신장기능 지표)를 분석하 다. 

  (3) HemoHIM 섭취에 의한 액학  수치 개선 효과

액학  수치 분석결과 백 구, 림 구 등 면역세포를 포함한 구, 소  등의 

모든 수치에서 HemoHIM 섭취에 의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4) HemoHIM 섭취에 의한 NK세포 활성 개선 효과

생체방어에 있어서 1차 으로 주요 역할을 하는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 개선 효과를 

측정한 결과, HemoHIM 6g/day 섭취군  HemoHIM 12g/day 섭취군 모두에서 섭취후 

1개월  2개월후 모두 섭취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

  (5)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과

세포활성 물질로 자극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을 검증하고

자, 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ConA로 자극하여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와 I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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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측정하 다. 그 결과, HemoHIM 6g/day  12g/day 섭취군에서는 섭취후 1개월 

 2개월째 모두 IFN-γ와 IL-12의 생산이 크게 증가되었다. IFN-γ는 섭취후 2개월째보다 

1개월째에 더 높았으며, IL-12는 섭취후 2개월째가 1개월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emoHIM의 섭취가 면역기능조  인자인 cytokine의 분비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6) 장내 cytokine 양 개선 효과 

장내 IL-4의 경우에는 유의 인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IFN-γ는 섭취기간에 따라 

하게 증가하는 것이 찰되었으며, 6g/day 섭취군이 12g/day 섭취군에 비해 그 증

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IL-12도 HemoHIM 섭취군에서 증가가 찰되었으나 IFN-γ에 비

해서는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7) 스트 스 개선 효과

피험자들의 스트 스를 측정하고 헤모힘 복용후 나타나는 항스트 스기능여부를 알아

보기 하여 타액의 cortisol의 함량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약군에 비해 6g/day군 

 12g/day 군에서 cortisol의 양이 감소함을 보 으며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 음을 

찰하 고, cortisol 역시 12g/day 군에 비하여 6g/day 군에서 한 감소를 보 다.

  (8) 항산화 지표 개선 효과

항산화 지표로서 장의 총항산화능(TAS)를 측정한 결과, 면역기능에 비하여 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HemoHIM 6g/day 섭취군에서는 섭취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섭

취 2개월째에는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다.

  (9) HemoHIM 섭취에 한 안 성 검증

청생화학치 분석에 의한 간기능  신장기능 수치 분석결과, 모든 분석 수치에서 

HemoHIM  약 섭취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한 검사 방문시마다 실시한 

의사와의 복용상담에서 HemoHIM 섭취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HemoHIM 

섭취는 독성학 으로 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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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제품의 면역조 기능 증진 유효성분(다당체) 연구

 단계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유효성분 규명연구의 일환으로 산화  손상방호 

유효성분 5종 (Nodakenin, Paeoniflorin, Benzoic acid, Gallic acid,(+)-catechin)을 분리하

고 구조  효능을 규명하 다. 본 단계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면역조 증진 유효

성분  그 효능기작을 규명하기 해 다당체의 분획별 효능을 검증하 고, 다당체의 구

조분석을 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 다.

  (1) 시제품 면역조  유효성분(다당체)의 산성다당/ 성다당 분획별 성분/효능 분석

   (가) 다당체의 분획 제조 

HemoHIM 원액으로부터 유효 다당체 분획을 해 조다당체로부터 투석을 실시하여 

분자량 10,000이하의 물질을 제거한 후 DEAE sephadex A-25 (음이온 교환크로마토그래

피) 컬럼 는 DEAE cellulose anion exchanger (Aldrich사) 컬럼을 실시하 다 (Fig. 

1.6-1). 컬럼내의 분리용액은 50 mM tris-HCl buffer와 2N HCl을 사용하여 미흡착 성

다당 (5-50 frs.)과 흡착 산성다당 (230-370 frs.)으로 각각 분획하 다 (Fig. 1.6-2).

   (나) 다당체 분획의 성분분석 

HemoHIM 원액으로부터 분획한 총 다당체 (수율 10.6%)에서 탄수화물함량은 68.3%이

으며(산성당 함량 23.5% 포함), 단백질 함량은 19.1%로 측정되었다. 미흡착 성다당 

분획에서는 탄수화물함량이 90.9%(산성당의 함량 2.6% 포함) 으며, 단백질 함량은 4.0%

를 나타났다. 한, 흡착 산성다당 분획에서의 탄수화물 함량은 81.6%(산성당 함량 51.8% 

포함)이 으며, 단백질 함량은 13.1%로서 측정되었다 (Table 1.6-1).

   (다) 다당체 분획별 면역세포 활성 

HemoHIM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은 조다당 추출물에 의함을 단계 연구에서 확인된 

바, 다당체를 분획하여 산성다당과 성다당으로 나 어 면역세포의 활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 (Fig. 1.6-3), 성다당은 조다당에 비해 약 50% 낮은 증식효과를 보 으나, 산성

다당은 약 15～50% 높은 효과를 보 다. 따라서 HemoHIM의 면역활성화 효과에 있어서 

산성다당이 주된 유효성분으로 사료된다.

   (라) 산성다당과 성다당의 cytokine 유 자 발  증진 양상 

두 가지 다당분획에 의한 T 세포 면역반응  Th1 련반응인지 Th2 련반응인지를 

알아보기 해 T 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의 유 자 발 을 조사하 다. 그 결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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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산성다당은 성다당에 비해 양쪽 면역반응에 련된 cytokine 유 자의 발 을 

증가 시켰으며, 특히 Th1 련 cytokine 발 이 Th2 련 cytokine 보다 높았다. 반면에 

성다당은 Th2 련 cytokine 유 자 발  비율이 더 높았다.

Herbs
extract with hot water
centrifuge

residuesupernatant

lyophilize
reflux with MeOH for 2hr

residuesupernatant

dissolve in water
add EtOH
stand for 1 day
centrifuge

residuesupernatant

dissolve in water
dialyze

MW>1,000 evaporate
DEAE Sephadex A-25
(50 mM tris-HCl buffer/2N HCl)

      neutral
polysaccharide

       acidic
polysaccharide

Fig. 1.6-1. Preparation process of polysccharide with immunomodulating activity from 

the raw material of Hem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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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2. Elution profile of crude polysaccharide on DEAE sephadex A-25 ion 

exchange chromatography. Carbohydrate was measured by phenol-sulfuric acid. After 

elution of the column with 50 mM tris-HCl buffer, pH 7.0, the bound material was 

eluted with a 2N HCl. Fractions of 5-50 and 230-370 were combined and afforded 

neutral and acidic polysaccharides, respectively.

Table 1.6-1. Yield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rude extract and polysaccharide 

fractions

HemoHIM Yield Carbohydrate Uronic acid Protein

Extract 29.41) (265 g) 68.5 6.1 18.2

CP 10.62) (28 g) 68.3 23.5 19.1

NP 30
3)
 (8.4 g) 90.9 2.6 4.0

AP 12.
3)
 (3.44 g) 81.6 51.8 13.1

1)
 Yield (%) calculated from the raw material of HemoHIM.

2)
 Yield (%) calculated from the water extract.

3)
 Yield (%) calculated from the crude polysaccharide.

CP: crude polysaccharide, NP: neutral polysaccharide, AP: acidic 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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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3. Proliferation effect of splenocytes by neutral polysaccharide and acidic 

polysaccharide of HemoHIM. Spleen cells(2×10
5
/well) were cultured with fraction of 

the extract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On day 3 after culture, the proliferation of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incorporation of 
3
H-TdR after a 4 hr pulsing with 

1.5 μC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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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4. Effect of HemoHIM-PN and HemoHIM-PA on cytokine secretion of 

splenocytes. Total spleen cells were cultured with HemoHIM-PN and HemoHIM-PA. 

After 48 hr incubation,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 level of cytokine secretion 

of IL-2, IFN-γ, IL-4 and IL-5 was evaluated by ELISA.

HemoHIM-PN : Neutral polysaccharide of HemoHIM; HemoHIM-PA : Acidic 

polysaccharide of Hem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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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제품  구성 생약재의 다당체 구조규명을 한 기반 연구

   [제4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경기  신 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HemoHIM)의 면역조 증진 유효성분인 다당체(조다당)에 한 

세부 구조  활성본체 규명을 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하여 HemoHIM  

구성 생약재의 다당체의 분리, 구성당 분석, 유효 성분분획 선정, 활성본체 검토 기 연구 

등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4. 제4 탁과제 (경기  신 순) 연구결과 참조]

   (가)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조다당 획분 분리  특성

시제품 HemoHIM의 다당체 구조 규명을 해 구성 생약재인 백작약, 당귀, 천궁  

이들의 혼합 열수 추출물로부터 조다당 획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열수 추출물과 조다당 

획분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성당 85.32-92.73%, 산성당 4.25-7.88%, 단백질 

0.16-4.02%의 조성을 보 으며 총 polypenol 2.09-5.37%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조다당 획분의 구성당 분석

조다당 획분을 가수분해하여 alditol acetate로 유도체를 조제하고 GC에 의해 구성당의 

조성을 살펴본 결과, 각 조다당획분들은 공통 으로 arabinose, galactose를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galacturonic acid, rhamnose, glucose등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다. 

Arabinose, galactose  galacturonic acid가 주 구성당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pectic 

substance  rhamnogalacturonan의 함유량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상되었다.

   (다) 조다당 획분의 면역활성 본체 검토

HemoHIM  구성 생약재의 조다당 획분은 다당성분 이외에 단백질과 polyphenol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성분을 화학  처리에 의해 제거하여 면역활

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 다당류 는 polyphenol 화합물이 활성에 기여하는 주요 부 로 

추정되었으며, polyphenol 함량이 아주 은 을 감안하면 활성 본체는 다당으로 사료

되었다.

   (라) 활성 다당의 정제  구조분석을 한 획분 선정

HemoHIM  구성 생약재의 각 조다당획분들은 정제를 해 DEAE-Sepharose FF 

(Cl- form)로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시행한 결과, 각 시료마다 1개의 비흡착

획분과 8개의 흡착 획분을 얻었다. 증류수로 용출한 비흡착 획분과 0.05 M NaCl 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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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분, 0.2 M 용출 획분  0.3 M 용출 획분이 높은 다당 수율을 보 다. 각 획분에 한 

면역활성(Lymphocyte proliferation) 측정 결과, 높은 염농도로 용출한 획분일수록 단  

량당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각 획분들은 어느 정도 활성을 공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활성다당의 정제 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구조가 

약간 상이하고 분자량의 차이등에 의해 다당의 생리활성이 약씩 차이나는 데 기인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높은 염농도 용출 획분은 그 수율이 극히 미량이며 산화된 

polyphenol의 합체로 여겨져 구조규명 연구에는 부  한 것으로 단되며, 수율과 

활성 모두를 고려하여 구조 분석을 한  획분은 비흡착 획분과 0.2 M  0.3 M 용출 

획분이 합할 것으로 단되었다.

   (마) 활성 다당의 구조분석 후속 연구 추진

본 결과는 시제품의 유효 다당체 규명의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 1년간 

문가(경기  신 순)에게 탁 수행한 결과이다. 다당체의 분자량이 매우 크고 구조규명

의 특효한 방법이 없어 화학결합을 한 가지씩 단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다당체 구조

규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심도있는 

다당체의 구조분석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그 활성부  구조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재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증을 받은 시제품 HemoHIM을 암환자의 암치료부작용 경감을 한 

의약품(천연물신약)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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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제품(HemoHIM)의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향후 연구 계획

이상의 결과와 같이 단계의 연구를 통해 방사선장해 응  생체방호 복합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된 시제품(HemoHIM)에 하여 본 단계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장해경감효

과  기작에 한 심도있는 연구수행과 더불어, 다양한 해요인에 한 생체방호 효과

를 동물  임상시험을 통해 규명하 다. 그 결과, HemoHIM은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계  재생조직 방호와 회복 진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암제 투여, 노화, 면역억

제제 투여 등에 의한 면역기능 하를 극복하는 효과가 뛰어났으며 한 항염증, 항알러지 

등의 효과도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HemoHIM이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기존의 면역기능개선 식품 는 물

질들이 특정 효능을 타겟으로한 단일성분 는 유효성분으로 구성된 데 비해, HemoHIM

은 개발 기부터 다양한 효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합의 생약조성물을 

개발하는데 주안 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부 입증하 고 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천연 성분들이 복합작용에 의한 상승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HemoHIM은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하여 다양하면서도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HemoHIM의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시제품(HemoHIM)은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면역기

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며(2006년 8월 17일, Fig. 1.6-1), 

2007년 5월 제품에 한 기 규격  고심의를 마쳐 상용화를 한 차를 완료하 으

며 2007년 9월 제품이 출시될 정이다(Fig. 1.6-2). 이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 

시행 이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면역기능개선 효능 인정  국내개발 생약조성물

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의 첫 사례이다. 한 시제품(HemoHIM) 개발 련 기술을 기술출

자하여 국내 최  정부출연구소의 「기술출자형 기술창업 1호」벤쳐기업 (주) 

Sun-BioTech 설립 (2004. 1. 7. ; 연구소기업1호로 승인받음) 하여 HemoHIM을 상용화하

으며 이는 국개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한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Fig. 1.6-3).

그러나 련 법규에 따라 HemoHIM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면역기능개선 효능에 한 

인정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 는 건강인을 상으로한 효능인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방

호, 특히 방사선 는 항암제 치료 암환자의 부작용 경감을 한 신물질로 활용성을 확

하기 해서는 천연물 신약으로 인허가를 받기 한 추가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 HemoHIM에 한 심도있는 약리작용 규명, 유효성분 특히 다당체의 구조  특성 

규명, 암환자를 상으로한 임상효용성 평가 등의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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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매되고 있는 면역기능개선 식품의 경우 특정 효능에 주안 을 둔 단일

성분 는 유효분획 등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HemoHIM의 경우, 다양한 생

체손상 해요인에 한 방호  회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우수성을 확보하 다고 생각되어 국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재 HemoHIM 련 기술이 미국, 유럽 4개국 ( 국, 독일, 랑스, 이탈리아)에

서 특허 등록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특허출원 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한 기반을 확보

하 다. 따라서 해외 사업화를 한 좋은 략이 수립이 된다면 본 개발기술  제품의 

해외 수출을 통한 막 한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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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The Certificate of Health Dietary Supplement Approval of HemoHIM by 

Korea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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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2. The commercialized product HemoHIM as a Health Dietary Supplement 

approved by Korea FDA.

Fig. 1.6-3. Press coverage abou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Hem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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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 사 선  만성 장해( 발 암)  억제 기능 성  식 품  개 발

1 .  서 론

재 우리나라에서 암환자는 매년 10만명 정도 발생하여 사망원인 에 27%로 1 를 

차지하고 있으며(2001년 통계청 자료), 그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암에 의

한 사망, 의료비 지출 등의 경제  손실을 이기 해 방의학  차원에서 국내외 으

로 암발생을 방 는 억제할 수 있는 물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

교  독성이 은 천연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암의 원인으로서는 유

인 요인 외에도 화학물질, 음식물, 생활습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세포의 DNA 손상에 의한 돌연변이, 세포 신호 달과

정 변화 등을 유발함으로써 암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방사선 조사 세포  동물모델을 활용하여 방사선 만성장해인 발암을 억제하는 기능

성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암발생을 억제하는데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복합물을 개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략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즉, 발암 련 생화학 /분자생물학  인자 억제 in vitro 평

가시스템을 확립한 후, 이를 활용하여 식용 가능한 식품소재에 한 효과를 검색하여 유

효소재를 선발하 다. 선발된 유효소재의 열수 는 에탄올 추출물의 효능을 비교검증하

여 유효 추출물을 선발하 다. 이 게 선발된 유효 추출물을 2내지 3종을 조합한 30종의 

복합물에 하여 시험 내 시험을 통해 발암 련 여러 인자 동시억제효과를 검색하여 가

장 복합 상승효과가 뛰어난 유효 복합물을 선발하 다.  선발된 유효복합물에 하여 단

기 동물시험 모델  세포 모델에서 최종 복합물 2종을 선발하 다. 이 최종 선발된 복합

물 2종에 하여 발암 동물모델에서 생체효용성 검증시험을 수행하 고 그 활성 기작 규

명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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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내 용   방 법

 가.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소재 후보식품 소재 검색

  (1) 시료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후보 식품소재는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후보소재의 열수추출물 제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소재를 분쇄기 는 약재용 작두

를 이용하여 잘게 부순 후 량을 재었다. 즉, 소재 량의 10배의 D.W.를 첨가한 후 10

0℃에서 3시간 끓인 후 추출물을 수거하 으며, 다시 동일양의 D.W.를 추가하여 1-2회 

추출을 반복하 다. 수거된 추출물은 여과 후 증류기를 이용하여 약 5배 이상 농축한 후 

freeze dry를 수행하여 추출물 분말을 얻었다. 에탄올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얻었다. 즉, 

소재 량의 10배의 100% ethanol을 첨가하여 40℃에서 교반하면서 2회 추출하 으며, 

증류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여 건조 추출물을 얻었다. 각 분말 는 건조추출물은 

-20℃에 보 하 으며, 실험시작  D.W. 는 DMSO에 녹여 사용하 다.

  (2) 염색체/DNA 손상 억제 효과 측정

 

  (가) 단세포 기 동법(Single Cell Gell Electrophoresis; Comet assay)

alkali 조건의 단세포 기 동법은 DNA 외가닥 단과 alkali에 민감한 부 (Apurinic 

or Apyrimidinic site :AP site)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 독성물질을 감지

하기 한 생물학  표지자로 각 을 받고 있다.

세포를 agarose와 혼합하고 이를 slide에  후 lysis buffer에서 4℃로 1시간동안 용

해시켰다. 용해시킨 slide는 electrophoretic buffer를 이용 25V, 300mA에서 20분간 기

동을 시행하 다. 60㎕의 ethidium bromide(20㎍/㎖)로 염색하 다. CCD 카메라가 부

착된 형 미경을 사용하여 이미지분석 로그램(Komet 4.0, Kinetic inaging, Ltd., 

Great Britain)을 통해 60개의 세포를 선택하여 분석하 다. DNA 손상정도는 tail 길이와 

tail 내 DNA 편(fragment)을 수치화 시킨 tail moment(TM)로 나타내었으며 TM값이 

증가할 수 록 DNA가 손상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나) CHO 세포주를 이용한 소핵시험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은 염색체는 핵분열시 방추체에 의해 딸핵으로 끌려가지 못

하고 세포분열과정에서 딸세포들의 어느 한 쪽에 분포하여 하나 는 여러개의 작은 핵

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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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4x10
5
/ml로 분주하

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으며, 후보물질의 시료 처리는 조사  4시간동안 

처리하 다. 방사선 조사는 100 cGy/mim의 선량율로 2 Gy를 1회 조사하 으며 조사 후 

세포질의 분화를 막기 해 Cytochalasin B(Cyt-B)를 ml 당 3㎍의 양으로 처리하 다. 

Cyt-B 처리 24시간 후에 세포를 수확하 으며 검경용 표본을 만들어 Giemsa 염색을 실

시한 후 1000개의 binucleated cell 당 형성된 미소핵을 계수하 다.

   (다) 마우스 간에서 8-hydroxy-2'-deoxyguanosine 측정

각 실험군 당 5마리의 마우스를 공시하 으며 방사선은 8 Gy를 조사하 다. 복강내 

주사는 체  kg당 25mg/ml 양으로 방사선 조사  36시간, 12시간에 주사하 다. 일정양

의 liver를 homogenizer를 이용해 균질화 시킨 후 DNA를 추출하고 이 DNA를 nuclease 

P1으로 처리하여 nucleotide monophosphate level로 만들고 이를 다시 alkaline 

phosphatasefh 처리하여 nucleoside level로 만들었다. 이 nucleoside mixture를 

electrochemical detector(ECD), UV detector(UVD)  reverse phase columndl 부착된 

HPLC에 주입하여 deoxyguanosine은 UVD로 8-OHdG는 ECD로 검출하 다. 표  

8-OHdG  dG를 standad로 사용하여 각 물질을 정량하 도, 8-OHdG의 함량은 정상 

dG 10
5
개 당의 8-OHdG 개수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라) Plasmid DNA 손상 억제 효과 측정

Fenton reaction에서 발생되는 수산화라디칼에 의해 발생되는 plasmid DNA의 strand 

break에 한 억제효과를 측정하 다. 0.5% H2O2, 250 μM FeCl2, 250 μg/ml pUC19 

plasmid, 50 μg/ml sample, 50 mM Tri-HCl을 각각 5μl씩 microtube에 넣어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ice에서 식힌다. 이 반응액에 DNA loading dye를 넣은 후 

1% agar에서 100V 로 기 동한 후, 0.5 μg/ml EtBr 용액에 20분간 담가 staining 한 

후 1mM MgSO4 용액에서 destaining하여, UV하에서 plasmid band를 찰하 다.

   (마) V79 세포에서 HGPRT 돌연변이 억제 활성 측정

자외선(UV)에 의한 HGPRT 돌연변이 억제 활성 측정을 한 시료 처리  자외선 조

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V79 세포 1x10
6
개를 100mm dish에 분주하여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가 포함된 새 배지로 교체하여 2시간 추가 배양하 다. 배지를 제거 한 

후, 자외선을 20mJ/cm
2
의 용량으로 조사하고 시료가 포함된 배지를 첨가하 다. 3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한 후, 신선한 배지로 교체하 다. 감마선에 의한 HGPRT 돌연변이 억

제 활성 측정을 한 시료 처리  감마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V79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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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10
6
 cells)에 시료를 처리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4Gy의 감마선을 1Gy/min의 선량

율로 조사하 다. 3시간동안 추가 배양후, 신선한 배지로 교체하 다. HGPRT 돌연변이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자외선  방사선 조사후 3일 후에 계 배양하 으며 조

사후 6일째에 세포를 떼어내어 계수하 다. HGPRT mutant colony를 측정하기 해서는 

100mm dish에 1x10
6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5㎍/ml의 농도로 6-thioguanine을 처리하 으

며, plating efficiency를 측정하기 해서는 6-well plate에 well당 200개의 세포를 분주하

다. 분주된 세포를 1주일간 배양후 HGPRT mutant colony  plating efficiency colony

를 계수하 다. HGPRT mutation rate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 다.

mutation rate (mutants/10
6
 cells)= Number of colonies in 6-TG treated plate

Number of colonies in plating efficiency plate
×200

  (3)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가) 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활성법은 free radical을 갖는 안정

한 화합물인 DPPH를 기질로서 항산화할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DPPH는 517 nm에서 

특징 인 흡수를 나타내는 보라색 화합물로서 여러 가지 항산화기작 에서 

proton-radical scavenging에 의해서 탈색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자공여작용은 각 시료 0.2 ml에 4×10
-4

M DPPH 용액(99.9% methanol에 용해) 1.8 

ml씩을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 간 진탕하여 30분 후 분 도계(Shimadzu 

UV-1201, Japan)를 사용하여 517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작용(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EDA(%) = (Ac-As)/Ac × 100

Ac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흡 도

As : 시료를 첨가한 반응구의 흡 도

   (나) Hydoxyl 라디칼 소거활성

시료의 hydroxyl radical (OH˙) 소거활성은 2-deoxyribose oxidation method 

(Gutteridge, 1984)로 측정하 다. 시험 에 0.2 mM FeCl3 0.1 ml, 0.1 mM EDTA 0.1 ml, 

10 mM 2-deoxyribose 0.1 ml, 0.1 mM ascorbic acid 0.1 ml, 각기 다른 농도 시료액 0.05 

ml과 0.1M phosphate buffer (pH7.4) 0.45 ml을 가하고, 10 mM H2O2 0.2 ml을 가하여 

반응을 개시시켰다. 37℃ 수욕조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5% TCA(trichloroacetic acid)용

액 0.5 ml을 가하여 반응을 지시키고, 1% TBA (2-thiobarbituric acid)용액 0.5 ml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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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0℃에서 10분간 탕한 후 냉각하고 UV-분 도계(Shimadzu UV-1201, Japan)를 

이용하여 532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sample-Ablank)/(Acontrol-Ablank)}×100

Ablank : 시료와 H2O2를 첨가하지 않은 blank의 흡 도

Acontrol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흡 도

Asample : 시료를 첨가한 반응구의 흡 도

   (다) Superoxide anion 제거 활성 측정

시료의 superoxide anion에 한 in vitro 제거 활성은 xanthine과 xanthione oxidase

에 의하여 superoxide anion를 발생시킨 후, 생약재에 의한 superoxide anion의 양의 감

소를 측정하여 구하 다. Superoxide anion의 측정은 superoxide에 의한 WST-1 시약의 

흡 도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50mM sodium phosphate (pH 7.4), xanthine 

oxidase (5 mU/ml), WST-1 용액 10㎕, 시료 (10-250㎍/ml)을 포함한 반응액 100㎕에 

xanthine을 최종 농도가 1mM이 되도록 첨가하여 반응을 개시시킨 후 10분간 450nm에서 

흡 도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시료에 의한 superoxide anion 제거 활성을 계

산하 다.

   Superoxide anion 제거 활성 (%) =
ODpositive-ODsample

ODpositive-ODnegative
×100(%)

ODpositive: xanthine oxidase, xanthine을 포함한 양성 조군의 흡 도 변화

ODsample: xanthine oxidase, xanthione  sample을 포함한 실험군의 흡 도 변화

ODnegative: xanthine oxidase를 포함하고, xanthine를 첨가하지 않은 음성 조군의 

흡 도 변화

   (라) 흰쥐 간 microsome을 이용한 지질과산화 측정

흰쥐 간 microsome을 사용한 지질과산화 측정은 Kiso 등 (1984)의 방법을 일부 수정

하여 사용하 다. Fe2+/ascorbate 반응계에 의하여 최종 생성된 hydroxyl radical은 지질

원인 microsomes을 산화시켜 malondialdehyde(MDA)를 생성시키는데, 이것을 

thiobarbituric acid(TBA)와 반응시켜 분 학  방법으로 정량하 다. Microsomes은 흰쥐

의 간으로부터 차등 원심분리법으로 분리하 다. 

Microsomes (10mg protein/ml) 50 ul, 50 mM Tris-buffer(pH7.5) 740 ul, 각기 다른 

농도 시료액 10 ul를 넣은 후 0.1mM FeSO4․7H2O와 1 mM ascorbic acid를 각 100 ul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20 % TCA용액 250 ul를 가하여 반응을 

지시키고, 1% TBA (2-thiobarbituric acid)용액 250 ul를 가하여 100℃에서 10분간 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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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냉각하고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후 상층액을 UV-분 도계(Shimadzu 

UV-1201, Japan)를 이용하여 532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지질과산화 억제활

성은 조구에 한 MDA의 생성 감소정도로써 산출하 으며,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1-(Asample-Ablank)/(Acontrol-Ablank)}×100

Ablank : 시료  0.1mM FeSO4․7H2O/1 mM ascorbic acid 용액을 첨가하지 않은 blank의 흡 도

Acontrol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흡 도

Asample : 시료를 첨가한 반응구의 흡 도

  (4) 항산화효소활성 분석

   (가) 분석 시료 제조

1.15 % KCl buffer에서 homogenizer (Tissue Trearor Homogenizer, biospec product, 

Ins.)를 이용해 균질화 시켜 10 % 균질액을 만들었다. 균질액을 원심분리 (1,000 g, 4℃, 

10분)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Pierce BCA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한 

후 -70℃에 장하여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 측정 

시료로 사용하 다.

   (나)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의 측정

SOD 활성은 Beauchamp와 Fridovich (1971) 방법에 하여 Xanthine과 xanthine 

oxidase의 존재하에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에 의하여 NBT가 환원되어 blue 

formazane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0.05 M sodium 

carbonate buffer (pH10.2) 0.7ml에 3mM xanthine, 3mM EDTA, 1.5mg/ml BSA, 0.75mM 

NBT와 효소액을 0.05ml 첨가한후 25℃에서 10분간 안정화 시켰다. 이 혼합물에 6mU의 

xanthine oxidase(효소액을 첨가하지 않은 반응에서 흡 도 증가가 분당 0.025 이상이 되

도록 조 )를 가한 다음 UV-분 도계(Shimadzu UV-1201, Japan)를 이용하여 560nm에

서 5분동안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SOD 활성도는 의 조건에서 NBT의 환원속도를 

50% 억제하는 효소의 양을 1 unit로 표시하 다.

   (다) Catalase 활성의 측정

Catalase의 활성은 Carrillo 등 (1991)의 방법에 따라 측정했다.

Hydrogen peroxide (H2O2)는 catalase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catalase 활성도는 240 nm

에서 hydrogen peroxide의 분해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3 % (v/v) H2O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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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를 포함하는 50 mM phosphate buffer(pH7.0)에 효소액을 첨가하여 240 nm에서 3분간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Catalase의 활성도는 1분동안 1 mM H2O2를 분해시키는 효소

의 양을 1 unit로 표시하 으며 H2O2의 extinction coefficient 값은 0.0436 mM
-1

cm
-1
이다.

   (라) Glutathione peroxidase (GPx) 활성의 측정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측정은 Paglia 등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GPx에 

의해 기질인 H2O2가 분해됨에 따라 산화형 glutathione이 형성되며, 형성된 glutathione은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해 다시 환원되는데, 이때 NADPH가 여한다. 이 원리를 이

용하여 NADPH가 NADP+로의 산화 정도를 340 nm에서 흡 도가 감소하는 양을 통해 

GPx 활성도를 측정한다. 1mM의 EDTA를 함유하는 pH7.0의 0.1M phosphate buffer에 

효소액 0.1ml, glutathione reductase (2.4 U/ml) 0.1ml, 10mM 환원형 glutathione (GSH) 

0.1ml, 1mM sodium azide 0.1ml, 1.5mM NADPH 0.1ml을 넣고, 기질인 10mM H2O2를 

첨가하여 5분 동안 반응시키는 동안 생성되는 산화형 glutathione(GSSG)를 환원시키는데 

소비되는 NADPH의 함량을 340nm에서 측정하 다. GPx의 활성도는 1분동안 1 uM 

NADPH가 NADP+로 산화되는 양을 1 unit로 표시하 으며 NADPH의 extinction 

coefficient 값은 0.00622 uM
-1

cm
-1
이다. 

  (5) 세포내 항발암 인자 억제 효과 측정

   (가) HL-60 세포에서의 superoxide anion 억제 활성 측정

세포에 의한 superoxide 발생 억제 활성은 분화된 HL-60 세포에서 TPA에 처리에 의

해 superoxide anion을 발생시킨 후, WST-1을 이용하여 superoxide anion을 측정하여 구

하 다. HL-60 세포를 1.25% DMSO가 포함된 RPMI 배지에서 4일간 배양하여 분화를 유

도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96-well plate에 2x105 cell/100㎕

로 분주한 후, 시료를 10-250㎍/ml의 농도로 처리하여 37℃에서 15분간 incubation하

다. 그 후 TPA (최종농도 100nM)와 WST-1 5㎕를 처리하여 37℃에서 30분간 incubation

하면서 450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다음의 식에 따라 시료의 superoxide 제

거 활성을 구하 다.

HL-60 세포 superoxide anion 억제 활성 (%) =
ODpositive-ODsample
ODpositive-ODnegative

×100(%)

ODpositive: TPA만을 처리한 양성 조군의 흡 도 변화

ODsample: TPA  시료를 처리한 실험군의 흡 도 변화

ODnegative: 세포를 첨가하지 않은 음성 조군의 흡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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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L-60 세포에서의 peroxide 억제 활성 측정

세포에 의한 peroxide 발생 억제 활성은 분화된 HL-60 세포에서 TPA에 처리에 의해 

peroxide를 발생시킨 후, DCFH-DA를 이용한 형  분석법으로 측정하 다. DMSO를 이

용하여 분화시킨 HL-60 세포를 10% FBS가 포함된 fresh RPMI media에 부유시킨 후 

(1x10
6
/ml), DCFH-DA를 40uM의 농도로 처리하 다. 세포 부유액을 1ml씩 tube에 분주

하여 시료를 첨가한 후, 37℃에서 30분간 incubation 하 다. 그후 TPA를 최종농도 

100nM로 처리한 후 37℃에서 30분간 incubation 하 다. 세포를 1200rpm에서 5분간 원

심분리하여 상층의 배지를 버리고 PBS 1ml에 세포를 재부유시킨 후, Flow cytometer 

(Coulter, Epics XL)를 이용하여 DCF 형 을 측정함으로써 세포내 peroxide 양을 구하

다.

   (다) NF-kB 활성 억제 측정

NF-kB 활성의 측정은 NF-kB SEAP (secreted alkaline phosphatase) 유 자를 stable하

게 transfection한 RAW264.7 세포, V79 세포, 293 HEK 세포를 이용한 reporter assay를 

통하여 수행하 다. RAW264.7 세포에서 UV에 의해 유도된 NF-KB 활성에 한 시료의 

억제효과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RAW264.7 세포를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2x10
5
 cells/well) 12시간 동안 배양하 다. 그 후 세포배양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 후, 

시료와 0.2% FBS를 포함한 RPMI 배지를 첨가하 다. 2시간 배양후, 배지를 제거한 후 

자외선을 20mJ/cm
2
의 용량으로 조사한 후, 즉시 시료가 포함된 배지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 다. V79  293 HEK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NF-kB 활성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세포가 분주된 24-well plate (4x10
5
 cells/well)의 배지를 시료가 

포함된 신선한 RPMI 배지로 교환 한 후, 2시간 동안 배양하 다. 그 다음 TPA를 최종 

25 nM에 되도록 처리 한 후 24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수거하여 배양액내의 Secreted Alkaline Phosphatase(SEAP)의 효소활성을 측정하여 

NF-kB의 transcriptional activity를 측정하 다.

