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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n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에는 높은 에너지 수준올 갖는 방사선 조사가 식품 생물소재의 구조변환， 

불용/유해물질 제거 및 기능성 향상 동 생물 소재활용 연구의 중요한 기술로서 

명가되어 방사선/생명공학 융합기술을 활용한 천연 식 · 의약품 소재 개발의 산 

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식 · 의약품 소재의 안전성 (safety)을 매우 중 

요시하며， 이는 제품의 선택기준파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땅사선조사기술올 활 

용하여 개발된 식 · 의약품 소재를 실용화사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중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식푼 및 의료/제약산업에서 1상사선 조사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용화시키 

기 위해서는 땅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의 독성학적 평가를 다각도로 수 

행하여 안전성올 확보함으로써 식‘의약풍 소재산업 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올 확 

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펼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에서는 다음파 같은 주요 내용과 범위가 연구개발에 포함되었다 

。 망사선 구조변환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시험 

。 땅사선 구조변환 히알루론산의 염색채이상시험 

。 망사선 구조변환 히 알루론산의 소핵유발시 험 

。 방사선 구조변환 히알루론산의 위해분석 

。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의 3개월간 사육 및 

식이섭취량 평가 

。 I앙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통블의 체중， 장기무게， 

일반상태 퉁 명가 

。 방사선 구조떤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의 혈액 및 혈청학 

적 생화학 검사 

。 땅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불 투여 실험통물의 병리조직학적 검 



사 

IV 연구개발 결과 

1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시험 

S. typhimurium TA 98, TA100, TAl535 및 TAl537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 

수를 조사한 결과， 대사활성계 도입 및 부재시 0.125-1 mg/plate의 범위에서 복 

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은 최고 시험적용 농도인 2 mg/plate에서 대사활성 부재시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에서는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사과정에서는 돌연변이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염색체이상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채 이상시험에서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00 

kGy , 50 kGy)은 시험적용 용량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능이 5% 미만이었다. 

3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소해유발시험 

설치류 망상적혈구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10 kGy , 50 kGy)의 

소핵 형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적용 용량인 125-1,000 mg끼<g의 범위에서 소 

핵올 가진 앙상적혈구의 출현융이 음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위해분석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유발시험 

을 통해 위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00 kGy, 50 kGy)은 

본 시험조건에서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1앙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팔 투여 실험동물의 3게윌간 사육 및 

식이섭취량， 체중， 장기무게， 일반상태 펑가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이 (20 kGy)를 3개월간 압수 랫트에 

경구 투여하였다. 홍삼의 경우 500 mg!kg/day을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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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공비 2를 적용하여 250 mg/kg/ day, 125 mg/kg/day의 중 

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을 설정하였다 겨우살이의 경우 500 IIg/kg/day을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용량을 기준으로 100 IIg/kg/day , 20 IIg/kg/day의 중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올 설정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임상 중상이나 폐사 동물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체중 변화， 사료 섭취량 및 주요 장기 무게도 대조군에 비해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6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불 투여 실협동물의 혈액 및 혈청학적 

생화학 검사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아 (20 kGy)를 3개월간 암수 랫트에 

경구 투여 후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플 수행한 결과， WBC 둥에서 약 

간의 중감은 있었으나 망사선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의 병리조직학적 검 

사 

망사선 구조연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이 (20 kGy)를 3개월간 암수 랫트에 

경구 투여 후 현미경 관찰을 통해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 신장은 

모두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염증， 괴사 동의 유의할만한 명적 변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식 · 의약풍 소재의 안전성 (safety), 편이성 

(convenience)과 기능성 (function ality)올 중요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제품의 

선테기준과도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식 · 의 

약품 소재를 실용화사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명가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 

을 중진시켜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 

성이 있다. 본 시험 결과는 보건복지부 허가에 필요한 데이터로연구결과를 제시 

또는 축적하고， 이 결과룹 바탕으로 관련 산엽계와 연제한 혀력연구 추진으로 실 

용화를 유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방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 

의 안전성 입중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중대에 활용함과 동시에 망사선 웅용기술 

의 국민적 이해 중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퉁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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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Toxicological safety evaluation of bio molecules and materials transforrned 

by gamma iπadiation 

1I. Objectives and Important of the Project 

Al though food irradiation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replace certain 

pesticides and food additives, there is ambivalence among consumers on 

whether or not the technology is safe and provides a real benefi 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oxicological safety of gammaπadiated food and 

bio materials. Educaling consumers with the benefit and safety of gamma 

irradiation process are thought to be key elements for a successful market for 

irradiated food and bio materials. 

m. Sc때es and Contents of Project 

The research consisted of the following work scopes 

。 Bacterial mutalion assay of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 In vitro chromosomal aberration study in mammalian cells 

。 Mouse bone marrow micronucleus study 

。 Subacute toxicity test 

IV. Results of Project 

1. Bacterial mutation assay of gammaπadiated hyaluronic a디d (HA) 

The Ames test involves the exposure of selected mutant strains of 

SaLmonella typhimurium to the hyaluronic acid (HA) and the quantificalion of 

revertants due to the exposure; mutagenic materials cause a large number of 

revcrse mutations. Onc gram of bulk HA was dissolved in 100 mL sterile 

di stilled watcr and the Ames test was perforrned at dose levels of 0.125, 0.25, 

0.5, 1 and 2 mg I-IA per plate in order to assess thc mutagenic effect of the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00 and 50 kGy). Under thc test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 gamma irradiated 

- IV -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did not induc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wnber of revertant colonies in any of these strains. Therefore no evidence 

of mutagenic activity was observed at any dose level of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떼d 50 kGy) 

2. 1n Vitro Chromosomal Aberration Study in Mammalian Cells 

A Chromosomal Aberration study was conducted to deterrnine whether a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would cause genotoxicity in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9 metabolic 

aclivation 

A monolayer of CHO cell s was exposed to the solution of 10 and 50 kGy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2.5, 5, 10 and 20 mg/ mL) in 띠plicate 

cultures and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ParaJlel 

testmg was 머so conducted with a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 c비ture 

medium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mitomycin C (MMC) served as the 

positive control in the absence of S9 and benzo(a)pyrene (B(a)p) served as 

the positive control in the presence of S9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assay, the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did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Lhe frequency of chromosomal 

aberraLions. Therefore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was 

not considered genotoxic to Chinese Hamster Ovary cell s in Lhe presence or 

absence of S9 metabolic acLivation 

3‘ Mouse Bone Marrow Micronuc\eus Study 

Gamma irradiaLed hyaluronic acid 00 and 50 kGy) was dissolved in 0.9% 

sodium chloride solution and evaluated for genotoxicity using the Mouse Bone 

Marrow Micronuc\eus mode l. For 2 consecutive days (days 1 and 2) , ten mice 

(fivc pcr sex)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the soluLion of gamma 

irradiaLed hya lu ronic acid at a dose of 125, 250, 500 and 1,000 mg!kg 

Similarly, ten 때ce were dosed with saline as the negaLi ve control condition 

On day 2, len acldi tional 매ce were dosed with the positive control, 2 mg!kg 

mitomycin C (MMC). AlI animals were observed immediately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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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and daily for general health. On day 3, the animals were euthanized. 

The bone marrow was collected from the femurs and smears were prepared 

The 1,000 of polychromatic erythrocytes were evaluated rnicroscopically for 

the presence of rnicronuclei.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study, garn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did not show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polychromatic erythrocytes with rnicronuclei. Therefore, garnma 

iπ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was not considered to be 

genotoxic to the mouse. 

4. Subacute toxicity test 

In order to evaluate their possible subacute toxicity, the male and female 

of ICR mouse were given to methanol extract of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and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tletoe for three months ‘ 

The methanol extract of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was adrninistrated 

orally at a dose level of 500 mg/k잉day， 정o mg/kg/day and 125 mg! kg!day 

Thc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 tletoe was adrninisσated orally at 

a dose level of 500 ~g/l‘g!day ， 100 ~g/kg!day and 20 ~g!kg!day for three 

month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ppearance, behavior, mortality, food and 

water consumption of rats fed the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and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tleloe were not affected compared to the 

non - irradiated contro l. Although minor changes in biochemical parameters 

were observed, lhey were not dose dependent and not affected by garnma 

irradi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and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tletoc did not show any toxic effect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 

V.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lhat molivation and bas ic technologies for the future R&D 

plans can be provid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Research data for the 

safcty of gamma irradiated food and bio materials can activat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based technology and its related fields. Furtherm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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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is study gives a c\ ue for a successful market for irradiated food 

and bio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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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세계 건강기능성 제품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0%대를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 

하여 2007년 약 4，000억불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산핍에 따라 미국， 일본 통 

신진국의 경우 식품·생물 기능성소재개발 분야를 21세기 식품 · 생명공학 산업계 

륜 주도할 분야로 인식하고 식품·생물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재풍올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역량올 집중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건강기 

능식품 제조업의 매출 총액은 전년대비 19% 중가한 6，856억원 (국내판매 6，433억 

원， 수출 423억원)이다. 제품군별 매출액은 홍삼 제품이 1 ，919억원으로 28%를 정 

하고 있으며， 알로에 제품이 971억원， 영양보충용 제품이 949억원， 글루코사민 제 

품이 없3억원 ， 클로렐라 제품이 576억원으로 5개 제풍이 74%를 차지한다 2005 

년 수입현황올 살펴보면， 건수로는 7，006건이며， 수입금액은 5억 8，105만 달러이 

다 이 가운데 영양보충용 제품이 건수로 전체의 40%(2，837건)， 금액으로는 전체 

의 53%(3억 948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스피루리 나， 글루코사민 둥이 수 

입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경향은 글루코사민 퉁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륜 

공급하는 ‘맞춤형’， ‘기능성’ 제푼으로 변화하고， 재료중심에서 단백질 보충과 같 

은 ‘기 능’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시 적 유행이 아닌 생활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파 함께 건강 지향죄 소비 성향이 일반화되고 노령인구의 

중가로 성인병과 만성질환 발병이 중가하면서 건강관련 제풍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중대하고 있어 거센 웬벙 트렌드 속에 건강기능식풍 시장의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갖는 땅사선 조사가 식품 · 생물소재의 구조변환， 

불용/유해물질 제거 및 기능성 향상 둥 생율 소재활용 연구의 중요한 기술로서 

명가되어 방사선/생명공학 융합기술을 활용한 천연 식 · 의약풍 소재 개발의 산 

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로 히알루론산을 뜰 수 있다 히알루론산 (HA, hyaluronic acid) 

은 ßl -4- D glucuronic acid (GlcA)와 ßl- 3• N - acetyl- D- gucosarni ne (G lcNAc) 

가 반꽉적으로 결합된 일직선의 구조를 하고 있으띠 분자량은 20만-40만 되는 

고분자 당 화합룹이다. 눈의 초자체나 뱃출 둥에 존재하고， 식물의 펙틴질과 비 

슷하여， 히알루로니다아처|에 의하여 가수분해된다. 1934년 Karl Meye와 그의 동 

료인 John Palmer가 소 눈의 유리체(초자체)막으로부터 처음으로 얻어， 유리체악 

(hya]oid )과 우론산(uron ic acid )이라는 뜻으로 불인 이름으로， 콘드로이틴 설페이 

트와 둥과 함께 중요한 뷰코다당류로 잘 알려 져 있는 물질이다. 히알루론산은 동 



물의 유리체(流짧뾰)， 관절액， 연골， 피부 진피충 동에 많이 존재하는 성분으로 

많은 양의 물과 결합하여 겔 상태가 되어 보습효과， 관절의 윤활작용이나 피부의 

유연성 둥에 관여하며 접성이 크므로 세균의 침입이나 독물의 피부 침투를 막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세포외질에서의 proteoglycan 구성 및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의약품 및 화장풍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1 - 3]. 당 

시에는 이 성분이 미례에 아주 홍미롭고 유용한 물질이 되리라는 사실을 몰랐지 

만 1942년에 Endre Balazs가 빵을 만들 때에 계란 흰자의 대용으로 사용하기 시 

작하면서 상업적인 사용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50년 이상 이 성분에 대한 연구와 

발전올 이루어왔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있는 HA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 

능력도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18세 진후에 가층 높아 아릅답고 팔륨 있는 모습 

이 되며 그 이후부터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가 40세가 되면 전l셉용이때 

의 사실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주름이 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성분올 주룹과 같이 골이 진 피부의 볼륨올 보충의 양 

이한 filler (주름 방지용 주사액)로 또는 캡슐과 화장품 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으로 섭취하여도 그 수준이 중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게 된실제로 

섭취한 히알루론산이 동물의 피부에 반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부가 있조한 

사O 생산대상으로 히알루론산의 보충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히알루론산은 피부 

의 있조 정도와 수분보유량 둥을 개선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피부 보습 

과 관련한 사항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루 섭취량은 히알루론산으로서 120 mg으로 설정하고 있다 히알루론 

산 (hyaluronic acid )은 계관 (닭벼슬)을 효소흘 사용하여 가수분해하여 만들거나 

또는 유산구균 (Streptococcus zooepidemicus)을 배양한 다음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히알루론산은 원료로서는 히알루론산나트륨으로 존재하며 그 함량은 