   (라) 발암 련 유 자 (ODC, COX-2)의 mRNA 발  측정

Mouse epithelial cell line인 BALB/3T3 세포주에 TPA를 50nM 처리하여 5시간 는 

24시간후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 다. 시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TPA 처리  3

시간 부터 처리하 다. 분리된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한후 β-actin, ODC, COX-2 

mRNA 특이 인 oligonucleotide를 이용한 PCR을 수행하여 mRNA의 상 인 변화를 

찰하 다. 이때 사용한 primer의 nucleotide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ODC (sense,  

5'-AAG AAG AAA GTT CAT TCC TGA TCC C-3'; antisense, 5'-TGA CTG TGG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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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G ACA TGT CTC C-3'), COX-2 (sense, 5'-CAT CCA GCA TCT GGG GAC CAA 

CAT G-3'; antisense, 5'-GGT GAC ATT CCT CAC CAA CAG ACT-3')

 나. 발암 련 인자 동시억제 복합물 검색

  (1) 복합물 제조

발암 련 인자 억제 유효 추출물로 선발된 6종의 추출물(H-720, H-1319, H-2116, 

H-192, H-115의 열수추출물  H-115의 에탄올 추출물)은 상기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제2  2. 가. (1) 시료제조 참조). 이 단일 추출물을 이용하여 2종을 조합한 복합물 (M2-1

에서 M2-14), 단일추출물 3종을 조합한 복합물(M3-1에서 M3-16) 등 30종의 복합물을 제

조하 다. 복합 비율은 단일추출물의 건조 량 기 으로 동일비율로 하 다.

  (2)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측정하

으며 상기한 방법 (제2 . 2. 가. (3)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참조)으로 수행하 다.

  (3) 세포내 항발암 인자 억제 효과 측정

상기한 방법으로 방사선에 의한 림 구의 DNA 손상억제 활성 (제2 . 2. 가. (2) (가) 

단세포 기 동법 참조), HL-60 세포에서 superoxide anion 억제활성  293 세포에서 

NF-kB 억제 활성 (제2 . 2. 가. (5) 세포내 항발암 인자 억제 효과 측정 참조)을 측정하

다.

 다.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 선발

  (1)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활성,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측정하

으며 상기한 방법 (제2 . 2. 가. (3)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참조)으로 수행하 다.

  (2) 세포내 항발암 인자 억제 효과 측정

상기한 방법 (제2 . 2. 가. (5) 세보내 항발암 인자 억제 효과 측정 참조)으로 HL-60 

세포에서 superoxide  peroxide 발생 억제활성을 측정하 다.

  (3) DNA 손상 억제 효과 측정

상기한 방법 (제2 . 2. 가. (2) 염색체/DNA 손상 억제 효과 측정 참조)으로 F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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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plasmid DNA 손상  방사선에 의한 림 구 DNA 손상에 한 억제 효과

를 측정하 다.

  (4) 항돌연변이 효과 측정 (Ames test)

시험을 한 배지, 시약  S9 mix의 조제와 시험방법은 Maron과 Ames의 방법에 따

라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한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는 TA98, TA100을 사용하 으

며 사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우(standard plate incorporation)와 S9 분획을 이용한 사 

활성화시키는 경우(preincubation test)로 나 어 시행하 다. 시험 에 인산완충용액 0.5㎖

( 사 활성화시키는 경우에는 S9 mix 0.5㎖), 시료용액 0.1㎖과 Oxoid nutrient broth에서 

13시간 배양시킨 균배양액 0.1㎖을 가하고 가볍게 섞어 다. 사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

우에는 곧 바로( 사 활성화시키는 경우에는 30분간 37℃의 shaking incubator에서 비 

배양한 다음) histidine/biotin이 첨가된 top agar(45℃)를 2㎖ 가하고 3 간 vortex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minimal glucose agar plate 상에 부어 평  고화시키고 Incubator(3

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revertant colony를 계수하 다.

  (5) 발암 련 유 자 (ODC, COX-2) 발  측정

상기한 방법 (제2 . 2. 가. (5) (라) 발암 련 유 자 (ODC, COX-2)의 mRNA 발  측

정)에 따라 수행하 다.

  (6) 사염화탄소(CCl4) 투여 마우스에서 산화  생체손상 억제 효과 검증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령의 특정병원체 부재 수컷 ICR 마우스를 (주)오리엔트에서 구입하여 1

주일간 응후 사용하 다. 이들 마우스는 실온에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 하고, 23±

2℃의 온도와 50±10 의 습도가 유지되고 일  주기를 12시간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사육

하 다. 

   (나) 시료투여

실험동물은 각 군당 6마리를 사용하 다. 시험군에는  7일간 시료를 각 100 mg/kg 

B.W의 용량으로 강제 경구투여하 으며, 음성  양성 조군에는 같은 부피의 물을 투

여하 다. 마지막 투여 6시간 후 CCl4를 Olive oil과 1:9비율로 섞어 100ul/mouse로 복강 

내 투여하 다. 16시간 식 후 액을 체취하 고 18시간이 지난 뒤 해부하여 간을 출

하 다.  Glutathione 함량을 측정하기 하여 액은 즉시 2배의 10% SSA 와 섞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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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액을 분리하 고  간은 5배의 5% SSA와 충분히 갈아서 상층액을 분리하 다.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기 하여 9배의 KCl buffer로 충분히 갈아 보 하 다. 각 

각의 sample은 온냉동고에 실험 까지 보 하 다. 

   (다) 지질과산화물(MDA) 측정

장(Plasma) 에서  MDA 함량은 0.2M orthophosphoric acid 와 1.6% TBA 를 잘 섞

어 45분간 끓인 후 BuOH로 추출된 상층액을 535nm로 측정하 다. Liver 에서 MDA 함

량은 8.1% SDS, 20% acetic acid와 0.8% TBA를 혼합 후 30분간 끓인 후  BuOH로 추출

된 상층액을 532nm로 측정하 다.

   (라) Glutathione (GSH) 함량 측정

비된 장 sample 100 ul와 700 ul의 daily buffer (125 mM sodium phosphate pH 

7.5, 6.3 mM EDTA, 0.3 mM NADPH), 100 ul의 6mM DTNB, 100 ul의 D.W.와 혼합한 

후 250U/ml GSSG reductase 5ul을 첨가하여 1분간 반응하면서 흡 도 변화를 412nm로 

측정하 다.

   (마) 장의 항산화능 (TAS) 측정

장의 항산화능 (TAS, total antioxidant status)는 H2O2 에 의한 ABTS+ 라디칼의 탈

색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하 으며, Randox사(UK)의 TAS kit를 이용하여 제공된 

manual 로 수행하 다.

 라.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의 생체 효용성 평가  기작 연구

  (1) 자외선 조사 마우스에서 피부암 발생  피부손상에 한 억제 효과 평가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5-6주령의 특정병원체 부재 암컷 hairless 마우스(SKH-1)를 (주)오리엔트에

서 구입하여 1주일간 응후 사용하 다. 이들 마우스는 실온에서 음용수과 사료를 충분히 공

하고, 23±2℃의 온도와 50±10%의 습도가 유지되고 일  주기를 12시간으로 설정된 공간에

서 사육하 다. 

   (나) 자외선 조사  시료 투여

정상 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고 마우스를 23주 동안 성숙시켰으며,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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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조군과 실험군(M2-4, M3-3, HemoHIM, H-720 투여군)은 23주 동안 자외선(UVB)

을 조사하 다. 자외선 조사는 1주일에 3회 조사하 으며, 매회 조사량은 첫주째부터 8주

째까지는 매주 10%씩 증가하도록 90, 99, 109, 120, 132, 145, 159, 175 mJ/cm
2
를 조사하

으며, 9주째투터 시험종료시까지는 175 mJ/cm
2
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시료 투여는 자외선 조사 일주일 부터 시험종료시까지 1㎎/㎖의 시료가 포함된 음

수를 통하여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이때, 일일 음수 섭취량은 4ml, 마우스의 체 을 20g

으로 산정하여 일일 섭취량은 200mg/kg B.W.로 산정하 다.

   (다) 피부암 발생  피부주름 찰

암발생 억제효과를 찰하기 하여 배부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palpable) 유두종 

(papilloma)  암종(carcinoma)의 수를 매주 찰하 다.

피부주름  피부 두께 변화는 자외선 조사 7주째부터 19주째까지 2주 간격으로 측정

하 다. 피부주름은 마우스 배부 주름의 변화를 찰하여 Bissette 등의 기 에 의하여 주

름의 굵기와 수로 0~3.0의 수로 평가하 다. 피부두께는 배부의 앙과 어깨 사이 부

의 두께를 dial thickness gage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라) 피부손상의 조직학  찰

실험 종료 시 마우스 등 쪽 앙을 기 으로 가로 2㎝, 세로 3㎝ 범 의 피부를 채취

하고 미경 표본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하여 피부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

하고 10% 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 인 방법에 따란 라핀 포매, 

5㎛의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여 조직학  변화를 찰하여 

Bissette등(1990)의 기 에 의하여 표피 두께(0~3), 피부 세포질(0~3)과 피부 낭종 변화

(0~5)를 수로 평가하 다. 

  (2) 방사선에 한 면역조 계 방호 효용성 평가

   (가) 실험동물(마우스)에 한 방사선 조사  시료투여

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실험용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재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 으며, 
60

Co γ선의 선량은 각 실험 목 에 따라 1회 신조사로 시행하 으며, 선

량률은 약 1Gy/min이 다. 시료 M2-4 는 M3-3 투여는 100 mg/kg body weight로 하

여 방사선 조사 36시간과 24시간 에, 그리고 조사 후 30분과 1일째 복강주사 하 다.

   (나) 마우스 비장세포 

생쥐를 경추탈골로 희생시킨 다음 70% ethanol로 복부를 소독한 후 비장을 무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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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하여 비장세포를 비하 다. 비장세포로부터 lymphocytes를 분리하기 하여 

Histopaque을 이용하 다. 그리고 HBSS로 3회 세척하고 trypan blue 염색법으로 살아있

는 세포수를 계수한 후 완 배지에 정 농도로 조정하 다.

   (다) 면역세포 활성 측정 : 
3
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시료의 비장림 구 증식(proliferation) 정도를 
3
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

정하 다. 생쥐 비장세포를 96-well flat-bottomed microplate(Corning)의 각 well에 2×10
5

개씩 완 배지로 희석하여 분주하고, M2-4 는 M3-3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3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well 당 1.5 μCi의 
3
H-TdR(Amersham)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한 다음 cell harvester (Inotech)를 이용하여 glass fiber filter strip에 

세포를 수거하 다. 건조된 filter paper를 떼어 scintillation vial에 옮긴 후 scintillation 

cocktail을 3 ㎖씩 넣고 β-scintillation counter로 
3
H-TdR incorporation정도를 cpm으로 

측정하 다. 

   (라)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내재성 비장 조 세포 집락형성 측정

간선량의 방사선에 한 효과측정을 한 실험 실험모델로 용하 다. 방사선 

6.5Gy를 조사 후 약 9일 는 10일째 모든 마우스를 희생시켜 비장을 출하여 미리 만

들어 놓은 Bouin 고정액에 하루 고정 후 비장에 생성된 집락을 실체 미경으로 찰 계

수 하 다.

   (마) 마우스 골수 세포의 소핵형성 억제 시험

방사선 3Gy를 신 1회 조사 후 24시간째에 마우스의 골수세포를 수거한 후 debris를 제

거하여 FBS에 부유하 다. 골수세포는 잘 세척된 slide에 도말 후 May-Grunwald/Giemsa 

stain을 실시하여 1000배 학 미경하에서 2,000개의 polychromatic erythrocytes(PCE)당 존재

하는 미소핵을 계수하 다.

   (바) 항원에 한 IgG2a와 IgG1의 균형  분비 조

DNP-KLH과 Freund's adjuvant(complete)를 같은 양으로 함께 혼합한 뒤 마우스의 복

강(DNP-KLH 100 μg/mouse)에 주사하 다. 항원 주사 후 7일에 마우스의 안와정맥에서 

액을 수집하여 청을 분리하 다. 분리된 청은 실험 까지 -70℃에서 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DNP-KLH specific antibody를 ELISA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마우스에 감작시킨 항원 DNP-KLH을 0.2 μg/well (Nunc-immuno 

module, polysorp)로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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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방법은 의 cytokine을 측정한 방법과 동일하다. 

  (3) 세포내 발암 련 신호 달 단백질 발  분석

Balb/3T3세포에서 발암 진물질(TPA)에 의해 변화되는 p53, NF-kB p65  phospho 

p65, COX-2의 단백질양에 해 발암억제 가제품 2종이 미치는 향을 Western blotting

을 통하여 찰하 다.

Balb/3T3 세포 1×10
6
 cells을 100mm dish에 종한 뒤, 24시간 동안,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그리고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다시 2시간 동안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그리고 TPA를 100ng/ml로 처리하고 일정시간 배양 후, 

세포를 수거하 다. 수거한 세포는 PBS로 2회 세척 하 고, lysis buffer(50mM Tris, 

150mM NaCl, 1% NP-40, 25mM NaF, 1mM Na3VO4, 2mM EGTA, proteinase inhibitor) 

200㎕를 첨가한 뒤에 ice에서 20분 동안 정치시켰다. 그리고 13,000rpm, 4℃로 15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새로운 tube로 옮겼다. 이  일부를 채취하여 BCA assay로 단백

질 정량을 하 다. 이 게 정량한 단백질은 SDS-PAGE에 loading하고 100V로 기 동을 

한 뒤, PVDF membrane에 기 으로 60V, 140mA, 1시간 조건으로 이시켰다. 

Transfer된 membrane은 5% skim milk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 고, 1st 

antibody는 2% skim milk로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하 다. 이 게 반응

시킨 membrane은 TBST buffer로 10분씩 3회 세척 후, peroxidase conjugated 2st 

antibody를 1:10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다시 10분씩 3회 세척 

후 ECL solution으로 반응을 유도하고 film에 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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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결과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복합물을 개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략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즉, 발암 련 생화학 /분자생물학  인자 억제 in vitro 평

가시스템을 확립한 후, 이를 활용하여 식용 가능한 식품소재에 한 효과를 검색하여 유

효소재를 선발하 다. 선발된 유효소재의 열수 는 에탄올 추출물의 효능을 비교검증하

여 유효 추출물을 선발하 다. 이 게 선발된 유효 추출물을 2내지 3종을 조합한 30종의 

복합물에 하여 시험 내 시험을 통해 발암 련 여러 인자 동시억제효과를 검색하여 가

장 복합 상승효과가 뛰어난 유효 복합물을 선발하 다.  선발된 유효복합물에 하여 단

기 동물시험 모델  세포 모델에서 최종 복합물 2종을 선발하 다. 이 최종 선발된 복합

물 2종에 하여 발암 동물모델에서 생체효용성 검증시험을 수행하 고 그 활성 기작 규

명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가.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소재 후보식품 소재 검색  선발

암발생은 initiation, promotion, progression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방사선은 이러한 initiation  promotion 단계를 활성화시켜 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 만성장해(발암)를 억제하기 하여 방사선, 화

학물질 등 여러 요인에 의한 initiation, promotion을 억제하는 효과를 검색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확립하고 30여종의 후보 식품소재에 한 효능을 검색하 다.

  (1) DNA 손상 억제 효과 검색

방사선 조사  화학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세포의 DNA 손상(외가닥 단; single 

strand breaks)에 한 후보소재의 효과를 찰하기 하여 단세포 기 동법(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Comet assay)을 시행하 다.  후보 소재를 마우스 림 구에 각 용량

별로 방사선 조사  4시간동안 처리한 후 DNA 외가닥 단 억제효과를 살펴본 결과, 30

여종의 후보식품  H-1319, H-131, H-116, H-192가 좋은 DNA 상해 방호효과는 나타냈

으며 그 외에 H-2116 등 총 12종에서 유의성있는 방호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1-1).

다음으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손상의 표  지표인 소핵형성을 찰하 다. 후소 소

재를 방사선 조사(2Gy)  4시간 동안 HL-60 세포에 처리한 후 소핵형성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30여종의 후보식품  H-1319, H-192, H-2116, H-116, H-720, H-133 등 13종

에서 유의성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2.1-1).

방사선  산화  스트 스에 의한 DNA 염기 손상의 주요 지표인 8-hydroxyguanine

의 형성에 한 후보소재의 억제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방사선 조사 마우스 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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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 다. 후보 식품을 1mg/mouse의 용량으로 방사선 조사 24,  2회 투여한 후 간에

서 8-OHdG 형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30여종의 후보 식품  H-115, H-720, H-2116, 

H-131, H-1319, H-116, H-133, H-83, H-163, H-313, H-118, H-111, H-113, H-13 등 13여종

에서 유의성있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H-1319, H-116, H-192, H-720이 좋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1-2).

DNA 손상에 의한 암발생에 있어서 가장 먼  일어나는 단계는 돌연변이(mutation) 

단계이다.  돌연변이 억제 효능 검색을 해 HGPRT mutation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후

보소재의 효능을 검색하 다. 본 연구에서는 comet assay, 8-OHdG 분석 등의 방법에 의

해 방사선  활성산소에 의한 DNA 손상 억제에 높은 효능을 나타내었던 8종의 시료를 

상으로 HGPRT mutation 억제 효능을 검색하 다. 생약재 8종의 열수추출물의 UVB에 

의한 plating efficiency 감소  HGPRT mutation 증가에 미치는 향을 검색한 결과는 

Fig. 2.1-3에 나타내었다. UVB 조사에 의하여 V79세포의 plating efficiency는 UV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44%로 감소하 으며, 감소된 plating efficiency는 H-720 처리에 의하여 

오히려 약간 더 감소하 으며, 그 외의 생약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plating 

efficiency가 약간 회복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Fig. 10B에 나타난 바

와 같이 HGPRT mutation의 경우에는 UV 조사에 의해 크게 증가된 HGPRT mutation 

rate가 생약재의 처리에 의하여 크게 감소하 으며, H-192 > H-1622, H-2016 > H-39, 

H-115, H-1319 > H-131, H-720의 순으로 높은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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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DNA damage induced by 

200cGy of gamma-irradiation.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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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Effect of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treatment on the induction of 

MN in HL-60 cells exposure to 200 cGy of gamma radiation.

Sample
Micronuclei distribution per 1000 binucleate cells ± SD

One micronucleus Two micronuclei Three micronuclei Total micronuclei

Normal control 16 2.8 2 0.7 0 19 ± 4.2

Irradiation control 256 ± 31.8 43 ± 4.9 11 ± 2.1 373 ± 24.0

H-2619 215 ± 11.3 37 ± 5.2 9 ± 2.4 316 ± 20.8

H-115 214 ± 18.7 35 ± 2.5 7 ± 2.1 305 ± 13.2
*

H-16 224 ± 10.1 30 ± 3.1 12 ± 4.2 320 ± 21.3

H-23 273 ± 21.4 49 ± 5.2 5 ± 2.9 386 ± 25.2

H-2615 289 ± 18.9 37 ± 2.4 7 ± 3.4 384 ± 12.9

H-2116 177 ± 19.4 23 ± 3.5 1 ± 0.7 224 ± 10.6**

H-131 210 ± 13.2 39 ± 2.5 4 ± 1.2 300 ± 18.1*

H-133 188 ± 9.2 22 ± 5.3 3 ± 0.9 241 ± 16.2**

Normal control 16 2.8 2 0.7 0 19 ± 4.2

Irradiation control 251 ± 7.8 41 ± 4.9 10 ± 2.1 363 ± 27.0

H-2016 176 ± 7.8 25 ± 0.7 2 ± 0.7 229 ± 7.1*

H-1319 151 ± 6.4 11 ± 1.4 0 173 ± 9.2**

H-83 206 ± 2.3 32 ± 2.4 1 ± 0.58 273 ± 12.4**

H-123 259 ± 8.8 39 ± 2.1 7 ± 2.08 358 ± 16.2

H-720 156 ± 7.8 10 ± 1.3 1 ± 1 179 ± 7.1
**

H-163 241 ± 10.1 37 ± 4.3 9 ± 0.58 342 ± 11.7

H-192 165 ± 4.2 17 ± 2.1 0 ± 1.53 199 ± 4.24**

H-313 270 ± 6.3 39 ± 2.9 8 ± 0.58 372 ± 9.8

H-31 248 ± 8.1 35 ± 9.2 7 ± 1.15 339 ± 27.1

Normal control 11 2.8 2 0.7 0 15 ± 4.2

Irradiation control 209 ± 7.8 49 ± 4.9 7 ± 2.1 328 ± 24.0

H-17 233 18.3 32 5.7 13 2.4 336 18.2

H-1622 200 ± 9.8 25 ± 3.1 1 ± 0.7 253 ± 8.3*

H-116 181 ± 6.4 13 ± 1.4 0 207 ± 9.2**

H-136 246 ± 31.6 48 ± 6.2 5 ± 1.2 357 ± 24.2

H-118 233 ± 21.5 27 ± 3.5 2 ± 0.8 293 ± 28.1

H-193 208 ± 11.2 47 ± 5.3 5 ± 1.3 317 ± 12.5

H-81 231 ± 10.4 37 ± 9.3 12 ± 5.2 341 ± 11.4

H-39 211 ± 11.5 24 ± 3.7 4 ± 2.5 271 ± 10.4*

Normal control 16 2.8 2 0.7 0 19 ± 4.2

Irradiation control 294 ± 17.8 33 ± 4.9 11 ± 2.1 393 ± 21.0

H-326 282 ± 20.4 29 ± 4.7 13 ± 3.7 379 ± 21.3

H-111 279 ± 19.3 31 ± 3.1 9 ± 2.1 368 ± 25.2

H-413 303 ± 9.4 30 ± 4.3 14 ± 2.8 405 ± 7.2

H-113 279 ± 10.5 20 ± 2.5 17 ± 0.7 370 ± 12.9

H-166 241 ± 21.9 20 ± 5.7 10 ± 0.6 311 ± 18.9*

H-13 263 ± 30.1 29 ± 1.2 10 ± 2.1 351 ± 21.3

H-2616 310 ± 29.7 41 ± 8.1 12 ± 7.1 428 ± 25.2

H-1419 308 ± 11.4 51 ± 4.2 7 ± 2.3 431 ± 9.1

*
p<0.05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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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8-OHdG level in the mouse liver treated with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before exposure to 8 Gy of gamma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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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Effects of herb extracts on plating efficiency and HGPRT mutation in 

UV-irradiated V79 cells. V7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0 μg/ml of each herb 

extract for 2 hours. After discarding the medium, V79 cells were irradiated with UVB 

(20 mJ/cm
2
) and incubated for 3 hours with fresh medium containing the herb 

extract. Plating efficiencies and HGPRT mutation rate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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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검색

DPPH 라디칼에 자를 공여하여 라디칼 활성을 소거하는 특정물질의 자공여 작용

은 생체내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30여종의 

후보 식품  H-720, H-166, H-1622, H-116, H-2116 등은 DPPH 라디칼에 해 강력한 

자공여능을 보 으며, H-720  H-166은 20ug/ml의 농도에서 50% 이상의 아주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Table 2.1-2).

다음으로 활성산소종 에서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생체의 산화  손상에 요한 역

할을 하는 hydroxyl 라디칼에 한 소거효과를 시험  내에서 2-deoxyribose oxidation 

method로 확인하 다. 후보 식품 30여종  H-39, H-16, H-116, H-720, H-1622 등이 높

은 hydroxyl 라디칼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1-3).

Superoxide anion은 표 인 활성산소종의 하나로서 각종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된

되며, 지속 인 과량의 superoxide anion의 발생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발생을 진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anthine과 xanthine oxidase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superoxide 

anion에 한 후보 소재의 소거활성을 검색하 다.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은 모든 

소재에서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으나, 소재별로 소거활성에 큰 차이를 보 다. 가장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낸 소재들로서는 H-720,H-1622,H-192,H-39,H-163,H-116,H-1319, 

H-413 순으로 나타났다(Fig. 2.1-4).

지질과산화는 방사선 등의 산화  스트 스에 의해 세포막의 지질이 손상되어 일어나

는 상으로 세포의 기능 하  세포기능 변화를 유발한다. 후보소재의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검색하기 하여 Fe
2+

/ascorbate 반응계에 의하여 최종 생성된 hydroxyl radical은 

지질원인 microsomes을 산화시켜 malondialdehyde(MDA)를 생성시키는데, 이것을 

thiobarbituric acid(TBA)와 반응시켜 분 학  방법으로 정량하 다. 30여종의 후보 식품 

 H-720, H-192, H-116, H-16, H-39, H-123, H-1622, H-166, H-2615 등이 높은 지질과산

화 억제효과를 나나내었으며, 특히 H-720, H-1319, H-116은 25ug/ml의 농도에서 80% 이

상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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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Electron donating abilities(EDA) of water extract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

Sample
Electron donating ability(EDA), %

20 ug/ml 50 ug/ml 100 ug/ml

H-720 55.5 90.5 90.1 

H-1622 33.2 86.0 87.9 

H-116 33.4 85.2 87.0 

H-2116 33.0 77.6 83.9 

H-115 16.7 34.5 70.3 

H-192 8.0 20.9 63.8 

H-131 11.9 29.0 59.9 

H-39 11.5 27.3 50.6 

H-136 8.3 20.3 41.8 

H-16 7.1 19.8 39.6 

H-123 9.4 21.0 39.3 

H-2016 6.7 14.7 29.0 

H-161 6.2 13.3 28.5 

H-83 6.2 13.6 27.3 

H-81 4.6 10.2 22.1 

H-23 5.5 13.4 21.6 

H-313 4.1 10.8 20.6 

H-133 3.1 6.3 13.7 

H-2616 2.5 5.8 11.9 

H-31 3.6 6.3 5.7 

H-17 0.8 2.6 5.5 

H-163 1.4 3.2 5.2 

H-118 0.6 2.2 3.3 

H-113 0.5 2.1 1.5 

H-312 - -0.8 0.7 

H-2615 4.3 7.4 17.8

H-166 54.8 85.4 90.9

H-193 5.2 12.1 20.8

H-2616 8.3 20.9 37.8

H-1419 11.8 29.1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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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50 ug/ml 100 ug/ml

H-39 85.0 83.1  

H-16 79.1 82.8 

H-116 73.9 85.2 

H-720 68.2 81.6 

H-1622 62.5 92.3 

H-2116 58.8 66.0 

H-123 58.1 73.5 

H-131 55.4 71.6 

H-115 54.0 67.9 

H-192 53.1 55.6 

H-313 50.7 63.1 

H-161 49.7 79.5 

H-2016 47.9 66.6 

H-81 42.7 68.8 

H-163 38.9 59.7 

H-133 38.8 49.5 

H-136 34.7 52.8 

H-83 31.5 43.5 

H-17 22.3 36.6 

H-118 18.6 44.0 

H-312 17.4 39.2 

H-23 11.2 42.7 

H-31 0.4 36.3 

H-113 -2.9 13.4 

H-2619 -6.3 21.0 

H-2615 40.5 64.8 

H-166 82.9 97.9 

H-193 37.2 45.0 

H-2616 42.4 48.0 

H-1419 42.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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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Scavenging activites of natural herb extracts against superoxide anion 

produced by xanthine and xanthine oxidase.



- 118 -

Table 2.1-4. Inhibitory effect of water extract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on the 

Fe
3+

/ascorbate-induced lipid peroxidation in rat microsomal fraction

Sample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

25 ug/ml 50 ug/ml 100 ug/ml

H-720 89.8 98.3 100.4 

H-192 50.9 95.2 101.3 

H-116 20.7 92.6 92.8 

H-2116 69.4 91.7 99.3 

H-16 20.4 91.3 97.3 

H-39 57.7 87.8 98.4 

H-123 65.8 84.8 89.5 

H-1622 27.6 82.9 95.7 

H-163 65.9 94.0 

H-115 62.2 92.0 

H-133 52.8 78.8 

H-413 52.7 60.7 

H-83 40.9 63.7 

H-118 38.8 60.4 

H-31 35.0 51.2 

H-113 -2.5 -6.9 

H-131 -11.4 10.1 

H-312 -13.5 3.5 

H-81 -55.1 -140.7 

H-23 -72.1 -98.1 

H-2016 -80.0 42.1 

H-161 -86.8 76.8 

H-313 -176.2 -178.6 

H-136 -494.3 -445.4 

H-1419 30.2 38.8 

H-193 0.8 -8.8 

H-2616 17.9 30.7 

H-166 91.0 97.0 

H-2615 83.4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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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산화효소활성 증진효과 검색

항산화효소는 산소 호흡과정에서 발생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체내의 산화환원 상태를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항산화 효

소가 여러 요인에 의해 그 발 이 하되거나 항산화 효소의 능력 이상의 활성산소가 발

생되면 생체는 이에 의한 다양한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후보 식품소재가 이러

한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검색하 다.

Superoxide dismutase (SOD)는 superoxide radical(O2
․

)을 hydrogen peroxide (H2O2)

로 환시킴으로써 활성산소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한다. 후보 소재를 

CHL 세포에 처리한 후 SOD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후보식품 30여종  H-2016, 

H-118, H-23, H-312, H-192, H-17, H-163이 세포내 SOD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Table 2.1-5).

Catalase는 hydrogen peroxide를 물로 분해함으로써 hydroxyl radical 생성을 억제하

여 자유라디칼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데 여한다. 후보식품을 CHL 세포

에 처리한 후 catalase 활성을 살펴본 결과, 30여종의 후보식품  H-136, H-2016, H-23, 

H-2116, H-16, H-312, H-113, H-720이 세포내 catalase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었다(Table 2.1-5).

Gultathione peroxidase (GPx)는 catalase와 함께 hydrogen peroxide를 물로 분해하거

나 다른 종류의 hydroperoxide들을 분해하여 자유라디칼에 의한 생체손상으로부터 SOD 

활성과 상호 보완 계를 유지한다. CHL 세포에 후보식품을 처리한 후 GPx 활성을 살펴

본 결과, 후보식품 30여종  H-133, H-16, H-131, H-720, H-123, H-161, H-83, H-192, 

H-113이 세포내 GPx 활성을 증가시켰다(Tabl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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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5. Effects of water extract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on the SOD, GPx and 

Catalse activity

Sample
Activity(%, percent of normal control)

SOD GPx catalase

H-116 31.7 133.8 -5.1 

H-31 36.1 93.4 0.4 

H-2619 48.6 33.2 3.2 

H-133 50.4 155.5 41.3 

H-161 53.4 21.7 17.0 

H-313 53.8 13.9 -3.2 

H-39 54.0 79.6 4.3 

H-136 57.9 449.5 1.4 

H-123 59.3 82.6 19.9 

H-113 65.2 225.8 7.7 

H-2116 65.3 261.0 -0.1 

H-83 66.5 -65.8 8.4 

H-115 71.2 -35.7 6.9 

H-720 73.9 163.5 24.5 

H-81 76.2 -13.6 -9.4 

H-1622 77.2 49.9 -2.9 

H-131 89.9 72.2 28.9 

H-16 98.8 239.9 35.9 

H-163 115.0 65.2 -7.7 

H-17 131.9 103.6 5.2 

H-192 135.3 91.1 8.1 

H-312 136.6 237.7 -10.5 

H-23 195.1 353.7 -2.8 

H-118 235.6 90.6 -6.4 

H-2016 295.9 409.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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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포내 활성산소 발생 억제 효과 검색

생체내의 표 인 활성산소인 superoxide anion과 hydrogen peroxide의 발생에 해 

후보 소재의 억제효과를 검색하 다. 분화된 HL-60 세포에 TPA를 처리하여 superoxide

는 hydrogen peroxide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에서 후보소재의 억제효과를 검색하 다. 

Superoxide anion의 발생에 한 억제효과에서는 부분의 생약재의 활성이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 가장 높은 superoxide anion 억제 활성을 나타낸 생약재로는 H-720, 

H-83, H-115, H-123, H-1319, H-39, H-2116, H-1622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2.1-5).

TPA 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hydrogen peroxide의 양에 한 후보 소재의 억제효과를 

살펴본 결과, 125 μg/ml의 농도에서 40%이상의 hydrogen peroxide 발생 억제 효과를 나

타낸 생약재는 H-39, H-413, H-115, H-161, H-192, H-720, H-1622, H-1319 등 8종으로 나

타났다(Fig. 2.1-6). 이들 유효소재 8종  H-83에 하여 시료 농도별 hydrogen peroxide 

발생 억제 효과를 검색한 결과, IC50을 기 으로 H-192 > H413, H-1622 > H-720, H-115 

> H-39, H-161 > H-1319 > H-83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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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Inhibitory effects of natural herb extracts on superoxide anion production 

induced by TPA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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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Inhibitory effects of natural herb extracts on intracellular peroxide produced 

by TPA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125 μg/ml of each 

extract for 30 min and stimulated with 100nM TPA for 30min. Peroxide production 

was measured by DCF fluorescence with a flow cy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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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CF fluorescence with a flow cy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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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F-kB 억제 활성 검색

NF-kB는 세포내의 염증  면역반응에 련된 유 자의 발 을 조 하는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포 암화과정에 있어서 NF-kB의 과도한 활성

화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NF-kB의 활성의 조 은 암발생  다양한 

질병의 방 치료에 있어서 요한 target이 되고 있다. NF-kB 활성을 측정하기 한 시

스템으로서 V79  RAW264.7 세포에 NF-kB consensus sequence를 가진 promotor와 

secreted alkaline phosphatase (SEAP) 유 자를 포함하는 NF-kB-pCMV plasmid를 

transfection하여 안정 으로 SEAP 유 자를 발 하는 세포주(NF-kB V79  NF-kB 

RAW264.7)를 확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NF-kB의 trascriptional 활성을 reporter assay로 

수행하 다.

NF-kB V79을 이용하여 각 천연생약재 열추출물이 basal  TPA에 의해 유도된 

NF-kB transcriptional activity를 억제하는 효능을 검색한 결과를 Fig. 2.1-8에 나타내었다. 

이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난 12종의 생약재에 하여 농도별 NF-kB 활

성화 억제 효능을 검색한 결과는 Fig. 2.1-9에 나타내었다. H-83 > H-720 > H-1319 > 

H-39, H-115 > H-161 등의 순으로 높은 NF-kB transcription 활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

다. 이들 시료들은 TPA에 의해 유도된 NF-kB 활성화 억제에도 효과가 있었으나, 특히 

basal NF-kB 활성화 억제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V79의 NF-kB 활성화 억제에 효과가 좋았던 생약재 시료 8종에 하여 

NF-kB RAW264.7 세포에서 자외선 (UV)에 의한 NF-kB 활성화 억제 효과를 탐색하 다 

(Fig. 2.1-10). 8종의 시료 에서 H-192, H-720, H-1622, H-1319등 4종이 NF-kB 활성 억

제 효과가 뛰어났다. 이들 4종의 시료에 하여 농도별 NF-kB 활성 억제 효과를 검색한 

결과는 Fig. 2.1-11에 나타내었다. 4종의 시료는 basal NF-kB 활성뿐 아니라 UV에 의해 

유도된 NF-kB 활성의 억제에도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의 NF-kB 억제 활성

은 H-192 > H-720, H-1319 > H-16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 효능 검색 결과를 통한 유효 소재 선발

이상의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인자 억제 평가시스템 12종에 한 식품소재의 효능 검

색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2.1-6, Table 2.1-7, Table 2.1-8에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평가시스템에서 아주 뛰어난 활성을 나타내거나, 모든 평가시스템에서 비교  높은 효

과를 나타내는 유효 소재 11종(H-39, H-83, H-115, H-116, H-123, H-192, H-720, H-1319, 

H-1622, H-2016, H-2116)을 최종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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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Inhibition of NF-kB trascriptional activity by natural herb extracts. NF-kB 

V7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0 μg/ml of each herb extracts for 2 hours, 

stimulated with 25 nM TPA or vehicle for additional 15 hours, and then SEAP 

activities of supernatant media were measured.100 μM quercetin was treated in a 

group as a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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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Dose dependent inhibition of NF-kB transcriptional activity by selected 

herb extracts. NF-kB V79 cells were pretreated with 50, 100, 200 μg/ml of each herb 

extracts for 2 hours, stimulated with 25 nM TPA or vehicle for additional 15 hours, 

and then SEAP activities of supernatant media were measured. Quercet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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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Inhibition of NF-kB transcriptional activity by 8 natural herb extracts. 

NF-kB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0 μg/ml of each herb extract for 2 

hours, and then irradiated with UVB at 20 mJ/cm
2
. After further incubation of cells 

for 15 hours with fresh medium containing 100 μg/ml of each herb extract, SEAP 

activities of supernatant medium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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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1. Dose-dependent inhibition of NF-kB transcriptional activity by selected 

natural herb extracts. NF-kB RAW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50, 100 μg/ml 

of each herb extract for 2 hours, and then irradiated with UVB at 20 mJ/cm
2
. After 

further incubation of cells for 15 hours with fresh medium containing the herb extract, 

SEAP activities of supernatant media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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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6. Effect of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DNA protection against 

gamma irradi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ntioxidant enzyme activity in CHL 

cells.

Sample
DNA protection activity radical scavneging activity

antioxidan enzyme 
activity

SCGEa) MNa) 8-OHdGa) DPPHa) OH․a) lipid 
peroxidationa) SOD catalase GPx

H-113 +++ - ++ - - - ++ +++++ ++

H-115 ++ + +++ + ++ +++ +++ - ++

H-116 +++ ++ ++++ ++++ +++ ++++ + ++++ -

H-118 + - + - - + +++++ +++ -

H-123 ++ + ++ + ++ ++++ ++ +++ +++

H-131 +++ + ++++ + ++ - +++ +++ ++++

H-1319 +++ ++ +++ ++ +++ ++++ ++++ +++ +++

H-133 ++ ++ ++++ - + ++ ++ ++++ ++++

H-136 + - - + + - ++ +++++ +

H-1419 - - - + ++ + - - -

H-16 - - - - +++ ++++ +++ +++++ ++++

H-161 - - +++ - ++ - ++ + +++

H-1622 ++ + - ++++ +++ ++++ +++ ++ -

H-163 ++ - ++++ - + +++ ++++ ++ -

H-166 ++ + - ++++ ++++ ++++ ++ +++ +

H-17 + - - - + + + ++++ ++

H-192 ++ ++ ++++ + ++ ++++ ++++ +++ ++

H-193 - - - - + - - - -

H-2016 +++ + + - ++ - +++++ +++++ ++

H-2116 + ++ ++++ +++ ++ ++++ ++ +++++ -

H-23 - - - - - - +++ +++++ -

H-2615 + - - - ++ ++++ +++ + +

H-2616 - - - + ++ - ++ ++ -

H-2619 - - - - - + ++ + +

H-31 + - ++++ - - + + +++ +

H-312 + - + - - - ++++ +++++ -

H-313 ++ - ++ - ++ - ++ + -

H-39 - + - + ++++ ++++ ++ +++ +

H-720 ++ ++ ++++ ++++ +++ ++++ +++ ++++ ++++

H-81 + - - - ++ - +++ - -

H-83 + ++ ++++ - + ++ ++ - ++

a)activity was represented as % against control, where -: activity<20%, +: 20≤activity<40%, ++: 

40≤activity<60%, +++: 60≤activity<80%, ++++: activity≥80%.



- 128 -

                 Assay

   Sample

Superoxide

(X/XO)
a Superoxide (HL-60)b Hydrogen peroxide 

(HL-60)
c

H-113 - - -

H-115 + +++ ++

H-116 ++ + +

H-118 - + -

H-123 + +++ -

H-131 ++ + ++

H-1319 ++ +++ ++

H-133 - - +

H-136 + + +

H-1419 ND - -

H-16 + ++ +

H-161 ++ + ++

H-1622 ++ ++ ++

H-163 ++ ++ -

H-17 - + -

H-1714 - - -

H-192 ++ ++ +++

H-193 ND - -

H-2016 + ++ ++

H-2116 + ++ +

H-23 + - +

H-2616 ND + -

H-2619 - - -

H-31 - + +

H-312 + - -

H-313 - + +

H-315 - - +

H-39 ++ +++ ++

H-413 + ++ ++

H-720 +++ +++ +++

H-81 + +

H-83 + +++ +

Table 2.1-7. Effect of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superoxide anion and 

hydrogen peroxide.

a+++: over 70% inhibition, ++: over 50% inhibition, +: over 20% inhibition, -: below 20% inhibition at 

250 ug/ml of sample extracts.
b+++: over 70% inhibition, ++: over 50% inhibition, +: over 30% inhibition, -: below 30% inhibition at 

250 ug/ml of sample extracts.
c+++: over 60% inhibition, ++: over 40% inhibition, +: over 20% inhibition, -: below 20% inhibition at 

125 ug/ml of samp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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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ay

Sample

Basal NF-kB

activity in

V79 cellsa

TPA-induced NF-kB 

activity in

V79 cellsa

Basal NF-kB

activity in

RAW264.7 cellsc

UV-induced NF-kB 

activity in 

RAW264.7 cellsd

H-39 ++ + + +

H-123 ++ - - -

H-720 +++ + ++ +++

H-131 + - ND ND

H-115 ++ + ++ +

H-83 +++ + - -

H-1319 ++ ++ ++ ++

H-1622 + - ++ ++

H-192 + + +++ +++

H-2016 - - ND ND

H-23 - - ND ND

H-313 - - ND ND

H-163 - - ND ND

H-2619 - - ND ND

H-133 + - ND ND

H-413 - - ND ND

H-31 - - ND ND

H-1714 - - ND ND

H-136 + - ND ND

H-2616 - - ND ND

H-17 - - ND ND

H-116 - - ND ND

H-193 - - ND ND

H-312 + + ND ND

H-161 + + ND ND

H-315 - - ND ND

H-113 - - ND ND

H-1419 - - ND ND

H-118 - - ND ND

H-2116 + + ND ND

H-16 - - ND ND

H-81 - - ND ND

Table 2.1-8. Effect of 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NF-kB transcriptional 

activity

a+++: over 50% inhibition, ++: over 30% inhibition, +: over 15% inhibition, -: below 15% inhibition at 

100 ug/ml of samp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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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효소재의 용매별 추출물의 효능 검색을 통한 유효 추출물 선발

유효소재로 선발된 11종(H-39, H-83, H-115, H-116, H-123, H-192, H-720, H-1319, 

H-1622, H-2016, H-2116)의 소재에 하여 각각 열수  100%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여 

각각에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을 비교 검색하여 최종 유효 추출물을 선발하고자 

하 다.

   (가) 산화  손상 억제 효능 검색

먼  11종의 소재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 각각에 해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검

색하 다(Fig. 2.1-12). 그 결과 H-720, H-2116, H-1622, H-1319, H-116 등의 열수  에탄

올 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H-720 열수추출물  에탄올추출물과 H-2116 

에탄올추출물은 25 μg/ml에서 90%의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H-115, H-192, H-39, 

H-2016, H-123, H-83 등은 50 μg/ml에서도 50%이하의 낮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에 한 소거활성에서 각 생약재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간에는 활성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검색 결과(Fig. 2.1-13), 열수추출물의 경우 25 μg/ml 농도에서 

H-720이 90%정도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나타내어 가장 효과가 높았으며, H-192, 

H-2116이 70%이상의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기타 소재는 25 μg/ml에서 거의 활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25 μg/ml 농도에서 H-720, H-192, H-115가 

90% 정도의 높은 억제활성을 나타냈으며, H-2116과 H-116이 60%이상의 비교  높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

Xanthine/xanthine oxidase 시스템에서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을 평가한 결과

(Fig. 2.1-14), 열수추출물의 경우 H-720, H-1319, H-115, H-83이 100 μg/ml의 농도에서 

60% 이상의 소거 활성을 나타내어 높은 효능을 보 다. 에탄올추출물에서는 H-115, 

H-720, H-2116이 40%이상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높은 활성을 보 으나 거의 모든 생약

재에서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추출물보다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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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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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3.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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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4.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나) 세포모델에서 발암인자 억제 효능 검색

HL-60 세포에서 TPA에 의한 superoxide 발생의 억제효과를 검색한 결과(Fig.2.1-15), 

열수추출물의 경우 H-720, H-1319, H-83, H-115 등이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에는 H-720, H-1319, H-115, H-116, H-2116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 

HL-60 세포에서 TPA에 의한 hydrogen peroxide 발생 억제 활성을 살펴본 결과(Fig. 

2.1-16), H-115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억제효과(70%)를 나타내었으며, 그 밖에 

H-720, H-1319, H-192, H-2116, H-1622 등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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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5. Effec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on 

TPA-induced superoxide anion production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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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6. Effec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on 

TPA-induced peroxide anion production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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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추출물의 NF-kB 활성화 억제 효과를 TPA를 처리한 293 세포에서 SEAP 

reporter assay를 통해 찰한 결과(Fig.2.1-17), H-720, H-1319, H-2116 등의 열수추출물이 

25 μg/ml에서 NF-kB 활성을 50% 이상 억제 고, 그 외에 H-116과 H-1622 등도 억제활

성을 나타내었다. H-720의 경우 에탄올추출물은 열수추출물에 비해 NF-kB 활성 억제효

과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반면 H-116, H-1319, H-115의 경우는 에탄올추출물의 활성이 

아주 높아 H-116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6 μg/ml의 농도에서 70%이상 억제하 으며, 

H-1319와 H-115 에탄올추출물도 6 μg/ml에서 30%이상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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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7. Effec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elected 11 medicinal herbs on 

TPA-induced NF-kB activation in 29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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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화  손상  발암 련 인자 억제 유효 추출물 선발

이상의 지표를 통한 산화  손상억제 신소재의 효능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Table 2.1-9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산화  손상억제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효능을 나타내는 H-720, 

H-1319, H-2116, H-192, H-115의 열수추출물  H-115의 에탄올 추출물 등 6종의 유효추

출물을 선발하 다.

Table 2.1-9. Inhibitory effects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oxidative damage and carcinogenesis-related factors

Sample

Assay

DPPH 

radical 

scavenging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Superoxide 

anion 

scavenging

(X/XO)

Superoxide 

anion 

inhibition 

(HL-60 cell)

Hydrogen 

peroxide 

inhibition 

(HL-60 cell)

NF-kB

inhibition

H-39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83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15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16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23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92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720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319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1622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2016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H-2116
water ex. +++ +++ ++ + ++ ++

EtOH ex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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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암 련 인자 동시억제 복합물 검색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하여, 각종 산화  손상  발

암 련인자를 동시에 억제하는 것이 요하다는 에서 산화  손상  발암 련인자 

억제 유효소재로 선발된 6종에 해 두 종류 는 세 종류씩 조합하여 총 30종의 복합물

을 제조하여 각 인자에 한 효능 검색을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인자를 동시에 억제하는 

유효 복합물을 선발하고자 하 다.

  (1) 복합물 제조

발암 련 인자 억제 유효 추출물로 선발된 6종의 추출물(H-720, H-1319, H-2116, 

H-192, H-115의 열수추출물  H-115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단일 추출물 2종을 

조합한 복합물 (M2-1에서 M2-14), 단일추출물 3종을 조합한 복합물(M3-1에서 M3-16) 등 

30종의 복합물을 제조하 다. 각 복합물별 추출물 조합은 Table 2.2-1에 나타내었다. 이때, 

복합 비율은 단일추출물의 건조 량 기 으로 동일비율로 하 다. 이 30종의 복합물과 단

일 추출물 (M1-1에서 M1-6)에 해 시험 내  세포모델을 이용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과를 찰하 다.

Table 2.2-1. Preparation of herbal compositions from 6 selected extracts

Sample Composition Sample Composition

M1-1 E1 M3-1 E1 + E2 + E3

M1-2 E2 M3-2 E1 + E2 + E4

M1-3 E3 M3-3 E1 + E2 + E5

M1-4 E4 M3-4 E1 + E3 + E4

M1-5 E5 M3-5 E1 + E3 + E5

M1-6 E6 M3-6 E1 + E4 + E5

M2-1 E1 + E2 M3-7 E2 + E3 + E4

M2-2 E1 + E3 M3-8 E2 + E3 + E5

M2-3 E1 + E4 M3-9 E2 + E4 + E5

M2-4 E1 + E5 M3-10 E3 + E4 + E5

M2-5 E2 + E3 M3-11 E1 + E2 + E6

M2-6 E2 + E4 M3-12 E1 + E3 + E6

M2-7 E2 + E5 M3-13 E1 + E4 + E6

M2-8 E3 + E4 M3-14 E2 + E3 + E6

M2-9 E3 + E5 M3-15 E2 + E4 + E6

M2-10 E4 + E5 M3-16 E3 + E4 + E6

M2-11 E1 + E6

M2-12 E2 + E6

M2-13 E2 + E6

M2-14 E2 + E6

*E1 : Water extract of H-720, E2 : Water extract of H-1319, E3 : Water extract of H-2116, E4 : 

Water extract of H-192, E5 : Ethanol extract of H-115, E6 : Water extract of H-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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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합물에 한 라디칼 소거 효과 검색

먼  복합물에 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검색하 다(Fig. 2.2-1). 단일 생약재

에서는 M1-1, M1-2, M1-3가 효과가 높았으며, M1-1이 포함된 2종 복합물과 3종 복합물

들의 활성은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M1-1과 M1-2, M1-3등이 포함된 복합물들이 체로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을 살펴본 결과, M1-1과 M1-3, M1-5가 포함된 복합물

들의 활성이 높았으며, 특히 M2-1, M2-4, M2-9, M3-3, M3-6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Fig. 

2.2-2).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 검색 결과(Fig. 2.2-3), 단일 생약재 에서는 M1-1과 

M1-6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복합물 에서는 M2-11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

타내었다. M1-1이 포함된 복합들은 거의 비슷하게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M1-6가 포

함된 복합물들도 체 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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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al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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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ctivities of herbal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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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al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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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합물에 한 세포모델에서 발암 련 인자 억제 효능 검색

세포모델에서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ROS 발생, NF-kB 활성화 등의 발암 련 인

자에 한 복합물의 억제 효과를 검색하 다.

방사선에 의한 림 구의 DNA 손상 억제효과를 단세포 기용동법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M1-5, M1-6의 억제활성이 특히 높았으며, 복합물 에서는 M1-5가 포함된 M3-8, 

M3-9, M3-10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2.2-4). 한편, M1-1 (H-730)  이를 포

함된 일부 복합물에서는 방사선 조군에 비해 오히려 DNA 손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찰되었다.

다음으로 분화된 HL-60 세포에서 TPA에 의한 superoxide anion 발생에 한 복합물

의 억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단일 생약재 에서는 M1-1과 M1-6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복합물 에서는 M2-11과 M3-13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2-5).

NF-kB SEAP 유 자가 transfection된 293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되는  NF-kB 활

성화 억제 효과를 찰한 결과, 단일 생약재 에서는 M1-4가 가장 효과가 낮았으며, 이

를 제외한 다른 추출물들은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복합물 에서는 M-1, M-2, M-5, 

M-6을 포함한 복합물들이 체 으로 40% 안 의 높은 NF-kB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2-6).

  (3) 발암인자 동시억제 유효 복합물 5종 선발

복합물 효능검색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 M2-1 (H-720, H-1319), M2-4(H-720, 

H-115 에탄올), M2-11(H-720, H-115), M3-11(H-720, H-1319, H-115) 등의 4종의 복합제는 

DNA 손상 억제 지표에서 간정도의 효과를 보 고 DPPH 라디칼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NF-kB 억제활성에서 골고루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M3-3(H-720, H-1319, H-115에탄올)은 DNA 손상억제 효과가 탁월하 고 다른 지

표에서도 체 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5종의 복합물(M2-1, 

M2-4, M2-11, M3-3, M3-11)을 최종 유효 복합제로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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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Inhibitory effects of herbal compositions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lymphocytes (single cell gel electroh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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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Inhibitory effects of herbal compositions on TPA-induced superoxide anion 

production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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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Inhibitory effects of herbal compositions on TPA-induced NF-kB activation 

in 29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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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 선발

각종 산화  손상  발암 련인자 억제 효과 검색을 통하여 선발된 5종의 복합물

(M2-1, M2-4, M2-11, M3-3, M3-11)에 하여 최종 가제품 2종을 선발하기 해 일부 효

능에 한 재평가를 수행하 으며, 새로운 효능평가시스템(사염화탄소 투여 마우스, 

Ames test, 발암 련 유 자 발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효능 검증 비교를 통하여 최종

으로 가제품 2종을 최종 선발하고자 하 다.

  (1)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선발된 5종의 복합물에 하여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재검증을 수행하 다.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은 M2-1과 M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Lipid peroxidation 억제활성은 

M2-1, M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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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A) 

DPPH radical scavenging, (B)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2) 발암물질(TPA) 유발 세포내 활성산소 발생 억제 효능 평가

Differentiation된 HL-60 세포에 발암 진물질 (TPA)를 처리하여 세포내 발생되는 

ROS (superoxide anion, hydrogen peroxide)양을 측정한 결과, superoxide anion 발생억

제에서는 M2-1과 M2-11의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hydrogen peroxide 발생억제에서는 

M2-4, M3-3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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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Inhibitory activitie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TPA-induced ROS 

production in differentiated HL-60 cells. (A) Superoxide anion, (B)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3) DNA 손상 억제 효과 평가

산화  스트 스에 의한 DNA 손상에 한 복합물 5종의 억제효과를 평가하고자 

Fenton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hydroxyl radical에 의한 plasmid DNA 단 정도와 방사

선에 의한 림 구 DNA의 손상 정도를 측정하 다.

Fenton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plasmid DNA의 strand break에 한 억제효과에서는  

M2-11, M3-3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3-3).

다음으로 마우스 림 구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DNA 손상을 유도하는 모델에서는 

M3-3와 M2-4가 가장 높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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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Inhibitory activitie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plasmid DNA 

strand breaks induced by Fent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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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mes test에서 발암물질에 의해 유발된 돌연변이 발생 억제 효과 평가

발암억제 물질의 기 인 효능평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S. typhimurium을 이

용한 reverting mutation 억제효과를 평가하 다. S. typhimurium 98  100 균주에서 발

암물질(sodium azide, 2-nitro-o-phenylenediamine, 2-aminoflorene)에 의한 직  는 S9 

fraction의 첨가에 의한 간  돌연변이를 유발한 후, 복합물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찰

하 다. 그 결과, TA 100 균주에서는 M2-4  M3-3가, TA98 균주에서는 M2-1과 M2-11

이 가장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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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Inhibitory activitie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chemically-induced mutagenesis in S. typhimu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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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PA에 의한 발암 련 유 자(COX-2, ODC) 발 억제 효과 평가

발암 진물질(TPA)를 처리한 마우스 fibroblast 세포(Balb/3T3)에서 발암 련 유 자 

(COX-2  ODC)의 발  증가에 한 복합물의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물 

사이에 큰 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M2-11과 M3-11이 약간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2.3-6. Inhibitory activitie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TPA-induced 

expressions of ODC and COX-2 mRNA in Balb/3T3 cells.

  (6) 마우스에서 사염화탄소로 유발한 산화  손상에 한 억제효과 평가

복합물의 실제 생체내에서의 산화  손상 억제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마우스에 사

염화탄소를 투여하여 산화  손상을 유발한 모델을 이용하 다. 사염화탄소 투여 1주일간 

복합물을 매일 100 mg/kg B.W.으로 경구 섭취시킨 후 사염화탄소를 복강투여하여 산화

 손상을 야기시켰다. 그 후 장  간내의 산화  손상지표 (TAS, MDA 함량, GSH 

함량)을 측정하 다. 장의 항산화상태와 GSH 함량은 M3-3에 의해 가장 크게 개선되었

으며, MDA 감소효과는 M2-4와 M2-1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3-7). 간조직의 GSH 

함량개선에는 M2-4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MDA 감소효과는 복합물간에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2.3-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M2-4와 M3-3

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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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Inhibitory effect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the oxidative 

damage in the plasma of CCl4-treat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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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Inhibitory effects of 5 selected herbal compositions on the oxidative 

damage in the liver of CCl4-treated mice.

  (7) 발암억제 복합물 복합물 2종 선발

에서 기술한 in vitro  in vivo 모델에서 복합물 5종의 효과를 평가하여, 여러 평

가시스템에서 억제효과가 골고루 높게 나타난 복합물 2종 (M2-4, M3-3)을 최종 가제품으

로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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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의 생체 효용성 평가  기작 연구

  (1) 피부암 발생 동물모델에서 가제품 2종의 생체효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종 가제품으로 선정된 2종의 복합물에 하여 자연방사선(자외선, 

UV-B)에 의한 피부암 발생  피부 손상 억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SKH-1 

hairless mouse에 각 가제품  조군 시료를 0.5 는 1mg/ml의 농도로 용해시킨 음

용수를 23주간 섭취(약 200 mg/kg B.W.)시키면서 매주 3회 자외선을 조사하 다. 이 때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피부암(유두종) 수, 피부주름, 피부 두께를 측정하 으며 실험 종

료 후 피부조직의 미경 찰을 통해 피부조직 손상 정도를 찰하 다.

   (가) 유두종(Papilloma) 발생율

Fig. 1에서 보듯이 자외선 조사후 피부에 발생된 papilloma의 수는 자외선 조사 조

군에 비해 M3-3  M2-4를 섭취시킨 그룹에서는 최  papilloma 발생이 1주일 빨랐으며 

그 이후의 모든 기간에서 자외선 조군에 비해 papilloma가 발생된 마우스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체 마우스당 평균 papilloma 수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17주째 

M3-3  M2-4 섭취군: p<0.05, 22주째 M3-3 섭취군 p<0.05). HemoHIM를 섭취시킨 그룹

에서는 17주까지는 papilloma가 찰된 마우스의 비율이 낮았으며, H-720는 시험기간

에 걸쳐 조사 조군에 비해 papilloma 발생 마우스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2주째 

p=0.14).

   (나) 유두종(Papilloma) 발생 마우스 당 유두종 수

Papilloma가 찰된 마우스 당 발생된 papilloma의 수는 HemoHIM과 H-720을 섭취

시킨 그룹은 자외선 조사 조군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M3-3과 M2-4를 섭취시킨 그룹은 

조사 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 피부주름  피부 두께

자외선 조사후 7주후부터 19주까지 육안을 통해 찰한 피부주름 지표에서, 

HemoHIM를 섭취시킨 그룹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해  기간에 걸쳐 주름의 형

성이 게 나타났다(Fig. 2). H-720를 섭취한 그룹은 13주 이 에는 자외선 조군에 비해 

주름형성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M3-3과 M2-4 섭취그룹은 자외선 조군과 차이가 찰

되지 않았다. 피부두께는  시료 투여군과 자외선 조군에 유의 인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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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Effects of provisional products on UV-induced tumorigenesis in SKH-1 

hairless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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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제품 2종의 방사선에 한 면역조 계 방호 효용성 평가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 2종(M2-4, M3-3)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면역조 계 활

성 화  방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시험 내의 면역세포(림 구)의 활성

화 효과도 높게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 마우스의 면역조 계 손상 억제  회복 진 

효과가 찰되었다.

   (가) 비장면역세포 활성화 (in vitro)

복합물 2종에 한 비장면역 세포활성효과를 본 결과, M3-3에 비해 M2-4이 활성이 월

등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모두 50 ug/ml과 100 ug/ml 사이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Fig. 2.4-5). 이를 근거로 in vivo실험에서는 100mg/kgBW로 시료를 경구투여 하 다.

   (나) 방사선조사마우스의 골수세포에서 소핵 감소 효과

방사선조사 후 골수세포  미분화 구(PCE; Polychromatic erythrocyte)에서 돌연변

이의 일종인 소핵을 측정하여 돌연변이율을 감소시키는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Fig. 2.4-6),  M2-4와 M3-3 공히 micronuclei 발생율을 감소시켰다(p<0.05, p<0.005). 

   (다)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내재성비장집락형성 증가 효과

조 세포의 회복을 알아볼 수 있는 비장집락형성을 시험한 결과 방사선조사 조군에

서 약 5.33개 집락이 찰되었다(Fig. 2.4-7). 한편, M2-4을 투여한 시험군에서는 8.12개

(p=0.23), M3-3를 투여한 시험군에서는 10.17개(p<0.05)의 집락이 찰되어. 조 기능 회복

진 효과가 확인되었다(Fig. 2.4-7).

   (라)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항체생성의 균형화

방사선조사마우스에서 감소된 IgG2a의 분비는 M3-3 투여마우스에서 유의 으로 증가

되었으나(p<0.001), M2-4 투여 마우스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IgG1의 분비가 조사

마우스에서는 증가하 으나 M3-3 투여로 IgG1의 분비는 유의 으로 감소하 고(p<0.05), 

M2-4 투여 마우스에서는 감소효과가 없었다(Fig. 2.4-8). 이로써, M2-4은 방사선조사 마우

스에서 항체생성의 불균형화를 극복시키지 못한 반면, M3-3는 조사마우스에서 항체생성

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 다.

   (마) 방사선조사 마우스에서 청내 IL-12 생산량 증가 효과

Th1세포로 분화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IL-12의 생산량을 청에서 측정하 다. 그 

결과(Fig. 2.4-9), M2-4과 M3-3 공히 생산량을 증가시켰다(p<0.01, p<0.05).



- 151 -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0 50 100 150 200 250
Concentration(ug/ml)

cp
m

M2-4 M3-3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0 50 100 150 200 250
Concentration(ug/ml)

cp
m

M2-4 M3-3

Figure 2.4-5.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by provisional products. Spleen lymphocytes 

(2×105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M2-4 or M3-3 on 96-well flat bottomed plates. 

On day 3, the proliferation of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incorporation of 

3H-TdR after a 4 hours pulsing with 1.5 μCi 3H-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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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6. Effect of provisional products on micronucleus frequency in PCE after 

irradiation (3 Gy). Mice were administrated intraperitoneally with M2-4 or M3-3 (100 

mg/kgBW)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and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At 

24 hours after irradiation, bone marrow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femurs and 

then were smeared following re-suspension at FBS. The slides were stained by 

May-Grunwald/Giemsa. From each animal, 3,000 PCEs were examined for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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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7. Effects of provisional products on endogenous spleen colonies in 

irradiated (6.5 Gy) mice. Mice were administrated intraperitoneally with M2-4 or M3-3 

(100 mg/kgBW)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and 30 minutes and 24 hours 

after irradiation. At 9 days after irradiation, endogenous colonies in spleen were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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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8. Balanced restoration of the antigen-specific antibody production by 

provisional products in the irradiated (5Gy) mice. Mice were administrated 

intraperitoneally with M2-4 or M3-3 (100 mg/kgBW) at 36 and 12 hours before 

irradiation and 30 minutes and 24 hours after irradiation. At 4 weeks after irradiation,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an immunization. The serum anti-DNP 

IgG2a and IgG1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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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9. Effects of provisional products on the production of IL-12 heterodimer 

after a whole body irradiation (WBI; 5Gy). Mice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M2-4 or M3-3 (100 mg/kgBW) 2 times daily before irradiation and once 30 minutes 

and 24 hours after irradiation. At 4 weeks after irradiation, tmice were 

intraperitoneally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an immunization and then the levels of the total  

IL-12 in serum were measured by indirect ELISA. 

  (3) 가제품 2종의 발암억제 기작 해석 연구

최종 선발된 복합물 2종(M2-4, M3-3)의 발암억제 기작해석을 하여 세포모델

(Balb/3T3 mouse fibroblast cell)에서 발암 진물질인 TPA에 의한 발암 련 유 자의 발

에 한 복합물의 향을 찰하 다. 한 발암 련 인자 억제 평가시스템에서 각 구

성 식품소재와 복합물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소재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찰하 다.

   (가) 발암 련 유 자 발   활성화에 한 복합물의 효과

Fig. 2.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p53 단백질은 TPA처리후 24시간후에 그 발 이 크게 

증가하 으며, 복합물 2종 모두 큰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NF-kB p65의 경우 총 단백

질의 양은 TPA 처리  복합물 처리에 의해 큰 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phosphorylated된 p65은 TPA에 의해 크게 증가하 으며 복합물 처리에 의해 모두 정상 

세포 수 으로 크게 억제되었다. NF-kB 억제 단백질인 IkB-α는 TPA 처리에 의해 감소되

었으나 복합물의 처리에 의해 정상수 으로 회복되었다. COX-2 유 자는 TPA 처리에 의

해 발 이 증가되었으나 복합물에 의한 발  억제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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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0. Effects of 2 provisional products on cell signaling protein expressions in 

TPA-treated Balb/3T3 cells

   (나) 구성소재의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 평가 검증

293세포에서 TPA에 의한 NF-kB 활성을 측정한 결과, H-720, H-115, H-1319 각각 66, 

33, 47%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M2-4 (H-720과 H-115 복합)은 M3-3(H-720, H-115, 

H-1319 복합)은 각각 51, 65%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M3-3은 구성소재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낸 H-720과 거의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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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1. Evaluation of synergistic effects of medicinal herbs consisting provisional 

products on NF-kB inhibi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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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한 소재 복합의 상승효과를 찰하 다. 구성 

소재인 H-720, H-115, H-1319는 10μg/ml 농도에서 각각 22.8, 9.8, 33.8% 소거활성을 나

타내었으나, M2-4는 49.7%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각 구성 소재복합에 의한 큰 상승효과

가 찰되었다. M3-3는 26.9%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복합에 의한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

음이 찰되었다.