90% 이상으로 표준화되어있다. 성상 이 풍목은 백~영은황색의 분말 또는 알갱 

이로 홉슴성 이 있으1~1 약간의 특유한 냉새가 있다‘ 

최근에는 저분자량 HA가 신생혈관형성을 중진시켜 상처를 치유하는 보고 [4] 

와 초기 염중 반웅에 관여하는 인자를 조절하는 퉁 저분자 HA 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또한 염중이 일어나는 동안 수지상세포의 기 능적 인 

성숙， 종양세포의 anchorage 비의존적 성장의 저해 및 활성산소 손상에서 육아 

( I처 Jd'l조직의 보호가 히알루론산 단편의 혼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6 8] 게다가 효소작으로 분해된 저분자 HA은 고분자 HA보다 라디칼소거능이 

。/ 
」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9). HA를 저분자량단편으로 분해시키는데 초음파처리 

[10] , 산화적 분해 [ll] , 고압멸균기에서 고온처리 [12], 산가수분해 [13] 및 마이 

크로파 조사 [1쇠 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히알루론산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 

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분자 후 분자량 분포가 넓은 경향이 있으며 

정확한 분자량을 제어하기 어려운 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자량 범 

위를 요구하는 적용분야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화학적 방법은 치료제품에서 

반용할 수 있는 화학 잔여불이 남올 수 있다. 한편 감마선 조사는 셀룰로오즈 

[15] , 전분 [16] , 키토산 D7], 및 팩틴 [18]을 저분자화 및 단분자화로 분해하는데 

효파적이다 감마선 조사는 초기 단계에서 생성된 자유라디칼이 소실되는 과정에 

서 분자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l9] 이러한 라디칼 반웅에 의한 저분 

자화 방법은 다당류의 화학적인 구성과 일차구조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 기능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려인삼은 식불 분류학상으로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의 인삼속(Panax)에 

속하는 다년생 음지성 초본식물로서 오래 전부터 한망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 

되어져 왔다[20] 인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1854년 미국의 Garnques[21]가 

서양삼으로부터 무정형의 배당체(glycoside) 혼합불을 분리하여 ’panaquilon’이라 

명땅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7년 옛 소련의 약 

리학자 Brekhman[22]이 인삼의 유효성분을 sapomn이라고 발표한 이후 1960년 

대 일본의 Shibata 퉁[23]의 연구에 의해서 인삼 사포닌의화학구조가 명확히 밝 

혀지떤서 인삼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삼의 약 

리작용 및 임상효과에 대한 연구는 항당뇨 활성파 항산화 작용， 동맥경화 및 고 

혈압 예방， 간기능 활성， 항 피로 및 스트레스 작용， 항노화 작용， 항염 활성 둥 

이 보고되고 있다[24.25] 고려인삼은 일반적으로 백삼과 홍삼으로 구별되어지며 

백삼은 수삼올 그대로 건조한 것이고 홍삼은 수삼을 중숙하여 건조 가공한 것으 

로 제조과정 중에서 사포닌 변형과 아띠노산 변화 그리고 갈변화 동의 여러 화 

학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26] ‘ 특히， 홍상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인 

삼에는 존재하지 않는 홍삼만의 특유 성분인 ginsenoside Rg2. Rg3, Rh l. Rh2 

동의 사포닌 성분이 새로이 생성되며 이러한 홍삼 특유 사포닌은 암예방 작용 

[27], 암세포 성장억제 작용[28]. 혈압 강하작용[29.30]， 뇌신경세포 보호 및 학습 

능력 개선작용[31 ，32] ， 항혈전 작용[33 ，34]， 항산화 작용[35) 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홍삼안의 탁월한 약리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감마선 조사 

는 고분자 ginsenoside를 저분자화 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 수삼을 감마선 조사 

n d 



하여 방사선 구조변환올 일으킨 다음 홍삼올 만들연 기능성 이 대폭 향상된 홍삼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겨우살이는 창나무， 팽나무， 오리나무 둥에 기생하는 다년생 반 기생 상록 식 

물로 동서양에서 질병 치료에 사용하며 동맥경화중， 고혈압， 폐암， 결장암， 유방 

암 둥의 항암활성 및 면역 중강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6-39] 지금까지 

겨우살이에서 분리된 성분으로는 lectin, viscotoxin , flavonoid , triterpene, 

polysaccharide, alkaloid 둥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주요 항암인 자인 lectin의 연 

구결과 한국산(Viscum album L. var. coloratum)이 유럽산(Vi scum alburn L.)에 

비해 우수하거나 유사한 효능올 보였으며， apoptosi s를 유발시킴으로 항암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한 겨우살이 (Viscum 

album loranlhacea)를 1920년대부터 겨우살이의 잎과 줄기를 물로 추출 후 멸균 

여과하거나， 발효시키는 땅법으로 주사제를 만들어 종양에 대한 치료 및 그 보조 

제로 임상에서 사용 하였고， 현재는 겨우살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및 보조약재 

둥의 개념으로 차 및 타블렛의 형 태로 시판되고 있다[40-42] ‘ 그러나 겨우살이에 

는 렉틴 단백질의 독성이 알려져 있어 망사선 구조변환을 통해 랙틴 단백질의 

독성윤 감소시키띤서 띤역활성은 유지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현대사회의 소비자를은 식 · 의약품 소재의 기능성 <functional ity)과 

더왈어 안전성 (safely)을 중요하며， 이러 한 요소들은 제품의 선태기준과도 직결 

되고 있기 때문에 l앙사신조사기술을 환용하여 개발된 식 · 의약품 소재를 실용화 

사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중진시켜야 한다 

즉 망사선 구조변환 생불분자 및 소재의 독성학적 평가를 다각도로 수행하여 안 

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식 의약품 소재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분 연구에서는 땅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10 kGy 및 50 kGy 방사선 구조변환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 시 험 ， 

소핵 및 염색체 이상시험의 유전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륜 실시하였다‘ 나아가 방 

사선 구조변환 50 kGy 감마선 조사 수삼으로 제조한 홍삼 메탄을 추출물 및 겨 

우살이 (20 kGy) 불 추출물을 대상으로 3개월 아만성 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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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미국에서는 향신료， 건조식풍， 육류 및 군용/우주/스포츠식풍 퉁 특수식풍에 고 

선량 방사선조사 기술의 일부가 상엽적으로 활용되어 ， 식풍기인 질병 예방파 실용 

화 확대 연구에 중정을 두고 있음 U.S. Arrny Natick 연구소에서 현재 군용식풍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중임‘ 

- 미국， 유럽 퉁의 선진국에서는 즉석식품(ready- to 않νready-to-cook foodsl 시 

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저장성 및 품질 안정성 중진올 위한 연구는 초기 단 

계엄 

- 미국 NASA의 여러 Space Center에서는 특수간편식품， 유똥 및 저장기한 극 

대화， 식품포장재， 식품패기물의 bioregeneration파 recycling 및 우주선 내 식품 

가공방법 동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방사선올 조사한 식품의 건전성(안전성) 문제는 이미 WHO, FAO, lAEA 및 

미국 FDA 퉁 국제기관과 국제 학숨단체에서 식풍의 보존/위생화 수단으로 그 

건진성을 공인하였음 

1961 벨기에 므뤼셀에서 IAEA, FAO, WHO가 공동으로 조사식품의 건전성 

명가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뜰 평가하기 위 한 최초의 회의가 소집되었고， 28개 

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조사식풍건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명가하고 권장하기 위 

하여 3개 국제기구로서 식품조사공동전문위원회 (JECFI)릎 설치키로 하였음‘ 

196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FAO, WHO, IAEA 공동전문위원회는 특정 

선량까지 조사한 감자， 밀 및 밀가루제품을 허가하였음 

- 1970 : F AO, IAEA 및 OECD는 WHO의 권유에 따라서 조사식품 안전성에 대 

하여 광범위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조사분야 국제파제 (IPFFI)릎 신설하였음. 

24개국이 본 파제에 참 여하여 12년간 연구가 계속되었고， 조사식품중에 l상사선 

조사 때문에 발생된 발암성 물질이나 기타 독성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어떠한 발 

표도 없었음. 

1976 특정 선량까지 조사된 5종의 조사식품(감자， 밀， 파파야， 딸기， 닭고기) 

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 회의에서 무조건으로 허가되었고， 4종의 조사 

식풍(양파， 쌀， 신선대구 및 연어)이 잠정적으로 허가되었음 

1980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는 더 많은 연구 및 실험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평균 10 kG y(kilogray = 백만 rad l 까지 방사선을 조사한 어떠한 

식풍도 독성학적 장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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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 1982 : FAO 및 WHO의 요구에 의해서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국제미생물 

학회의 식풍위생연합은 식품조사의 안전에 관한 중거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위원 

회는 ]ECFI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식품조사는 건강에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옴‘ 

1983 : ]ECFI의 추진내용은 식품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정하 

는 기구인 FAO!WHO 공동위원회에서 채돼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동 추천 내용 

올 일반규격기준의 조사식품규격으로 홉수시켰으며，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 

설 운전지침으로 발표하였음(CODEX GENERAL STANDARD). 

1984 ’ 20개국 이상이 F AO, WHO, lAEA 후원하에 식품조사 국제자문기구를 

조직하여 조사식품에 대한 국제교역， 경제， 규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올 다루기 

로 하였음， 

- 1986 미국 FDA는 수십년간의 연구 및 실험결과에 따라서 과채류의 저장기 

간 연장파 살충 목적으로 특정선량까지 광범위하게 방사선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세계시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 단계로 평가핍 FDA는 파채류 및 향신료의 l앙사선조사를 

허가하였고(983) ， 이어서 돼지고기， 갑자， 밀 및 밀가루의 조사를 허가하였음‘ 구 

주공동체 과학분과위원회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올 확인하기 위한 통울시험은 더 

이상 펼요가 없다는 평가를 인정하였으며， 1980년의 ]ECFI의 결론을 인준하였음 

1988 스위스 제네바에서 FAO. WHO. lAEA 및 국제교역센터 

(UNCTAD)/GATT 공동으로 개최된 조사식풍에 대한 수용성， 규제 및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 약 80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식품조사에 대하여 소비자와 교 

역의 전망에 관한 결의문올 채택하였음， 

1992 : v;.때0에서는 IOCU(국제소비자연맹)와 공동으로 최근 조사식품의 안전 

성을 재평가하면서 식품제조기준에 따라 망사선 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연 

영양화적으로나 미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음 

- 1992 안전한 식품의 조리를 위한 WHO의 황금융(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띤 감마선으로 처리된 신신하고 냉동된 

가금육(닭， 새고기)룹 선택하여야 한다 ” 라고 발표하였음 

1997 고선량 조사에 관한 WHO깨AOI머EA(제네바， 1997년 9월 15-20일) 

공동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50년 이상에 걸쳐 평균 75 kGy( lO - lOO kGy) 고선 

량 조사된 식품의 안전성올 연구한 결과 미생물학적，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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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건전하며 영양적으로 충분하다 .. 라고 발표하였음. 

2001 2001년 3월 12-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Codex 회의에서 

WHO 대표는 FAO/lAENWHO가 ICGFI Study Group에서 제시한 “어떠한 선량 

에서도 식품 방사선 조사는 소비하기에 안전하며 영양학적으로 적절하다”는 데 

자신감올 표명하였옴. 또한， 2-DCB에 관한 염려가 표출되었으나 과학적 중거자 

료를 통하여 2-DCB가 공중보건상 위 해가 없다고 밝혔음. 

- 2002 : 1981년에 발표된 WHO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보고서 

를 근간으로 한 수많은 동물 및 인체 급여 실험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된 지방질 

함유 식품의 안전성파 이와 관련한 1986년 유럽연합(EC) 위원회의 적절한 조건 

하에 본 기술의 사용올 수용한다는 방사선 식품조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질을 함유한 방사선 조사식풍의 안전성을 재확인함(자료 Statement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n Food on a Report on 2- alkylcyclobutanones, 

SCF/CS이F/lRRl26 Add 3 FinaJ, HeaJ버 &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GeneraJ , European Commission, ]uly 3, 2(02) 

- 2002 ‘ 2002년 10월 WHO/FAO끼AEA 공동 전문가 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식량농업기구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풍의 안전성은 전혀 문 

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 발표. 