TPA 유발 세포내 hydrogen peroxide 발생에 한 억제 효과에서는 10 μg/ml의 농도

에서 H-720 26.2%, H-115 22.9%, H-1319 86.6%로 나타났으며, M2-4는 51.1%, M3-3는 

59.7%로 나타났다(Fig. 2.4-12A). 2종의 복합물은 H-720와 H-115에 비해 그 활성은 높았

으나 구성 소재의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eroxide anion 발

생 억제효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H-1319가 H-720나 H-115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2종의 복합물은 간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어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는 찰되지 

않았다(Fig. 2.4-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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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2. Evaluation of synergistic effects of medicinal herbs consisting provisional 

products on TPA-induced ROS production in HL-60 cells. (A)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 superoxide anon production

이상의 결과로부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에만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가 찰

되었으나, 복합물은 NF-kB 활성과 ROS 발생억제 활성에서 골고루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으므로 발암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을 감안하면, 단일 소재보다는 좋은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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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암억제 복합물 개발 최종 종합 평가

최종 선발된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 2종 (M2-4, M3-3)에 한 발암유발 동물모델에

서의 최종 효용성 평가결과, in vitro  세포에서의 뛰어난 발암 련 인자 억제 활성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암발생이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다. 이에 한 원인  기작 규명을 

하여 복합물의 구성 소재에 한 생체내 free radical의 생성에 여하는 이 속(Fe, Ni, 

Co, Cu 등)에 한 함량 분석을 수행하 으나 특이할 만한 은 찰되지 않았다. 한 

복합물 M2-4  M3-3의 구성 소재인 H-720, H-115, H-1319의 경우 자외선 조사 조군

에 비해 암발생이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한 원인 규명을 해 구성 

소재의 주요 성분의 생체 향  복합효과에 한 연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발암억제 복합물 가제품은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피부조직 손상억제효과가 찰

되었으며, 방사선 조사 마우스의 면역조 계 방호  회복 진 효과도 찰되었다. 상기

한 발암 동물실험 결과에 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본 복합물 는 구성 소재를 

활용한 발암억제, 면역조 계 방호, 항산화 물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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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방 사 선  방 어  천 연 물질의

복합  상 승 작용 을 통한  방 어 효능  증 기술 개 발

1 .  서 론

천연물에서 추출한 물질에 한 방사선 방어효과에 한 연구는 일본  국내에서 인

삼 추출물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외국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미미

한 실정이다. 인삼의 투여로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조 기 의 회복이 진되거나 골수세

포의 손상을 막아 다는 사실이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인삼의 알

칼로이드 분획이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을 경감시켜주고 방사선에 의한 손상 회복을 

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방사선에 노출된 세포는 그에 반응하여, 사망하게 되거나 

는 손상받은 부 를 회복시켜 생존하게된다. 이러한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유

자의 발  변화를 필연 으로 수반하게 된다. 지 까지 radiation inducible gene은 거

의 밝 진 바가 없으며 단지 몇몇 oncogene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발  변화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방어효능이 있는 천연물로부터 그 유효성분을 분리 규명하고, 

새로운 후보물질에 한 방사선 방어효과를 검증하 다. 한 이러한 방사선 방호 유효 

성분의 복합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능의 상승  효과 찰함으로써, 향후 고효능의 방사

선방호  생체방호 물질의 개발을 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2 .  연 구 내 용   방 법

 가. 천연 식품소재 (H-83, H-1319, H-2116)의 유효성분 분리  효능검증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생약재 3종 (H-83, H-1319, H-2116)은 서울 경동 시장에서 구입한 

남 보성 품종으로 실온에 보 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2) Crude extract (열수 추출물)과 용매 분획물의 조제  수율 측정

건조 세 한 생약재에 10배 가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3시간 동안 열수추출한 다음 여

과 후 감압 농축하여 crude extract를 얻었다. Crude extract를 물에 해리 시킨 후 분액여

두를 이용하여 EtOAc, n-BuOH, water 순으로 순차 분액하여 얻은 분획물을 농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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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에서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3) 유효성분의 분리  구조분석

각 생약재의 용매 분획물에 한 항산화 효능 시험결과를 통해 가장 활성이 높은 분

획물로부터 유효성분을 분리하 다. 분획물로부터 sephadex LH-20 (Amersham 

Biosciences 사), silica gel, MCI gel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PTLC 등의 방법을 이용하

여 유효성분을 분리하 으며, 
1
H NMR  

13
C NMR과 JEOLJMS-700 mass spectrometer

를 이용하여 구조를 결정하 다 .

  (4) Crude extract (열수 추출물)  용매 분획물과 유효성분의 항산화 효능시험

생약재의 crude extract, EtOAc, n-BuOH, water 분획물  유효성분의 항산화 효능시

험으로써 DPPH 라디칼 소거능  지질과산화 assay와 comet assay를 상기한 방법으로

(제2 . 2. 가. (3)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참조) 수행하 다.

 나. 후보 물질의 방사선 방호 효과 검색

  (1) 천연소재 ( 바귀 추출물)의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가) B16 흑색종 세포의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억제효과 평가

B16 흑색종(melanoma) 세포주를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 3시간 에 바귀 추출물 

는 양성 조군으로 vitmin C를 처리하 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60

Co γ

-ray를 이용하여 6.5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DNA 손상을 측정하기 해 Comet 

assay를 수행하 다(제2 . 2. 가. (2) DNA/염색체 손상억제 효과 측정 참조).

   (나) 동물모델에서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미성숙 수컷 흰쥐 (F344 strain)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5일간 구강 투여를 통하여 

바귀 (Ixeris dentata) 추출물과 ascorbic acid를 처리하 다. 신조사를 통해 6.5 Gy 감

마선을 노출시킨 후 30일자에 마우스를 희생하여 각 기 지수 (organ index)를 측정하

으며, 청을 분리하여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측정하 다. 한 액으로부터 림 구를 분

리하여 유 독성을 악하기 해 comet assay를 수행하 다(제2 . 2. 가. (2) DNA/염

색체 손상억제 효과 측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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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셀 늄(Selenium) 화합물  멜라토닌의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제3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경기  유병선)]

본 연구에서는 selenium 화합물과 melatonin의 방사선 방호효과를 평가하고자, 감마선

을 조사한 CHO 세포에서 colony forming efficiency (CFE)의 변화를 찰하 다.

  [상세 연구방법은 첨부 3. 제3 탁과제 (경기  유병선) 참조]

 다. 유효성분 복합을 통한 방어효능 증  연구

방사선 방호  생체방호 효과가 있는 식품의 유효성분으로 규명된 단일 물질에 하

여 그 성분의 복합을 통해 방어효능이 상승 으로 증 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단일성

분 복합물에 해 다음과 같은 지표에 한 효과를 찰하 으며, 그 방법은 본 보고서의 

제2 . 2. 연구내용  방법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Lipid peroxidation 억제 활성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

▸방사선에 한 DNA 손상 억제 활성

▸세포내 ROS 발생 억제 활성

▸NF-kB 억제 활성

 라. 방사선이용 다당체의 면역활성 효능증  기반 연구

  (1) 시료의 감마선 조사

시제품(HemoHIM)의 구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백작약에 10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본 보고서의 제1 . 2. 연구내용  방법에 기술된 로 생약추출물  다당체를 제조

하 다. 분리된 다당체의 방사선조사 연구에서는 30  100kGy를 조사하 다. 감마선 조

사는 Co-60을 선원으로 하는  감마선 조사시설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소재)에서 

수행하 다.

  (2) 감마선조사 시료의 면역활성 변화 검색

감마선 조사된 생약추출물, 조성물, 다당체의 면역활성 변화를 검색하기 하여 비장

면역세포를 이용한 증식능 활성화 효과를 찰하 다(그 방법은 제1  2. (4) 노령 마우스

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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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결과  고 찰

 가. 천연 식품소재로부터 방사선방어 유효성분 분리  효능 검증

  (1) 천연 식품소재 H-83의 유효성분 분리  효능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단계 연구결과 방사선방어 효능이 뛰어났던 천연식품소재 H-83의 유

효성분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그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가) 유효성분의 분리  구조 분석

H-83의 열수추출물의 각 용매분획불 수욜은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각 용매 분획

물 에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인 EtOAc 분획물을 sephadex LH-20 

 silica gel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loading한 후 TLC로 monitoring을 병행하면서 2종

의 유효성분을 분리하 으며, 분 학  기기  참고문헌의 data와 비교하여 quercitrin 

 afzelin으로 각각 동정하 다 (Fig. 3.1-1, Fig. 3.1-2, Table 3.1-2, Table 3.1-3).

   (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검증

각 분획물  단일 유효성분이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라디칼에 자

를 공여함으로써 라디칼을 소거하는 효과를 측정한 Blois의 방법에 따라 시료의 자공여

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측정하 다. crude extract는 최고 농도 300 μ

g/mL에서 87%의 소거 활성을 보 으며, 각 용매 분획물인 EtOAc, n-BuOH  water층

은 최고 농도 100 μg/mL에서 88, 77, 33%의 소거능을 나타냈다. 단일 유효성분인 

quercitrin은 최고농도 10 μg/mL에서 76%의 높은 소거 활성을 보인 반면 afzelin은 최고 

농도 100 μg/mL에서 6%의 낮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 다. (Fig. 3.1-3에서 Fig. 

3.1-6).

 

   (다) In vitro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검증 

각 crude extract (열수추출물)  용매 분획물과 단일 유효성분에 한 시험  내의 

마우스 간의 지질과산화물 억제효과를 Fenton 반응으로 생성되는 hydroxyl 라디칼을 소

거하는 정도로서 측정하 다. Crude extract는 최고 농도 5-20 μg/mL에서 57%-93%의 높

은 억제 활성을 보 으며, 용매 분획물에서는 EtOAc와 water 분획물이 20 μg/mL의 최

고 농도에서 각각 84와 94%의 아주 높은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단일 유효

성분인 quercitrin은 5-20 μg/mL에서 농도 의존 인 억제 활성을 보 으며, 최고 농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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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에서 82%의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afzelin은 25-100 μg/mL에서 농도 의

존 인 억제 활성도를 보 지만, quercitrin보다 낮은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가 

찰되었다 (Fig. 3.1-7에서 Fig. 3.1-10).

   (라) Comet assay (Single cell 기 동)

Singh 등의 방법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액 림 구(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 으

며, DNA 손상 정도는 [tail moment = (tail mean - head mean)×tail %DNA/100]으로 정의되는 tail 

moment로 나타내었다.1quercitrin은 5, 10, 20 μg/mL 농도에서 농도 의존 인 DNA의 산화  경

감 효과를 보 으며, 최고 농도 20 μg/mL에서 85%의 경감 효과를 나타냈다. afzelin의 경우는 

다소 높은 농도에서 농도 비의존 인 DNA의 산화  경감 효과를 나타냈으며, 최  농도 25 μ

g/mL에서 77%의 경감 효과를 보 다. (Fig. 3.1-11, Fig. 3.1-12).

hot water

H2O extract (130 g)

1. dissolved in H2O
2. EtOAc
3. n-BuOH

E t O A c l a ye r (96 g)

Sephadex LH-20
(MeOH-H2O gradient)

HCE032
(700 mg)

HCE033
(437 mg)

HCE034
(300 mg)

HCE035
(1.2 g)

HCE036
(85 mg)

HCE037
(45 mg)

HCE038
(45 mg)

HCE039
(300 mg)

HCE031
(300 mg)

Silica gel
(CHCl3-MeOH)

HCE0351
(120 mg)

HCE0352
(300 mg)

HCE0353
(130 mg)

HCE0354
(250 mg)

Silica gel
(CHCl3-MeOH)

HCE03522
(35 mg)

Water layern-BuOH layer (14 g)

H-73 (1.0 kg)

Fig. 3.1-1. Antioxidative activity-guided fractionation of a medicinal herb (H-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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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hemical structure of quercitrin and afzelin isolated from a medicinal herb (H-73)

Table 3.1-1. Yield of solvent fractions and isolated compounds from  a medicinal herb (H-73)

Fractions ＆ Isolated compounds Yield (%)

               Crude extract 130 g (13)

               EtOAc 3.6 g (0.36)

               n-BuOH 14 g (1.4)

               Water 96 g (9.6)

               Quercitrin 0.13 g (0.013)

               Afzelin 0.035 g (0.0035)

Table 3.1-2. 1H NMR (300 MHz, CD3OD) spectral , mass, and physical data of 

quercitrin and afzelin

C quercitrin afzelin
aglycone

              2 148.8 158.2

              3 135.3 135.2

              4 176.6 178.6

              5 162.2 162.2

              6  98.9  98.9

              7 164.9 165.1

              8  93.8  93.8

              9 157.5 157.6

              10 104.9 104.9

              1′ 122.0 121.7

              2′ 116.0 130.9

              3′ 145.4 115.5

              4′ 158.3 160.6

              5′ 115.4 115.5

              6′ 121.9 130.9

rhamnose

              1″ 102.5 102.5

              2″  70.9  70.9

              3″  71.2  71.2

              4″  72.3  72.2

              5″  71.0  71.0

              6″  16.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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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13

C NMR (75 MHz, CD3OD) spectral data of quercitrin and afzelin

H quercitrin afzelin

      aglycone

          6          6.21 (s)         6.21 (d, J = 2.0 Hz)

          8          6.37 (s)         6.38 (d, J = 2.0 Hz)

          2′          7.35 (s)         7.77 (d, 8.7 Hz)

          3′         6.81 (d, J = 8.7 Hz)

          5′          6.92 (d, J = 8.1 Hz)         6.81 (d, J = 8.7 Hz)

          6′          7.32 (d, J = 1.9, 8.1 Hz)         7.77 (d, J = 8.7 Hz)

     rhamnose

          1˝          5.37 (s)         5.39 (d, J = 1.5 Hz)

          2˝          4.24 (s)         4.24 (dd, J = 1.8, 3.3 Hz)

          3˝          3.77 (d, J = 8.0 Hz)         3.73 (dd, J = 3.4, 9.3 Hz)

          4˝          3.40 (m)         3.32 (m)

          5˝         3.32 (m)

          6˝          0.96 (d, J = 6.0 Hz)         0.94 (d, J = 5.7 Hz)

         mass          m/z = 448 (M+)         m/z = 432 (M+)

         mp (℃)          179-180         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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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rude extract of a medicinal herb 

(H-73).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17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17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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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of a medicinal herb 

(H-73). (electron donating ability) =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17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17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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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quercitrin isolated from a medicinal 

herb (H-73).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17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17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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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fzelin isolated from a medicinal herb 

(H-73).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17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17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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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crude extract of a medicinal herb 

(H-73). Inhibition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00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00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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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of a medicinal 

herb (H-73). Inhibition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00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00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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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quercitrin isolated from a medicinal 

herb (H-73). Inhibition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00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00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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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afzelin isolated from a medicinal 

herb (H-73). Inhibition (%)=[(1-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00 nm/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00 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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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Protective effect quercitrin against gamma-irradiated DNA damage in 

human lymphocyte. Tail moment = (tail mean - head mean)×tail %DNA/100. NC: 

Normal control, RC: Radi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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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Protective effect afzelin against gamma-irradiated DNA damage in human 

lymphocyte. Tail moment = (tail mean - head mean)×tail %DNA/100. Normal control, 

RC: Radi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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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연 식품소재 H-1319의 유효성분 분리  효능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본 단계의 연구결과 방사선방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났던 천연식품

소재 H-1319의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그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가) 유효성분 2종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분리  구조 분석

인진호의 용매 분획물 에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았던 ethyl acetate 용매 분획물 

22g을 MCI gel column chromatography (MeOH:H2O, gradient)를 사용하여 3개 (ACE01, 

ACE02, ACE03)의 분획물로 나 었다. 그 에서 ACE02와 ACE03 분획물을 sephadex 

LH-20 (H2O:MeOH, gradient) colum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ACE02-1과 ACE03-1

을 분리하 으며 다양한 분 학  기기분석을 통해 ACE02-1은 chlorogenic acid로 

ACE03-1은 caffeic acid로 그 구조가 동정되었다 (Fig. 3.1-13, Table 3.1-4).

   (나) 유효성분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효과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는 농도 의존  (2～100 μM)으로 DPPH 라디칼 소거효

능을 보 으며 특히 농도 10 μM에서 chlorogenic acid는 47%, caffeic acid는 85%의 강한 

DPPH 라디칼 소거효능을 나타냈다 (Fig. 3.1-14).

   (다) 유효성분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는 농도 의존  (5～50 μM)으로 지질과산화 억제효능을 

보 으며 최고 농도 50 μM에서 chlorogenic acid는 74%, caffeic acid는 80%의 강한 지질

과산화 억제효능을 보 다 (Fig. 3.1-15).

   (라) 유효성분의 Superoxide anion 소거효과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는 농도 의존  (25～200 μM)으로 superoxide anion 

라디칼 소거효능을 보 으며 최고 농도 200 μmol에서 chlorogenic acid는 58%, caffeic 

acid는 70%의 소거효능을 보 다 (Fig. 3.1-16).

   (마) 유효성분의 방사선 유도 DNA 손상에 한 억제효과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는 농도 의존  (5, 25 μM)으로 DNA 손상을 억제하

으며 최고농도 25 μM에서 chlorogenic acid는 65%, caffeic acid는 75%의 DNA 손상 경

감 효과를 보 다 (Fig.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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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BuOH

EtOAc layer n-BuOH layer water layer

Sephadex LH-20
(H2O:MeOH gradient)

ACE02-1 ACE03-1

H-1319

Fig. 3.1-13. Guided-fractionation process of chlorogenic acid and caffeic acid from a 

medicinal herb (H-1319)

Table 3.1-4. Structural analysis of chlorogenic acid and caffeic acid

1H NMR 
(DMSO, 500 MHz)δ

13 C NMR 
(DMSO, 125 MHz)δ

MS (m/z)

Caffeic acid (ACE03-1)

1.8 (dd, J=12.9, 7.5 Hz, 1H), 
1.9 (dd, J=14.1, 5.2 Hz, 1H)
2.0 (m, 1H), 2.5 (br, 1H),
3.5 (m, 1H), 3.8 (br, 1H),
5.1 (m, 1H), 6.2 (d, J=15.9 Hz, 1H),
6.7 (d, J=8.1 Hz, 1H),
6.9 (dd, J=8.4, 1.8 Hz, 1H)
7.0 (d, J=1.8 Hz, 1H), 
7.4 (d, J=15.9 Hz, 1H)

37.1, 38.0, 68.9, 71.2, 71.7, 74.3,
115.1, 115.2, 116.6, 122.3, 126.4,
145.8, 146.4, 149.2, 166.6, 175.8

180 (M)+

6.2 (d, J=15.9 Hz, 1H), 
6.7 (d, J=7.2 Hz, 1H),
6.9 (dd, J=8.4, 2.4 Hz, 1H), 
7.0 (d, J=2.1 Hz, 1H), 
7.4 (d, J=15.9 Hz, 1H)

115.5, 116.0, 116.6, 122.0,
126.6, 145.4, 146.4, 149.0, 198.7

354 (M)+

Chlorogenic acid (ACE02-1)

Structural formula

O

O H
H O

H O

C O O H

O

H O

H O

O H

O

O H

O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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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Protective effects of chlorogenic acid and caffeic acid against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mouse lymphocyte. 

  (3) 천연 식품소재 H-2116의 유효성분 분리  효능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본 단계의 연구결과 방사선방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났던 천연식품

소재 H-1319의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그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가) H-2116의 유효성분 2종 분리 동정

H-2116의 용매분획  가장 효능이 높은 n-butanol 분획으로부터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2종의 단일물질(UCBF 34, UCBF 533)을 분리하 다(Fig. 

3.1-18). 이 단일물질에 한 NMR  GC-MS 분석을 통하여 UCBF 34는 3-O-[β

-D-glucopyranosyl]-catechin, UCBF 533은 3,3',4',5,6,7,8- heptahydroxyflavan으로 그 구조

가 규명되었다(Fig. 3.1-19)

   (나) 유효성분의 라디칼 소거활성

H-2116의 유효성분 2종에 하여 DPPH 라디칼  superoxide anion에 한 라디칼 

소거활성을 찰할 결과, 두 물질 모두 농도의존 으로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UCBF 533이 UCBF 34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UCBF 533은 posive 

control로 사용한 BHA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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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효성분의 방사선 유발 DNA 손상 억제 효과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발된 마우스림 구의 DNA 손상에 한 유효성분 2종의 억제효

과를 살펴본 결과, 두 성분 모두 농도 의존 으로 DNA 손상을 억제하 으며, positve 

control로 사용된 BHA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1-21).

H-2116 ( 600 g)
extracted with water

water extract (59.5 g)

EtOAc layer (1.96 g, 0.32 %/g) n-BuOH layer (5.4 g, 0.9 %/g) Aqueous layer (33.0 g, 5.5 %/g)

MCI gel (4.5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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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decyl-func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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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hadex LH-20 
(2.2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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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LC (CH2Cl2 : 
MeOH = 9 : 1)

UCBF 533 (19.6 ㎎, 0.00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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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0%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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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LC (EtOAc : 
MeOH = 7 : 1)

UCBF 34 (16.4 ㎎, 0.002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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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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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Ac layer (1.96 g, 0.32 %/g) n-BuOH layer (5.4 g, 0.9 %/g) Aqueous layer (33.0 g, 5.5 %/g)

MCI gel (4.5 × 31.5 ㎝)

30% → 40% → 100% MeOH

Fr.1 Fr.2 Fr.3 (0.4 g, 0.06 %/g) Fr.4 Fr.5 (1.1 g, 0.18 %/g) Fr.6

Octadecyl-functionalized 
silica gel (4.5 × 33.5 ㎝) 
10% → 30% MeOH

Fr.5-1

Fr.5-3-1

Fr.5-2 Fr.5-3 (0.3 g, 0.05 %/g) F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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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1~Fr.3-3 Fr.3-4 (35.7 ㎎, 0.006 %/g) F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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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BF 34 (16.4 ㎎, 0.0027 %/g)

Fig. 3.1-18. Guided-fractionation process of active compounds from a medicinal herb 

(H-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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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Chemical structure of two active components of a medicinal herb 

(H-2116). (A) UCBF 34  (3-O-[β-D-glucopyranosyl]-catechin), (B) UCBF 533 

(3,3',4',5,6,7,8-heptahydroxyfla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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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Inhibitory activities of active components of a medicinal herb (H-2116)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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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보 물질의 방사선 방호 효과 검색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어 유효 소재의 검색과 효능검증에 활용하기 하여 새로운 

후보물질에 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검색하고자 하 다. 후보 물질로는 천연소재 바귀 

추출물과 selenium 화합물, melatonin을 사용하여 세포  동물모델에서 방사선 방호효

과를 평가하 다.

  (1) 천연소재 ( 바귀 추출물)의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가) B16 흑색종 세포를 이용한 방사선 DNA 손상 억제효과 평가

방사선 조사군에서 comet assay를 수행하여 tail extent moment 값을 비교해 보면 

조군과 ascorbic acids군에서는 각각 20.49 ± 0.063, 20.87 ± 0.958로 DNA의 손상정도가 

큰 것으로 보여지나 바귀를 처리한 군에서는 10.10 ± 0.620으로 손상정도가 매우 낮아

졌다 (Fig. 3.2-1). 방사선 조사군에서 Olive tail moment의 값 한 조군 9.09 ± 0.120에 

비해 바귀 처리군에서는 4.94 ± 0.26로 DNA 손상 정도가 낮아졌다. 이는 바귀 추출

물이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억제효과가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나) 동물모델에서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미성숙 수컷 흰쥐 (F344 strain)를 이용하여 바귀 (Ixeris dentata) 추출물의 감마선(6.5 

Gy)에 한 방호효과를 평가하 다.

먼  방사선 조사 후 각 기 지수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Table 3.2-1), 간과 신장의 경

우에는 방사선조사 조군과 바귀 부 별 추출물을 처리한 군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소지수는 잎의 열수 추출물에서 효과를 보 고, 비장지수의 경우는 뿌리의 

에탄올 추출물이 추출물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찰한 결과, 바귀 추출물 처리군은 ascorbic acid 처리

군에 비해서는 낮은 보호 효과를 보 다(Table 3.2-2). 바귀 뿌리 부 가 잎 부  보다 

높은 효과가 찰되었고, 잎추출물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물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3.2-2).

감마선 조사된 흰쥐로부터 림 구를 분리하여 DNA 손상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조사 

조군 (8.69 ± 1.07)은 정상 조군 (2.45 ± 0.29)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으나, 바귀 추출

물을 처리하 을 경우 4.14 ± 0.04, 4..09 ± 0.01, 3.90 ± 0.69, 4.03 ± 0.01으로 하게 감소

하 다 (Figure 3.2-3).

이상의 결과로부터 바귀 추출물은 세포  동물모델에서 뛰어난 방사선 방호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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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Effect of I. dentata and chemical compound pretreatment on DNA 

damage by comet assay.

Table 3.2-1. The organ indices† (liver, testis, kidney, and spleen) of the experimental group 

4 weeks after whole-body irradiation

Liver Testis Kidney Spleen

Control
vehicle 4.8±0.04 0.54±0.002 0.43±0.020 0.27±0.009

rad 5.0±0.11 0.27±0.019 0.43±0.009 0.27±0.021

Ascorbic acids
vehicle 4.5±0.09 0.55±0.003 0.39±0.007 0.26±0.009

rad. 4.6±0.06 0.26±0.035 0.47±0.024 0.43±0.145

I. dentata
Leaf - H2O

vehicle 4.1±0.19 0.64±0.037 0.38±0.002 0.25±0.005

rad. 4.4±0.10 0.33±0.003 0.42±0.004 0.27±0.011

I. dentata
Leaf - EtOH

vehicle 4.1±0.01 0.60±0.042 0.38±0.002 0.25±0.012

rad. 4.7±0.02 0.28±0.003 0.46±0.000 0.27±0.011

I. dentata
Root - H2O

vehicle 4.0±0.12 0.57±0.003 0.38±0.012 0.25±0.005

rad. 4.5±0.15 0.29±0.012 0.46±0.010 0.26±0.011

I. dentata
Root - EtOH

vehicle 3.9±0.16 0.59±0.012 0.38±0.008 0.24±0.008

rad. 4.5±0.28 0.24±0.009 0.47±0.011 0.31±0.012

†, Values (%) of organ indices are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of (organ weight/body 

weight of each animal) ×100. Abbreviations; CON, the control group RAD, the wholebody 

irradiation AsA, the ascorbic acid treated group; W, water extracts; E, ethanol extracts.

Table 3.2-2. Concentration of the serum testosterone 30 days after th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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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testosterone (ng/ml)

Control vehicle 2.81 ± 0.42

rad 1.54 ± 0.08

Ascorbic acids vehicle 2.16 ± 0.50

rad. 3.38 ± 1.84

I. dentata
Leaf - H2O

vehicle 0.25 ± 0.16 

rad. 0.55 ± 0.04

I. dentata
Leaf - EtOH

vehicle 0.36 ± 0.11

rad. 0.22 ± 0.7

I. den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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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 0.08 ± 0.02

I. dentata
Root - EtOH

vehicle 0.61 ±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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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The in vivo genotoxicity assays of the extracts of I. dentata and the 

detection of the anti-mutagenic effects against irradiation using comet assay of rat 

lymphocytes: olive tail moment = (tail mean-head mean) * tail % DNA/100; tail extent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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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셀 늄(Selenium) 화합물, 멜라토닌  로폴리스의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

     [제3 탁과제 연구수행 결과 (경기  유병선)]

본 연구에서는 후보 물질로서 selenium 화합물, melatonin, 로폴리스의 방사선 방호

효과를 평가하고자 감마선을 조사한 CHO 세포에서 colony forming efficiency (CFE)의 

변화를 찰하 다 [상세 연구결과는 첨부 3. 제3 탁과제 (경기  유병선) 참조]

   (가) 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에 한 Selenium 화합물의 방호효과

방사선에 의한 CHO 세포의 세포 독성에 해서 농도의 sodium selenite은 보호효과를 

보 으나, 높은 농도에서는 보호 효과가 낮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selenomethionine도 방

사선에 의한 세포 독성을 여주는 효과가 찰되었다. 두 화합물 모두 1 uM에서 가장 

높은 방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에 한 melatonin의 방호효과

Melatonin의  유기 selenium 화합물인 seleno-L-methionine도 방사선에 의한 CHO 세

포의 세포독성에 해서 보호효과를 보 으며, 1 mM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방호효과가 

찰되었다.

   (다) 과산화수소수에 의한 세포독성에 한 로폴리스의 방호효과

Propolis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독성을 농도의존 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

히 과산화수소수 처리 24시간 에 0.3ng/ml과 1ng/ml의 로폴리스를 처리한 경우 유의

인 방호효과가 찰되었다. 로폴리스의 방호효과는 과산화수소수 처리하기 어도 8

시간 에 첨가해야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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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효성분 복합을 통한 방어효능 증  연구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에 의한 방사선 방어효능 증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방사선방

어 천연물로부터 분리한 유효성분의 복합을 통한 생체방어효능 상승  증  효과 여부를 

검색하 다. 그 결과 성분복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일부 확인하 다.

  (1) 시제품(HemoHIM) 유효성분 5종의 복합에 의한 방어효능 증 조건 검색

본 연구에서는 단계 연구를 통해 방사선 응  생체방호를 해 개발한 시제품 

HemoHIM의 산화  손상억제 유효성분으로 규명된 5종의 페놀성 화합물 (Gallic acid, 

paeoniflorin, nodakenin, benzoic acid, chlorogenic acid)의 성분 복합에 의한 방어효능 

증  조건을 검색하 다.

   (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10 μg/ml의 농도에서 5종의 성분은 각각 96, 13, 14, 8, 67%의 lipid peroxidation 억

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5종의 성분의 동일 무게비복합물은 같은 농도에서 74%의 억제

활성을 나타내어 각 성분의 평균 활성값(40%)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상승효과

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나) Lipid peroxidation 억제 활성

100 μg/ml의 농도에서 5종의 성분은 각각 72, 19, 4, 7, 25%의 lipid peroxidation 억

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5종 성분의 복합물은 같은 농도에서 44%의 억제활성을 나타내

어 각 성분의 평균 활성값(25%)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상승효과가 찰되었다.

   (다)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

10 μg/ml의 농도에서 5종의 성분은 각각 35.4, 15.1, 14.6, 25.8, 21.4% 소거활성을 나

타내었으나, 5종의 성분을 복합한 시료는 단일성분보다 높은 42.4%의 소거활성을 나타내

어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라) 방사선에 한 DNA 손상 억제 활성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림 구의 DNA 손상 억제 효과를 찰한 결과, gallic acid를 제

외한 다른 성분의 경우 10 μg/ml의 농도에서 DNA 손상을 50% 이상 억제시켰으며, 

gallic acid는 오히려 방사선조사 조군에 비해 DNA 손상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종의 

성분을 복합한 시료는 각 성분보다 더 높은 DNA 손상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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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Synergistic effects of 5 single compounds on DPPH radical scav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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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Synergistic effects of 5 single compounds on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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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Synergistic effects of 5 single compounds on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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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alangin, EGCG, chlorogenic acid의 복합에 의한 효능 증 조건 검색

본 연구에서는 본 단계 연구를 통해 발암억제 인자 억제효과가 뛰어난 생약재의 유효

성분으로 알려진 3종의 단일물질 (Galangin, EGCG, chlorogenic acid)에 해 그 복합에 

의한 효능증  조건을 검색하 다.

   (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10 μg/ml의 농도에서 3종의 성분은 각각 30, 96, 67%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나, 성

분 3종(galangin, EGCG, chlorogenic acid)을 복합한 시료는 같은 농도에서 84%의 억제활

성을 나타내어 성분복합에 의한 상승효과가 찰되었다.

   (나) Lipid peroxidation 억제 활성

100 ug/ml의 농도에서 3종의 성분은 각각 33, 99, 25%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나, 

성분 3종의 복합물은 99%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어 성분복합에 의한 상승효과가 찰되었

다.

   (다)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DNA 손상 억제에 한 효과에서 성분의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

는 찰되지 않았다. Galangin, EGCG, chlorogenic acid는 1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5.0, 33.8, 21.4%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나, 3종 성분의 복합물은 같은 농도에서 33.6%

로 각 성분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그 상승효과가 찰되었다.

   (라) 방사선에 한 DNA 손상 억제 활성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DNA 손상 억제에 한 효과에서 성분의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

는 찰되지 않았다.

   (마) 세포내 ROS 발생 억제 활성

TPA에 의한 세포내 ROS인 hydrogen peroxide 발생시험에서 galangin, EGCG, 

chlorogenic acid는 각각 81.3, 52.8, 82.2%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나 3종 성분의 복합물

은 93.2% 억제활성을 나타내어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가 찰되었다. 반면 superoxide 발

생시험에서는 복합에 의한 상승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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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Synergistic effects of galangin, EGCG, and chlorogenic acid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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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Synergistic effects of galangin, EGCG, and chlorogenic acid on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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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Synergistic effects of galangin, EGCG, and chlorogenic acid on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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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Synergistic effects of galangin, EGCG, and chlorogenic acid on inhibition of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in TPA-treated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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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이용 다당체의 면역활성 효능증  기반 연구

  (1) 생약재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면역활성 변화 검색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기술(Radiation Technology)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방사선 장해경감  면역조 기능 증진 시제품(HemoHIM)의 원재료 생약재(당귀, 천궁, 

백작약)를 방사선 조사(10kGy)한 후, 그 추출 수율  면역활성을 검색하여 일부 면역활

성 증진효과를 찰하 다.

   (가) 생약재 추출물 제조 수율 향상 효과

방사선 조사한 생약재의 열수추출물의 경우, 당귀를 제외한 혼합추출물, 천궁, 백작약

에서 원료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수율이 6～18% 향상되었으며, 조다당 분획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혼합추출물, 천궁, 백작약에서 27～65%의 제조수율 향상이 나타났다.

   (나) 생약재 추출물의 면역증진 활성 변화(증가효과)

혼합추출물  각 생약재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 분획에 한 림 구 증식 진 

활성 비교한 결과, 방사선조사된 생약재로부터 제조된 조다당 분획은 비조사 생약재로부

터 제조된 조다당분획에 비하여 림 구를 증식시키는 활성이 2～11% 증가되었다 (Fig.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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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Effects of irradiation on the lymphocyte-stimulating activities of medininal 

herbs

  (2) 조다당 분말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면역활성 변화 검색

시제품(HemoHIM)의 분말 다당체에 하여 방사선을 선량별로 조사한 후, 분자량별 

수율  면역활성 변화를 검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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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말다당체의 분자량별 수율 변화

방사선선량 증가에 땨른 MW12,000이상의 큰 분자량 다당체의 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0kGy, 51.7%; 30kGy, 50.4%; 100kGy, 51.3%). 한 MW12,000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다당체 수율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0kGy, 23.5%; 30kGy, 22.3%; 100kGy, 

20.8%).

   (나) 분말다당체의 분자량별 면역활성 변화

방사선 선량 증가에 따른 MW12,000 이상의 큰 분자량 다당체의 비장면역세포 활성화 

효과는 큰 폭으로 감소하 다. 반면, MW12,000 이하의 작은 분자량 다당체는 비조사군에

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30kGy 조사군에서는 높은 효과를 보 다 (Fig. 3.4-2). 이러한 결과

는 방사선에 의해  활성이 있는 가지들이 쪼개어져 작은 분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높은 선량인 100kGy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Proliferation (MW 12,000 이하) 

0

0.1

0.2

0.3

0.4

0 100 200 300 400 500 600
Concentration (ug/ml)

O
D

0 kGy 30 kGy 100 kGy

Proliferation (MW 12,000 이상)

0

0.1

0.2

0.3

0.4

0 100 200 300 400 500 600
Concentration (ug/ml)

O
D

Proliferation (MW 12,000 이하) 

0

0.1

0.2

0.3

0.4

0 100 200 300 400 500 600
Concentration (ug/ml)

O
D

0 kGy 30 kGy 100 kGy

Proliferation (MW 12,000 이상)

0

0.1

0.2

0.3

0.4

0 100 200 300 400 500 600
Concentration (ug/ml)

O
D

Fig. 3.4-1. Lymphocyte stimulating activities of irradiated polysa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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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방 사 선  이 용  기능 성  식 품 원 료의  생 화 기술 개 발

1 .  서 론

최근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로 인한 생약재의 수입량과 국내의 생산, 유통량이 증

함에 따라 생약재의 가공, 장, 유통을 한 안 한 생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지

까지 생약재의 생화 기술에 이용되어 온 기존의 화학약품 처리  ethylene oxide 

(EO) 훈증법 등은 살균효과의 불충분, 품질열화, 2차 오염 가능성, 환경공해 등의 불건

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생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4). 

이에 생약재의 색과 맛, 형태  특성을 보 할 수 있고 해충, 기생충, 병원성 세균, 곰팡

이  효모를 효과 으로 제거함으로서 장 기간의 연장 등 유용성이 인정된 방사선 조

사 생화 기법이 주목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21년 미국에서 육류 기생충 사멸을 해 최 로 사용된 이래 

조사식품의 건 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61년 

FAO/IAEA/WHO 공동으로 식품조사의 안 성 평가에 해 최 로 회의를 소집하여 

“식품조사공동 문 원회 (JECFI: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를 설치하 다. 이후 1970년 FAO/IAEA  OECD는 

WHO의 권유에 따라 2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조사분야 국제 과제를 신설하여 식품

의 방사선 조사 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재 37개국에서 방사선 조사 식품이 

허가되었고 이  25개국에서 상업 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업  방사선 조

사 시설 1기가 1987년 6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13개 식품 품목군에 한 방

사선 조사가 보건 복지부로부터 허가되었으며, 앞으로 품목이 더 확 될 망이다. 그러

나 도입 단계부터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해물질 생성 가능성, 잔류 방사선, 독성학  안

성에 한 논란이 야기되어 재까지도 완 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생약재의 품질향상과 장기 장을 해 활용하려면, 방사

선 조사 생약재에 한 독성학 인 안 성 확보와 생리학  효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과학 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의 수용

성 증진  의구심의 해소와 더불어 생약재 제품의 공업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약재의 가공, 장  유통을 한 안 한 생화 방법으로서 감마선 

조사 기술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국내에서 유통량이 많고 사용 빈도가 높은 생

약재를 상으로 미생물의 완  사멸 선량인 10 k㏉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유 독성학  

안 성, 성분의 화학  안정성  효능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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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내 용   방 법

 가.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

  (1) 생약재의 감마선 조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소재하는 감마선 조사시설 (선원: Co-60, 10만 Ci)을 이용하여 실

온에서 시간당 2kGy의 선량율로 오염유기체 완  구제선량인 10kGy의 총 흡수선량으로 

조사하 다.

  (2) 돌연변이원성 평가 (Ames test)

감마선 조사 시료의 돌연변이원성 평가는 본 보고서의 제2 . 2. 나. (4) 항돌연변이 

효과 측정 (Ames test)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3) CHO세포를 이용한 소핵 시험

소핵시험에 사용된 동물세포는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 으며 RPMI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과 penicillin-streptomycine을 첨가시킨 배지를 사용하 고 배양

은 포화 상 습도 조건하에서 5% CO2를 공 하는 37℃의 세포배양기에서 수행하 다. 

시험은 사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직 법과 S9 mix를 첨가하여 사를 활성화시킨 간

법으로 수행하 다. 직 법은 CHO 세포 1.3X105개를 culture dish에 종하여 2일간 배

양한 후 농도별로 시료와 cytochalasin B(Cyt-B, 3ug/ml)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고정시킨 다음 Giemsa 염색하여 표본을 만들었다. 사활성 존재하

의 시험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한 후 시료와 S9 mix를 첨가하여 6시간 동안 배양

한 다음, 신선한 배질 교환하고 Cyt-B를 첨가하여 18시간 더 배양한 후 세포표본을 만들

어 학 미경으로 검경하 다. 미소핵의 독은 Almassy 등의 기 에 따랐으며 1,000개

의 binucleated cell  미소핵을 갖는 세포를 계수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생약재의 효능  화학  안정성 검증

  (1) 시료제조

 방사선 조사  비조사 시료에 약 10배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열수 추출하고 여과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을 얻었다. 조추출물을 물에 해리시켜 EtOAc  BuOH 용매로 

순차 분획하여 농축 한 후 동결 건조시켜 시료로 사용하 으며 화학  성분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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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thods

Column symmetry C18, 5μm, 4.6×250 mm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Mobile phase
A=0.1% phosphoric acid in H2O

B=acetonitrile

Gradient elution 100 to 70% A (28 min), hold at 70% B (2 min)

Flow rate 0.5 mL/min (인진호), 0.4 mL/min (유근피)

Standard concentration 1.0 mg/mL

Injection volume 1.0 μL

Detector Waters 996 PDA detector, UV@254 nm

검토하기 해 각각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분획물을 상으로 HPLC를 이용하여 정성

분석을 실시하 다. 

  (2) HPLC의 정성분석법에 의한 화학  안정성 검증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유효성분에 한 화학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단일 유효성분

인 (+)catechin,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를 표 물질로 하여 용매분획물을 정 농도

로 제조하여 감마선 비조사 시료와 정성 으로 비교분석하 다. 

<HPLC 분석조건>

  (3) 감마선 조사  비조사 시료의 효능 검증

본 보고서의 제2  2. 연구내용  방법에 기술된 DPPH 라디칼 소거활성,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감마선에 의한 DNA 손상 억제활성 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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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결과  고 찰

 가.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본 과제수행결과 생체방호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3종의 생약재

(H-2615, H-2116, H-1319)에 하여 감마선조사를 통한 생화기술 용가능성을 살펴보

기 해, 미생물 살균 선량인 10kGy를 조사한 후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 다. 

Ames test와 CHO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감마선이 조사된 생약재 3종은  유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되었다.

  (1) Ames test에서 돌연변이원성 평가

감마선이 조사된 상 생약재 3종 (H-2615, H-2116, H-1319)의 열수 추출물이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 균주의 복귀 돌연변이 집락 형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본 실험에서는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 에 따라 최고농도를 5 ㎎/plate로 

하여 5단계의 용량으로 시험하 으며,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에 한 실험 결과를 시료별로 

Table 4.1-1, 4.1-2  4.1-3에 각각 나타내었다.

H-2615, H-2116, H-1319의 열수출물 시료에 한 실험결과에서 사 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경우와 사 활성화를 시킨 경우 모두에서 감마선 조사 시료의 추출물에 의한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한 각 시료의 용량 단계에서 감마선 

조사군과 비조사군의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의 차이도 없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생약재

의 열수추출물이 직 돌연변이원이나 간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되

었다.

  (2) CHO 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에서 돌연변이원성 평가

감마선 조사 생약재 3종 (H-2615, H-2116, H-1319)에 한 돌연변이원성을 평가하기 

하여 햄스터 유래 세포주인 CHO 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시료별로 Table 4.1-4, 4.1-5, 4.1-6에 각각 나타내었다. 

감마선음성 조군의 경우 1,000개의 binucleated cells 에 형성된 소핵은 20-30개 정

도의 범 에 있었으며 양성 조 화합물에 의해 소핵 수가 히 증가하여 본 실험이 

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H-2615, H-2116, H-1319를 사활성화 시키지 않은 

경우와 사활성화시킨 경우 모두에서 감마선 조사 생약재의 추출물에 의한 소핵 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 단계에서 모두 3% 내외의 소핵 빈도를 보여 음성으

로 정되었다. 즉,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추출물이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서 세

포 핵분열 에 이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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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Revertant colonies of the S. typhimurium strains in Ames test with hot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H-2615.

Test material
Dose

(㎎/plate)

S9 

mix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2)

TA98 TA100

H2O - 19, 33, 18 (23) 193, 165, 176 (178)

5 - 27, 36 (32) 181, 182 (182)

H-2616 2.5 - 27, 31 (29) 164, 197 (181)

(non-irradiated) 1 - 25, 29 (32) 158, 162 (160)

0.5 - 38, 21 (30) 164, 162 (163)

0.25 - 25, 23 (24) 178, 169 (174)

5 - 37, 31 (34) 191, 164 (178)

H-2616 2.5 - 29, 19 (24) 186, 185 (186)

(irradiated)1) 1 - 27, 37 (32) 161, 148 (155)

0.5 - 23, 18 (21) 169, 160 (165)

0.25 - 31, 22 (27) 176, 172 (174)

H2O - 36, 39, 24 (33) 262, 213, 219 (231)

H2O + 39, 54, 53 (49) 234, 230, 206 (223)

5 + 27, 29 (28) 217, 224 (221)

H-2616 2.5 + 37, 44 (41) 251, 217 (234)

(non-irradiated) 1 + 39, 28 (34) 206, 175 (191)

0.5 + 37, 43 (40) 223, 204 (214)

0.25 + 44, 35 (40) 168, 206 (187)

5 + 39, 43 (41) 212, 237 (225)

H-2616 2.5 + 51, 35 (43) 215, 198 (207)

(irradiated)1) 1 + 50, 30 (40) 198, 220 (209)

0.5 + 51, 52 (52) 222, 256 (239)

0.25 + 28, 33 (31) 200, 205 (203)

2-AF
*

0.010 + 1488, 1564 (1526) 1536, 1392 (1464)

1)
 Irradiation(10 k㏉ of Co-60 γ-ray) was treated to the sample before extraction.

2) 
Data present the number of colonies in each plate and the numbers in parenthesis are 

the mean of two or three plates.

*
 Positive control: 2-AF (2-aminofluo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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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Revertant colonies of the S. typhimurium strains in Ames test with hot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H-2116

Test material
Dose

(㎎/plate)

S9 

mix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2)

TA98 TA100

H2O - 24, 26, 27 (29) 187, 176, 190 (184)

5 - 30, 23 (27) 162, 161 (162)

H-2116 2.5 - 31, 19 (25) 141, 136 (139)

(non-irradiated) 1 - 29, 20 (25) 184, 177 (181)

0.5 - 34, 20 (27) 205, 179 (192)

0.25 - 25, 31 (28) 187, 183 (185)

5 - 22, 36 (29) 126, 145 (136)

H-2116 2.5 - 20, 24 (22) 147, 166 (157)

(irradiated)1) 1 - 20, 20 (20) 178, 160 (169)

0.5 - 29, 28 (29) 160, 129 (145)

0.25 - 36, 19 (28) 150, 161 (156)

H2O - 20, 25, 14 (20) 262, 213, 219 (231)

H2O + 31, 33, 19 (28) 234, 230, 206 (223)

5 + 22, 26 (24) 238, 237 (238)

H-2116 2.5 + 22, 22 (22) 233, 202 (218)

(non-irradiated) 1 + 24, 23 (24) 275, 265 (270)

0.5 + 31, 24 (28) 231, 193 (212)

0.25 + 22, 20 (21) 211, 225 (218)

5 + 19, 20 (20) 247, 269 (258)

H-2116 2.5 + 15, 21 (18) 192, 204 (198)

(irradiated)1) 1 + 22, 22 (22) 177, 160 (169)

0.5 + 27, 24 (26) 220, 226 (223)

0.25 + 21, 25 (23) 240, 230 (235)

2-AF
*

0.010 + 2400, 2624 (2512) 1536, 1392 (1464)

1)
 Irradiation(10 k㏉ of Co-60 γ-ray) was treated to the sample before extraction.

2) 
Data present the number of colonies in each plate and the numbers in parenthesis are 

the mean of two or three plates.

*
 Positive control: 2-AF (2-aminofluo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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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Revertant colonies of the S. typhimurium strains in Ames test with hot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H-1319

Test material
Dose

(㎎/plate)

S9 

mix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2)

TA98 TA100

H2O - 19, 33 18 (23) 180, 221, 185 (195)

5 - 29, 24 (27) 178, 173 (176)

H-1319 2.5 - 24, 30 (27) 187, 183 (185)

(non-irradiated) 1 - 27, 18 (23) 195, 185 (190)

0.5 - 24, 29 (27) 170, 198 (184)

0.25 - 29, 36 (33) 170, 172 (171)

5 - 19, 22 (21) 181, 163 (172)

H-1319 2.5 - 18, 16 (17) 201, 175 (188)

(irradiated)1) 1 - 27, 14 (21) 191, 173 (182)

0.5 - 21, 18 (20) 175, 176 (176)

0.25 - 25, 22 (24) 177, 175 (176)

H2O - 20, 27, 39 (29) 155, 151, 152 (153)

H2O + 23, 27, 26 (25) 128, 136, 141 (135)

5 + 25, 38 (32) 147, 136 (142)

H-1319 2.5 + 31, 24 (28) 110, 146 (128)

(non-irradiated) 1 + 44, 28 (36) 118, 128 (123)

0.5 + 34, 30 (32) 148, 134 (141)

0.25 + 36, 35 (36) 175, 144 (160)

5 + 29, 33 (31) 157, 142 (150)

H-1319 2.5 + 29, 33 (31) 128, 110 (119)

(irradiated)1) 1 + 36, 32 (34) 136, 144 (140)

0.5 + 34, 38 (36) 158, 152 (155)

0.25 + 30, 34 (32) 151, 133 (142)

2-AF
*

0.010 + 1488, 1564 (1526) 1536, 1392 (1464)

1)
 Irradiation(10 k㏉ of Co-60 γ-ray) was treated to the sample before extraction.

2) 
Data present the number of colonies in each plate and the numbers in parenthesis are 

the mean of two or three plates.

*
 Positive control: 2-AF (2-aminofluo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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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Frequency of micronuclei(MN) in cytokinesis-blocked CHO cells following 

treatment with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or non-irradiated H-2615.

Test material Irradi-
ation1) S9 mix Dose 

(μg/mL)

No. of CB cells with n MN Total 
No. of 

MN

MN/1000 
cells

(Mean±SD)0 1 2 3 4

H2O - - - 2,937 46 7 1 63 21.0±5.5

H-2615

- - 1000 2,946 53 1 55 18.3±1.2

- - 300 2,940 54 3 1 2 71 23.7±4.9

- - 100 2,930 66 3 1 76 25.3±2.5

+ - 1000 2,955 40 1 3 1 55 18.3±0.6

+ - 300 2,955 42 2 1 50 16.7±2.5

+ - 100 2,961 37 1 1 42 14.0±3.5

MMC - - 0.1 2,568 365 59 7 1 508 169.3±12.6

H2O - + - 2,934 57 3 1 66 22.0±3.3

H-2615

- + 1000 2,942 55 2 1 62 20.7±1.5

- + 300 2,941 53 4 1 1 68 22.7±2.1

- + 100 2,910 74 15 1 107 35.7±3.2

+ + 1000 2,954 41 3 2 53 17.7±4.2

+ + 300 2,923 66 10 1 89 29.7±5.1

+ + 100 2,926 72 1 1 78 27.0±2.8

B(a)P - + 20 2,688 285 24 3 342 114±19.4

Table 4.1-5. Frequency of micronuclei(MN) in cytokinesis-blocked CHO cells following 

treatment with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or non-irradiated H-2116.

Test material Irradi-
ation

1) S9 mix Dose 
(μg/mL)

No. of CB cells with n MN Total 
No. of 

MN

MN/1000 cells
(Mean±SD)0 1 2 3 4

H2O - - - 2,940 51 8 1 - 70 21.3±0.6

H-2116

- - 300 2,948 49 3 55 18.3±1.5

- - 100 2,930 61 6 3 82 27.3±3.1

+ - 300 2,938 52 9 1 73 27.7±10.0

+ - 100 2,937 58 5 68 22.7±3.5

MMC - - 0.1 2,696 270 30 3 1 343 114.3±3.0

H2O - + - 2,920 73 7 87 29.0±6.9

H-2116

- + 300 2,909 84 7 98 32.7±7.1

- + 100 2,899 90 9 2 114 38.0±4.6

+ + 300 2,930 61 6 3 82 27.3±3.1

+ + 100 2,907 88 5 98 32.7±2.7

B(a)P - + 20 2,626 320 33 6 1 408 136.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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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6. Frequency of micronuclei(MN) in cytokinesis-blocked CHO cells following 

treatment with water extract of γ-irradiated or non-irradiated H-1319.

Test material
Irradi-
ation

1)
S9 

mix
Dose 

(μg/mL)

No. of CB cells with n MN Total 
No. of 

MN

MN/1000 
cells

(Mean±SD)0 1 2 3 4

H2O - - - 2,941 55 3 1 64 21.3±7.4

H-1319

- - 150 2,940 48 10 1 1 75 22.7±5.5

- - 50 2,939 51 9 1 72 24.0±6.6

- - 15 2,957 40 3 46 15.3±1.5

+ - 150 2,946 49 3 1 1 62 20.7±7.6

+ - 50 2,941 53 5 1 66 22.0±3.6

+ - 15 2,949 43 6 1 1 62 20.7±10

MMC - - 0.1 2,568 365 59 7 1 508 169.3±12.6

H2O - + - 2,947 45 5 2 1 65 21.7±2.1

H-1319

- + 150 2,961 39 39 13.0±2.6

- + 50 2,938 58 4 66 22.0±4.3

- + 15 2,955 41 4 49 16.3±3.1

+ + 150 2,938 58 4 66 22.0±4.3

+ + 50 2,949 46 4 1 57 18.8±1.0

+ + 15 2,952 46 2 50 16.7±4.7

B(a)P - + 20 2,688 285 24 3 342 1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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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 생약재의 효능  화학  안정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생약재에 한 감마선조사 생화기술의 용가능성을 살펴보기 해, 

미생물 살균 선량인 10kGy를 조사한 후 생약재의 효능  그 유효성분이 화학 으로 안

정 으로 유지되는지 찰하 다. 4종의 생약재에 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든 생약재 

시료의 경우에서 감마선 조사가 그 효능과 유효성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1) 감마선 조사 생약재(H-1319, H-2116)의 효능  유효성분의 화학  안정성 검증

   (가) 감마선 조사 H-1319의  EtOAc 분획물에 한 화학  안정성

H-1319의 항산화/항발암 유효 물질로 분리/동정된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를 

지표로 하여 방사선 조사  비조사 H-1319 내의 유효물질 성분을 분석하 다.

HPLC 분석에서 표 물질인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의 retention time은 각각 

3.124  3.672에서 감지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H-1319의 ethyl acetate 분획물은 3.245와 

3.626에서, 방사선 비조사 H-1319의 ethyl acetate 분획물은 3.236  3.548에서 

chlorogenic acid와 caffeic acid가 각각 측되었다 (Fig. 4.2-1). 그 외의 감도가 낮은 다

른 peak들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감마선 조사에 따른 H-1319 내의 유효성

분의 화학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Fig. 4.2-1).

   (나) 감마선 조사 (10kGy) H-2116의 butanol 분획물에 한 화학  안정성 검증

H-2116의 항산화/항발암 유효 물질로 보고된 (+)-catechin를 지표로 하여 감마선 조사 

 비조사 H-2116 내의 유효성분을 분석하 다. HPLC 분석에서 표 물질인 (+)-catechin

의 retention time은 39.579에서 감지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H-2116의 butanol 분획물은 

39.176에서, 감마선 비조사 H-2116의 butanol 분획물은 39.176에서 (+)-catechin이 각각 

측되었다(Fig. 4.2-2). 그 외의 감도가 낮은 다른 peak들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으

로써 감마선조사에 따른 H-2116의 화학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

었다(Fig.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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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Comparative analysis of chemical components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 (H-1319). (A) Ethyl acetate fraction of irradiated H-1319; 

(B) Ethyl acetate fraction of nonirradiated H-1319; (C) and (D)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a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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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Comparative analysis of chemical components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H-2116. (A) BuOH fraction of irradiated H-2116; (B) BuOH fraction of 

nonirradiated H-2116; (C) (+)-catechin as standard.



- 197 -

   (다) 생약재 H-1319  H-2116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생약재 H-1319  H-2116 열수추출물의 용매분획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살펴보았다. H-1319의 활성은 조사 비조사 생약재 시료간의 활성 차이가 찰되

지 않았다(Fig. 4.2-3A). 감마선조사 H-2116은 열수추출물  물분획에서 약간의 활성 

하가 나타났으나, 활성이 높은 분획인 BuOH 분획과 EtOAc 분획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2-3B).

   (라) 생약재 H-1319  H-2116의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생약재 H-1319  H-2116 열수추출물의 용매분획별 지질과산화 억제 활

성을 살펴보았다. 감마선조사 H-1319은 열수추출물, BuOH  물분획에서 약간의 활성 

하가 나타났으나, 활성이 높은 분획인 EtOAc 분획에서는 활성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4.2-4A). H-2116은 열수추출물  모든 용매분획에서 감마선조사 여부에 따른 활성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Fig. 4.2-4B).

   (마) 생약재 H-1319  H-2116의 superoxide anion 소거 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생약재 H-1319  H-2116 열수추출물의 용매분획별 superoxide anion 소

거활성을 살펴보았다. 감마선조사 H-1319  H-2116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한 뚜렷한 활

성 하는 찰되지 않았다(Fig.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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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ach extract and fraction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319, (B) H-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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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ies of each extract and fraction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319, (B) H-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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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ies of each extract and fraction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319, (B) H-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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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마선 조사 생약재 (H-115, H-315)의 효능 안정성 검증

   (가) DNA 손상억제 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에 의한 림 구 DNA 손상 억제를 평가한 결과, H-115와 H-315 모두 조사시료

와 비조사 시료간의 활성 차이가 찰되지 않아 감마선 조사에 하여 효능이 안정 으

로 유지됨을 검증하 다 (Fig. 4.2.6).

 
   (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H-115  H-315의 추출물은 감마선 비조사 시료 추출물에 비해 농도에 

따라 10%내외 소폭의 활성감소가 나타났다(Fig. 4.2.7).

   (다)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H-115와 H-315는 비조사 시료와 비교하여 농도에 따라 10% 이내 소폭의 

활성감소가 나타났다(Fig. 4.2.8).

    
   (라) Lipid peroxidation 억제활성 안정성 검증

감마선 조사 H-115는 비조사 H-115과 비교하여 활성 차이가 찰되지 않았으며, 감마

선 조사 H-315은 비조사 시료에 비해 10%이내 소폭의 활성감소가 나타났다(Fig. 4.2.9).

   (마) 종합 검토

감마선조사 H-115  H-315는 일부 평가 시스템에서 소폭의 활성감소가 찰되었으나 

감소폭이 10%이내로서 경제 인 면에서 큰 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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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DNA-protective activities of each extract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15, (B) H-315



- 200 -

                        (A)                                (B)

0

20

40

60

80

100

12.5 25 50 100

u g /m l

E
D

A
(%

)

n o n - i r r a d ia t e d

i r r a d ia t e d

0

20

40

60

80

100

100 200 400 800u g /ml

In
h
ib

it
io

n

n o n -ir ra d ia te d

ir ra d ia te d

Fig. 4.2-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ach extract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15, (B) H-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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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ies of each extract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15, (B) H-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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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nirradiated medicinal herbs. (A) H-115, (B) H-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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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방사선 장해 응 복합

기능성 식품의 제품화

(효능 30% 이상)/효능기

작해석/생체방어 임상활

용성 제고

- 방사선 장해 응 기능성식품 2종(HemoHIM, 

HemoTonic)의 생체방어 효용성 검증 완료

- KFDA로부터 HemoHIM의 건강기능식품원료 2등  

인증완료(07년 상반기내 제품 출시 정)

- HemoHIM과 신소재와의 복합제(개량가제품)  

HemoHIM을 비교검증한 결과 HemoHIM을 최고효

능 시제품 1종으로 선발  다양한 생체방호 효용성 

검증 완료

35 100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가제품 개발/기작

규명/효능극 화(효능

30%이상)/실증연구/시

제품화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억제 소재 검색기술  생체

효용성 평가기술 확립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억제 유효 식품소재 11종 발

굴

- 유효 식품소재 조합을 통한 발암억제 복합물 2종 발

굴  기작해석/동물효능 평가 완료

25 95

방사선 방어 천연물질 

개발  복합  상승 작

용을 통한 방어효능 증

기 술개 발 ( 방 어 효 능 

30% 이상)

- 방사선 방어 천연물 소재로부터 유효 단일물질 6종 

(quercitrin, afzelin,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HHF, GPC) 분리/동정  효능 검증 완료 

- 방사선방어/생체방어 단일물질의 복합에 의한 효능

증  조건 검색

- 방사선조사기술이용 방사선방어 물질의 효능증  조

건 검색

20 100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

품원료의 효율  활용/

생화 기술확보

- 기능성식품원료(생약재) 7종에 한 방사선조사 

생화 기술 기 자료 확보 (독성학  안 성, 유효성

분 안정성, 효능 안정성 검증)

20 100

총계 1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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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 기여도

■ 경제  측면

 •본 연구개발 결과로 확보한 방사선 장해 응 시제품(HemoHIM)의 동물효능검증 

시험결과, 임상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으며(2006. 8. 17), 재 기 규격  고심

의 완료하 으며 2007년 상반기에 제품출시 상.

 •시제품(HemoHIM)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이후 노약자의 면역기능개선과 방사선/

항암제 치료 암환자의 부작용 경감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이 기 되며, 2007년 50

억, 2010년 500억원의 매출이 상되어 막 한 경제  효과가 기 됨.

 •우리나라 통 생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개발 활성화로 국내 특용

작물 농가의 경쟁력 향상  국내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사회  측면

 •방사선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한 기능성식품의 개발  실용화를 통하여 원자력

기술/방사선기술에 한 국민의 인식제고로 당해 분야 연구의 활성화 기

 • 통 생약재를 이용한 면역기능개선, 암치료 부작용경감, 암 방 건강기능식품/의

약품 개발로 각종 만성질병 방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의료비등 사회  비용 

감에 기여

■ 기술  측면

 •천연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방사선 장해 경감  고효능 기능성식품/물질 개발에 

있어서 방사선기술(RT)와 생명공학기술(BT)의 목기술 구축에 기여

 •감마선조사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원료(생약재 등)의 생화기술 련 연구자료 

 기술은 생약재의 감마선조사 식품품목 용확 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여 생

약재의 생  유통 기반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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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 HemoHIM)의 제품화  매는 2007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임

 - 「연구소기업1호」(주)선바이오텍에서 제품기 규격  고표시기  심의 후 ‘면역

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 추진  (2007년 상반기 출시 상)

 - 활용도: 암치료 보조(면역조  장해경감) 는 노약자를 한 면역기능개선에 유용

할 것임

 - 한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 HemoHIM) 이용한 암환자용 특수용도식품  암치료

부작용 경감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하기 한 후속 연구 추진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에서 확보된 발암억제 고효능 유효소재  복합물은 특허 출원후 기업과 

공동으로 후속연구 추진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품화 추진함으로써, 사망원인 1 인 

암에 한 방효과를 통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시행(2004년 7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을 

해 요구되는 기능성 검증시험, 임상시험 등에 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다양

한 건강기능식품원료 개발을 한 기반기술로 활용

○ 감마선조사 생약재의 안 성 연구결과는 생약재의 안 한 유통 장 기술 련 연구

자들의 심을 받을 것이며, 방사선조사 품목확 를 한 련 연구자들  소비자

의 인식 개선  련 법규 개정 자료로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방사선장해 경감, 면역기능증진, 발암억제, 항산화 식품소재 

검색  생체효용성 평가기술은 향후 천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약

품 개발을 이용한 후속 연구 수행을 한 핵심기반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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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천연소재를 이용한 생체조 물질 개발 분야 분야 연구 동향

Post-genome 시 인 21세기는 생명과학 분야가  세계 으로 주도  산업이 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Genome project 연구결과를 이용한 각종 질환 련 유 자 규명  질

환 치료기술 개발, 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HTS 기술을 이용한 신

물질 탐색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 생명공학 의약품 등 생체조 물질 련 세계시장이 4450억불(2003년 기 )로 연 

8%이상 성장하고 있고 련 연구개발비도 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보고인 천연식물로부터 기능성 물질  의약품 소재를 개발하기 한 연구가 90년  이

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심으로 질병의 방  치료를 하여 천연물 는 식품소재 유

래의 생리조 물질을 이용하는 체의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NIH의 NCCAM에서 

체의학에 한 연구투자는 2006년 1억22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연구개발 방향

천연물을 이용한 생체퇴행 억제 생체조  물질/식품 연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식물

추출물에 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 그 유효 성분 규명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천연물을 이용한 생체조 물질/식품 개발에 있어서 부분의 경우 단

일물질 혹은 단일 식물의 추출물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생체방어 

효과의 측면에서 여러 소재의 복합을 통한 특정 효능의 상승효과나 종합 인 생체방어 

효능의 증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한 소재의 검색  생체효능 검색에서 주로 시험  내에서의 효능에 이 맞추어

져 있어 생체내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속 인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천연

소재를 이용하여 발암, 노화 등 생체퇴행 억제 생체조  물질/식품 개발에 있어서 다양

한 천연 소재를 효율 으로 검색하고 생체내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

하는 것이 기술  우  확보에 필수 일 것으로 상된다. 

기존의 유 자 변형 동물모델,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유발 모델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 

생체 모델은 생체 내에서 산화  스트 스에 의한 각종 질병을 단기간 내에 유발시킬 수 

있고, 생체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산화  스트 스와 유사하다는 에서 생체질환을 가장 

잘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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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뇨병(type I diabetes), 간질  정신지체 등 추신경 장애, 발암, 노화, 염증 등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진 

감마선 이외에 최근 자빔, 양성자, 이온빔 등 다양한 방사선원의 이용이 용이함에 따라 

이를 생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

그러나 방사선조사 생체모델을 이용한 질환 모델은 재 그 기 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기작이 잘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조사를 이용한 생체모

델 개발 조건과 질환과의 연 성에 한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식의약품 개발을 

한 원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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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피부 손상에 한 시제품  신후보식품의 효능 검색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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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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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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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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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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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 인 시도가 될 것이다.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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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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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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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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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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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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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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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천연물 에서 새로운 생의학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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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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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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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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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기술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리방사선 생체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개발시제품  후보식품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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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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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천연물에서 효과물질이 발굴되었고 이는 기존 자외선 차단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고

기능성 식품  나아가 화장품 개발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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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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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제품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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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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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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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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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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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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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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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Ⅳ.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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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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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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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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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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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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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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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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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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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에서는 세포의 가지돌기 형성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복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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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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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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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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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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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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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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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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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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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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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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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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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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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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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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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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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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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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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은 없었다.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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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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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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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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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 다. HemoHIM
®

의 투여에 의해 각 시간 별로 평균치에서 부종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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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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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염증반응 1기(모세  투과도 증가)에 한 항염증효과

  조군에 비하여 HemoHIM®은 모세  투과도를 억제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pont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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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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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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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염증반응 2기(백 구 유주)에 한 항염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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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여 7.843 ± 2.832(x 10
6

개/ml)의 백 구를 복강내로 유도하 다. 음수 ml당 4mg의 

HemoHIM
®

을 경구투여한 군과 체  kg당 50 mg의 HemoHIM
®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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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복강내 주사한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효과는 없었다.

라. 염증반응 3기(섬유화 상)에 한 항염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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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ml당 Hemo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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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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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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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TNBS으로 장염을 유발한 장의 육안  소견으로서 궤양과 막 비후  내강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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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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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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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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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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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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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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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침윤이 찰되었다. 시료 경구투여군의 장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막세포의 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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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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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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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 과  검 색

가.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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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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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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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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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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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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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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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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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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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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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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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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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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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성있는  경감효과가 찰되었다(p<0.05). 

다.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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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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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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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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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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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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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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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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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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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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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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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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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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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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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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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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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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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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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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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신기능 피부 보호제품 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  구매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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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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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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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and new food for 

radiation-induced ski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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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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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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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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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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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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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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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UVB were examined 24 hour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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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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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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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of HemoHIM or Hemo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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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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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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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mW/sec) was studi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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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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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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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400 mJ/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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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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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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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oHIM or Hemo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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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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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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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ed by UVB 80 mJ/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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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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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epidermal melanocytes, light microscopic observation with dihydroxyphenylal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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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exhibited 11-13 melanocytes/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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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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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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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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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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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dermal melanocytes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moHIM and Hemo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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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6th week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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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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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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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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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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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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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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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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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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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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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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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inflamm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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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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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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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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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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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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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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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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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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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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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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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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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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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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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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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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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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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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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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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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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 인 시도이다.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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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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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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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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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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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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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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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천연물 에서 새로운 생의학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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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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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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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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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기술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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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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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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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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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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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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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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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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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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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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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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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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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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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물이나 식물유래의 성분이라고 하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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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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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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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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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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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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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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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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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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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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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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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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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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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분감소와 만성노출 시 주름  피부암을 유발한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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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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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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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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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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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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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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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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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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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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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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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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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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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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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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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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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당한 시간과 용량 추정을 가능하게 해 다(7, 8). 