식품의 위생화를 위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선량제한이 미홉하다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살균파 장기저장을 위 

해서는 10 kGy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함올 인식함. 이미 프랑스와 미국은 고 

선량 조사식풍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향신료의 경우 최고 30 kGy의 조사 

를 허가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고선량의 방사선조사 안전성평가를 통해 연역결핍 환자 동을 위 

한 완전 멸균식의 경우 75 kGy 조사선량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나라 

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 (hospi tal diets)를 위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선진국에서는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Jity shelf- stable 

convenience foods) 및 즉석식풍(ready- to-eaνready-to-cook foods)의 개발에 고 

선량의 망사선조사가 이용되고 있으띠 이들 식품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 들을 위해서도 개발이 진행 중임 남아프리카의 경우， 

shelf stable meat product의 마케팅에 최소 45 kGy의 망사선조사플 허가하고 있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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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l 연구방법 및 내용 

가 망사선 구조변환 히알루론산의 유전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l) 시험재료 

Hyaluronic acid (HA)는 Streptococcus 200epidecus로부터 추출한 가루를 코 

오홍생 명 파학(주)에 서 구입 하였으며 (Kolon life science, Inc. , Kyung ki do, 

Korea) , 감마선 조사를 위해 중류수에 0.4% (W!V )의 농도로 용해하였다 

(2)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lLl PBq, %up 

감마선 조사시 설 (Ppint Spurce AECL, LR- 79, MDS Nordea) Jn t한국natea)al up 

Ltd., Ottawa, ON, Cngada)올 이용하여 실온 (14 土 1 't)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융로 0, 10, 50 kGy의 총 홉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홉수선량 확인은 

머때ne dosir뻐한국 (5 mm, 많국마한국 Jnstruments, Rh잉1S않lte) 내G한국many)를 사용 

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he원자력el(5 mm)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홉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한편， 조사된 Hm，수용액 

은 다음 실험을 위하여 동결건조기 (Vacuum Frecze Dry한국. Model SFDSF1옆， 

Samwa) Freczing up., Sepul. Korea)에 동결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3)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 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OO, TA1535, TAl537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부터 분 

양 받아 계대 보존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JJin 내성. spontaneous 복귀 변이 수 둥올 확인하였 

다 균주를 nUlrienl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대수기 (2x 109 cells/mLl 상태 

에 이르도록 한 다음 배양액 0.1 mL에， 시험물질인 감마선조사 (10, 50 kGy) 및 

비조사 히알루론산 용액 (최대 20 mg/ mU 0.1 mL, S- 9 mixture(또는 0.2 M 

Na- Phosphate buffer) 0.5 mL을 혼합하여 3TC에서 30분간 pre- incubation하였 

다 Histidine/biotin올 함유한 top agar 2.5 mL을 가하여 minimal glucose agar 

。
。



배지에 부어 굳은 후에 31'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올 

계수하였다 양성 대조물질로는 2- aminofluorene (2- AF) , 2- nitrofluorene (2- NF) , 

N- methy]- N’ - nitrosoguanidine (MNNG), 9- Aminoacridine (9AA) 퉁올 각 시 험 

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43). 

(4) 염색체 이상 시험 

Chinese hamster ovary (CHO) fibroblast를 사용하여 감마선조사 히 알루론산 

(10, 50 kGy)의 염색체 이상시험을 실시하였다 (44) 배지는 minimal essenti머 

medium에 fetal bovine serum을 5%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음성대조물 

질로는 시험울질의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올， 양성대조물질로 

는 대사활성 조건하에서는 benzo(a)pyrene올 dimethylsu I foxide에 용해시켜 사용 

하였으며， 대사활성 부재 하에서는 mitomycin C를 멸균중류수에 용해시켜 사용 

하였다. 먼저 본 시험에 적용하기 위한 50% 중식억제농도를 추정한 다음， 이 놓 

도플 기준으로 공비 2로 3단계의 농도를 설정하여 본 실험올 하였다 즉， 5 - 9 

mixlure(20%, v/v), 감마선조사 히알루론산 및 양성대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 

로 6시간 배양한 후 보통의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16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co\cemid를 처리한 다음 0.05% trypsin -EDTA로 세포를 모아 염색체이상 시험을 

위한 표본을 제작하였다 염색체이상시험 결과의 판정은 광학 현미경하에서 1000 

배 의 배율로 각 시험군당 100개의 잘 퍼진 분열 중기 상을 관찰한 다음 처리군 

에 대한 구조이상의 총 출현빈도를 음성( - ): 5% 미만， 의양성(土 ): 5% 이상 10% 

미만， 양성(+): 10% 이상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5) 소핵시험 

ICR 따우스(웅성; 5-6주령)를 사용하여 약 l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시 

험물질인 감마선조사 히알루론산 00, 50 kGy)을 투여하였다 투여량은 예비시험 

으로부터 경구투여가 가놓한 최고농도칠 고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룹 1/2로 회 

석하여 저 용량으로 하였다 시험최고 농도는 마우스 체중 kg 당 1,000 mg이 었 

으며， 검체 균질액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 투여하였다. 마지 막 투여 후 24 

시간이 경파한 후， Hayashi [45)의 방법에 준하여 acridine orangc 용액(0.5 

mg/mLl을 s lide glass에 도포하여 공기 중에 건조시 킨 다음， 마우스의 골수로부 

터 채취한 혈액 약 5 lIL를 slide glass위에 떨어뜨리고 cover glass로 덮었다 세 

포를 고정시 킨 후 형광현미경 하에서 마우스 l 마리당 1 ，000개의 망상적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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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romalic erythrocyte, PCE)를 관찰하여 그 중에서 초록색 형광을 띠는 소 

핵을 가진 망상적혈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를 측 

정하여 소핵생성 빈도를 계산하였다 

(6) 통계분석 

대조군과 감마선조사 히알루흔산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Duncan ’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나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의 3개월 아만성 독성시험 

(1) 실험재료 및 감마선조사 

수삼올 세척한 다옴， 실온(l4 :t 1 0Cl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융로 50 kGy 

의 총 홉수선량을 얻도록 감마선조사 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Koreal 내 선원 11.1 PBq, Co- 60 감마선 조사시셜 

(poin 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mationaJ Co., Ltd. , Ottawa, ON, 

Canada)올 이용하였으며， 홉수선량 확인은 aJ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lruments, Rheinstetten, Germany)룹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랩은 국제원 

자력기구(l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홉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50 kGy 감마선 조사 수삼올 600C에서 3시간동안 건조시 킨 

다음， 1050C에서 3시간 autoc l ave하고， 다시 600C에서 3시간 건조 후， l050C에서 

3시간 autoc l ave하여하여 홍삽을 제조하였다- 수분함량이 10-14%가 되도록 

600C에서 건조시킨 다음 분발 화하여 80mesh에 통과시켜 50 kGy 감마선 조사 

홍삼분말을 얻었다 홍삼분말 3g에 80% 메탄올 300 mL올 넣고 700C에서 4시간 

환류 추출한 다음 Whatman No .4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여액을 모아 evaporator 

로 에탄올을 제거한 50 kGy 갑마선조사 홍삼분말 메탄올 추출물올 안전성평가 

시료로 사용하였다 

동결 보관된 겨우살이플 해동하여 D.w 로 7J:질화 (1 :9, w/ vl 시킨 다음， 40C 

에서 stirring하면서 overnight하였다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둥 

액올 취한 다음， O.21lm fi lter로 여과하고 그 여액을 통결 건조하였다 겨우살이 

건조분말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Koreal 내 신원 11.1 PBq, Co- 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 79, 

MDS Nordion InternationaJ Co., Ltd., Ottawa , ON, Canadal을 이 용하여 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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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土 lO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윤로 20 kGy의 총 홉수선량을 얻도록 하였 

다 홉수선량 확인은 a1anine dosimeted5 mrn, Bruker Instruments, 

Rheinstet않n ，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머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홉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2) 실험통불 및 사육환경 

시험동불은 6주령의 특정병원체 부재 (specific pathogen free)의 ICR계열 마우 

스를 (주)코아택(경기도， 평택)으로부터 구입하였다 ICR 마우스는 단회 및 반복 

투여독성시험 동의 안전성 시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비교할 많은 시험 기초 

자료가 축척되어 있어 선택하였다‘ l주일간의 검역 및 순화과정을 거친 후 체중 

감소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선별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실험통물은 온도 

20.9-22.6 "C , 상대습도 39Y66.7%, 환기회수 및 방식 10-15회/시간， 전 배기방식， 

조명시간 12시간(08:00-20:00) 및 조도 150‘300Lux로 설정된 사육환경에서 폴리 

카보네이트 사육상자(278X420X200 mrn, (주)쓰러사인， 충청남도， 금산)에 2-3마 

리씩 수용하였다， 폴라스인터내셔널(서울시 ， 암사동)로부터 구입한 설험동물용 멸 

균 고형사료(Harlan ， Wisconsin Madison, USA)를 자유로 섭취시켰고， 펼터와 유 

수 살균기를 이용하여 여파 살균된 정제수를 자유급식 시켰다 

(3) 투여용량 및 시험군 

홍삼 메탄을추출물의 경우 500 mg!kg/day올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용량올 기준으로 일정 공비 2를 적용하여 250 mg재g/day ， 125 mg!kg/day의 중 

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올 설정하였다 시험물질은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용해하여 경구투여용 존데릅 사용하여 매일 l회， 90 일간 경구 투 

여하였다. 대조군은 시험물질을 용해할 때에 사용한 PBS를 투여하였다. 시험동 

물은 각 군에 암 · 수 각 5마리 이상을 사용하여， 대조군 10마리， 저 용량군 10마 

리， 중간 용량군 10마리， 고 용량군 10마리를 사용하였다 

겨우살이 물추출물의 경우 500 Ilg!kg/day올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용 

량올 기준으로 100 Ilg~(g/day ， 20 Ilg!kg/day의 중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을 설 

정하였다 시험물질은 phosphate- buifered saline(PBS)에 용해하여 경구투여용 

존데촬 사용하여 매일 1회， 90 일간 경구 투여하였다 대조군은 시험불질을 용해 

할 때에 사용한 PBS를 투여하였다. 시험동물은 각 군에 암 · 수 각 5마리 이상을 

- 11 -



사용하여， 대조군 10마리， 저 용량군 10마리， 중간 용량군 10마리， 고 용량군 10 

마리를 사용하였다 

(4) 일반중상 및 폐사의 관찰 

투여 당일은 투여 후 1시간부터 6시간째까지 관찰 하였고， 투여 다음날부터 

90일 까지는 매일 1회 모든 동물에 대해 일정한 시간에 일반 중상 및 중독 중상， 

사망의 유무를 전 실험 기간 동안 관찰 하였으며 이상중상 및 정도를 개별적으 

로 기록하였다 

(5) 채중변화 및 사료섭취량 

시험 기간 중 모든 동물의 체중은 투여개시 전에 실시하였으며， 투여 후 90일 

까지의 체중올 매주 측정하였다. 또한 매주 2회 사육 케이지 별로 1일간의 사료 

섭취량 및 음수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6) 혈액학적 검사 

부겸당일에 안와 채혈을 통해 EDTA-2K가 코팅된 튜브(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 USA)에 혈 액을 채취한 후 자동혈구계측장치(HEMA VET 

950, Drew inc, UK)를 이 용하여 white blood ce!l(WBC) , red blood ce!l(RBC) , 

hemoglobin (Hb) , hematocrit([:-ICT) , mean corpuscular volume(MCV) , mean 

corpuscular hemoglobin(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lion(MCHC) , red blood ce!l distribution width(RDW) , platelet(PL T) , 

mean plasma volume(MPV)를 측정하였다‘ 

(7) 혈액 생화학적 검사 

부검 당일 채취된 혈액에서 분리한 혈챙을 혈액생화학 분석기기 (KoneLab 2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 Finland)를 이 용 하여 albumin(ALBl, 

alkaline phosphatase(ALP), alinine aminotransferase(AL T ),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 urea (BUN) , cholesterol (CHOL), creatinine(CREA) , 

bilirubin direct(D- BIL), glucose(GLUC) , bilirubin lola](T-B!L), 

Triglycerides(TG) , total protein(TP)를 측정 하였 다 

(8) 조직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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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간장， 신장을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용액에 

고정시킨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올 거쳐 파라핀포매 하였다 포매된 각 조직 

은 마이크로톰(Leci a RM2255 , Lecia, Wetzlar, Gennany)으로 7 μm 박절한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올 실시하여 광학현미경(Ax:io-imager Ml , Carlziess, 

Niedersachsen , Göttingen, Gennany)으로 관찰 하였다 

(9) 부검소진의 관찰 

투여 후 90일간의 투여 및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 모든 실험동물을 

Ketamin{유한케타민 50주사， 유한양행， 한국)으로 근육마취 시킨 후 육안으로 각 

종장기의 소진을 관찰 하였다 

(1O) 통계분석 

대조군과 감마선 조사된 시료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Duncan ’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방사선 구조변환 히말루흔산의 유진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1) 감마선조사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원성 

돌연변이 유발성을 시험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 (10, 50 kGy) 및 비조사 히알 

루론산을 시험물질로 사용하여 S. typhimurium TA 98, TAlOO, TAl잃5 및 

TAl537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렐 조사하였다， 

히알루론산의 농도 증가에 따라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해 가능한 최고 

적용 농도인 2 mg/plate를 공비 2로 회석하여 용량단계 6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S9 mαture룹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 시스템 및 S9 mixture를 가한 대사활 

용적용 시스템으로 나누어 봉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S9 mixture륜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10 kGy 조사 히알 

루흔산은 모든 시험균주애서 시험적용 농도인 0.125- 2 mg/plate의 범위에서 복귀 

변이 집락수의 놓도 의존적인 중가 혹은 감소룹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대조군 및 

비조사(0 kGy) 히알루론산과 비교해서도 풍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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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Table 1) 한편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은 최고 시험적용 농도인 2 

mg/plate에서 동계적으로 유의적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여 대사활성 부 

재시 2 mg/plate은 돌연변이 유발성이 있는 것으로 냐타났다 (Table 1).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릉 가한 상태에서는 감마선 조사 (10, 50 

kGy) 히알루론산 시료는 각각의 시험적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중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 

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한다 [43] 애를 들어 본 실험에서 TA98와 

TA100!끽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한 2-AF는 각각 약 50배 및 10배의 복귀변이 집 