   멜라닌은 자연계에 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생체고분자 물질로 물과 부분의 유기용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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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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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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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합성에서 합성되기 시작한다. 표피의 기 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e이 tyrosinase를 주효소로 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멜라노좀 과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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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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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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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가지고 있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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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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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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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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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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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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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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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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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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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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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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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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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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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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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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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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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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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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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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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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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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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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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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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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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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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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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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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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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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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손상 지표  수지상세포  멜라닌세포의 특수염색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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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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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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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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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는 국내에서도 획득 가능하며 기능성 제품화도 특정기술도입이 요구되지 않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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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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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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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비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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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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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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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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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연 구 개 발  수 행 내용   

1. 연구 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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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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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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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제품 (헤모힘,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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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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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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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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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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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효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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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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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2. 연구방법

제 1차년도

1)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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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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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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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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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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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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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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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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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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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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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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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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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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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였다.

2)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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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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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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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 (0.5 mW/sec)씩 7일 동안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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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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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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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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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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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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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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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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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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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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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고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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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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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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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3)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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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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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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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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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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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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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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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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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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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및 자외선 조사후 즉시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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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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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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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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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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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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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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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렌즈로 10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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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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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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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 (0.5 mW/sec)씩 7일동안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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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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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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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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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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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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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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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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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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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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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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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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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년도

1)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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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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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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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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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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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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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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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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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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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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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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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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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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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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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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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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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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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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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였다.

2)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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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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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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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 (0.5 mW/sec)씩 7일 동안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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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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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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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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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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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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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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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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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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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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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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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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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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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고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4℃ cacodylate buffered formaldehyde solu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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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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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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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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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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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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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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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으로 200 mJ/㎠을 1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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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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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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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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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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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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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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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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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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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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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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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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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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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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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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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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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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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렌즈로 10시야를 측정하고 mm2 당 세포수로 환산하였다.  

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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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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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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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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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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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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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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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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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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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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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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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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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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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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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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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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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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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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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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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년도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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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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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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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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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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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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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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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을, ketamine hydrochloride는 유한양행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물질 조제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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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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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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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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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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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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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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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emoHIM®은 동결건조하여 실험적용시까지 냉동 저장하였다.

   

기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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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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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Carrageenan 유도 족부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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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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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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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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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으로 피하주사하였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부종정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수식에 따라 부종증가율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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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X 100

모세혈관 투과 억제도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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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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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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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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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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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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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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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백혈구 유주 억제도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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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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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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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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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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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취하여 Coulter counter를 사용하여 백혈구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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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형성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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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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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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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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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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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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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염 유발 및 시료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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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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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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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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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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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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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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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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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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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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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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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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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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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H&E염색을 시행하였다.

Criteria for scoring of gross morphologic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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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Gross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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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No damage

  1                        Hyperemia

  2                        Hyperemia with thickening

  3                        Linear ulceration without hyperemia or thickening

  4                        2 or more sites of ulceration

  5                        Ulceration > 1 cm along the length of c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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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cm of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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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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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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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년도

1.  피 부 주 름  형 성 에  한  효 과  검 색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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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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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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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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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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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료제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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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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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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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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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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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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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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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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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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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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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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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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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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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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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의 기 은 아래와 같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 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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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부 주 름  등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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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피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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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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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상태

0.5      등쪽 미세 무늬의 소실이 있고 외측 미세 무늬는 잔존하는 상태  

1.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피부가 매끈하게 평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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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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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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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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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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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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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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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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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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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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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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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료제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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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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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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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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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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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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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하에서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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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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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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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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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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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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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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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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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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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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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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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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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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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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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조직 미경 지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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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두 께

0      정상 표피 두께 상태

1      약간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3      크게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세 포 침 윤 도

0      정상 세포수 상태

1      약간 증가한 세포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세포수 상태

3      크게 증가한 세포수 상태

진 피  낭 종 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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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상 낭종 상태

1      낭종 크기 증가 상태

2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증가 상태

3      등도에서 크게 증가한 낭종수 상태

4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소실 상태

5      등도에서 완 한 낭종 소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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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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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100배)

        사진 1                  사진 2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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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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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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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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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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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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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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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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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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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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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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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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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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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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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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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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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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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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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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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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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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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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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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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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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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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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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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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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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 구 결과   고 찰  

제 1차년도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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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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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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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표 1-2).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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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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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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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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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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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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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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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감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경구투여군에서는 자외선 조사   조사 후 연속 투여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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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의 감소가 다소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1-6).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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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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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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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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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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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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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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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0.31 ±  0.49

Radiation control                                         63.52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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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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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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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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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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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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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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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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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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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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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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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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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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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0.28 ± 0.29

Radiation control                                         19.65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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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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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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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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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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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HIM in cream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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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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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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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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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5.47 ± 10.10

Radiation control                                        146.54 ±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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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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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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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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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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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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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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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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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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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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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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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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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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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3.21 ±  8.94

Radiation control                                         152.83 ±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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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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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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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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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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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first irradiation, and 15 minutes before each irradiation.

a: % of HemoHIM in cream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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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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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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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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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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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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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628.00 ±  51.56

Radiation control                                        377.33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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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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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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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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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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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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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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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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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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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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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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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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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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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643.20 ± 61.36

Radiation control                                        436.00 ± 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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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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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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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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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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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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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UVB irradiation at 3rd and 6th week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mm2 of epidermis (mean ± S.D.)

                                    

group                                  3rd week                  6th week

Normal control                        12.34 ± 7.54            13.71 ±  8.15

Radiation control                     361.75 ± 18.932         347.13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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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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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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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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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6 week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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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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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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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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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핵농축  산성호성세포질을 나타내는 일 화상세포가 격히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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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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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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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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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미하 다 (표 2-2).

나.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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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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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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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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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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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가지돌기 형성도 미약하 다.

다.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조사에 따라 수지상세포의 수는 감소되었고, 가지돌기  과립의 소실도 찰되었으

며 효과물질 투여군에서는 가지돌기  과립이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자외선 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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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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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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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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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표 2-6).

라.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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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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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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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s in apoptotic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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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0.34 ±  0.28

Radiation control                                         94.36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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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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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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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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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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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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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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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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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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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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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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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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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urn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sunburn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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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0.28 ± 0.29

Radiation control                                         19.65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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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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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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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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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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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 of HemoTonic in cream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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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s in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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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3.17 ± 11.40

Radiation control                                        121.00 ±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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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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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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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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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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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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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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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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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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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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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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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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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positive epidermal melanocytes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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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4.40 ±  9.45

Radiation control                                         152.83 ±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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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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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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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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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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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first irradiation, and 15 minutes before each irradiation.

a: % of HemoTonic in cream base.

*p<0.05 as compared wit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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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r systemic injection of HemoTonic on UVB-induced 

suppression of the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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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637.10 ±  46.55

Radiation control                                        419.50 ±  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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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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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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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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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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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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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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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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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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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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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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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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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epidermal ATPase positive cells

Experimental                                Number of ATPase positive cell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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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643.20 ±  61.36

Radiation control                                        436.00 ±  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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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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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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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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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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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irradiation, an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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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after UVB irradiation at 3rd and 6th week

Experimental                        Number of DOPA-positive melanocytes per

                                        mm2 of epidermis (mean ± S.D.)

                                    

group                                  3rd week                   6th week

Normal control                        11.54 ± 8.34              12.73 ±  7.18

Radiation control                     485.75 ± 83.48           364.88 ±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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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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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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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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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6 week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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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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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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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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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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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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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 다. HemoHIM
®

의 투여에 의해 각 시간 별로 평균치에서 부종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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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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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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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군에 비하여 HemoHIM
®

은 모세  투과도를 억제하여 복강내로 삼출된 pont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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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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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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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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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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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여 7.843 ± 2.832(x 10
6

개/ml)의 백 구를 복강내로 유도하 다. 음수 ml당 4m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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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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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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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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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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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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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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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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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시 험  장 염 에  한  항 염 증 효 과

   TNBS으로 장염을 유발한 장의 육안  소견으로서 궤양과 막 비후  내강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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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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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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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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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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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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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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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경구투여군의 장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막세포의 재생과 막과 막 조직의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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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유층에 한정된 경미한 염증세포의 침윤만이 찰되어 장손상이 히 완화된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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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 S.D.,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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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percent of paw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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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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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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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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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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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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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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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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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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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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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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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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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0.1 ml of 1%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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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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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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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Pontamine sky blue (㎍/mouse)       Inhibition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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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ontrol                  238.20 ± 41.76

HemoHIM®a                    223.90 ± 27.55                        6.0

HemoHIM®b                    140.25 ± 24.72*                      41.1

HemoHIM®c                     95.70 ± 14.93**                      59.8

HemoHIM®d                     77.65 ± 11.58**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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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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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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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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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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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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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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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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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Number of WBC (x 106/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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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ontrol                                           1.980 ± 0.226

Zymosan control                                         7.843 ± 2.832

HemoHIM®a + zymosan                                  6.775 ± 2.008

HemoHIM®b + zymosan                                  2.635 ± 1.827*

HemoHIM®c + zymosan                                  2.615 ± 1.747*

HemoHIM®d + zymosan                                  6.853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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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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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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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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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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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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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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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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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ion (1 mg/ mouse, i.p.).

*p<0.01 as compared with zymosa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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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emoHIM® on the cotton-pellet induced granuloma 

formation in rats (mean ± S.D., n=6)

-----------------------------------------------------------------------------

 Group                    Weight of granuloma (mg)     Inhibition percent

-----------------------------------------------------------------------------

Cotton control                61.833 ±  3.251

HemoHIM®a                  55.000 ±  8.246                   11.05

HemoHIM®b                  50.833 ±  9.827*                  17.79

HemoHIM®c                  47.500 ± 13.081*                  23.18

HemoHIM®d                  42.833 ± 18.433*                  30.73

-----------------------------------------------------------------------------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7 days 

after cotton introduction.

*p<0.05 as compared with cott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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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Change of adhesion, dilatation and thickening after HemoHim® treatment for 2 

weeks in colon of rats (n=7)

-----------------------------------------------------------------------------

                             Adhesion            Dilatation           Thickening

Group                  ---------------   --------------   ---------------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

TNBS control               6        1          4        3          3         4      

TNBS + HemoHim®a        6        1          5        2          4         3 

TNBS + HemoHim®b        7        0          4        3          4         3      

TNBS + HemoHim®c        7        0          7        0          6         1 

TNBS + HemoHim®d        7        0          6        1          5         2

-----------------------------------------------------------------------------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fus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Table 3-6. Grade of gross morphologic damage after HemoHim® treatment for 2 weeks in 

colon of rats (n=7)

-----------------------------------------------------------------------------

                                      Grade

Group                     -------------------------       mean ± S.D.

                             0    1    2    3    4    5 

-----------------------------------------------------------------------------

TNBS control                2                   3    2         3.143 ± 2.193

TNBS + HemoHim®a         4              2    1              1.429 ± 1.813

TNBS + HemoHim®b         2   3          1    1              1.429 ± 1.512

TNBS + HemoHim®c         5              2                   0.857 ± 1.464*

TNBS + HemoHim®d         5   2                              0.286 ± 0.488**

-----------------------------------------------------------------------------

a: HemoHim® (1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fusion.  

b: HemoHim® (4 mg of solids/ml of drinking water) was given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c: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d: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14 days 

after TNBS infusion. 
*p<0.05, **p<0.01 as compared with TNB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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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Gross findings of rat colitis 2 weeks after intracolonic TNBS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administration (A). Note the grossly visible enlargement. 

Gross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administration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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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2 weeks after intracolonic 

TNBS administration.

(A) Transverse ulcer is noticed with enlargement.

(B) Mucosal destruction and sever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re found with 

submucosal edema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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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oral administration.

(A) Small ulcer is noticed with mild dilatation and thickening.

(B) Regenerative cells are noticed at the mucosa and submucos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nd edema are markedly reduced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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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Gross (A) and microscopic (B) findings of rat colitis induced by TNBS with 

HemoHIM
®

 i.p. injection.

(A) The mucosal surface is partly brownish discolored and petechial hemorrhage is seen 

focally.

(B) There are mucosal erosions and parti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 lamina 

propria.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re markedly reduced on the base of erosion (H 

& E, x 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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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년도

1.  피 부 주 름  형 성 에  한  효 과  검 색

  자외선 단독 조사군의 경우 조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주름 등 은 계속 증가 되었으며 무처

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6주에 평균 1.15를 나타냈으며, 14주에 2.0을 과하여 시

험종료 시 인 22주에 평균 2.81의 주름 등 을 나타냈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에서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5).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

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

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실험 기간  유의성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p<0.01)

(표 4-1). 

2 .  피 부 조 직  미 경  지 표( 표피 두 께 ,  세 포 침 윤 도 ,  진 피  낭 종 형 성 )  변 화 에  한  효 과  검 색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 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침

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0을 나타냈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 모두에

서 유의성있는 경감 소견이 찰되었다(p<0.0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

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헤모힘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유

의성있는  경감효과가 찰되었다(p<0.05)(표 4-2). 

3 .  피 부 에 서  육 안  종 괴   암 발 생 에  한  효 과  검 색

  육안  종괴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94.4%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  경구투여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각각 66.7%  56.3%로 감소하 다. 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암종(carcinoma)의 발생은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4.78개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각각 0.83개  

0.33개로서 총 1.17개의 암이 발생하 고, 경구투여군에서는 유두종이 0.50개 발생하 으나 암

종은 찰되지 않았다 (그림 4-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15주부터 발생하여 

22주에 80.0%의 발생율을 보 고 헤모힘 도포군에서는 17주부터 발생하여 2주의 발생 지연효

과가 찰되었고, 발생율도 60.0%로 감소하 다. 유두종  암종의 발생은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의 경우 각각 1.70개  0.10개로서 총 1.80개의 암이 발생하 으며, 헤모힘 도포군

에서는 각각 0.20개  0.20개로서 총 0.40개의 암이 발생하 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군에서 각각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육안  종괴의 발생이 지연되고 

발생율도 감소하 으며 미경으로 확인된 유두종  체 암발생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p<0.05) (표 4-3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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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HemoHIM-treated mice

------------------------------------------------------------------------------------

                         Groups and Wrinkle grade (mean±S.D.)

Weeks ----------------------------------------------------------------------- 

         NC       RC         HH(i.p.)      HH(p.o.)        RCC         HHC

------------------------------------------------------------------------------------

 6       0      1.15±0.24     0.81±0.27
*

     0.71±0.38
*

     1.06±0.32     0.25±0.26
*

 8       0      1.70±0.35     1.22±0.26*     0.89±0.25*     1.38±0.23     0.40±0.32*

10       0      1.80±0.26     1.36±0.36
*

     0.98±0.37
*

     1.69±0.37     0.45±0.28
*

12       0      1.88±0.23     1.44±0.30
*

     1.30±0.26
*

     1.85±0.24     0.65±0.24
*

14       0      2.00±0.10     1.78±0.26*     1.45±0.28*     1.90±0.21     0.70±0.26*

16       0      2.20±0.26     2.00±0.29
**

    1.80±0.26
*

     2.19±0.26     1.25±0.26
*

18       0      2.35±0.24     2.17±0.26
*

     2.15±0.24
**

    2.31±0.26     1.65±0.24
*

20       0      2.60±0.21     2.33±0.26*     2.30±0.35*     2.44±0.32     2.15±0.24*

22       0      2.81±0.26     2.42±0.20
*

     2.35±0.24
*

     2.75±0.26     2.30±0.26
*

------------------------------------------------------------------------------------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Table 4-2. Effects of UV irradiation and HemoHIM in mice on histological parameter after 

22 weeks

------------------------------------------------------------------------------------

                                Histological score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ic change

------------------------------------------------------------------------------------

NC                    0                    0                   0.83±0.79

RC                 2.83±0.35             2.67±0.50               3.50±0.50

HH(i.p.)             2.06±0.53*            1.78±0.78*              2.28±0.49*

HH(p.o.)            1.79±0.31
*

            0.92±0.58
*

              0.88±0.69
*

RCC               1.97±0.58             1.40±0.44               2.10±0.59

HHC               1.25±0.54
*

            1.05±0.50
**

              0.90±1.08
*

------------------------------------------------------------------------------------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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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Anatomical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HemoHIM-treated mice after 22 weeks

------------------------------------------------------------------------------------

                                           No. of tumors by type (mean±S.D.)

Groups        Incidence of mass    --------------------------------------------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RC                  94.4               4.78±3.19       0.56±0.88       5.33±3.57

HH(i.p.)             66.7               0.83±0.75
*

       0.33±0.82       1.17±1.47
*

HH(p.o.)             56.3**              0.50±0.53*         0            0.50±0.53*

RCC                80.0               1.70±1.83       0.10±0.32       1.80±1.99

HHC                60.0               0.20±0.42*      0.20±0.63       0.40±0.69*   

------------------------------------------------------------------------------------

*
p<0.01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p<0.05 as compared with each radiation control group.

       유두종 (배율 40배)           상피암종 (배율 40배)

그 림  4-1.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 발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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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2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육안  종괴 발생  헤모힘 투여의 효과

RC : 생리식염수를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복강내 주사한 조군

HH (i.p.) : 헤모힘 (체  kg당 25 mg)을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복강내 주사한 군

HH (p.o.) : 헤모힘 (음수 ml당 1 mg) 을 자외선 조사  7일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경구투여한 

군

RCC : 연고기재 (부형제)를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한 조군

HHC : 헤모힘 크림(0.2%)을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한 군

Weeks after UV irradiation : 자외선 조사 기간 (주)

% of mice with mass : 육안  종괴를 가진 마우스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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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 구 개 발  목표의  달 성 도

1.  연 구 개 발  목표

  개발된 시제품(헤모힘)의 자연방사선(자외선)에 한 피부조직 방호효과 검증  신후보소재

의 지속  탐색을 한 생체시험을 실시하 다. 연차별 연구내용  범 는 아래와 같다.

1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형태학  지표, 효능 검색 기술 확립,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 (HemoHIM)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 유도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 악  효능 검색기술 확립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 악  검색기술 확립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 검색     

2 차 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에 한 시제품(HemoTonic)의 손상 경감효과  미백효과 악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표피 일 화상세포 발생에 한 효과 검색

      -표피 멜라닌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표피 수지상세포(랑게르한스세포) 변화에 한 효과 검색

   -HemoTonic의 피부 미백효과 시험 수행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복강내  경구투여 시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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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피 멜라닌세포를 지표로 한 미백효과(피부도포 시험) 검색   

3 차 년도  :  시제품(HemoHIM
®

, HemoHIM)의 항염증효과 악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4차 년도  :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피부주름)  암발생(피부암)을 지표로 한 시제품의 효

과 검색

-자외선 피부 노화 지표 시험 기술 확립

-피부암 검색 기술 확립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 노화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암발생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2 .  달 성 도

-자외선 피부 손상의 형태학  지표(3지표) 시험 기술 확립 

-미백효과 검색 기술 확립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투여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HIM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투여시험(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효과 검색 지표에 한 HemoTonic의 피부도포 시험 수행 

-시제품(HemoHIM)의 성염증반응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1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2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염증반응 3기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시제품(HemoHIM)의 시험  장염에 한 항염증효과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 시험)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포 시험) 연구수행

-HemoHIM의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복강내 주사, 경구투여  피부도

포 시험) 연구수행

이상과 같이 연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계획 로 목표를 달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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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 야 에 의  기 여 도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 확립

-기존 식품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 확립

-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됨.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

발이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

선 피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연구는 계획 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학술논문게재 26(국제8편, 국내 18)편, 학술논문 발

표 41(국제4회, 국내 37회)회  1건의 특허를 등록하 고, 결과발표논문 1편이 학회 우수포스

터상을 수상하 으며, 연구과정  박사 1명, 석사 3명을 배출하 다. 미발표 연구결과는 계속 

논문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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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최근 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감소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외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주방사선 노출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으로 자외선의 피부 손상

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피부보호 효과물질에 해서도 국내

외 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

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부분의 연구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의 

효능 검색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외선 장해보호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가지는 물질이 검색되어 의

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이 확립되었고 기존 식품  방사

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

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임으로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

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

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피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가 확립될 것이

며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를 유도하여,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가능성을 제시할 것임.

가 .  경 제  측 면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개발을 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역에서도 주요 심사이며 화장품시장

의 규모 등의 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자외선 차단효과와 함께 피부미백 효과에 한 연구도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 검색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됨.

-후보 물질의 방사선 피부 손상 경감 효능이 밝 져 부작용이 은 천연물이라는 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피부 보호제 는 화장품의 개



- 58 -

발이 가능할 것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 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식품에서 방사선 피부 장해 응 효과 유무

를 검정하므로써 부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한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사선 피

부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방사선 피부 손상 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기호 천연물 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화장품화 유도

나 .  사 회  측 면

-신기능 피부 보호제품 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  구매 충족

-천연물 는 식품에 한 과학  효과 증명  효능 극 화를 유도하므로서 국민 건강증진

에 기여

-자연방사선, 방사선 작업종사, 의료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다 .  기 술  측 면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 확립

-기존 식품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확립

- 리방사선 장해 경감 물질을 상으로 한 신효능 검색이라는 에서 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방사선 피부 손상 응 소재의 지속  발굴을 한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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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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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외선, 수지상세포, 성 과민반응, 세포계획사, 방사선

  어 ultraviolet, dendritic cells, contact hypersensitivity, apoptosis,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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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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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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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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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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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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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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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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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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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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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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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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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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7

14

21

28

35

(-) (+) 0.1 1 10 100

H
is

ta
m

in
e
, 

n
g

/
m

l

HemoTONIC, u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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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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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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00 100 100

0.1 65.3 55.2 61.3

1 50.1 59.0 54.9

10 41.5 97.1 30.7

100 18.5 43.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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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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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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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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발  과제의  개 요

최근 산화  스트 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노화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밝 지면서 ROS에 해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유해활성 산소의 발생은 산화  스트 스  각종 병리 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하기도 하지만, 부분 산소 호흡과정에서 발생된다. 생체내 산소 호흡과정에서 superoxide 

(O2•),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등과 같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면 

이들은 생체내의 DNA, 단백질, 지질과 같은 생체 고분자의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신호 달

계를 변화시켜 노화, 암 등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내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ascorbic acid, tocopherol, carotene, glutathione 등의 비효소  항산화제 

체계와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항산화 효소 체계를 갖추

어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각종 질병의 발생을 억제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운

동, 스트 스, 양소의 결핍, 노화  각종 요인에 의하여 이러한 균형이 무 지면 각종 질병

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생체 균형이 무 져 과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 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외부로부터 공 을 받음으로써 각종 질병  노화를 방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최근 천연물 소재를 이용하여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활성산소

를 제거하는 유효성분이 식물 유래의 페놀성 화합물인 “ 라보노이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flavono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제 개발을 해 활발

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산화  손상에 의한 세포독성 억제 효과를 검증하여 천연 항산화 

고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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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 ․ 외  기술개 발  황

1) 외국의 경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 사고는 원자력 발 과 련하여 안 성에 한 커

다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할 정

도의 방사선을 피폭하 고, 수많은 주민들이 가택에 격리되는 혼란을 겪었다. 특히 방사

선에 과도하게 피폭된 환자들이 다수 발행하 고, 일반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이 크게 우

려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방사선 피폭 방어

를 한 조치가 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효과 인 방사선 방어물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원자력 발 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어왔다. 기 연구는 원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원자력

의 평화  이용에 의해서 보다 범 하게 원자력 발 이 이용되면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나 방사능 출 사고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하기 한 방호제 개발이 이루어져왔고, 최근

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잘 밝 진 방사선 방어제인 WR-2721 (thiol compounds)와 같은 화학  방어

제는 사실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명되었다. 

지 까지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은 항산화제

(antioxidant)다. 그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  향은 주로 자유기(free radical)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유기가 DNA를 비롯한 세포내 거 분자에 손상을 주기 때

문에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험 동물이나 배양 세포를 항산

화제로 처리하면 DNA의 손상률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자연에 리 존재

하는 식물성분이나 비타민류와 같은 천연성분이 있고, 인공 화합물질도 있다.  를 들면 

vitamin C, E, α/β-carotene, spermine, L-cysteine, cysteamine, melatonin, flavonoids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밖에도 selenium, zinc, iron chelator desferrioxamine (DFO), 

amifostine같은 것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약재나 천연 식물 추출물의 방사선 방어 효과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cimum flavonoids는 인도에서 오랜 동안 약용식물로 이용되고 있는 

Ocimum sanctum의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in vivo에서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DNA의 strand breaks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생물학  선량 평가에 용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리 방사선에 의한 세포 손상의 일차 표 은 유 물질인 DNA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사선에 의해서 유도되는 세포 사멸은 궁극 으로 DNA 손상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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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리방사선은 세포 종류에 상 없이 1 gray당 하나의 세포에서 1000개의 

single strand breaks (SSBs)와 25 ~ 40개의 double strand breaks(DSBs)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SBs는 리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징 인  상으로 만일 DSBs가 

수복되지 못하면 결국은 염색체 손상을 유발하여 세포가 죽게된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해

서 생기는 DNA의 strand breaks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를 

들어 alkaline unwinding, alkaline filter elution, alkaline DNA precipitation assay..... 등

이 있다. 단세포 겔 기 동법(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일명 comet 분석법은 

DNA의 strand breaks를 단세포 수 에서 직  찰할 수 있는 기 동 기술로 1984년 

Ostling과 Johanson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DNA strand breaks에 의해 잘려진 

DNA조각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기 동을 하면 혜성의 꼬리처럼 긴 잔 을 형성하게 

된다. Ostling과 Johanson은 기 동 동안 head로부터 떨어져 나온 DNA 편의 양이 방

사선 조사량과 비례 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찰하 다. 그 다음에 특히 선량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Hprt mutation frequency를 이용한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  hypoxanthine phosphoryibosyl guanine transferase (Hprt)유 자는 유  손상에 

한 요한 biomarker가 되고 있다. 이 유 자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율은 돌연변이 유

발물질에 노출된 정도에 비례한다. 

 

2) 국내의 경우

최근 국내 원자력 발 소의 시설 증 , 방사성동 원소 이용증가, 북한의 핵발 소 문

제  월성 원 사고 등과 같은 불의의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한 안 성 문제와 체계 인 의료 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에 있어 

이에 한 처 방안이 시 하다. 그러나 지 까지 방사선 피폭환자의 체내 오염을 방어

할 수 있는 배설제, 제염제  방호제의 개발 연구, 방사선 재해에 의한 피폭환자의 인체 

장해 회복 진을 한 의료 책 수립 연구와 같은 것들은 일부 심 있는 학자들에 의

해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최근 원자력 장기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일부에서 방사선 방어와 련된 기

인 분자 생물학  연구와 세포 조직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서 개발되고 있는 방사선 향 평가 기법들은 바로 방사선 방어 물질 탐색을 한 기  

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염색체 변이, FISH, apoptotic death assay, comet assay

등과 같이 방사선의 향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부에서나마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Hprt돌연변이 빈도 조사 방법도 본 실험실에서 set-up되어 있다. 이러

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일부 항산화제에 의한 방사선 방어 효과나 기타 한약제와 은행나

무잎 추출물의 방사선 방어효과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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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망

방사선 피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에 한 탐색작업은 미미하지만 꾸

히 진행되고 있고, 방사선 방어 물질 탐색에 필요한 방사선 생물학  기술들도 선진국 

수 에 비해 손색이 없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폭넓게 방

사선 방어 물질을 탐색한다면, 특히 우리나라에 고유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새로운 방어 물

질을 찾아낸다면 사회.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방사능 출 사고에 비하여 방사선 피폭을 감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

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 의 안 성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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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내 용   결과  

제 1  연구 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산화  손상억제 천연물 신소재를 탐색하고, 방사선에 의한 세포 

손상 지표를 개발하 다. 

제 2  연구 방법

1. 세포  천연물 신소재 

세포 (CHO)는 생명공학 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분양 받아서 사용하 다.

천연물로부터 신소재 물질을 탐색하기 해서 농 생활연구소로부터 다양한 식용화에 

한 추출물을 공 받는다.

2.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 실험을 해서 아주 학 병원의 Cs-137 방사선 조사 시설을 이용한다.

3. CHO세포의 세포 독성을 조사하기 해 colony forming efficiency를 측정

세포 독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colony forming efficiency (CFE)를 측정한다. 

CHO 세포를 H2O2로 처리하거나 방사선으로 조사한 다음,  200 ~ 400 cells/dish로 세포

를 plating한다. 5일 후 생성된 colony를 계수한다.

4. 세포의 증식률은 3T3-L1세포를 이용하여 MTT법으로 측정

세포가 증식하여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효소 활성이 왕성해진다. 따

라서 미토콘드리아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면 살아 있는 세포의 수를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세포의 증식률을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분석법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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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  고찰

  1. 연구 개발 결과

   1) 방사선의 CHO 세포에 한 독성 효과에 미치는 selenium compounds의 향

    가)  방사선의 세포 독성 효과

CHO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 후 세포독성을 CFE (colony forming efficiency)로 

측정하 다. 그 결과, 2Gy의 조사에서 약 50% 억제율을 보 다 (Fig. 1). 그러므로 다음 

실험부터는 약 2Gy의 선량을 선택하여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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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n Radiation-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나)  CHO세포에서 방사선에 의한 cytotoxicity에 한 Sodium selenite의 효과

방사선조사에 의한 세포독성에 해서 sodium selenite의 보호효과를 측정하 다. 

Sodium selenite 처리는 방사선 조사 1시간 에 농도별로 처리하 다. 그 결과, 

sodium selenite의 농도별로 세포 생존이 증가하 으며, 약 1μM에서는 약 1.5배 정도 

세포 생존이 증가하 다 (Fig. 2). 하지만 sodium selenite 10μM에서는 시료자체의 독성 

때문인지 세포생존률이 감소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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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sodium selenite on Radiation-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다)  CHO세포에서 방사선에 의한 cytotoxicity에 한 seleno-L-methionine의 효과

방사선조사에 의한 세포독성에 해서 seleno-L-methionine의 보호효과를 측정하

다. seleno-L-methionine 처리는 방사선 조사 1시간 에 농도별로 처리하 다. 그 결

과, seleno-L-methionine의 농도별로 세포 생존이 증가하 으며, 약 1μM에서는 약 1.5배 

정도 세포 생존이 증가하 다 (Fig. 3). 하지만 seleno-L-methionine 10μM에서는 시료자

체의 독성 때문인지 세포생존률이 감소하 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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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eleno-L-methionine (SM) on Radiation-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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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elenium의 방사선 조사 처리에 의한 cytotoxicity에 한 효과

Sodium selenite의 처리 시간에 의한 차이는 별로 없었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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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re-treatment period of selenium compounds on radiation-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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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의 CHO 세포에 한 독성 효과에 미치는 melatonin의 향

방사선조사에 의한 세포독성에 해서 melatonin의 보호효과를 측정하 다. 

melatonin 처리는 방사선 조사 1시간 에 농도별로 처리하 다. 그 결과, melatonin의 

농도별로 세포 생존이 증가하 으며, 약 1μM과 10μM에서 약 2배 정도 세포 생존이 증

가하 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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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Melatonin on Radiation-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3) 산화 스트 스에 의한 세포독성에 한 로폴리스 (propolis)와 Rose hipoil의 

방호효과

  

    가)  H2O2에 의한 CHO세포의 세포독성에 한 propolis의 보호효과

CHO 세포에 H2O2를 직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세포 생존율을 

MTT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 으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켰다. 특히 500μ

M의 H2O2를 처리하면 세포 생존율이 50% 로 감소하 다 (Fig. 7). 한편, H2O2를 처

리하기 24시간 에 0.3ng/ml과 1ng/ml의 로폴리스를 처리하면 H2O2의 세포 독성

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보호 효과를 보 다 (Fig. 8). 한 H2O2의 세포 독

성에 한 로폴리스의 보호 효과는 H2O2를 처리하기 어도 8시간 에 첨가해야 

나타났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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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2O2에 의한 CHO세포의 세포독성에 한 Rose hipoil의 보호효과

500uM H2O2를 24시간 CHO 세포에 처리하 을 때, 세포 생존률을 56% 는데, 

1ug/ml의 Rose hipoil을 24시간 에 처리한 경우 세포 생존률이 72%로 증가하 다 

(Fig. 6). 한 Rose hipoil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수록 H2O2의 cytotoxicity에 한 보호 

효과가 컸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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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ytotoxic effects of H2O2 on CHO cells. After incubation with H2O2 fo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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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Effects of time of propolis addition on H2O2-induced cytotoxicity of CHO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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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어 신소재 탐색  효능증  기술 연구를 수행하 다. 방사선 

방어 신소재로서 셀 늄 화합물 (selenite, selenomethionine), melatonin, propolis, rose 

hipoil의 방사선 방어효과를 평가하여 뛰어난 방호효과가 있음을 규명하 다.

한 방사선 방호효과 평가하기 한 동물세포 모델을 확립하 고, 방호효과를 극 화

하기 한 방사선 방호 물질 처리조건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하여 셀 늄 화합물, 멜라토닌 등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방사선방어 신소재에 한 기작해석  심도 있는 효능증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면 새

로운 고효능의 방사선방호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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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 용 계 획

(1) 기술  측면

1) 본 연구로 확립된 세포 모델은 새로운 방사선 방어 물질을 탐색하고 방어 기작을 규명

하는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방사선에 방호 효능을 가진 물질들을 병용 처리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기술은 암치

료와 같은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는 방사선에 한 방어를 연구하는 생명과학, 핵의학, 방사선 생물학 분야의 학

문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새로운 방사선 방어제의 자체 개발로 약제의 합성, 성분 분석 기술, 조제 기술  방어 

효과 규명을 한 생물공학 인 첨단기술의 개발은 의료산업의 활성화  원자력산업

의 자립화와 지속 인 발 에 기여할 것이다. 

  

(2) 경제.산업  측면    

1) 방사선 방어 효능을 가진 천연물을 이용하여 방사선 방어 식품을 개발한다면 방사선 

작업종사자나 유사시 방사선 피폭 환자,  방사선 진료환자의 방사선 장애를 최소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 의 안 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화

를 통한 경제  측면의 활성화도 기 할 수 있다.

2) 자연상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식용화로부터 방사선 방어에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

을 발굴하여 방사선 방어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자원의 효율  활용뿐 아니라 농가 소

득 증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천연물질로부터 새로운 방사선 방호 신소재물질을 발굴하여, 방사선 방어 식품을 개발

함으로써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에 한방사선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방사선에 의한 암치료시 환자의 방사선 피폭 감소에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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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주 기 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의 시제품으로 기 개발된 ‘HemoHIM’  

구성 생약재의 활성성분으로 확인된 다당체를 분리 정제하고, 이들을 화학   효소 으

로 수식하여 생리 활성에 여하는 활성 본체를 규명함으로써 HemoHIM의 생리 활성에 

여하는 다당체의 화학  특성  구조 해명을 하고자 하 다. 

생리활성 물질의 구조와 기능의 상호 계를 밝히는 것은 천연물로부터의 신물질을 개

발하는데 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유래 활성 다당의 연구는 구조 해명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국내에 련 문가가 극소수이며, 버섯유래 다당에 비해 상 으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단순 추출물  조다당 형태의 연구가 부분인 실정이다. 

시제품(HemoHIM)의 활용성 제고를 해서는 그 유효성분인 다당체의 구조규명이 필

수 으로 요구될 것임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유효활성 다당체의 구조  특성을 규명연구 

기반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 시제품  구성 생약재(당귀, 천궁, 백작약)로부터 면역활성 다당의 분리, 정제

  (용매 분획, Cetavlon fractionation, column chromatography, HPLC 등 )

￭ 다당체 유효 획분 선별  제반 화학  특성 규명

￭ 유효 다당체의 구조 해명 기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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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연구로는 표고버섯의 lentinan, 도꼬마리 추출물의 면역억제 작

용, 당귀추출물의 면역계 증강에 의한 B lymphocyte 증식효과 등 천연물로부터 보고되는 

macrophage 활성화 성분으로 식물 기원성 다당류들이 부분인데 특히 이들 다당류들은 

antitumor  anticomplement activity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며 antiviral activity, RES 

activation(reticuloendothelial activation), antiinflammatory activity, hypoglycemic 

activity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약재에는 생체에서의 기능이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분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추출, 분리  정제기술은 발 단계에 있으며, 활성물질의 

본체규명과 구조결정기술, in vivo test, 독성실험 등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 활성성분의 

작용기작  생체에서의 정확한 기능의 악이 어려워 이들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의 개발 

는 의약품 제제로서의 응용에 큰 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약재를 재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용도 개발이 필요하

나 이에 한 기 연구가 부족하여 이화학  특성, 가공 시의 생리활성 잔존성, 식품으로

서의 기호  능품질 등에 한 연구가 무한 실정이다.

최근에 세계 으로 식품소재나 천연물을 이용한 각종 건강식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소비자의 기호가 증가하는 상도 이들의 효과가 의약품과 같이 신속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 한 섭취를 통하여 면역강화, 액순환의 치유에 효험이 있다는 인

식을 갖기 떄문으로 보인다.

생약재에 한 약리, 생리활성에 한 많은 구 과 보고들이 있어 왔으며 생약재 함유 

유효 미량성분에 한 연구는 향후에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이 분야 연

구는 타 생물소재에 비하여 비교  미개척 분야로서 특이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신규화

합물이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리, 약리활성을 함유한 생약재 추출물의 의 산업

 응용은 정제도에 따라 기능성 식품으로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그룹은 최근 많은 해조류, 생약이나 식용 식물  균류들을 상으로 

macrophage  장 면역활성등 면역활성을 검색하여 활성이 우수한 재료들로부터 유효

다당의 분리, 정제  구조연구를 통하여 식품성분에 의한 생체조 기능 측면에서의 다양

한 근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본 과제 련 충분한 기 가 되리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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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 연구내용  방법 

  (1)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활성 물질의 추출  조다당 분리 

주 기 으로부터 공여받은 HemoHIM의 구성 생약재인 백작약(Paeonia japonica), 

당귀(Angelica acutiloba)  천궁(Cnidium officinale) 각각 9 kg 과 혼합시료 (3개 구

성 생약재 동량 혼합물) 9 kg을 10-20배 부피의 열수를 이용, 3-5시간 추출하여 열수 

추출물 (PJ, AA, CO, HH)을 조제하 다. (Fig. 1 참조) 각 열수 추출물은 감압 농축

기를 사용하여 고형분 함량 15-30 Bx가 되도록 농축하고 여기에 4배 부피의 95% 

ethanol을 가하여 침 시킨 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석  동결건조를 거쳐 

수용 조다당획분 PJ-0, AA-0, CO-0, HH-0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Component herbs (Paeonia japonica, Angelica acutiloba
Cnidium officinale, mixture of three component herbs) 

Decoction with hot water
Evaporation and lyophilization

Hot water extracts (PJ, AA, CO, HH) (15-30 Bx)

Ethanol precipitation (80%)
Standing, overnight
Centrifugation
Washing with 80% EtOH
Dialysis, three days
Lyophilization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Component herbs (Paeonia japonica, Angelica acutiloba
Cnidium officinale, mixture of three component herbs) 

Decoction with hot water
Evaporation and lyophilization

Hot water extracts (PJ, AA, CO, HH) (15-30 Bx)

Ethanol precipitation (80%)
Standing, overnight
Centrifugation
Washing with 80% EtOH
Dialysis, three days
Lyophilization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Fig. 1. Preparation procedures of water soluble crude polysaccharides from three 

component herbs of HemoHIM. 

  (2) 일반 분석 방법

총당 함량은 galactose를 표  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acid 법으로, 산성당 함

량은 β-D-galacturonic acid를 표  물질로 하여 m-hydroxybiphenyl 법으로, 단백질 

함량은 bovine albumin을 표  물질로 하여 Lowry법으로 각각 정량 분석하 다. 

한 3-deoxy-D-manno-2-octurosonic acid (Kdo) 유사물질의 신속한 정량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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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등이 사용한 thiobarbituric acid (TBA) 비색정량법을 실험실 여건에 맞게 변형하

여 사용하 으며 총 phenol 함량의 측정은 gallic acid를 표  물질로 하여 

Folin-Ciocalteu's reagent를 이용, 측정하 다.

  (3) 구성당 분석

다당 시료를 2 M trifluoroacetic acid로 121℃에서 1.5시간 가수분해시켜서 성당

(aldose)과 산성당(aldonic acid)으로 환시킨 후 NaBH4를 이용하여 각각 alditol  

aldonic acid로 환원시켰다. 이 게 생성된 alditol은 acetic anhydride를 이용하여 

alditol acetate유도체로 환시키고 gas-liquid chromatography (GLC)로 구성당을 분

석하 다. GLC의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표  구성당들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시료 의 구성당을 분석하 다. 구성당의 mol %는 peak

의 면 비와 각 구성당의 alditol acetate 유도체의 분자량으로부터 계산하 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component sugars

 Apparatus  GC M600D (Young-Lin Co. Ltd., Korea)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Young-Lin Co. Ltd., Korea)

 Column  SP-2380 capillary column (Supelco USA)

 Column size  0.25 ㎜ × 30 m ×0.2 ㎛ film thickness

 Oven temp.
 60℃(1 min) → 220℃(12 min) → 250℃(15 min)
          30℃/min         8℃/min

 Injector temp.  250℃

 Detector temp.  250℃

 Carrier gas  N2 (1.5 ㎖/min)

  (4) Splenic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

C57BL/6 mouse에서 비장을 출하여 lymphocyte를 획득한 후 구를 제거하고 

RPMI 1640으로 2～3회 세척하여 세포수를 2×10
6

 cell/㎖이 되도록 조정하 다. 이때 

얻어진 세포 부유액은 96 well plate에 100 ㎕씩 분주하고 10 ㎕의 시료용액을 첨가하

여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으며 그 증식 정도를 CKK-8을 이용

하여 비장 임 구 증식능을 측정하 다.  CKK-8법은 각 well에 CKK-8용액을 첨가

하여 4시간 배양 후, 형성된 수용성  formazan의 양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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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역 활성화 물질의 본체 규명

A. Periodate oxidation

시료(PJ-0, AA-0, CO-0, HH-0) 20 ㎎을 0.05 M acetate buffer (pH 4.5) 50 ㎖

에 녹인 후, 0.05 M NaIO4를 5 ㎖ 첨가하고 4℃의 암소에서 72시간 산화시켰다. 

이 산화물  잔존 NaIO4를 제거할 목 으로 ethylene glycol을 첨가한 후 투석을 

행하고 투석 내액에 NaBH4 20㎎을 첨가하여 하룻밤 교반시켜 환원시켰다. 반응액

은 0.1 M acetic acid로 화하여 투석  동결 건조를 행하여 periodate 산화물을 

얻었다.

B. Pronase digestion

시료 20 ㎎을 0.01 M CaCl2를 포함한 0.05 M Tris-HCl buffer (pH 7.5) 50 ㎎에 

녹인 후 20 ㎎의 pronase를 첨가하고 37℃ incubator에서 48시간 반응시키고 잔존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목 으로 5분간 끓인 후 원심분리하 다. 상등액은 투석과 

동결 건조를 행하여 pronase 소화물을 얻었다.

C. Chlorite treatment

시료 20 ㎎을 4% acetic acid 50 ㎎에 녹인 후 NaClO2 100 ㎎을 첨가하고 색이 

변할 때까지 70℃에서 교반시켰다. 이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3 N NaOH를 첨

가하여 화시키고 투석  동결 건조를 거쳐서 chlorite 처리 획분을 얻었다.

D. 각 화학  효소 처리 획분의 활성 비교

PJ-0, AA-0, CO-0  HH-0 이들의 periodate, pronase, chlorite 처리 획분은 

동일 농도에서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를 행하여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활

성의 본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하 다.  

E. β-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한 single radial gel diffusion

시료  arabinogalactan 형태의 다당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시료 5 μg

을 β-goucosyl-Yariv antigen [10 μg/ml, 1.3.5-tri-(4-β-D-glucopyranosyl- 

oxyphenylazo) 2.4.6- trihydroxybenzene]을 함유한 agarose plate상의 well에 첨가 

후 실온에서 하룻밤 방치하여 반응시키고 형성된 hollow를 분석하 다. 이때 조

군으로 gum arabic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함께 분석하 다. 

  (6) 면역 활성화 다당의 정제

백작약, 당귀, 천궁  혼합시료에서 얻은 조다당획분 PJ-0, AA-0, CO-0, HH-0을 

면역 활성증류수에 녹인 후, 증류수로 평형화된 DEAE-Sepharose FF (Cl- form)에 

흡착시킨 후 증류수, 0.05, 0.1, 0.2, 0.3, 0.4, 0.5, 1.0, 2.0 M의 NaCl로써 단계 으로 용

출시켰다. (Fig. 2 참조) 이때 얻어진 각 획분은 농축  투석 후 동결 건조를 행하여 

1개의 비흡착획분(XX-1)과 8개의 흡착획분(XX-2a ~ XX-2h)을 얻었으며 구성생약재

에 따라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의 획분명을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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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Ion-exchange chromatography 
on DEAE-Sepharose FF (Cl- form)

Unabsorbed fraction

Washing with H2O Elution with stepwise NaCl gredient

Absorbed fraction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

PJ-1
AA-1
CO-1
HH-1

PJ-2a
AA-2a
CO-2a
HH-2a

PJ-2b
AA-2b
CO-2b
HH-2b

PJ-2c
AA-2c
CO-2c
HH-2c

PJ-2d
AA-2d
CO-2d
HH-2d

PJ-2e
AA-2e
CO-2e
HH-2e

PJ-2g
AA-2g
CO-2g
HH-2g

PJ-2f
AA-2f
CO-2f
HH-2f

PJ-2h
AA-2h
CO-2h
HH-2h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Ion-exchange chromatography 
on DEAE-Sepharose FF (Cl- form)

Unabsorbed fraction

Washing with H2O Elution with stepwise NaCl gredient

Absorbed fraction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

PJ-1
AA-1
CO-1
HH-1

PJ-2a
AA-2a
CO-2a
HH-2a

PJ-2b
AA-2b
CO-2b
HH-2b

PJ-2c
AA-2c
CO-2c
HH-2c

PJ-2d
AA-2d
CO-2d
HH-2d

PJ-2e
AA-2e
CO-2e
HH-2e

PJ-2g
AA-2g
CO-2g
HH-2g

PJ-2f
AA-2f
CO-2f
HH-2f

PJ-2h
AA-2h
CO-2h
HH-2h

Fig. 2. Scheme for purification of the crude polysaccharides from three component 

herbs of HemoHIM. 

  (7)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정제 획분  높은 면역 활성화능과 수율을 보인 

0.2 M  0.3M 획분(XX-2c, XX-2d)은 분자량 분포확인을 해 Table 2에 나타난바

와 같이, size exclusion limit가 상이한 3개 column을 연결하여 HPLC를 행하 다. 분

자량 분포 확인에는 표  pullulan series (P400, 200, 100, 50, 20, 10  5)를 이용하

여 각각의 retention time를 구한 후, 분자량에 한 Kav 값을 산출하여 얻은 표  곡

선으로 부터 환산하여 결정하 으며, 이에 따라 각 획분에 한 resin을 선택

(Sephacryl S-300, Biogel P-100등)하여 재 겔여과를 행하고 있다.      

Table 2. Analytical condition of HPLC 

Apparatus HPLC-9500 (Young-Lin Co. Ltd., Korea)

Detector Refractive index (RI, Waters, USA)

Column
Asahipak GS-520 + GS-320 + GS-220 packed column 

(Asahi Chemical Industry Co, Ltd., Japan)

Column size φ7.6×300 ㎜

Folw rate 0.5 ㎖/min

Eluent 0.2 M NaCl

Intergrator Autochro data module (Young-Lin Co. Ltd., Korea)

Injection vol.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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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 연구수행 결과

  (1)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조다당 획분 분리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HemoHIM의 다당체 구조 규명을 해 구성 생약재인 백작

약, 당귀, 천궁  이들의 혼합 열수 추출물을 조제하고, 이로 부터 조다당 획문을 분

리고자 하 다. 건조된 각 시료 9 kg에 10-20배 부피의 열수를 이용, 추출하여 물추

출물(PJ, AA, CO, HH)을 조제하고 여기에 4배 부피의 ethanol을 가하여 침 시킨 

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척, 투석  동결건조를 거쳐 조다당획분(PJ-0, 

AA-0, CO-0, HH-0)을 얻었다. 

각각의 열수 추출물과 조다당 획분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성당 85.32-92.73%, 산성당 4.25-7.88%, 단백질 0.16-4.02%의 조성을 

보 으며 총polypenol 2.09-5.37%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성은 HemoHIM  구성생약재의 열수추출물의 구성이 고등식물의 1차 

세포벽(primary cell wall)과 엽(middle lamella)에 주로 존재하는 다당류인 다양한 

종류의 펙틴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펙틴(pectin)을 포함한 펙틴

물질(pectic substances)들은 고등식물의 1차 세포벽(primary cell wall)과 엽

(middle lamella)에 주로 존재하는 다당류
(6)

로써 식물세포벽의 구성다당류  가장 복

잡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펙틴물질은 과거 D-galacturonic acid (galA)가 α-1,4 결

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물질(α-D-1,4-polygalacturonic acid)로, 구성 galA의 carboxyl

기가 methylester화 되어 있거나 염형태, 혹은 free acid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펙틴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체분자의 많은 부분은 homogalacturona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

기에 다양한 oligo-  polysaccharide로 분지된 rhamnogalacturonan류가 공유 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HemoHIM과 구성생약재에서 보이는 

강력한 면역 활성은 물추출이 용이한 pectic polysaccharide의 구조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able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물체에서 잘 찰되

지 않는 KDO 유사물질이 미량 검출됨으로써, 이들 다당내에 rhamnogalacturonan II 

구조를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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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hot water extracts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HemoHIM and component herbs

     (A) Hot water extracts

Hot water extract

백작약(PJ) 당귀(AA) 천궁(CO) 혼합(HH)

  Neutral sugar 87.86 92.73 87.88 85.32

  Uronic acid 5.77 4.25 5.60 4.94

  Protein 1.55 0.16 2.33 3.75

  KDO-like material 0.43 0.26 0.32 0.61

  Total polyphenol 4.39 2.59 3.87 5.37

  Sum 100.00 100.00 100.00 100.00

     (B)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백작약(PJ-0) 당귀(AA-0) 천궁(CO-0) 혼합(HH-0)

  Neutral sugar 86.30 86.76 86.11 87.71

  Uronic acid 7.88 7.82 6.84 5.13

  Protein 3.47 3.33 3.18 4.02

  KDO-like material 0.00 0.00 0.00 0.00

  Total polyphenol 2.35 2.09 3.86 3.15

  Sum 100.00 100.00 100.00 100.00

 

  

  (2) HemoHIM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의 구성당 특징 

HemoHIM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PJ-0, AA-0, CO-0, HH-0)은 각각 가수

분해하여 alditol acetate로 유도체를 조제하고 GC에 의해 구성당의 조성을 살펴본 결

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조다당 획분들은 공통 으로 arabinose, galactose

를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rhamnose, galacturonic acid, glucose등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다. 각 생약재  구성 생약재 획분에서 arabinose, galactose  

rhamnose, galacturonic acid가 주구성당으로 평가된 사실로 미루어 이들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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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ic substance  rhamnogalacturonan 형태의 다당이 상 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으며, 고도로 분지된 arabinogalactan이 side chain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

다.  일반 으로 pectic poysaccharide는 homogalacuronan에 rhamnogalacturonan I 

(RG-I)  rhamnogalacturonan II (RG-II)가 공유 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

는데 특히 RG-I의 경우 rhamnogalacturonan core에 arabinan, galactan, 

arabinogalactan  oligosaccharide류가 고도로 분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다당의 구성특성으로 볼 때 RG-I에 존재하는 arabinogalactan이 주 

구성인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은 활성이 높은 다당의 정제 획분의 구조분석 이

후에만 확실한 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Table 4. Component sugar analysis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HemoHIM and component herbs

                                                                       (Mole%)

 Component sugar PJ-0 AA-0 CO-0 HH-1

Rhamnose      13.2 18.2 15.4 16.2

Fucose 2.3 4.3 3.7 4.0

Arabinose 26.5 22.4 30.2 27.4

Xylose 2.8 6.7 4.5 5.1

Mannose 6.4 4.5 2.8 4.8

Glucose 6.7 7.1 6.2 6.1

Galactose 33.7 28.5 29.8 30.9

Glucuronic acid

 +Galacturonic acid
8.4 8.3 7.4 5.5

  

  (3) β-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한 조다당의 sigle radial gel diffusion 

(구조 측)

HemoHIM의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은 arabinose와 galactose가 높은 비율

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arabinogalactan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β

-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 반응성 실험을 행하 다. Positive control로 gum 

arabic을 사용하여 5, 2.5, 1.25, 0.625, 0.3105 μg을 각각 loading하고 결과를 찰하

으며 PJ-0, AA-0, CO-0는 각각 5 μg양을 loading 하 다.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

이 gum arabic은 halo의 지름의 제곱에 직선 으로 반응한 반면 PJ-0, AA-0, CO-0

는  halo를 형성하지 않음으로써(사진 부분) arabino-3.6-galactan 구조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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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Clarke 등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arabinogalactan을 크게 3개 group로 분류한 바 있

는데 type I은 arabino-4-galactan, type II는 arabino-3,6-galactan, type III는 

arabinogalactan side chain을 가진 다당체로 보고한 바 있다.  활성 다당들이 β

-glucosyl-Yariv antigen과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어도 type 

II의 arabinogalactan은 아니거나 구조 으로 반응되지 않도록 치환되어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Fig. 3. Single radial gel diffusion of β-Glucosyl Yariv antigen with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component herbs of HemoHIM. 

  (2) 조다당획분의 면역활성 본체검토의 검토

HemoHIM  구성 생약재의 조다당획분은 화학 조성 분석 결과 다당성분 이외에 

단백질 성분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으며 짙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성

으로 단할 때 시료 의 활성이 다당부 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 외의 성분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다당의 당 부 를 산화 개열시키는 periodate처

리와 단백질부 를 가수분해하는 protease처리  polyphenol류를 산화시키는 chlorite

처리를 행한 후 활성을 비교하 다.(주 기  측정, 자료 참조 요망) CKK-8 수용성 

formazan 형성 방법에 의한 lymphocyte proliferation 정도를 측정한 결과, 미처리 조

다당획분의 면역활성은 protease의 처리한 경우 미처리 조다당획분의 면역활성에 비

해 상승 내지는 감소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periodate 산화물과 chlorite 처리 경우

에는 격한 활성의 감소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활성에 주요 기

여하는 부 는 다당류 는 polyphenol 화합물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chlorite 

처리 시에도 다당 부 의 손상이 견되고 polyphenol 함량이 소량인 으로부터 

단할 때 주 활성 본체는 다당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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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활성 다당의 정제

HemoHIM  구성 생약재의 각 조다당획분들은 정제를 해 DEAE-Sepharose FF 

(Cl- form)로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시행한 결과, 각 시료마다 1개의 비

흡착획분(PJ-1, AA-1, CO-1, HH-1)과 8개의 흡착 획분(PJ-2, AA-2, CO-2, HH-2 

series)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의 정제 scheme 참조) 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된 산성 

조다당의 분리에서는 이온강도가 상이한 용매로 stepwise gredient로 용출 시켜야 분

리가 용이하므로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의 NaCl 

용액으로 각각 용출하 다.  Fig. 4. ~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료는 각 용매로 용

출 시켰을 때 복잡한 peak pattern을 보이며 용출 되었다. 그러나 체 으로 증류수

로 용출한 비흡착 획분(PJ-1, AA-1, CO-1, HH-1)과 0.05 M Nacl 용출 획분(PJ-2a, 

AA-2a, CO-2a, HH-2a), 0.2 M 용출 획분(PJ-2c AA-2c, CO-2c, HH-2c)  0.3 M 

용출 획분(PJ-2d, AA-2d, CO-2d, HH-2d)이 높은 다당 수율을 보 다.  한편 고농도 

NaCl용액에서 용출된 획분들의 경우, 수율은 낮으나 복잡한 protein성 peak 형태를 보

다. 그러나 이들의 chromatogram을 조사한 결과 280 nm에서 측정된 protein peak

는 실제 protein이 아니라 시료가 짙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어 자외 역에서 검출된 

색소물질이 부분이었다. 이는 재료  함유되어 있던 polyphenol성 화합물들이 열수 

추출과정에서 산화, 합한 착색물질로 단되었다. 

(Paeoniace japonica + Angelica acutiloba + Cnidium offic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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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HemoHIM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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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on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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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Paeonia japonica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Angelica acutil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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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Angelica acutiloba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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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dium offic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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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Cnidium officinale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정제된 각 획분을 상으로 면역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8

에 나타난 바와 같다. Lymphocyte proliferation 활성의 경우 각 획분들은 어느정도 

활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은 활성다당의 정제 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구조가 약간 상이하고 분자량의 차이등에 의해 다당의 생리활성

이 약씩 차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역 활성의 경우에는 체 으

로 높은 염농도로 용출한 획분일수록 단  량당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이들의 체 건조 시료의 수율은 극히 미량이며 산화된 polyphenol의 합체로 여겨

져 이후 실험에는 부  한 것으로 단되었다. 수율과 활성 모두를 고려했을 경우, 

구조 분석을 한 정제획분의 선별은 비흡착 획분과 0.2 M  0.3 M 용출 획분이 

합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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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ymphocyte proliferation activities of the subfractions obtained by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s from HemoHIm and three component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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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본 연구개발은 1년 연구기간으로서 가시 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힘들었던 것으로 단되

며, 헤모힘의 다당체의 활성부  구조규명 후속 연구개발을 한 기반 확보에는 충분히 성공된 

것으로 단된다. 특히 헤모힘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있어서 다당체의 역할이 매우 크게 때문에 

그 구조  특성 규명연구의 기 연구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헤모힘의 활용성 증진을 

한  이는 헤모힘의 후속연구 수행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시제품  구성 생약재로

부터 면역활성 다당의 분

리, 정제

-시제품  구성생약재 추출조건 열수 

추출 조건 확립

-열수추출물에서 다당체 분리조건 설정

-분리 조다당으로부터 다당 획분 정제

70% 90%
활성을 갖는 획

분 다수 출

다당체 유효 획분 선별 

 제반 화학  특성 규

명

-화학 특성 검토

-면역활성 우수획분 선별, 특성검토
15% 100%

유효 다당체의 구조 해명 

기 자료 분석

활성의 본체 확인

 : periodate, pronase, chlorite 처리후 

  활성 비교, arabino-3,6galactan 존재

  확인

15% 100%

총계 10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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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개발 내용은 원료의 처리에서 제품화 단계까지 다양한 연구기법과 공정기술이 사

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조건 설정에 따른 활성물질의 배가방안과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소재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기술 , 경제․산

업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련 ․산․학․연계에 제공할 것으로 기 됨.

(1) 경제 ․산업  측면

본 과제에서 진행 인 HemoHIM은 2006년 식약청으로부터 ‘HemoHIM 당귀등 혼합추

출물(제2006-17호)’로 기능성 원료분야에서 개별인증을 획득한 바 있음. 따라서 단순 생약

재에서 고부가치성 기능성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 으로 큰 의의가 있음.

생약재 원료 이외에 다른 농산물에도 유효물질 분리기술을 목할 수 있으므로 농산 부

산물 는 농산가공 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음.

신규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별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의 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본 HemoHIM은 면역기능 활성화, 특히 NK-cell을 강력히 활성화한다는 연구등이 기 완료되어 

있으므로 면역요법을 통한 항암제로써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음.

본 연구결과로서 측되는 생리활성 효과를 바탕으로 방의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추출물을 함유하는 단순식품 형태로의 개발도 가능하리라

고 단됨. (껌, 캔디, 잼, 된장, 드링크, 우유, 요구르트, 술, 빵, 차, 쥬스 등) 그럴 경우 매출 실

의 큰 증가도 상 가능함.

암환자  암 제 수술 후의 환자용 치료환자식으로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용도개척  매도 

가능할 것으로 단됨.  

  

(2) 기술  측면

식품에 사용되는 상물질의 가장 요한 것은 안 성이다. 본 과제의 상이 되는 구성 

생약재 3종은 통 한방  민간에서 약재  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로 안 성이 기 

확보되어 있고, 면역활성등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유사한 천연물 유래 생리

활성 물질 개발에도 그 기술이 용 가능할 것임.

생약재로부터 유용물질을 추출 는 분리하는 기술의 단순화를 꾀함에 따라 유용한 물질

을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얻는 획득기술이 다른 유용물질 생산  분리에도 용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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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물질 생산 기술을 제약 등의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음.

구조분석을 통한 신규 응용  제법 특허출원 : 그간 생약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한 특허

등록은 주로 추출  조추출물의 응용성에 이 있으며, 구조분석이나 화학  특성분석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차년도 고분자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로 특허화가 가능

하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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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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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15M․Y 계 :100,000 천원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참여기업

색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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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체시험, 면역, 조 ,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

어 : human study, immune, hematopoiesis, herbal preparation, HemoHIM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의 면역조 기능 하  건강인  일반인에 한 면역조 기능 개

선  항산화 효과 인체시험 검증

∙백 구수 5000개 ~ 10000개/ul 인 자원자 모집  시험 설명, 동의서 작성

∙자원자를 상으로 피험자 요건에 맞는 피험자 선발

∙피험자를 상으로 시료 섭취   섭취 1, 2 개월후 액을 채취하여 액 지표 검사수행

  - 액세포수 측정, 청 생화학 수치(간/신장기능 지표) 측정

  - 액세포의 면역활성 측정

  - 액내 항산화 활성 측정

∙인체시험 자료 분석을 통한 시료의 면역조 기능개선  항산화 효능 종합 평가

 2. 연구결과
∙88명의 자원자를 무작  배정에 의해 헤모힘 6g/일, 헤모힘 12g/일, 약군으로 나 어 수행

∙ 액세포(백 구, 림 구)증가 효과: 헤모힘 6g/일  12g/일 섭취군에서 림 구의 증가는 보이

지 않았으나 백 구 수는 증가되었고, 구 련 수치는 뚜렷한 경향이 찰되지 않음.

∙면역세포활성 증가 효과: NK세포 활성은 헤모힘 섭취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찰되었으며 , 

면역세포활성지표인 IFN-γ, IL-12 활성도는 시료섭취기간  시간에 따라 증가하 음 

∙ 액내 항산화 지표 변화: 항산화지표(항산화능(TAS))에서는 헤모힘 섭취에 의한 개선 효과가 

찰되지 않았음.

∙안 성 검증: 간  신장기능 련 청생화학수치 검사결과와 일반 임상증상 문진을 통해 헤모

힘의 부작용이 찰되지 않아 안 성을 검증

 3. 기 효과  활용방안
- 연구의 결과는 본 시료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됨

-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

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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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발  과제의  개 요

 최근 질병의 방  치료에 독성이 거의 없는 천연물질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 의해 식품과 생약제제를 심으로 한 천연물들이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에 높은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들의 양생리  약리기  한 연구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천연물로부터 생체조   생체방어 시스템을 항진시키는 생리활

성물질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어 건강식품이나 천연물 치료제로서 산업화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학 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이 난립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  효능에 

한 과학 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천연물의 방사선  항암제에 한 면역 조 계 조 효과  

치료 부작용 경감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면역  조 기능이 생체

내의 주요 방어시스템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의 방  건강증진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있어서 면역  조 기능 증진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장기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생약재 3종(당귀, 천궁, 백작약)을 이용하여 면역조 증진  산화  생체손상 효능을 동시

에 나타낼 수 있는 생약복합물 HIM-I을 개발하 다.

 방사선 생체손상의 방  회복을 해서는 일차 인 조직의 손상 방뿐 아니라 이차

인 면역 조 계의 조 이 더욱 요하고 면역조 기능이 다양한 생체질환의 방  개선

에 추 인 작용을 한다. 이러한 에서, HIM-I로부터 면역조 증진 효능이 더욱 강화

된 새로운 생약복합조성물을 개발하고자 HIM-I에 그 조다당 분획이 첨가된 생약복합 조성

물(HemoHIM)을 개발하 다.

본 과제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건강기능식품 는 항암치료 보조제로서의 

실용화를 한 기반을 확보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1.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생체효능을 평가하고 최  용방법을 확립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면역조 기능이 하된 방사선 조사 는 항암제 

(cyclopho-sphamide) 투여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HemoHIM의 경구섭취에 의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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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포 재생성  면역기능 회복 효과를 검증하 다. 한 항암면역반응 증진 용조

건을 확립하기 해 마우스 모델에서 암 이식 후 생존률과 항암면역세포의 활성 증

진효과를 살펴보았다. 한 산화  손상이 유발된 마우스모델에서 산화  손상 억제 

효과를 검증하 다 

2.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면역조 증진  항산화 유효성분을 동정하고, 기능성 

지표성분에 한 함량기 을 설정하여 품질 리 기 을 확립하고자 하 다. 한 제

조공정에 따른 유효성분 함량  효능변화를 근거로 최  생산공정을 확립하 으며, 

다양한 제형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용화를 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3.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안 성 확보를 하여 장기섭취시의 안 성, 최기형성  국소

독성에 한 안 성을 평가하 다.

4. 항암치료보조제로서 HemoHIM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기 하여 방사선 는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상으로 HemoHIM의 병용섭취에 의한 면역조 장해 개선 임

상평가를 수행하 다. 