락수의 중가플 보여 강한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댄 반면 시험물질로 사용한 감마 

선 조사 (10, 50 kGy) 히알루론산 시료는 전 시험적용농도에서 비조사 대조군과 

유사한 복귀 엔이 집 락수를 나타내었다- 앞선 결과에서 대사활성 부재시 50 kGy 

히알루론산 2 mg/plate의 농도에서 돌연변이 유발성이 나타났으나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결과에서는 플연변이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인체에 

서 대사가 일어날 경우 50 kGy 히알루론산 2 mg/plate은 돌연 l연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0 kGy까지 조사한 히알루론산은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돌연변이 유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복귀뜰연변이원성 시험법은 미국의 Ames 퉁이 개발한 시험법 [46]으로 속 

칭 에임즈 시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발암성 불질에 대해 높은 감수성올 나타내 

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진위생법 또는 후생성 · 통산성의 화심법 둥에도 

채택되고 었다 외국에서는 본 시험법과 아울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 

자돌연변이시험(예를 들어 ， 마우스 임파종을 이용한 시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 

우도 있다 

(2) 감마선조사 히알루론산의 염색체이상 유발능 

염색체 이상시험은 변이원 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채택되 

는 시험법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in vÎtro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70년대 초 Schmid에 의하여 재창되어 [47]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기존의 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실시되어 기초 자료가 풍부하고 실험의 재현성 

도 인정받고 있는 시험법이다 

파거 염색체이상올 관찰하기 위해서는 설치류의 괄수세포륜 이용한 Ln VLVO 

세포유전학적 시험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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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내 시험법보다 훤씬 감수성이 높고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정량적 검색 

이 용이하다. 또한 대부분의 발암성 물질이 본 시험에서 양성올 나타내며 에임즈 

시험에서 겸출되기 어려운 물질도 본 시험법으로 양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에임 

즈 시험의 보충시험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48] 

본 연구에서는 Chinese hamster ovary (CHO) fibroblast 세포를 대상으로 하 

여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00， 50 kGy)의 유전독성을 평가하였다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10， 50 kGy)에 대한 예비독성시험올 수행한 결과 독성올 나타내지 

않아， 적용 가능한 최고 농도인 20 mg/rnL를 시험적용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4 

단계로 회석하면서 염색체 이상시험올 실시하였다. 즉 Chinese hamster ovary 

(CHO) fibroblast 세포배양에서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10， 50 kGy)의 시험적용 

농도를 20, 10, 5, 2.5 mg/ rnL 4단계로 설정하여 ， 염색분체 결손(ctg) ， 염색분체 

절단(ctb) ， 염색분체 교흰(cte) ， 염색체 결손(csg) ， 염색체 절단(csb) 및 염색체 교 

환(cse)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였다-

우선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시의 시험에서， 용매 대조군인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는 100개의 분열 염색체에서 l개의 chromatid 

gap과 1개의 chromatid exchange를 제외하고 98개 모두 정상으로 염색체 이상 

유발성이 없었으띠， 기지의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인 양성 대조군 MMC 

(mi tomycin C)는 67개만이 정상올 나타내어 양성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나타내 

었다(Tablc 3) 한편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의 경우， 2 .5 mg/ mL 농도 투여군은 

98개， 10 mg/ rnL 농도 투여군은 977~의 정상 상태를 나타내었고， 최고 농도인 20 

mg/mL의 투여군에 있어서도 l개의 chromatid gap, 1개의 chromatid breakage와 

1개의 chromosome gap을 제외하고는 97개 모두 정상을 나타내 염색체이상 유발 

능올 보이지 않았다 

대사활성제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태에서도 감마선 조사 (10, 50 

kGy) 히알루론산 시료는 모든 시험농도에서 5% 미만의 염색채이상 유발능을 보 

였다 (Table 4) ‘ 즉 양성 대조군인 benzo(a ) py rcne은 73개만이 정상을 나타내어 

양성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나타낸 반면，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의 경우는 최 

고 농도인 20 mg/mL애서도 1개의 chromatid breakage와 1개의 chromatid 

exchange갈 제외하고는 98개 모두 정상올 나타내 염색채이상 유발능올 보이지 

않았다 

CHO세포의 경우 통상 자연발생의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 출현율은 3%를 

초과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5%미만의 염색채이상 명균 출현융을 음성으로 판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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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다 [47] 따라서 감마선 조사 히 알루론산(1O， 50 kGy)은 대사활성 부재 및 대 

사활성 도입계 모두에서 유의할 만한 염색체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염색체 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염 색 체 이 상khromosome aberration)은 염 색 체 수의 변 화( 이 수성 aneuploidy, 

배수성 polyploidy)와 형 태의 변화(구조이상)로 구분된다 수적이상은 주로 분열 

장치에 작용하여 생기는 염색체의 불 분리 또는 분열정지에 기인한다. 한편， 구 

조이상(structural aberration)은 일반적으로 DNA 이중쇄 절단(double sσnad 

breaks)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적이상파 구조이상이 유발된 세포의 대부 

분은 중식되지 않고 사떨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생존한 경우에는 정상파 

다른 염색채 구성(염색체 맨이)을 가진 세포집단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49] . 

(3) 감마선조사 히 알루론산의 소핵 유발능 

생체 내 유전독성시험으로 설치류， 특히 마우스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micronucleus test)이 제시되고 있다. 본 시험법은 골수세포의 염색체 이상올 관 

찰하는 대신 골수에서 생산되는 적혈구중에 출현되는 소핵올 관찰하는 망법으로 

유전독성의 좋은 지표이며， 돌연변이성 불질을 쉽고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땅법으 

로 보고되고 있다 소헤은 polychromatic erythrocytes에서 관찰되는 과립 즉 

Howell - ]olly body로 협액학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염색체 상해와 관련되어 세 

포핵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50]. 인위적인 소핵유발은 감마선이 

나 fast neu tron으로 조사된 콩의 뿌리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후 유전독성학적 안 

전성블 검색하기 위하여 설치류의 골수에서 소핵형성 시험이 이용되기 시작하였 

다 염색체의 형태변화(구조이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초로 염색체절단 

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복되지 않으면 동원체플 갖지 않는 염색체 단편이 형성되 

고， 이 단편이 세포 분띤시에 잔존하여 소핵을 형성한다‘ 따라서 소핵은 염색체 

의 구조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포의 분열장치에 대한 장에가 원인 

이 되어 염색처11 1개내지 여러 개가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게 되어도 소핵화 된 

다는 점에서 염색체의 수적이상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시험법은 

골수중의 분열 중기상올 해석하는 염색체이상시험과 함께 생체 내에서 염색체이 

상 유발불정을 검출하는 시험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갑마산조사 히알루론산 (10, 50 kGy)의 소핵시험 결과， 전 시험용량 단계룹 

걸쳐 소해올 가진 망상적혈구의 출현율이 음성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Table 5)‘ 즉， 10 및 50 kGy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을 시험동물 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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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 ，α)() mg의 범위로 경구투여 한 결과 1 ，000개의 다염성적혈구 

(polychromatic erythrocyte, PCE)중 소핵을 가진 다염성적혈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가 전 적 용용 량 범 위 에 서 2.7-4.1의 수준을 

나타내 용매 대조군 (0.9% saline) 2.9에 비해 소핵발현 빈도가 유의성 있게 중가 

하지 않았다. 한편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수가 현저히 중가 

한 26.87ß의 소핵빈도를 보임으로써 본 시험이 적합하게 행하여졌음올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감마선조사 히알루론산 (10, 50 kGy)은 유의할 만한 소핵발현을 유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핵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연 갑마선조사 히알루론산 (10, 50 kGy)은 대표적인 

ín vítro 유선독성시험인 Salmonella typfúmurium 복귀돌연변이 시험 및 염색체 

이상시험에서 음성올 나타내었고 ln ULUO 유전독성 시험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장기 독성연구를 수행하여 방사 

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나 땅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져우살이 추출물의 3개월 아만성 독성시험 

(1) 체중변화， 사료 섭취량 및 장기 무게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 메탄올 추출물 및 겨우살이 냉수 추출물올 ICR 마우스 

에 3개월간 투여하는 동안 육안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전 시험군에서 

폐사동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각 군의 체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 구조변 

환 홍삼 메탄올 추출물 및 겨우살이 냉수 추출물올 3개월간 투여한 모든 동물에 

서 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가융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창되지 않았다 (Table 6, 

11) 즉，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초기 대조군 암수의 체중 

은 각각 22.47 g 및 28.78 g, 50 kGy 500 mg/kg 투여 군은 각각 22.07 g 및 28.80 

g이었으며， 3개월후 체중은 대조군의 경우 암수 각각 32.67 g 및 39 g , 50 kGy 

500 mg/kg 투여군은 각각 32.60 g 및 39.20 g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이 소비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변화 

는 판찰되지 않았다 (Table 6) 방사선 구조변환 겨우살이 냉수 추출불의 경우에 

있어， 20 kGy 밍o IIg/kg 투어군은 각각 22.63 g 및 29.37 g이었으며 .3개월후 체 

중은 각각 32.83 g 및 38.95 g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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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다 (Table 11)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메탄올 추출물 및 겨우살이 냉수 추출울의 투여가 ICR 

마우스의 주요 장기 무게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한 결파， 일관성 있는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Table 7, 12) 암컷 신장의 좌우 무게가 홍삼 메탄올 추출물 투여 

에 의해 유의적으로 중가하였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변화가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7). 

(2)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 생화학적 검사 

암수 ICR 마우스에게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올 3개월간 

투여한 후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 생화학적 검사를 수행하였다‘ 

홍삼 메탄올 추출불 투여에 의해 암수 모두 백혈구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컷의 경우 백혈구 중 

에서 립프구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암컷의 경우는 호중구와 림프구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한편 방사선 조사가 이들의 변화를 중폭시키지는 않았다(Tab!e 

8). 겨우살이 냉수 추출불의 경우도 암수 모두 백혈구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었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폭이 다소 중가하였다， 이는 

독성에 의한다기보다는 l앙사선조사에 의한 약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수컷의 경우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암컷의 경 

우는 호중구， 렴프구， 단해구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e 13)‘ 

적혈구수는 홍삼 메탄올 추출물 투여에 의해 큰 변화가 없었으며， 방사선 조 

사에 의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컷의 경우 홍삼 메탄올 추출물 투여에 의 

해 hemog!obin(Hb), mean corpuscu!ar hemog!obin(MCH) , mean corpuscu!ar 

hemog!obin concenlration(MCHC) 및 red b!ood ceJl distribution width(RDW)의 

유의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나 망사선 조사에 의해 감소폭의 변화는 거의 없 

었다 반면 암컷의 경우는 홍삼 메탄을 추출물 투여에 의해 유의적인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Tab!e 9). 겨우살이 냉수 추출물의 경우도 적혈구수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컷에서는 hemog!obin(Hb)의 증가， mean corpuscu!ar 

hemog!obin(MCH)의 증가， red b!ood ceJl distribution width(ROW)의 감소， 암컷 

에 서 는 hemog!obin(Hb)의 증가， hematocrit<HCTl의 감소， mean corpuscular 

hemoglobin(MCH)의 증가，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MCHC) 

의 증가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가 이들의 변화를 중폭시키지는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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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Table 14). 

혈액 생화학적 검사에서 albumin(ALB), alka]jne phosphatase(ALP), a1inine 

arninotransferase(AL T) ,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 urea (BUN), 

cholesterol(CHOL), creatinine(CREA), bilirubin direct(Ð- BIL), glucose(GLUC), 

bilirubin total(T- BIL) , Triglycerides(TG), total protein(TP)올 측정 한 결과， 홍 

삼 메탄올 추출물 투여 에 의해 수컷의 경우 urea(BUN), 암컷의 경우에는 

alinine arninotransferase(AL T) 수치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방사선 조사 

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겨우살이 냉수 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수컷의 경우 alinine arninotransferase(AL T), aspartate 

arninotransferase(AST) , 암컷 의 경 우 alinine arninotransferase(AL T) ,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및 cholestero](CHOL) 수치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으 

나， 이 또한 땅사선 조사가 이들의 변화를 중폭시키지는 않았다(Table 15) 

(3) 병리학적 조직검사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의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위해 우선 장기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파， 모든 동물에서 내부 장기의 형 

태， 크기 ， 색조， 경도 및 기타 병변 둥의 육안적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다 

망사선 구조띤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의 간 및 신장의 병 

리조직학적 검사결과， 간에서는 모든 군에서 영중， 괴사， bilirubin 침착， lron 침 

착 둥의 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간세포의 구조도 변화흘 보이지 않았디 

(Fig. 1, 2) 신장에서도 영중， 괴사 동의 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신장세포 

도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역학적 요인이나 독성 물질에 기인하는 

사구체 및 신세관의 괴사도 관찰되지 않았고 세관세포들이 잘 밀집되어 있어 부 

총도 없음이 확인되 었다 (Fig. 3, 4) ‘ 

이상의 독성 시험 결과，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의 투여는 

어떠한 유의할 만한 변화플 초래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을 3개월간 ICR 마우스에 섭취시킨 경우， 시 

험한 최고 농도인 500m띠{g/day(홍삼) 및 500 lIg/kg/day(겨우살이)에서는 독성 

이 없는 것으로 판영되었디 현재까지 최고 58 kGy의 감마선 조사 식품을 투여 

한 만성 독성 시험， 최기 형성 시험， 우성 치사 시험， 반성 열성 시험 ， Ames 시 

험 둥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악영향이 검지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 

고 있다[5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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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gamma 따adiated hyaluronic 

acid (0, 10 없d 50 kGy) in the absence of 59 rnetabolic activation systern 

Test Conc No‘ 01 ~Us+ revertants per 미ate" 

cO!lljX)lllld (m밍며ate) TPÆ TAlOO TAl짧 T떠않7 

o kGy 2 40~8 134 ~ 16 18土9 12~5 

38~8 128土 14 20~8 10~6 

0.5 35~7 132土 16 16~7 7~5 

0.25 37~8 1 22~1 5 1 8~6 8~6 

0.12> 3U6 1 25~ 14 14~5 7X4 

0 32~8 116~ 1 8 1 5土4 8~4 

10 kGy 2 42~ 1O 1 38~ 15 25土8 1O~6 

39~8 142H8 23~8 1 2~4 

0.5 41%12 136土 14 25~ 1 2 8~6 

0.2> 36~8 139~ 16 18~6 10~4 

0.125 38~1O 134~ 14 20~8 11%6 

0 32~8 1l6rl8 15~4 8土4

éJJ kGy 2 89土 25* 275~31 * 67I12* 38~8* 

44~11 162~ 1 6 26~ 1 2 J 5~6 

0.5 4HJ2 145~ J 8 22~ JO 14土4

02> 38~8 J40~ 1 5 20~8 J1%5 

0.12> 35~6 142~ J 6 23~ 1O 7~6 

0 32~8 116~ 1 8 J 5~4 8土4

2-NF 0.01 J645~ 142* ne ne ne 

rvOO:G 0.01 ne 1854土 1 27* 1024%74* ne 

9-AA o.æ ne ne ne 197~36* 

ll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土 5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2 AF, 2- Aminofluorene; l'vINNG, N - methy 1- N' - nitrosoguanidine; 9- AA, 

9• Am inoacridi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3)Nol cx때tn떠 

*5ignificanLl y diffcrent from the control(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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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lmonella typrnmurium revers ion assay with gamma iπadiated hyalurαl1C 

acid (0, 10 and E() kGy) in the pre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떠n 

Test Conc. No. of ~Us+ revert:ants 며 미ate" 

COllllXlund (때/plate) TA9l TA100 TA1짧 T떠않7 

o kGy 2 42 :tlO 138:t 16 18:t5 8:t3 

39:t11 1 42:tl5 17:t6 10,,5 

0.5 40:t12 135:t18 18:t8 9:t4 

0.25 36,,10 126:t 14 15,,4 8,,4 

0. 125 38:t14 132:t15 16:t6 8 :t3 

0 34,,12 128,, 16 14,,5 7l:4 

10 kGy 2 43" 12 149,,22 20:t12 9,,3 

39土 1 5 154:tl8 22 :t1O 1O:t4 

0.5 4J:t 14 137" 15 19:t ]] 12:t5 

0.25 35:t10 142H6 20 :t8 10:t3 

0.125 37,,14 135,,18 18,,10 8,,2 

0 34:t12 128:tJ6 14:t5 7,,4 

f/) kGy 2 46 :t14 160,,25 26 ,,6 12;;5 

38"10 165 :t22 20 :t6 12:t6 

0.5 42:tJ2 148:t 17 22 ,,8 9 :t5 

0.25 40" 10 156:t 16 15:t6 7土6

0.125 36,, 14 136"18 16土5 10,,4 

0 34H2 128:t16 14,,5 7土4

2-AF''' 0.01 2385:t152* 1582 :t137* ne3) ne 

2-AA 0.002 ne ne 173,,39* 182;;28* 

llEach value rcpresenLs the mean :t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2 - AF, 2- Aminofluorene and 2- AA, 2- Arninoanthracene were used as pos itive 

conLrols for Lhe corresponding s trains 

JJNoL examined 

*SignificanLly diffe rent from the controI(p< 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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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romosomal abeπation on gamma irracliat어 hy외ur。미c acid (0, 10 and 밍 

kGy) in the absence of S9 rnetabolic activation system using a Chinese hamster ovary 

cell line 

Test 
Conc 

cornA,10un (mg/마) ctg3l ctb cte csg csb cse nor total 

PBS Il 0 l 0 0 0 98 100 

o kGy 10 

5 

2.5 

1.25 

10 kGy 10 
5 

% 

때
 

50 kGy 10 
5 

g 

mM 

MMC2l 0.002 

0 l 

l 

o 

0 

l 

0 

l 

l 

0 

l 

0 

1 

7 

0 

0 

0 

0 

0 

1 

l 

l 

l 

o 

4 

O 

O 

0 

l 

O 

O 

0 

O 

O 

O 

O 

3 

0 97 

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1 

l 0 O 

O 98 

IlPhosphate buffered sa!ine(negative controD. 

2~itomycin C(positive controD 

~hg; chromatid gap, ctb; chromatid bre와，age， cte; chromatid exchange, csg; 

chromosomc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e, nor; 

normal 

1 0 

0 1 

l l 

l 

1 0 

0 l 

l 

o 

0 

l 0 

10 6 

22 -

0 99 

0 96 

97 
nu 

nu 

nU 

98 

97 

0 97 

0 97 

0 98 

0 98 

3 67 



Table 4. Chromosomal abeπation on gamma irracliated hyaluronic acid (0, 10 and 50 

kGy) in the presence of 5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using a Chinese hamster ovary 

cell line 

Test Conc 
compound (mg/mU 

ctg3) ctb cte csg 

PBS 0 

o kGy 10 l 0 

5 0 1 

2.5 0 0 

1.25 0 0 l 

10 kGy 10 0 0 l 

5 0 

2.5 1 0 0 

1.25 0 

50 kGy 10 0 l 

。 0 0 

2.5 0 0 

1.25 2 0 l 

B(o)p' ’ 0.05 11 7 4 

lIPhosphate buffered saline(negative controI} 

2)Benzo(a)pyrene(positive controI}. 

0 

0 

0 

0 

0 

0 

0 

0 

0 

0 

0 

2 

csb cse nor total 

0 0 98 J()() 

0 97 100 

0 0 98 Joo 

0 0 98 100 

0 0 99 Joo 

0 98 100 

0 97 100 

0 98 100 

0 0 98 100 

0 0 98 100 

0 97 100 

0 98 100 

0 0 97 100 

2 73 100 

:l) ctg; chromatid gap, ctb; chromalid breakage, cte; chromalid exchange, csg; 

chromosome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e, nor; 

norm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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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 5. Frequency of micronuclei from marrow in mice treated with gamma 

irradiated hya1uronic acid (0, 10 and ~ kGy) 1) 

Saline (0.9%) 10 

h1NPCE!1 ，αJO PCE') 

2.9 土 1.3 

Test compound Dose (mg/kg) No. of mice tested 

o kGy 때
 때 $ 

m 

m 
m 
m 
m 

3.7 '" 1.2 

3.5 '" 1.0 

3.8 '" 1.2 

3.2 t 1.3 

10 kGy 때
 
W@ 

m& 

m
μ
 

m 
m 
m 
m 

3.8 土 1.2 

3.7 t 1.4 

3.5 土 1.0 

2.7 土 1.2 

50 kGy 때
’
 
뼈
 때
 때
 

m 
m 
m 
m 

3.8 t 1.0 

4.1 t 1.2 

3.7 t 0.8 

3.6 土 1.0 

I'v!MC:J1 2 JO 28.8 '" 4.5* 

l~ach value represents the mean土SD of three p!ates. 

2IMNPCE: micronucleatcd po!ychromatic erylhrocyte, PCE: po!ychromatic 

erythrocyte 

~)Milomycin C(posilive conlroI)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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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methanol extract powder of red ginseng prepared with 50 

kGy- irradiated ginseng on body weight and food consumption of ICR mouse 

sex Group lnitial body Final body Body weight gain Fαxl Intake 
weights (g) weights (g) (g) (g/day) 

Control 28.78<1.10' 38.43t l.ffi‘ 9.6JtI.8] , 4.58tO.51' 

125 mg/kg/day 28.00t 1.'Zl' 39.ootO.9I' 1023iO앓a 4.58<0.62' 

o kGy :Bl rr밍/kg/day 29. lOi 1.09' 39.IÜiO.6I' 1O.00iO.79' 4.50iO.39' 

Male 500m밍kg/day 29.00il. 78' 38.67i l.37‘i 9.67iO.70' 4.39iO.7I' 

125 mg/kg/day 28. 78i 1.14" 39.07il.29' 10 낌소0.61' 4.33iO용 

50 kGy :Bl mg/kg/day 29.m 1.42' 38.70iO.3)" 9.53iO.38' 4.33iO.64' 

500m띠<g/day 28.00iO여a 39.20iI.3], 1O.40iÜ.36" 4.76iO또a 

Control 22.47i l αf 32.67i 1.21' 1O.20iO.56' 4.2IiO.45' 

125 m이‘g/day 22.87i l.46‘ 31.97i 1.00' 9.IOiO없a 4. 17i O.51' 

o kGy 250 mg/kg/day 23.37i 1.01' 32.50i 1.00' 9. 13il αr 4. 1 8iO 앉f 

Female 500 때뻐'day 23 10iO.7O' 32.47i2.6I' 9.37iO.9O' 4. 1 6iO.55' 

125 mg/kg/day 22.37i1.l1' 31.37< 1.59' 9.00iÜ.잃S 4. 1 5iÜ.29' 

50 kGy 250 mg/kg/day 22끼iO.75' 32.50iO.æ‘ 9깅i l.oO' 4. 14i0.49" 

500 mg/kg/day 22.07iO.81' 32.60il. l8' 1O.50i 1.2Z' 4.10土O없a 

야
 μ 



Table 7. Effects of m e thano l extract powder of red ginseng prepared with 50 

kGy- irracliated ginseng on the organ weight of ICR m ou se 

sex 

Control 

Group Uver Spleen 
Kidney 
(Left) 

(uni t: g!lûOg BW) 

Ki이ley Testis 
(Right) IOvary 

μmg Heart 

5. 11 tO.56" 0.31 tO여， O.ootO.01' O.66tO.08' 0.74tO이‘ O혀tO.01' O.52tO.08' 

125 m링kg/day 5.18tO.l5' O.29tO 여. 0.70tO.05' O.68tO.æ" O.67tO.æ" O.55tO.05' 0.50돼야’ 

o kGy 250 mg/kg/day 5.1 7tO.4양 O.25tO.06' 0.70tO.06' O.66tO.05" O.64tO.OI' O.56tO.02' O.46tO.08' 

Male 500 mg/kg/day 5.20tO앵 O.25tO.06' O.ootO.01' 0.70tO.뻐 0.7liO.1γ 0.6liO.æ" 0.51 tO.06' 

125 mg/kg/day 5. 11 tO 잉B O.~ηtO.æ" 0.70tO.OO'‘ 0.70tO.09' O.ootO.OO'‘ O잉tO.æ" O.48tO여 

50 kGy 250 mg/kg/day 5.19tO.l4' O.25tO.02' O.65tO.04' O.64tO.08' O.67tO.OI' 0.57tO.10' 0.51 tO.(I)' 

Control 

an π!g/kg/day 5.22해's' O.:<!3tO 떠， 0.71i0.02' O.67tα'15' 0.74tO.æ" O.54tO.05" O.52tO.(I)' 

4.42tO.22' 0.31 tO.04' O.44tO.(양 O.48tO.æ" O.35tOm' O.56tO.æ" 0.4OtO.06' 

125 mg/kg/day 4.63tO양 0.3OtO.01' O.56iO.09' 0 닮tO.oo"" O.35iO.IO' 0.57iO.1앙 0.42tO.02' 

o kGy 250 mg/kg/day 4.8l t0.3I' O.36tO.(I)" O.55tO.01' 0똥iO.OO'，b 0.39iO.14' 0.62tO.08' 0얘소0.08' 

F엠13le 5(xl mg/kg/day 4.끼'6tO.4 1’ O.34tO.04' O.56tC 여. O.56tO 앙， O.37iO.04" 0.62tO O7'‘ O.43tO.01' 

125 mg/kg/day 4.54tO.23' O.35tO.æ" O.않tO 여 b O.50tO 여'" 0.47tO.I7' O.55tO.I6' O.44t O.01' 

50 kGy 깥<l mg/kg/day 4.74t0.47' 0앓tO.o7' O.53tO.OO" b 0.49tO.OO"" O.37iO.(I)' 0않tO.05" O.45tO.뼈 

500 mg/kg/day 4.48iO.3O' O.32tO.(I)" O.53tO.O함 0.5OtO.03"" O.35tO.09' O.58tO.(I)' 0.4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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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euk。이rte values in t he m ale a nd ferna le ICR m o use t reated o ra lly 

w ith methanol extract powder o f red g inseng prepared w ith 50 kGy- irra diated 

gin seng for 3 mon ths 

(unit: K/mL) 

sex Group WI3C neutrophil Iymopocyte monocyte ∞sm어)hil basophil 

Cαltrol 7.81i0.61'" 3.01tO.59" 4.23tO.I 9'、b 0‘37tO.æ' 0. 14tO.03'" 0여tO.02' 