5. 면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인체시험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면역 

조 기능 하 건강인을 상으로 HemoHIM 섭취에 의한 면역세포수  면역세포

활성 개선효과를 평가하 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 조성물(HemoHIM)의 면역 련 기능성 지

표 (biomarker)를 이용하여 HemoHIM의 면역력 증진에 하여 체내에서의 유효성과 안

성을 무작 배정 이 맹검, 약 조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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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 ․ 외  기술개 발  황

미국에서의 기능성식품에 한 연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1990년부터 “designer fo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성식품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질병의 

방  치료를 하여 천연물 는 식품소재 유래의 생리조 물질을 이용하는 체의학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통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진 생약재와 복합물의 생리조  활성에 

한 연구는 주로 일본, 국, 한국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 인 효능 검증과 동시

에 새로운 생리활성 규명에 한 연구도 꾸 히 진행 이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속히 확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과학 으로 효능이 검증된 기능성식품에 있어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

품에 한법률“이 발효되어 그 기 시행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인삼 등 통 생약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건강에 한 심의 증가와 생활수 의 향상으로 건강식품에 한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각종 천연물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면역조 기능은 각종 질환의 

방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  효능이 검증된 면역조 기

능증진 기능성식품에 한 수요가 크게 증 될 것으로 상된다. 기존 면역조 기능 증진 기능

성식품으로는 인삼제품,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제품, 알로에 제품 등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매되고 있다. 기존의 면역증강 기능성식품을 포함한 기능성식품은 국내에서 이 에 건강보조

식품으로 많이 상품화가 이루어졌었으나 과학 인 효능검증이 미비하고 단순추출물 형태의 제

품이 많아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이후 그 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확 되는 건강식품 시장의 추세와 건강식품에 한 과학  효능검증을 요구하는 제

도  추세에 비추어 인체시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검증은 제품의 실용화에 필수 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특히 면역조 기능 증진 기능성식품에 한 

국내에서의 인체시험을 통한 과학 인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 내 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을 통한 과학 인 효능 검증을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받은 제품은 소

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상되며 상용화하는데 큰 이 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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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내 용   결과  

제 1  연구 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본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의 인체내에서의 면역  조 기능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면역세포수 5000~10000개/ul인 자원자를 상으로 HemoHIM 

섭취에 따른 면역세포수, 면역세포활성, 액 내 항산화 지표의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 시험 상자 모집  동의서 작성

 -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인 건강인   건강인  임상시험 참여 자원자 모집

 - 연구 목 , 내용  시험 방법 설명  동의서 작성 (부록 1. 연구과제 상자 동의서 참

조)

2. 시험그룹 배정, 헤모힘 섭취  액채취

 - 상자들을 약섭취군, 헤모힘 6g/일 섭취군, 헤모힘 12g/일 섭취군 등 3개 그룹으로 

나 어 2개월간 약  헤모힘 섭취

 - 약  헤모힘 섭취  1회, 섭취후 2회 액 채취

3. 액검사

 - WBC, RBC, hemoglobin, platelet, lymphocyte 등 구 련 수치 측정

 - GOT, GPT, ALP, γ-gt, total bilirubin 등 간기능 련 지표 수치 측정

 - creatine, BUN 등의 신장기능 지표 측정

 - 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하여 NK 세포 활성, mitogen (Con A)에 의한 림 구의 증식

능  cytokine (IFN-γ, IL-12) 분비 측정

 - 액에서 장을 분리하여 IFN-γ, IL-12, IL-4  항산화지표 (total antioxidant 

status-TAS) 를 측정하고 타액을 채취하여 cortisol을 측정

4. 헤모힘 섭취에 의한 면역조   항산화 지표 개선 효과 검정

 - 헤모힘 섭취 후, 섭취용량별 지표 변화 통계  유의성 검정  경향 찰

5. 헤모힘 섭취에 의한 부작용 유무 찰

 - 간기능  신장기능 지표, 의사 상담, 복용설문서 분석을 통한 부작용 발생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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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

 1. 시료 제조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를 (주)선바이오텍으

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 다.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

(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궁(Chuanxiong, Cnidium offinale Makino)의 근

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고 4시간 열탕 추출하 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생약복합물 HIM-I을 얻었다. HIM-I의 일부를 취하여 4배 부피의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 이하에서 16시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 된 조다

당 분획(HIM-I-P)을 수거하 다. 수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

하여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을 제조하 다. 약(Placebo)은 식용으로 가능한 독성이 없

는 생약재 2종을 이용하여 제조하 으며, 시험 내 면역활성화 시험과 항산화 시험을 통하여 

헤모힘에 비해 10% 이하의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2. 시험 상자 모집  시료 투여

본 연구는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연구로 진행하 으며, 강남성모병원 임상시험심

사 원회(IRB)로부터 인체시험의 수행을 승인받아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심으로 수행하

다(IRB 승인 련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인체시험 자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 인 자원자를 모집하 고 자원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시험 차, 

시험 시작  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의 책에 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부록 1 참조)를 자가기입하게 하여 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험에 참여시켰으며 

약섭취군, 헤모힘 6g/일 섭취군, 헤모힘 12g/일 섭취군 세 그룹으로 무작 으로 배정하

다. 상자들은 사  액채취 후 2-3주후부터 2개월간 약 는 헤모힘을 섭취하 다. 모

든 시험 상자들은 액채취  복용설문서(부록 3 참조)를 작성 후 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부작용 발생 유무를 확인하 다.

총 120명이 시험 상자로 자원하 으며 이  개인  사유에 의한 참여 단자 8명, 여 상자 

기 에 부 합한 자원자 (질병치료, 기 치 미달자   약물복용자) 12명을 제외하여 총 100

명을 시험 상자로 선정하 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개인사정( 액채취시 고통, 시료섭취의 

번거로움, 해외출장)으로 자발 으로 참여를 단한 자 10명,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품 

복용자 2명을 제외하여 최종 98명( 약섭취군 28명, 헤모힘 6g/일 섭취군 30명, 헤모힘 12g/

일 섭취군 30명)에 한 시험 결과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개인별 상세 탈락사유는 첨부자

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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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액 채취  장 시료 비

액채취는 일반 액검사 방법에 따라 팔의 정맥(cubital vein)으로부터 채취하 으며, 섭취

, 섭취후 1개월, 2개월 째에 채취하 다. 구세포수 측정의 경우에는 EDTA가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즉시 임상용 구분석기를 사용해 분석하 으며, 간기능  신장

기능 수치 측정의 경우에는 blood clotting agent가 들어있는 tube에 채 하여 청을 분리하

여 임상용 청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해 분석하 다. 면역세포활성을 측정의 경우에는 heparin

이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냉장보  후 1시간 이내에 시험을 수행하 다. 항산화 

활성 측정의 경우 EDTA가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1-2분내에 장을 분리후 TAS 

측정의 경우에는 -20℃에 냉동 보 하 다.

 4. 액세포수  청생화학치 측정

액학  수치  청생화학 수치는 액채취 직후 강남성모병원에서 임상용 구분석기 

 청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액학  지표로는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WBC의 아군별 differential count를 측정하 으며, 청생화학  지표는 

간기능 련 수치(GOT, GPT, ALP, total bilirubin, γ-gt)와 신장기능 련 수치(creatine, 

bun) 등을 측정하 다.

 5. 면역세포 활성 측정

   가. 말 액으로부터 림 구 분리

상자로부터 채취한 말 액을 동량의 HBSS로 희석한 후 Ficoll-Hypaque에 얹어 400g

에서 30분 원심분리하여 림 구를 분리하 다. 분리한 림 구는 완 배지에 부유시켜 사

용하 다.

   나. NK세포 활성 측정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완 배지에 재부유시켜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표 세포는 

K562 세포를 Na2
51

CrO4(200 uCi/ml)로 37℃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 다. NK 세

포의 활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51

Cr이 표지된 target cells (2×10
5
/ml)과 effector 

cells(target cell : effect cell의 비율은 5 : 1, 10 : 1, 20 : 1)를 각각 0.1ml씩  시험 (96 

well-round bottomed plate)에 가한 후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상층액 

0.1ml을 취하여 γ-counter로 선량을 측정하 다. NK 세포활성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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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toxicity =

ER-SR
×100

MR-SR

여기서 ER(experimental release)은 실험군으로부터 유리된 상층액의 cpm, 

SR(spontaneous release)은 effect cells가 들어있지 않은 조군에서 유리된 상층액의 cpm

이고 MR(maximal release)은 target cells(2×10
4
 cells/well)에 triton X-100 1% 용액을 가하

여 얻었다. 

   다. Mitogen에 의한 림 구 활성 효과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ConA (Concanavalin A, Sigma)와 함께 배양하 다. 배양 후 2

일째 림 구의 증식 정도를  3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다. 림 구를 

96-well flat-bottomed microplate(Corning)의 각 well에 2×105개씩 완 배지로 희석하여 

분주하고, ConA (1μg/ml)를 각각 첨가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2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well 당 1.5 μCi의 3H-TdR (Amersham)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한 다음 

cell harvester (Inotech)를 이용하여 glass fiber filter strip에 세포를 수거하 다. 건조된 

filter paper를 떼어 scintillation vial에 옮긴 후 scintillation cocktail을 3 ㎖씩 넣고 β

-scintillation counter로 3H-TdR incorporation정도를 cpm으로 측정하 다. 

   라. ConA에 의해 활성화된 림 구로부터 분비된 cytokine 측정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ConA (1μg/ml)와 함께 배양하 다. IFN-γ, IL-12를 측정하기 

하여 배양 후 42시간째 배양액을 수거하 다. 배양액에 포함된 각 cytokine 측정은 

ELISA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하고자 하는 

cytokine의 purified antibody(capture antibody)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 polysorp)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Well

을 세척 후 1시간정도 blocking buffer(1% bovine serum albumin)를 처리하여 비특이  

결합을 억제하 다. 그 후 well을 세척하고 세포배양액을 각 well에 넣어 2시간동안 항체

가 coating된 항원과 결합하게 하 다. 그 후 peroxidase 는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를 

첨가하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방치 후 세척하 다. Peroxidase가 결합된 antibody는 바로 

TMB substrate를 첨가하고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는 SAv-HRP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

시킨 후 세척하여 TMB substrate를 첨가하 다. 약 10-30분 정도 후에 stop solution을 넣

고 ELISA reader로 450-57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표  cytokine 용

액 농도별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곡선을 작성하고, 시료군의 흡 도를 입하여 시료에 

포함된 cytokine의 양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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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산화 지표 측정

   가. 액시료 비

상자로부터 액을 항응고제(EDTA)가 함유된 vacutainer tube에 채취 후 즉시 10000g

로 1분 30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의 장을 분리하 다.    

   나. 장의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 TAS) 측정

장의 총항산화능(TAS)는 TAS kit (Oxysi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kit에

서 제공되는 trolox를 사용하 으며, 장의 TAS를 μM trolox equivalent로 환산하 다.

 7. 헤모힘 섭취에 의한 부작용 찰

사  검사  섭취후 검사시 복용설문서를 작성을 통하여 각 개인의 자가 증상을 확인 

후 이상 증상 발생시,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상 증상이 시료 섭취에 기인한 것

인지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여부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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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  고찰

 1. 시험 상자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의 건강인   건강인을 상으로 면역 

조 기능개선  항산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헤모힘 6g/일 섭취군, 12g/일 섭취군  약 

섭취군에서 액세포수의 변화, 면역세포 활성, 장내 항산화 지표 등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 다.

본 임상연구의 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자원자를 모집하 으며 자원자  액검사를 비

롯한 피험자기 에 만족하며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인 자를 피험자로 선발하 다. 모집

공고에 의해 자원자는 총 120명을 선발하 고 이  선정기  부 격자 120명과 개인사정에 

의한 불참자 8명을 제외한 100명을 시험 상자로 선정하 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개인사정

( 액채취시 고통, 시료섭취의 번거로움, 직장에서의 업무)으로 자발 으로 참여를 단한 자 

10명,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품 복용자 2명등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88명에 한 시험결

과를 분석하 다(개인별 부 격  탈락 사유는 첨부자료 2. 참조). 각 시험군별 상자 분포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group and age.

Experimental Placebo HemoHIM 6g/day HemoHM 12g/day

group Number Mean±SD Number Mean±SD Number Mean±SD

Age

  ～29 11 22.5±3.30 8 25.8±3.01 10 24.5±3.27

30～39 7 33.1±2.79 8 34.4±2.72 10 31.5±2.12

40～49 1 48.3±0.00 5 43.6±4.51 2 45.5±1.41

  50～  9 63.9±8.37 9 62.6±5.98 8 60.8±9.82

* 자원자 120명  개인사정의 의한 불참자 8명, 피험자 선정기  부 격자 12명을 제외한 100명을 시험 상

자로 선정하 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참여 단자 10명,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품 복

용자 2명 등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88명에 한 시험결과를 분석하 다. 상세 사유는 첨부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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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액학  수치 변화

   가. 백 구  림 구수 개선 효과

본 시료섭취에 의해 조 기능의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액학  수치를 확인하

고, 이  면역기능에 련된 백 구(white blood cell, WBC)  림 구(lymphocyte)수의 

변화를 찰하 다. 백 구 수치는 상자간의 수치의 편차가 커서 각 그룹간, 그리고 섭

취후 경과 시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  변화는 찰하지 못하 으나 (Fig. 1, Fig. 2., 

Table 2) 각 그룹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헤모힘 6g/일  헤모힘 12g/일 섭취군에서 

섭취용량  섭취기간에 따라서 백 구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찰되었으며 헤모힘 

12g/day보다 6g/day에서 다소 높은 증가를 보 다. 반면 림 구에서는 세 개군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Fig. 2)

   나. 기타 액학  수치 개선 효과

구(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lymphocyte 등의 다른 액학  수치에서 

약군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으나 (Table 2), 시료섭취 에 비해 각 수치는 

유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나 정상범  내에서 다소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이는 피험자

의 선정에 있어 정상범 의 상자를 선정하 으며, 각 군별 ․ 각 상자 개인별 편차가 

심하 던 결과라 생각된다.

   다. 결과에 한 고찰

액학  수치에 있어 각 군별 ․ 각 개인별 편차가 심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

를 얻지 못하 으나, 헤모힘 섭취에 의하여 림 구수의 증가는 확인하지 못하 으나, 백

구수의 증가는 찰할 수 있었고, RBC, hemoglobin,  platelet에서는 약군에비해 변화를 

볼 수 없었으나 시료섭취 , 후의 비교에 있어 다소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시료를 섭취함으로 면역조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

다. 본 시험의 피험자 선정기 에서 각 검사수치를 오차범  내에서 동일한 수치를 보이

며 생활패턴, 식사, 음주  기타 질병 등 한 동일한 피험자로 선정한다면 면역 조 기

능 개선효과에 있어 통계  검증이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1 -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0

2

4

6

8

Baseline 1 Month 2 Month

W
B

C
 c

ou
nt

 (X
 1

03 /u
l)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0

2

4

6

8

Baseline 1 Month 2 Month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0

2

4

6

8

Baseline 1 Month 2 Month

W
B

C
 c

ou
nt

 (X
 1

03 /u
l)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0

10

20

50

30

40

Baseline 1 Month 2 Month

%
 o

f 
L

ym
ph

oc
yt

e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0

10

20

50

30

40

Baseline 1 Month 2 Month

%
 o

f 
L

ym
ph

oc
yt

e

Time  
Fig. 1. Changes of white blood cell (WBC) number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Fig. 2. Changes of lymphocyte number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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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Group

Time points of blood collection

Baseline 1 month 2 month

WBC

(×1000/㎕)

Placebo 6.00±1.60 6.06±1.02 6.28±1.31

HemoHIM 6g/d 5.51±1.07 6.07±1.34 5.93±1.00

HemoHIM 12g/d 5.65±1.76 5.52±1.15 5.87±1.51

RBC

(×106/㎕)

Placebo 4.58±0.41 4.63±0.40 4.68±0.38

HemoHIM 6g/d 4.60±0.35 4.64±0.35 4.62±0.34

HemoHIM 12g/d 4.57±0.43 4.61±0.41 4.58±0.40

Hemoglobin

Placebo 13.53±1.33 13.84±1.26 13.95±1.35

HemoHIM 6g/d 13.89±1.01 14.18±1.02 14.07±1.10

HemoHIM 12g/d 13.73±1.32 14.00±1.32 13.91±1.35

Hematocrit

Placebo 39.94±3.35 40.05±3.34 40.76±3.24

HemoHIM 6g/d 40.89±2.93 40.96±3.05 40.88±3.09

HemoHIM 12g/d 40.53±3.49 40.64±3.34 40.54±3.49

Platelets

Placebo 245.64±37.45 256.50±39.25 255.07±39.95

HemoHIM 6g/d 249.03±40.71 257.13±47.85 250.67±50.24

HemoHIM 12g/d 238.27±38.42 247.37±51.98 239.43±49.04

Lymphocytes

Placebo 35.31±8.91 37.15±6.54 38.10±7.27

HemoHIM 6g/d 37.78±7.95 35.43±8.42 36.20±6.64

HemoHIM 12g/d 36.83±5.77 38.89±4.92 36.93±6.33

Table 2. Hematological values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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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세포 활성 변화

   가. NK 세포활성 개선 효과

항원의 체내 침입시 T세포의 분열을 진시키고 세포독성 T세포가 다른 세포와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의해 생성되는 NK세포는 체내 유입되는 항원을 1차 으로 방

어하는 세포이며 이러한 NK세포활성의 개선 효과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표 세포 K562 

세포를 사용하여 Cr
51

-release assay로 측정하 다. 그 결과, HemoHIM 6g/day HemoHIM 

12g/day 모두에서 약 복용군에 비해 시료의 복용횟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NK세포

의 활성은 증가하 으며 복용후 1달후 보다는 2달후에서 더 활성을 보 다. 반면 12g/day 

복용군에 비하여 6g/day 복용군에서 더 활성을 보 음을 확인하 다.(Fig. 3) 

   나.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

세포 활성 물질로 자극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을  ELISA를 통

하여 측정하 다. 즉, 면역세포를 ConA로 자극 하여 IFN-γ  IL-12를 측정하 다. 

1) IFN-γ의 생산 개선 효과

IFN-γ는 NK 세포, Th1형 반응을 유도하는 cytokine으로 여러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세

포활성물질이며 주로 Th세포  식세포가 분비한다. IFN-γ의 분비는 HemoHIM 

6g/day 섭취군  12g/day 섭취군 모두에서 복용 후 1달에서 높은 활성을 갖으나 복

용 에 비해 활성은 높으나 2달에서 1달에 비해 떨어졌음을 확인하 다. 한 

12g/day 섭취군에 비해 6g/day 섭취군에서 다소 높은 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Fig. 4).

2) IL-12의 생산 개선 효과

인터루킨 12는 Th1형 반응을 유도하고 IFN-γ와 IL-2를 활성화시키는 cytokine으로 Th 세포, 

식세포, 호산구들이 분비한다. IL-12는 HemoHIM 6g/day  12g/day 모두에서 

한 활성을 보 으며 시료 섭취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그 활성은 유의성있게 증가

하 다. 반면 IFN-V와 같이 6g/day 섭취군에서 12g/day섭취군에 비해 한 활성을 

보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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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emoHIM on NK cell activity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NK cell activity was determined by 
51

Cr-release assa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Fig. 4. Effect of HemoHIM on IFN-γ secretion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A for 46 hours and then IFN-

γ was determined by indirect ELISA. 



- 15 -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100

80

60

40

20

0

120

IL
-1

2 
co

nc
en

tr
at

io
n 

 (p
g/

m
l)

Baseline 1 Month 2 Month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100

80

60

40

20

0

120

IL
-1

2 
co

nc
en

tr
at

io
n 

 (p
g/

m
l)

Baseline 1 Month 2 Month

Time  

Fig. 5. Effect of HemoHIM on the ratio of IL-12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A for 46 hours and then IL-12 

was determined 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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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내 존재하는 cytokine양 변화

HemoHIM 복용후 면역세포의 활성여부를 알 수 있는 cytokine을 측정하기 하여 말

액을 채취하여 청을 분리한 후 IFN-γ, IL-12, IL-4를 측정하 다.

1) 장내 IL-4

액내 존재하는 IL-4 를 측정한 결과 6g/day, 12g/day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12g/day 섭취군의 경우 유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복용기

간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양상을 보 다.(Fig. 6).

2) 장내 IFN-γ  

IFN-γ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2달째에는 1달째와 바

교하여 1.2배정도 증가하 음을 볼 수 있으며 여타의 결과와 같이 6g/day에서 

12g/day보다 활성을 띠는 것을 찰하 다(Fig. 7.).

3) 장내 IL-12

약군에 비해 6g/day군과 12g/day군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 으나 2달째

에서는 1달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12g/day에서보다 6g/day 군에서 

더욱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찰되었다.(Fig. 8).



- 17 -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50

40

30

20

10

0

60

Baseline 1 Month 2 Month

IL
-4

 c
on

ce
nt

ra
tio

n 
 (p

g/
m

l)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50

40

30

20

10

0

60

Baseline 1 Month 2 Month

IL
-4

 c
on

ce
nt

ra
tio

n 
 (p

g/
m

l)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250

200

150

100

50

0

300

350

Baseline 1 Month 2 Month

IF
N

-g
 c

on
ce

nt
ra

tio
n 

 (p
g/

m
l)

Time  

Placebo
HemoHIM 6g/d
HemoHIM 12g/d

250

200

150

100

50

0

300

350

Baseline 1 Month 2 Month

IF
N

-g
 c

on
ce

nt
ra

tio
n 

 (p
g/

m
l)

Time  

Fig. 6. Effect of HemoHIM on the ratio of IL-4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Fig. 7. Effect of HemoHIM on the ratio of IFN-γ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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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HemoHIM on the ratio of IL-12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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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스트 스반응검사

피험자들의 스트 스를 측정하고 헤모힘 복용후 나타나는 항 스트 스 기능여부를 알아보

기 하여 매 방문시 스트 스지 표인 cortisol 을 측정하여 스트 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

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1) 타액에 존재하는 cortisol

약복용군, 6g/day군  12g/day 군에서 복용 , 복용후 1달, 2달 방문일 날  총 4

회의 타액을 받아 스트 스지표인 cortisol의 증감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군에 비해 

6g/day군  12g/day 군에서  섭취기간  시간에 비례하여 cortisol의 양이 감소함을 

보 으며 cortisol 역시 12g/day 군에 비하여 6g/day 군에서 더욱 감소함을 보

다.(Fig. 9)

Fig. 9. Effect of HemoHIM on cortisol of saliva.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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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산화 지표 변화

본 시험에서는 헤모힘 섭취에 의한 인체내의 항산화 련 지표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하

여 장의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 TAS)을 측정하

다.

1) 장내 총항산화능(TAS)

생체내에는 glutathione, vitamin E, uric acid 등 여러 항산화 분자물질과 항산화 효

소, 그리고 산화환원조  단백질 등의 여러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하여 세포내의 산화환

원 상태를 조 한다. 이러한 생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의 종합 인 항산화능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장내의 총항산화능(TAS)을 측정하 다. 

약섭취군 혹은 헤모힘 섭취군 등 모든 그룹에서 섭취 후에 장 총항산화능의 유의

인 변화는 찰하지 못하 으나 6g/day 의 경우 2달째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

는 것을 찰하 다.(Fig. 10.).

Fig. 10. Effect of HemoHIM on total antioxidant status of plasma..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1 and 2 months.

이상의 결과에서 헤모힘의 섭취는 총항산화능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 다. 한편, 헤모힘이 산화  스트 스가 부가된 시험 내 시험  동물시험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것을 고려해 볼 때, 헤모힘의 인체에서의 항산화 효과 평가를 해서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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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능이 하된 상자 혹은 운동부하와 같이 인 인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한 모델

에서 인체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헤모힘 섭취에 한 안 성 검증

   가. 청생화학치 분석에 의한 간기능  신장기능 변화에 한 독성학  안 성 확인

헤모힘 섭취가 간  신장기능에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청생화학치 분석을 

통하여 간  신장기능 련 지표를 분석하 다(Table 3) 그 결과 분석한 모든 지표(GOT, 

GPT, ALP, t-bilirubin, creatine, bun, glucose, albumin, protein, γ-gt, chlolesterol)에서 헤

모힘  약 섭취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HemoHIM 섭취는 독성학 으

로 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복용 설문서  의사 문진에 의한 헤모힘 복용 안 성 검증

사  검사  섭취후 검사시 상자별로 복용설문서를 작성하여 각 개인의 자가 증상을 

확인 후 특이 징후 호소시, 담당 의사와의 면담과 액검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특이 징후

가 시료 섭취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여부를 찰하 다. 그 결과 인체시

험 참여 시작 후 3명의 피험자에서 복용후 1주일간의 복통  설사, 3명의 복용후 1주일간

의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 으나, 담당의사와의 진찰을 통하여 약 는 헤모힘의 섭취에 

의한 부작용은 아니며 평소 생활습 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의 섭취에 의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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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um biochemical values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Parameter

(unit)
Group

Time points of blood collection

Baseline 1 month 2 month

ESR

(×103/㎕)

Placebo 12.09±10.66 11.61±9.63 12.43±10.79

HemoHIM 6g/d 11.57±8.67 12.83±12.61 13.17±12.13

HemoHIM 12g/d 13.20±10.96 12.40±10.32 12.97±12.11

Monocytes

Placebo 6.84±1.62 6.57±2.03 6.28±1.32

HemoHIM 6g/d 5.79±1.18 5.64±1.22 5.79±1.19

HemoHIM 12g/d 7.21±2.17 6.54±1.94 7.07±1.72

Eosinphils

Placebo 2.48±1.62 2.30±1.80 2.96±2.09

HemoHIM 6g/d 3.08±2.57 2.70±1.99 2.85±2.06

HemoHIM 12g/d 2.72±1.85 2.83±2.24 3.45±3.15

Basophils

Placebo 0.41±0.25 0.41±0.25 0.51±0.30

HemoHIM 6g/d 0.68±0.39 0.50±0.28 0.64±0.47

HemoHIM 12g/d 0.50±0.31 0.57±0.36 0.49±0.34

Sugar Fasting

(㎎/dL)

Placebo 92.18±7.61 94.44±10.30 92.22±9.67

HemoHIM 6g/d 94.38±7.55 94.18±6.75 96.30±9.94

HemoHIM 12g/d 93.15±8.68 94.42±9.32 90.84±7.24

BUN

(㎎/dL)

Placebo 12.93±3.64 12.88±3.54 13.20±4.33

HemoHIM 6g/d 13.23±3.24 13.43±3.01 12.61±2.43

HemoHIM 12g/d 11.96±2.41 12.20±2.79 12.20±2.57

Creatinine

(㎎/dL)

Placebo 0.79±0.13 0.82±0.15 0.84±0.15

HemoHIM 6g/d 0.83±0.12 0.82±0.13 0.85±0.12

HemoHIM 12g/d 0.80±0.12 0.81±0.11 0.81±0.10

Total Bilirubin

(㎎/dL)

Placebo 0.73±0.35 0.74±0.31 0.73±0.22

HemoHIM 6g/d 0.67±0.22 0.70±0.22 0.70±0.18

HemoHIM 12g/d 1.27±2.88 0.72±0.29 0.71±0.26

AST(SGOT)

(IU/L)

Placebo 21.18±6.42 20.96±7.62 20.79±4.96

HemoHIM 6g/d 21.70±6.50 20.60±5.16 20.52±3.74

HemoHIM 12g/d 22.53±12.04 26.30±25.30 22.73±12.36

ALT(SGPT)

(IU/L)

Placebo 16.00±7.29 16.96±13.51 17.25±10.68

HemoHIM 6g/d 17.67±8.50 17.00±11.38 17.23±6.72

HemoHIM 12g/d 22.67±28.33 27.90±47.22 22.70±24.25

CRP

(㎜/h)

Placebo 0.24±0.40 0.10±0.10 0.16±0.26

HemoHIM 6g/d 0.10±0.15 0.09±0.07 0.09±0.07

HemoHIM 12g/d 0.20±0.52 0.07±0.06 0.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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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인체시험 결과에 한 종합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 조성물(HemoHIM)의 면역 련 기능성 지표를 이용하여 시료의 

면역력 증진에 하여 체내에서의 유효성과 안 성을 무작 배정, 이 맹검, 약 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연구에 참여한 임상피험자는 공고문에 의해 자발 으로 120명이 참여를 희망하 고 이  

개인  사정에 의한 불참자 8명, “임상시험피험자 선정기 “에 부 합 정을 받은 12명을 

제외한 100명이 본시험에 참여하 고 이  질병 정, 잦은 채 등에 의한 탈락자 12명을 

제외한 88명이 마지막 방문까지 참여하 으며 그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군간, 상자간 수치의 편차가 커 백 구  림 구의 각 그룹간의 변화는 볼 수 없었

으나 HemoHIM 6g/day 섭취군의 경우 시료 섭취 과 후를 비교하면 섭취 1달후에는 다

소 높은 것을 확인하 으며(Fig. 1, Tab. 2), 12g/day 섭취군의 경우 2달째에서 다소 높아

졌음을 확인하 다. 반면 림 구 수치는 시료섭취 기간  농도에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Fig. 2, Tab. 2) 기타 액학  수치에서는 유의성은 없지만 시료섭취군에서 정상범

내에서 다소 증가되었다. 

면역조 기능에 있어 요한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본 결과 모든 시료섭취군에서 

약복용군에 비해 섭취횟수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한 12g/day 복용군에 비하

여 6g/day 복용군에서 더 활성을 보 음을 확인하 다.(Fig. 3)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의 생산능을 비교하기 해 IFN-γ와 IL-12를 측정해본 결

과 IFN-γ은 섭취1달후 높은 활성도를 보 으나 2달 후 섭취 에 비해 증가되긴 하 으나 

2달째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Fig. 4) IL-12는 섭취기간  시간에 비례하여 높

은 활성을 보 다 (Fig. 5). 한  6g/day 복용군에서 두인자 모두 12g/day 섭취군보다 

활성이 높았다.

장내 존재하는 IL-4, IFN-γ  IL-12에서는 IL-4는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Fig. 6), 

IFN-γ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이 높았고(Fig. 8) IL-12에서도 시간에따라 그 활성이 다

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들 인자들에서도 6g/day에서 더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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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에 한 개선효과를 보기 해 타액내 cortisol을 시간에 따라 측정해본 결과 섭취

횟수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Fig. 9), 항산화효과여부를 알아보기 

한 TAS 측정결과에서는 유의성을 볼 수 없었다(Fig. 10).

헤모힘 섭취와 련하여 간 기능과 신장 기능 련지표들을 측정한 결과, 이들 지표검사

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문진에서 최  복용일로부터 1주일가량 가벼운 복

통이나 설사증세를 호소한 4명의 피험자와 약간의 불면증 증세를 호소한 2명의 환자를 발

견하 으나 복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세가 소멸되어 본 시료와는 련이 없는 것으

로 부작용 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독성학 으로 헤모힘 섭취가 인체에 안 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었다(Table 3). 

따라서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시료인 헤모힘은 액내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정상 범 내

에서 증가시킬 뿐 아니라 면역세포 외의 기타 세포에 향을 미쳐 조 작용에 도움을  

것이라 생각되며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cytokine 분비능이 향상되는 결과로 보아 면역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한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항산화지표인 TAS활성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스트 스지표인 

cortisol의 시료 복용후의 감소되는 결과로 보아 스트 스에는 다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시료인 헤모힘은 면역  조 작용에 도움을 주며 스트 스의 해소에

도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진행 기에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나 개인 인 사정등에 

의해 남자피험자가 어 남녀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한 개인간의 

검사수치상의 차이가 심하여 유의성있는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시험의 결과

를 바탕으로 피험자의 선정에 있어 피험자 기 의 축소  생활습 등의 기타요소를 제한

하여 모집한다면 보다 정확안 결과치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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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 발  목표의  달성 도

본 연구는 면역조 기능이 하된  건강인  건강인 자원자를 상으로 생약복합조성

물(헤모힘)의 섭취에 의한 면역조 기능, 항산화 효과  스트 스 완화 등에 한 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용 임상시험으로 가톨릭 학교 강남성모병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차  방법에 한 승인을 득 하고 연구를 시

행하 으며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 과 Helsinki 선언에 따른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행하 다. 연구 결과의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유의성을 보이진 않았으나 부분의 

지표에 있어 유의성 있는 증감을 보 을 뿐 아니라  유의성은 없으나 다소 증감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헤모힘의 각 기능에서의 개선효과를 확인하 으므로 연구개발 목표를 충

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의 면역조 세포수 개선 효과 평가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이지는 

않았으나 시료섭취에 의한 증가성향을 찰하 고 면역세포 활성 개선효과에서는 항암면역

반응에 련된 NK 세포 활성과, 면역자극물질에 의한 면역세포활성화 능력, 면역조 물질

(cytokine)의 생산이 헤모힘 섭취에 의하여 개선되는 효과를 찰하 다. 반면 장내의 항

산화 지표에서는 헤모힘 섭취에 의한 유의 인 효과가 찰되지 않았으나 스트 스에 한 

개선효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이 면역조 기능이 하된  

건강인에서 면역조 기능에 도움을  뿐 아니라 스트 스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 본 시료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

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

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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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 기여도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의 면역조 기능 개선 인체 효용성 평가 기  자료 획득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 섭취에 의한 인체 안 성 확인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의 인체효능평가 자료 확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상용화 

기반 확보

  ○면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수 인 인체시험 수행을 한 유효 지표 확

립을 통해 면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안 성이 검증된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련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

  ○지 까지의 연구경험을 토 로 심층  인체시험 검사지표 발굴  확립을 한 기 자

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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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 용 계 획

 식생활의 서구화에 의한 식습 의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 당뇨, 고 압 등의 

성인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원인에 의해 자가 면역질환

등 면역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 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 

이러한 환자들은 물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건강보조식품의 수요도 늘어

났으며 그로 인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식품의 난립을 래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  

효능에 한 과학 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련 시장의 활성

화가 기 되고 있다. 

면역  조 기능은 인체의 주요 생체방어 시스템으로서, 면역  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은 다양한 질병을 방함으로써 만성질병의 방으로 국민 보건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해서는 식품자체의 효능 검증

이 가장 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개발을 해서는 건강인에서의 인체시험  동물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  연구자료의 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재까지 면

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한 인체시험 지표  가이드라인이 제 로 정립되어 있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을  rrjs강인  건강인에서 조 기능  

항산화 지표 개선 효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인체시험을 한 지표발굴  인체시험 가이드라

인의 수립을 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으며,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향후, 본 인체시험의 기 자료는 생약복합조성물(헤모힘)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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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firmed in a human study that HemoHIM improves the immune cell functions and 

cytokine production. Based on these results, HemoHIM has been approved as a health 

functional food for immunomodulation by Korea FDA and succeeded in its industrialization. 

Meanwhile, to develop functional foods for the reduction of chronic radiation damage 

(carcinogenesis), we have screened natural products for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carcinogenesis-related factors, and developed two anti-carcinogenic compositions. Also 6 single 

compounds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radioprotective natural products and elucidated 

some synergistic protection by several single compounds and established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for radioprotection. Also, to obtain the applicability of 

radiation technology for the safe sanitatation and distribution of functional food materials, we 

verified the toxicological safety, stability of activity and active components of irradiated 

medicin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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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modulation, hematopoesis, radioprotection, anti-carcinogenesis, 

oxidative damage, medicinal herbs, radiation sterilization, Th1/Th2 

immune response, natur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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