125 mg/냉/day 5.70t 1.41' 2.92tl.OO' 2.47t0.63' O.25tO.l2' o.ætO.ot 0.01i0.0I' 

o kGy 2)Q m이<g/day 7.32tl 않'" 2.9I tO.62'’ 3.92土 1.09띠I O.aìtO.OO' O.l 8tO여a o.ætO.Ol ' 

Male 500m잉kg/day 8.83t2.18' 3.49t l.22' 4.93I1.28' 0.22tO.l5' 0. 1 5tO 여"" 0여tO이‘ 

125 m야g/day 5.57tO했 2. l ltO.24' 3.06tO.43'" O.23 tO.<Xi" O. lOtO.αl'" O.!EtO.<Xi" 

50 kGy 2)Q m앵/day 5.69t l.1방 2. I2tO.73' 3. 1 2tO여k O앓tO.14;' O. lOtO여@ O.illt O.02' 

500 mg/kg/day 5.40tO.51' 2.38tO.55" 2.53tO.85' O앓tO.2O' 0. 12t0.07"" O.06tO여a 

Control 7.71i0.66' 1.84.0.00' 5.42tO.74' O.32tO.02' O.09tOαl' O떠tO.OI b 

125 mg/kg/day 4.4 l tO없 l.34 tO.2 I' 2.70tO.69" 0. 19tO여b 0.13tO여'" o.æto.ol" 

o kGy 2)Q mg/kg/day 3ηtO.2 1 ' l.07tO.æ'" 2.34tO강 0.18tO.01' 0. 14tO.æ'. O.!EtO.c합 

Femalc 500 mg!kg/day 4.46t l.ot 1.1 4tO얘b 3.ootO없b 0.21 tO.07'b O.06tO.æ' O.illtO.OI"" 

125 mg/kg/day 3.55tO.71양 0.76t O. I6'" 2.45tO.65' O.23tO.æ'" O.09tO여" 0떠tO.0 1해 

50 kGy 2)Q mg/kg/day 3.18t1.61b O퍼tO.3l d 2.4 l t l 엎 0.13tO.ot 0.10tO.æ'" O.02tO.OI b 

500m띠<g/day 3.89tO.94b 1.00tO았I 2.39tO양 O.24tO.06'" O.l 7tO여a O.06tO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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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rythrocyte and thrombocyte values in the m ale a nd fe male ICR 

mouse treated oral ly with methanol extract powder of red ginseng prepared 

w ith 50 kGy - irradiate d ginseng for 3 months 

(unit: g/lOOg BW) 

Sex Group RBC Hb HCT MCV MCI.I MCI.IC RDW PLT MPV 
(WmL) (밍'dL) (%) (κ) (pg) (ψ'dL) (%) (1νmL) (%) 

Control 
8.ffi 12.67 갱꺼i4. ~.63 14.67 29m 22.47 π5.00 4.73 
iO없 iO.64' ffi' i2.7하 iO없 i2링a i4 .55' i l44.63" iO.:s" 

lZi m밍kg/day t 7O 5 l37b 
10.20 41.70i3. 56.37 13.57 24.00 19.23 964.33 4.00 

iO.26" '2fj' i3.9)' iO.40'" i2.46b i2.19'b i I47.84' iO찌ω 

O kGy g rngkg/day843 ll 77 47l3t3 닮m 13.93 Zi.07 17η 857.00 43> 
iO.42' iO.않.，'" 7탱 i5 깐. iO. I2'b i2.56"b iO.57' i74.91‘b iO었 

Male ~mψkg/day 806 ll Q3 45 53t7 56 30 13.70 24.57 18.87 805.3:’ 4.83 
iO.30띠b iO.74'" 예T :t7.81rl iO.56아 i2.70b 소 1.1 7"" 소65.61 " :tO. 1 5Jt 

I25 mg/kg/day8 
84 l233 49 23t4 5563 13.93 2523 18.13 7æ.33 4.30 

iO앙 iO.64"" 9양 i4.36' iO.'뺨 i2.66'" iO양 i75.45'b iO.20b 

8.57 11.00 4l.æ iO. 47.90 12.83 26.00 17.37 821.00 4.57 50 kGy ~ m양kg/day 
to g? iO앞d 49" il.49" iO.25' i l.35

,b iO.42'’ i30 인，b iO.2 1 어〉 

없} n@Ag/dly852 ll % 4203t l 49 33 13.37 27.07 16.93 η7.{η 4.53 
iO양 iO.56'" æ' i l.1믿 i O.31 '" il.0I"" io.없 i56앙" iO.l2'" 

Contml 
10.06 13.67 53.43 53.23 13.00 gπ 17.53 759.33 4.63 
i 0.43“ iO.76" i4.14'b i6αl'b iO.11' i3.:xJ'‘ iO.61'" i !'ô.06"" iO.29' 

9.08 13.47 57.37 63.23 14.87 23.47 18.33 728.00 4.67 
IZi mg/kg/day 

i Ö:fioo i O.72' i3.59' :t.5.24a i l.01' iO.41' iO얘
u i75.44"" iO.06" 

8.32 11.93 44.73 53.47 14.30 26.93 17η 002.00 4.83 
o kGy ~ mg/kg/day i ì':04'" i 1.91' i9.~ i6.8S'b iO.7ri‘ i2. 1랑 iO않b i l8 잉F iO.59'‘ 

8.79 11 인 40.20 4587 12.83 28.æ 18. 17 없8.00 4.87 
Fem외e ~mg/생/day i뼈"" iO.91" i2.7양 소4앙 i l.3:l' i O.42' i O.46" i42.51'b iO.42' 

8.21 11.37 ~ ~: .. 54.87 13.83 Zi.63 17.70 π5.67 4.53 
125 mg/1@day tO$b t1 lf 

t lOil4ab tlO뺨 iO.76" i3앓a iO앓b i 213.39'b i O.21 ‘ 

5O kGy g mgkg/day 
685 9.40 34.67 51.87 13.00 Zi.43 17α) 567.00 4.87 

i 3.O! ' i5.2O" il3옆 i4.8:변 i2.54' i6.64“ iO.46'’ i292.87" i O.4O" 

8.84 12.67 53.00 59.73 14.30 24.00 18.50 854.67 4.77 
500 mg/!kg/day 

i O 앓Ib :t l.$1 t8.78'tb :t5.t1 iO.46" :t l .ffj' iO.2O‘ i l25.3O" :tO. 1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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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rum biochemical values in the male and female ICR mouse 

treated orally with methanol exσact powder of red ginseng prepared with 50 

kGy - irradiated ginseng for 3 months 

Sex Group ALß ALP ALT AST ßUN CHOL 
(g/dD <u끼) (U;1) (U끼) (mg/dD (mg/dD 

Control 3. 14.0. 1양 7l.Z7. IO.41' 69.73il 3.24' oo. lO.æ.l2' 14.ooiO.없 143.7liI7.~ 

12; mg!kg/day 2.99.0'<뺨 75.63i8뿔 77.2Oi839' 99.4Oi 8.93' 16.1 1iO.l함" 138 없ct3.ffi' 

o kGy 250 rr땅!kg/day 3.00iO.05'b 74.47i9.00' 68.65.10.81' 100.32i35영 1 6.45.0.99뼈 134.39ilO.앞 

Male 500 때Ikg/day 3. 1UO. 1안 70.91 i 11.25' 83. 79i21. 76' 100.01i16.OO' 1 5.14i1.5언 1 39.89i7.66' 

12; mg/kg/day 3.22iO. II ' 73. 12i5.3O" 79.37i1 1.29' 1 02.여.18αr 1 8.22소2 앓'" 1 3O.56i 1 8.84' 

50 kGy 250 m야g/day 3. 1 6i뼈'" 74.42i 15.74' 67.94i11 면‘ 95.91 i4.44" 17.55i l.62'''' 138.15i5.68" 

500m뺑/day 3. 15iO.æ'" 83.4 liI2.65' 71.83i9.4O' OO.37i38.64' 1 9. 1 3iO영a 135.21i2501' 

Contro1 3.41 tO.l3' 1π 65i46.73' 153.53i39.06"'" 244.14i43.41' 15이 .2.40'" l여 63i8.95' 

12; m밍kg/day 3.45iO.18" 184.66i43.37' loo.87i1 4 없d 226.24ioo.41‘ 14. 17i1.92" 1 00.70i 13.33' 

o kGy 250 mg/kg/ck1Y 3.33iO.23' 184. 12i 11 엎 112.37iI6.없"" 173.54i56.81' 1 4.95iO용b 92.35i21 여3 

Female 500m밍kg/day 3.37iO. I3' 185.24i29.71' 1 98æ소21 잃， 2OO.68i43.7용 1 7얘i l.08' 94.66i21.1 0" 

125 m야g/day 3.43iO.1I ' 202.65i86.84" 162.92i29.2;'" 247.57성 1.69' 1 3.80.0.7양 85.06i 1O.fÐ' 

50 kGy 250 mg/kg/day 3.35.0.05' 202 11 i 2;.14‘ 94짧35.4엉 204.45i64없l 15.18.1 앞b 92.47i2O암a 

500m빙<g/day 3.48iO.10' 잉4.02i26.24“ 1 52.78i3O.4양 202. 16i29.01" 12.97.0.6d’ 97.72.8.76‘ 

Scx Group CREA D ßll. GLUC T ß ll. TG rp 
(mg/dD (mg/dD (mg/dD (mg/버) (mg/dJ) (g/dD 

Contml O성.0 여“ O찌iO여. 179.58i39.53' 0.30.0여'" 91.95i 17.84" 4.48iO 잉a 

125 mg/kg/day O.43i O 여‘ O낀iO.OI ' 164.76. 11.91' O.2;iO æ" 79. 11 i7.7t' 4.42iO.15‘ 

o kGy 250 mg/kg/day 0.49i O.0I' O잉.0.05' 190.43i6.OO' 0영iO.02'" 84.43i 18.98’ 4.44iO.2;' 

Male 500 mg/kg/day 0 집>0. 11 ' 0 영>0.00' 195.46>56.23' 0.3O>O.06'b 83.56" 11 않l 4.54>0.21" 

12; m양생/day O.46iO 여. 0.30>0αr 175.ooi4.51' 0.36>0.αr 79.00i5.24' 4.59>0. 11'’ 

50 kGy 250 n따<g/day 0.48>0.여“ 0.30>0떠a 1 85.55>2집a O.34iO여* 67.ooi2.84" 4.53iO.I 2'‘ 

500 mg/kg/day O.46i O.02' 0.31i0.06' 151.50i2 1.45' O앓>0.09'" 77.47>21 강a 4회>0.1 2'‘ 

Cα1lml 0.51i0떠 o 잉iO.23'" l 88ooi l 7앓 0.47>0. 17' 114.94i34.00' 4.6liO.2O' 

125 mg/kg/day O.46i O.æ" O.54iO.01'b 189.71 i Z7.04' 0.48>0.05' 118.54>14.12" 4.62>0.19" 

o kGy 250 mg/kg/day 0.47i O.æ" 0.49iO.08'" 182.5li’7.74“ O쩌>0여’ 1 33.53i 1 앓h 4.69>0. 16' 

Fe1’l11a띠le 500 mg/I<g/day O.52>O.æ" 0.63>0.12" 181.90>21.81' 0.47.0αr 162.13'19αr 4.63iO.23' 

125 m이‘g/day 0잉'0.05' 0.5IiO.12"b 185.22'13.14" o않'0.13" 101 없:t22.46h 4.60i O.19" 

50 kGy 250 m이kg!day 0.47'0.03" 0.37iO.11b 187없i14.2O' 0.36'0.10" 12O.68>29.24b 4.50>0.11 ' 

500m이<g/day O.45iO.03'‘ O.45iO.08'b 190.28i 15.26' 0.42.0.07‘ 11 4.23.6 않b 4.60>0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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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s of 20 kGy- irradiated cold water extract powder of mi s tletoe 

on bocly weight and f，∞d consumption of ICR mouse 

sex Group 
InitiaJ body Final body 80dy weight gain Fαxl lntake 
weights (g) weights (g) (g) (g/day) 

Cα1trol 28. 78t 1.1 0' 38.43t l.66' 9.6lt 1.81 , 4.58tO.51' 

20 pg/kg/day 28.83tO.67' 38.30t 1.46' 9.47t1.3O' 4.71t0.70' 

o kGy 100 pg/kg/day 29.oot 1.'2ff 38.43t 1.12' 9.::6t l.37’ 4.49tO염. 

Male 500 p이영!day 28.44t 1.05' 37잉t l.æ' 9.48t I.75' 4.75tO.7양 

aJ pg/kg/day 28.83tO.85‘ gηt1.23' 9.94tl 앓a 4.82tO.93' 

20 kGy 100 pg/kg/day 28.ætl.1γ 37.83t 1.53"' 9.00t1.12' 4 .76tO없a 

500 pg/kg/day 29.37tO.91‘ 3895t l.35“ 9.58t l.33' 4.63tO.74' 

Cα1tl1)I 22.47t 1.00' 32.67t I.2I' 10.20t O.56' 4.21 tO.4댄 

20 ~g/kg/day 23떠tO 앓‘ 32.68t 1. 18' 9.66t l.64' 3.93t0.42' 

o kGy 100 ~g/생!day 23.æt1.16' 33.63t2.37' 1O.60t3.42' 4.27tO여a 

FemaJe 500 ~g/kg/day 22.56t 1.68' 32. lOt 1.97' 9.54t2껑a 4. 1야0인ι 

20 pg/kg/day 23.oot I.74" 32.98t 1.88' 9.93t l.8Z' 4. 13tO.62" 

20 kGy 100 pg/kg/day 22.70t I.21‘ 32.47t 1.38' 9.77t I.4I' 4.13tO.66'‘ 

500 pg/l‘g/day 22.63t IEõ'‘ 32.83t l 앓a 10.20t l 아r 3.96tO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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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s of 20 kGy- irracliated cold water ex따ct powd er of mis tletoe 

on the organ weight of ICR mouse 

Sex 

Ma1e 

(uni t: g/l00g BW) 

Group Liver 50leen 
Kidney Kidn밍/ Testis Lung Heart 
(Left) tRight) IOvary 

Control 4.95ct0 잃， O.29iO.OO' 0.76iO.ffi' 0없iO.ffi' O.75iO.ffi' 0 혀iO.OO' 0않iO여 

a> pg/kg/day 5.15iO.Z2' O.27iO.OO' 0ηiO.06'’ 0.69퍼00' O.69iO.OO' 0.5\i0.07' O.56iO.05' 

o kGy 100 pg/kg/day 5.05iO.Z2' O.28iO'(껴. 0.74iO.여“ O.69iO.OO' 0.70iO.07' 0않iO.07' O.55iO여a 

500 p아‘g/day4없iO.I 7' O.30iO.여， O.73iO.여， O.69iO.OO' 0껴iO.OO' O.54iO 여， O.ffiiO.C윤 

a> pg/kg/day 5.12i0.14' O.26iO.OO' 0.74iO.OO' 0.71t0.05' 0.74iO.05' O.55iO'(껴， O.잃iO.03' 

a> kGy 100 P이'g/day 4.92iO.Z7' O.28iO.02' 0.74iO.02' O.65iO없 0.70iO.OO"' O.56iO없 O.54iO 여‘ 

500 pg/생/ψ.y 5.14iO.21' O.27i O.OO' O.75iO여. O.67iO여， O.67iOα"f 0.54i0여l' 0않iO여. 

Conlrol 442iO.22“b 0 앓iO.ffi’ O 밍iO.02'b O.얘iO.æ" 0죄iO.æ'" O.56iO.l였b 0얘iO.02' 

a> pg/kg/day 4.82iO.46' O.30iO.OO' O.56iO.05‘ O.54iO 여. O.æiO.I2' O.60i O.04'" O.45iO.OO' 

o kGy 100 pg/kg/day 4.44iO.ψ" o.앓iO.07' O.또iO않b 0.51 iO.02'" 0 않iO.ffi'" 0 않iO.01 ' 0얘iO여a 

Female 51:Xl p띠，g/day 4.23iO양 O.29iO.여， O.53iO.OO'b 0.5UO 엔 O.30iO.OO"b O.60iO.ffi'" 0.41 iO.01“ 

a> pg/kg기day 4.45>0옆 O.28iO.04' 0.49iO 여b 0.47iO여b O.24iO.æ" O.63iO.OO' 0.4 \i0.02' 

a> kGy 100 p따，g/day 4.70iO.æ'" O.30iO.여“ 0.54쇄02'b 0.52i0.01" 0 영6i0.03“ O.55iO.1방 O.45iO.여“ 

500 pg/kg/day 4.47iO.46"b 0영iO.OO' O.않iO.04"" O.54iO.02' 0낌iO아 .. 0잃iO여，b O.44iO.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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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eukocyte values in the male a nd female ICR mouse treate d orally 

with 20 kGy-iπadiated cold water extract powder of mis lleloe for 3 months 

(uni t: K/rnL) 

Sex Group WBC neutrophil IymoαlCyte monocyte ∞51뼈Jhil basophil 

Control 7.8UO.61" 3.01.0 했， 4.23.0. 19"" O.37iO.05' 0.1 4.0.æι 0 여iO.O'tb 

W pgtkg/day 6.45. 1.22'" 2.07.0.4(1' 4.ooil. ll'lxd 0.16.0.00' 0.16.0.O't O.07iOαr 

o kGy 100 pgtkg/day 7.10.0 암d 3.24.0 η"" 3.40.0.65'찌 0.24.0.07" 0. 17i0α? 0.05.0.04。

Male fffi pgtkg/day 9.Gl.0.79" 4.53.1.13" 4.00.0.71' 0.28.0αj'b 0.06.0'<남 O.OUO.o2' 

W pgtkg/day 8.83.0.84뼈 3.æ.0.48'b 4.73iO.39'" O.æiOJ않 0.19.0αr O.06iO.03" 

W kGy 100 p빙kg/day 6.93.0.4얻 2.82i0.!풍 3.æ.띠뻔 0.29.0.O'tb 
0.17.0여“ O.05iO.O't 

fffi pgtkg/day 5.92'0.54' 2.56iO 없I 2.89.0.:용 O때.O.æ"' 0.1 4.0어l O 떠.0 이“b 

Control 7.71 .0.66" 1.84.0.æ' 5.42i0.74' O앓.0.02' 0.09.0.05' o.æ.o.ol‘ 

W pgtkg/day 4.41 iO.3!f 1.36.0.00" 2.79.0.48야 0.16.0없 0.08.0.(12" 0.02.0.01 ' 

o kGy 100 pgtkg/day 4.37iO양 1.28.0.44여 2.78iG.깨k 0.17. 0. lIb 0.11'0.at' 0여'0.03" 

Fcmale fffi p밍kg/1ψ.y 5.42.0.09b l.68iO.23'" 3.5UO.1양 0.16. 0.03' 0.06.0.02' 0.02.0.01 ' 

W pgtkg/day 3.44쇄명피 0.89.0어 2.31.0.56' 0.19.0.07' 0여.0.01' 0.02.0.01 ' 

W kGy 100 pgtkg/day 3.32>0 짧1 0.00.0.06'" 2.08i0.4(1' 0.1 6.0여b 0.08.0 여” 0.02.0.01 ' 

fffi pgtkg/day 3.32.0. 11 ' 0.92.0. 1향 2. 16.0여C 0.15.0.06" 0.06.0.02' 0.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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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rythrocyte a nd thrombocyte vaJues in the male and femaJe ICR 

mouse treated orally with 20 kGy - irradiated cold water extract powder of 

mi s tletoe for 3 months 

(uni t: g/10üg BW) 

Sex Group l1BC Hb HCT MCV MCH MCHC I1DW PLT MPV 
(l\1!mL) (g1dL) (%) (ι) (pg) (g1dL) (%) (}νmι) (%) 

Control 
8.66 12.67 43π 50.63 14.67 29.a7 22.47 η5.00 4.73 
土0.85' i O.64" i4.ffi' i2.75' 쇄f'ß' i2.34" i4.55' i l44.63' i O.25' 

a pg/kg/day9 02 l4 73 4l 83 54.13 15.97 29.63 19.13 800.67 4.57 
iÜ.69' iD밤 i3.6O' i4.65' 쇄R‘ i2.흉'iÜ없 ... i78.64'" iO.21' 

O kGy 1m pgkg/day879 I4g7 438 48.17 16.77 34.87 18.27 1047.67 4.53 
i O.51' i\.04'" i3 많3 i2. 11 " i 0.31' i l.63'’ iO엎 土55.19'b i O.25" 

% pgkg/day 880 16.53 45.03 51.03 16.97 33.27 18.67 없4.33 4.67 
Male i O.62' i 1.29' i5.4람 i2m' iO없 ilα，.. 쇄4d' i 1l7.46'" iO.06" 

20 ”g/kg/day898 15lO 4523 48.00 16.30 33.37 17정t 1176.00 4.63 
iO.78' i 1.18'" i3.01' iÜ.l1' iO. I1' iO때 • .., 0엎 i94.93" 해32" 

8.57 13.10 42.05 54.60 16.00 31.27 18.60 9\0.67 4.57 
20 kGy 100 p아<g1day iO.52' iQffií< i4.92‘ i9.69' iO.62'’ i4.22'야x; ::1:0없 i l 58.24야 iO.21" 

8.!Ji 15.07 45.65 52.6 17.00 27. 17 19.70 g경 67 4.63 
500 pg/kglday iO.<l1' iO엎b i3.34'’ 3i2없 i O.36' iO.64" iO 없'" i 77.(Q' iO양 

Control 
\0.06 13.67 53.43 53.23 13.60 25.77 17.53 759.33 4.63 
i O.43' 쇄 7f1' i4.14' i 6.03' i O.I'1' i3.5O' i O.61' i&3.05"" iO.29''' 

9.00 14.83 얘60 54.33 16.50 30.83 17없 867.33 4.33 
20 pg/kglday i lÏ5ì“bc :tO.42'"t!) i:6.97'"1’ i \0.30' i l.2O' i3.45'b i O.51' i l06 여， iO. 15b 

() kGy lm llgA<g/da93l l6l3 얘η 52.30 17.30 33.33 17.57 932.33 4.83 
y 

iO.43''' iO 어13 ::I:6.3411b ::I:4.g)a iO.lO' i3. 16'" iO.31' i64.63' i O.06' 

8.00 14.70 얘 03 5O.a7 16.73 33.40 17.30 740.67 4.83 
Female 500 pg/kglday iO.4한 iO얘.. i l 없b i\.gj'‘ 소0.40' i O.66'b i O.36' i I14.42'" i O.31 , 

7.00 12.90 43.47 56.20 16.47 gη 17.33 500.00 4.60 
20 pg끼<g1day i ï it i2.43" i7.4 lb i6.85' iO.42' >3.93'" i O.31" i51.22" i O.36'b 

a kGy lm g/kg/day838 l4 47 4l a 49.23 17.27 35.10 16.77 881.67 4η 
pg/kg/day iO.앞x iÜ.S1'" i 1.1양 i2.1 1' iO.쟁

a iO.56' i O.21' i219.76' iO 앓'" 

gn ugkgday9 05 l4 97 43 20 47.67 16.50 34.67 17.63 잇19.67 4.70 
i O.32''' i 1.;암 i3.64b i2.4O' iO 얽， iO.75'b >0.72' i 11 7.36' i O. IO'b 

% 

ω
 



Table 15. Serum bioche mical values in the male and female ICR mouse 

treated orally with 20 kGy - irra diate d cold water extrac t powder of mis tletoe 

for 3 months 

Sex Group ALB 
(g.I.비) 

ALP 
(U.끼) 

ALT 
(U!l) 

AST 
(U!l) 

BUN 
(mgj，비) 

CHOL 
(mg!dD 

c。ntrol 3.14t0.19' 71.27tlO.47' 00.73"13.24b %lOt20.1 2'" 14.rotO.85' 1갱 71t 17.3l" 

20 ~g/kg/day 3.1 OtO.07' 없않ct7.ír1' 11 6.꺼土23.00' l00.BH37，엉뼈 16.63土1.63' 143.65t2,73' 

o kGy 100 ~g/kg/day 3,l1 tO.06' 77.46tl8.03' 1앓 16t3 1.OJ' 1잃 84tI2，37' 17,68t2.66" 1 32，82t잃03' 

Male 5(xl ~g/kg/day 3.1 1t0.13' 82.l0t7.!J7‘ I17 ，04t3O，얘. 1I 2，æt29，64밴 14,OOt0.31' 140,98tI3.15' 

20~따‘g/day 3.14tO.OO' η52t5，ffi' ~l.OOtI7，74b 68 α)t9，87' 15,64 tO.51' læ.79t9.35" 

20 kGy 100 ~이<g/day 3,22tO.02' 62.42tI7,94' 5O，26t9，7밤 11 1.42t lO.42'" 16，πtl.70' 1얘 66tl l.46' 

gXl~아<g!day 3.17t0.12' 68，61t9 껴“ 116,25t3O.5O' 117τ2t5，25'b 14.67t2,19' 147.29t8.43' 

Control 3.4 li0.1엇 lη.65t46.경， 153,53tæ.06' 갱4 ， 14t43.47' 15,01t2 여，여63I8，ffi' 

20 ~g/kg/day 3,45tO,00' 208. 70t13.52' 없34"34.33" 83,38t I7,73b 13.68t l.1람 π34"1 1.1 5b 

0 1<이 100 pg/kg/day 3,38tO.03' 209.4 l t I7,35' 67,6U I6,OJ b 1 00，00않 양 13,94 tC 얘‘ 75.94t8,$' 

Female 5(Xl~아<g/day 3，ætO.1용 165,26t63,66" 41.12t4,41b 75,34t22,25b 13，76t。이‘ 없 74" 17땅，b 

sex 

20 ~g까‘g/day 3.47tO, 11' 154.02t25.52' 61.39"22.1J7" 93, 12t 19, IOb 14 ，24tO 없" 84.96t I5,I6'b 

20 kGγ 100 ~g/kg/day 3,57tO.I2' 1 48，62t42，앙， 61.00tI7,01 b 102，lI t27，:왕 13，52해36' &\,38tl3.2O'b 

Control 

5(XJ ~야g/day 3,53t0.13' 156.52t26.62' 47.53tl0 없， 8 1없t22，7l" 15.18쇄96' 8 1뻐"9，85'b 

Gmup CREA D BIL 
(m밍이1l (mg/d1l 

GLUC 
(mg!d1l 

T BIL 
(mgf이) 

TG TP 
(mg/dl) 19/d1l 

O，45tO여ab 0 없tO여 1 79,58tæ.53' 0，3QI0여 9 1.96t 17없“ 4,48tO,25' 

2O~g/l‘g/day O,46tO.02' O,36tO.II)" 1 !J7，86t lO.여" O,36t O,IO' 122.oot lO,(jg' 4 ，74tO왔 

o kGy 100 ~g/kg/day 0.42tO,02'b 0 ，31 소0.03' 1 82 ，09t껑 06" 0 예tO，03' 100,86t23.84' 463t OO3' 

Male 5(Xl~야g/day 0.4 1 tO，1양 O,29tO,06' 1 57,36t 1 3.34' 0짧0，06' 127,99t22,66" 4 ，67"0없 

20 ~g/kg/day O,45tO,03" 0.29"0.00' 198,59"1001" 0.32"0 00' 00.18"16.12' 4.ffliO얘i 

20 I<Gψ 100 ~g/l‘g!day O,43tO,01 ,b 0.29"0.10' 1없 4 1" 1 1.07' 0，30"0'<엉 100，8 1 "36,!J7“ 4,68"0 뼈i 

5(XJ ~g/kg/day O.44"O,03'b O,34tO.oo' 1!J7,55"44.00' 0.32"0.여 1 07 ，04t6，69' 4.64"0.13‘ 

Conlrol 0,51"0,03' 0.50소0.23' 1&1.00" 17,52' 0.47"0.17“ 11 4,94t34,OOb 4,61 tO ∞이r 

20 ~g/kg/day 0.49"0,02' 0였tO. I 2' 1없 75" 15，20' 0.3O"0.06b 1 68， 54"22 연’ 4.7ItO.1 0',b 

o I<Gy 1 00 ~g/kg/day 0얘"0，02' O.4 liO,02‘ 186.93t 1 3.25' O.36"O.OO" b 1 07 여소 1O.66b 4.4 1 "0.09' 

Female 5(xl ~g/kg!day 0.47I0'<껴 o웠"0， 1 5' 181 이 "19.06' 0혀tO，OO"b 00,74t 7,2Ob 4.49tO,02'" 

20 ~g까<g!day 0.47t O,06' 0,33"0,07' 187,56"20.58' 0，34"0여，b 109,65" 12,71 b 4,62tO,2O'''' 

20 kGy 1α) p아<g!day 0.47"0,02' 0,32"0,03' 1&\.92"24 ,76' O.32"O.02'b 9878tlO， 1 밤 4,79tO.08' 

5(XJ p이，g/day 0.45"0.02' 0.42"0，여， 183.89"14,02' O,33"O.06'b 142.1 4t갱 OJ ,b 4,66tO,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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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25mg/kg 

o kGy 

250mg!kg 500mg/kg 

50 kGy 

A I 25mg/kg 250mg!kg 500mg/kg 

Control I 25mg/kg 

o kGy 

250mg/kg 500mg/kg 

B I 25mg!kg 

50 kGy 

250mg/kg 500mg/kg 

Fig. 1. I-Tistopathological exarnination of the liver of ICR rnouse adrnini s tered with 

rnethanol extract powder of red ginseng prepar벼 wiUl 0 and fQ kGy irradiated ginseng 

for 3 months (A) Male (B) Female. 

야
 ω 



Control 20"g!kg 

A 

20μg/kg 

Control 20" g/kg 

B 

20μg/kg 

o kGy 

100μg!k9 

20 kGy 

IOOIlg/kg 

1 OO"g!kg 

20 kGy 

100"g!kg 

500"g/kg 

500μg/kg 

500μg!kg 

500Ilg/kg 

Fig. 2. HistopathologicaJ examination of the liver of ICR mouse administered with 

o and 20 kGy irracliated cold water extract powder of mistletoe for 3 months (Al 

MaJe (Bl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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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 25mg/kg 

o kGy 

250mψkg 500mg/kg 

k‘. 끼딘Jr?] Lfsrr : f 、 !II 、 .μ*3 --」f**r;.;;. 、• • ‘t아 ... ‘.11냐 .. 、 111‘ .. ’이 κ、11 .니 표 ι 싸‘I 
11‘11파.’.allll ‘서샤.ζ 끼;“ ’ 갚 ，끼 111핏t· 갚 fIIIl싱 
’줬:펀I껏1-니j핀잔헬꽉I갖꽉.덧 

I 25mg/kg 

50 kGy 

250mg/kg 500mg/kg 

A 

Control 125m띠kg 

o kGy 

250mg!kg 500mg“kg 

치펙펙편하창헬원灣편r띈f꽉펀 
Ir-- ;,;??J Jjt;삼111칠;ξ;‘iil￥_.κ-파I훌~π、·낀‘1‘t꽉 
”’JI필섬f셋IIU쫓l할;강션낸한i웰 

I 25mg/kg 

50 kGy 

250mg/kg 500mg/kg 

B 

Fig. 3. His topathological exam매ation of the kidney of ICR mouse adminis tered 

with rnethanol exσact powder of red gin않ng prepar벼 with 0 and E:i) kGy-iπ'adiated 

ginseng for 3 months (A) Male (B) Female 

킨
 



Control 20I1g/kg 

A 
20μg/kg 

Control 2011이kg 

B 
20I1g/kg 

o kGy 

lOOI1g/kg 

20 kGy 

lOOI1g/kg 

o kGy 

10011g!kg 

20 kGy 

10011g/kg 

500l1g/kg 

500l1g/kg 

500I1g/kg 

50011g/kg 

Fig. 4. His lo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kidney of ICR mouse admini slered 

with 0 and 20 kGy irradiated cold water extract powder of mistletoe for 3 months 

(A) Male (B)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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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l 목표달성도 

2. TI -, ..iL 
드)-A-l ζ C! 1 
2. c::>.....L.. .::;:1"1:: 

가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떤이시험 

대외 기여도 

S. typhimurium TA 98, TA100, TA1잃5 및 TA1537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 

수를 조사한 결과， 대사활성계 도입 및 부재시 0.125- 1 mg/p late의 범위에서 복 

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폰적인 중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은 최고 시험적용 농도인 2 mg/plate에서 대사활성 부재시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에서는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중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사과정에서는 돌연변이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염색체이상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채 이상시험에서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10 

kGy, 50 kGy)은 시험적용 용량에서 염색채이상 유발능이 5% 미만이었다 

다 감마선 조사 히 알루론산의 소핵유발시 험 

설치류 망상적혈구를 이용하여 감마션 조사 히알루론산 (10 kGy, 50 kGy)의 

소핵 형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적용 용량인 125- 1,000 mg/kg의 범위에서 소 

해올 가진 망상적혈구의 출현융이 음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올 확인하였다 

라 갑마선 조사 히 알루론산의 위 해분석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복귀돌연변이시험 ，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유발시험 

을 통해 위해 분석을 수행한 절과 강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00 kGy, 50 kGy)은 

본 시험조건에서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디 

마.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불 투여 실험동불의 3개월간 사육 및 

식이섭취량， 체중， 장기무게， 일반상태 평가 

1상사선 구조변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이 (20 kGy)를 3개월간 암수 랫트에 

경구 투여하였다. 홍삼의 경우 500 mg/kg/day을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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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공비 2를 적용하여 250 mg!kg/day, 125 mg!kg/day의 중 

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을 설정하였다. 겨우살이의 경우 않O μg!kg/day을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 용량을 기준으로 100 lIg!kg/day, 20 lIg!kg/day의 중간 

용량군과 저 용량군올 설정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엄상 증상이나 폐사 동물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체중 변화， 사료 섭취량 및 주요 장기 무게도 대조군에 비해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바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의 혈액 및 혈청학 

적 생화학 겁사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이 (20 kGy)를 3개월간 압수 랫트에 

경구 투여 후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를 수행한 결과， WBC 둥에서 약 

간의 중감은 있었으나 방사선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의 병리조직학적 검 

사 

방사선 구조변환 홍삼(50 kGy) 및 겨우살이 (20 kGy)를 3개월간 암수 랫트에 

경구 투여 후 현미경 관찰을 통해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 신장은 

모두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염증， 괴사 둥의 유의할만한 병적 변 

화는 관창되지 않았다 

아- 목표 달성도 

이상파 같이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와 망사선 

구조변환 홍삼 및 겨우살이 추출물의 3개월간 아만성 독성 평가를 통해 이들의 

안전성을 목표대로 입증하였다 

2 대외기여도 

방사선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식 · 의약품 소재를 실용화사키기 위해서 

는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수용생을 증진시켜야 한디 즉 방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의 독성학적 평가를 다각도로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식 의약품 소재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필요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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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식 • 의약풍 소재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면 실용화가 가 

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바 이를 통해 식 • 의약풍 산업 

에서 방사선조사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 

비자 수용성 중대에도 기여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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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식 · 의약풍 소재의 안전성 (safety), 편이성 

(conveniencel파 기능성 (functionality l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제품의 

선택기준과도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식 의 

약풍 소재를 실용화사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 

을 중진시켜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 

성이 있다 본 시험 결과는 보건복지부 허가에 훨요한 데이터로연구결과를 제시 

또는 축적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계와 연계한 협력연구 추진으로 실 

용화플 유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방사선 구조변환 생물분자 및 소재 

의 안전성 입중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중대에 활용함과 동시에 방사선 웅용기술 

의 국민적 이해 중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둥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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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00단어 내외) 

50 kGy 조사 히알루론산은 최고 시험적용 농도인 2 mg/plate에서 대사환성 부재시 통 

져연l 적이으로 유의적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륜 보였으나 대사활성계룹 도입한 복귀돌연 
시험에서는 유의한 만한 복귀졸연번이 중가플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사과 

성에서는 돌연변이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류 "11 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þ] 상시 험 에 서 감마선 조사 히 알루론산 00 kGy , 50 kGy)은 20, 10, 5, 2.5 mg/mL의 시 
힘g직로용 용량에서 염색채이상 유발놓이 5% 마만이어서 염색체 이상올 유말하지 않는 것 

나타났다 설치류 망상적혈구플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 히알루론산 (]O kGy , 50 
에서 소 

소핵올 

구 투여 

의 경우 

의한 임 

앙 중상이 나 폐사 동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중 변화， 사료 섭취량 및 주요 장기 무게 

E 대조균에 비해 차이플 보이지 않았다 헬액학적 검사 및 혈청학적 겁사갈 수행한 결 

이야구，조다 W한B 현C 유D 동에서 약간의 중감은 있었으나 l상사선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 
1 경 관찰윤 풍해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 신장은 모두 정상척인 

지하고 있었。며 염증， 괴사 풍의 유의할안한 병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제냉키워드 

감마션조사1 히알루론산，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시험， 
(]O단어내외) 

소핵유딴시험， 유진독성평가， 홍삼， 겨우살이， 아만성 독성， 안전성 



BæLlOGRAPHIC lNFORMA TION SHEET 

Perforrning Org. Report Sponsoring Org Standard Report 
lNlS Subject Code 

No Report No No‘ 

KAERl/CM -1180-2009 

Title/Subtitle Toxicological safety evaIuation of bio molecules and materiaIs 
transforrned by gamma irradiation 

P때 Manager 빼ept. I Kang , ll - Jun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I-!allym University) 

Researcher and Dept ]eon, Young- Eun, Kang , !-Iyo-1in, Yin, Xingfu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Iallym 

U ni versi ty) 

Pub. Place Daejeon Pub‘ KAEIU Pub. Oate Feb. 2010 
Org 

Page 47 pp 
UI. and 

Yes(O), No( Size 26 cm 
Tab 

Note 

Classified Open( 0), Outside( Class Report T ype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야st띠r떠ac야t빼떠mα) w。마때뼈r떠때ds잉) I 
ln the bacterial reversion assay with S. typhimurium TA98, TAlOO, TA1 535 and 
TAl537,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did not induc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in the pre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ln chromosomal aberration tests with CHO cell s, 
gamma irradiated hyaluronic acid (10 and 50 kGy) did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chromosomal aberrations. [n vivo mouse micronucleus assay, 
gamma irradiated hyaIuronic acid (1 0 and 50 kGy) did not show an increase in 
the frcquency of polychromatic erythrocytes with micronuclei. These resu1ts 
indicate that hya luronic acids irradiated at 10 and 50 kGy did not show any 
genotoxic effect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ln order to evaluate their possible subacute toxicity, the male and female of lCR 
mouse werc given to methanol extract of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and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tletoe for three months. O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ppearance, behavior, mortality, food and water consumption of rats fed the 
50 kGy iπadiated red ginscng and 20 kGyπadiated water extract of mistletoc were 
not a佈cted co뼈 

biochemical parameters were observed, they were not dose dependent and not 
affected by gamma irradi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50 kGy irradiated red 
ginseng and 20 kGy irradiated water extract of mis t1ctoc did not show any toxic 
effects under these cxperimental conditions 

Subj cct Keywords I gamma irradiation, h빼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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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reverSlOn assay , chromosomal aberration tests, micronucleus assay, 
genotoxicity, red gi nseng , mistletoe, Subacute toxicity tes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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