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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 공동기솔개발지월샤업』 

지식재산권 흩뭔 ·등록비 집행배역 

1. 총괄현황 
(단위 - 원) 

항목 제획 집행 잔액 
집행비율 

(%) 

지식재산권 출원 · 둥록비 0 0 0 

11. 세부집행내역 
(단위 원) 

지식재산권 
항 목 과채명 지식계산권명 출원 ·둥록 번호 금액 

(출원 ·둥록 일자) 

항암".치료 효능 및 

지식재산권 부작용에 대한 생약초 0 
총원·퉁록비 생물(혜모협)의 개선효 

과 동물시험명가 

계 0 



1. 총괄현황 

1년차 

『산연 공동기흩개발지원샤업』 

사업비샤용셜적보고서 

과찌개발비 

2년차 소계 
이자 

(단위 원) 

총계 

89,060,000 89,060,000 89,060,000 

II. 과제개발비 세부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원) 

계획 주관기관 집행 참여기업 집행 잔액 
집 
행 

바목 세부항목 비 

현금 현풀 계 현금 현풀 계 현금 현율 계 현금 현물 계 ( 율%) 
내부인건비 3，562;αn 1I,559,1lXl 15,121,1lXl 3,427,8!lJ 01 3，4:ηβ!IJ 011l,559,1lXl 11，559，이m 134,120 01 134，1깅O 99.1 

인건비 외부인건비 22,2W,1lXl 01 22,220,1lXl 22,296,132 o 1 22,296,132 0 0 0 -76,132 0 -76,132 1003 

소계 25，깨2，000 11，559，αm 37.여1，1lXl 25，π때12 01 25,724,1J12 0 
11,559,00 

57,9118 0 
0 

0 57，쨌 99.8 

기자재 잉차료 0 0 0 0 0 0 0 0 0 0 0 0 

재료"1 29，916αm 1，81lO，αm 31 ，716，αm 31,236,1157 1，81lO，이:0 33，036，퍼7 0 0 01-1,320,057 01-1，320，αη 1여 2 

시작풍 제작비 0 0 0 0 0 0 0 0 0 0 0 0 

여비 2,477,000 01 2,477,000 1，489，β00 01 1,489.800 0 0 01 987,200 01 987,‘200 60.1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잉ro，αm 01 2，IlXl，αm 1，670:잊m 01 1,670,900 0 0 01 329,100 01 329,100 83.5 

기술갱보활동비 2찌:0，000 01 2，200，α” 1,961,500 01 1,961 ,500 0 0 01 l:‘8,500 01 238,500 89,2 

연구활동비 4，42때m 01 4，420αm 4ιμ，420，αm 01 4,420,000 0 0 0 0 0 01 100.0 

소계 엔，1t13，ooo 1，800，'이m 42，813，αm 40，7711양7 앵예αm 42,578,257 0 0 01 234,743 01 2:써.，743 99.5 

간접경비 8，906，αm 8，906αm 8，~， αm 8，906α:0 0 0 0 0 0 01 100,0 

간접비 
지식재산권 0 0 0 0 0 0 0 0 0 0 0 0 
충웬·둥록비 

소 계 8，91))，αm 8;잇J6 αm 8，잇J6 α” 8，906αm 0 0 0 0 0 01 100,0 

위개탁별연비구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함 계 75，701，0(애 13,359,1lXl 89，060αm 75,4(ll,269 1β00，1lXl π'Ifß，269 11，559，αm 11，559，α:0 갱2η1 01 292,731 99,7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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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언건비 

口주관기관 

구판 소속기판 성명 칙급 

내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성기 책임급 

외푸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은희 원급 

합계 

‘ 직급은 책임， 선입，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口 참여기업 

구용 소속기관 성명 직급 

내부 (주)선바이오택 김치용 책엄급 

내부 (주)선바이오택 문정한 선임급 

내부 (주)선바이오택 최종명 원급 

합제 

기본급 

8.569.700 

2.026.921 

기본급 

6,250 

2,75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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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참(여%)율 참여(월기)간 금액 

10 4 3，427.없30 

100 11 22.~.132 

25.724.012 

(단위 원) 

참(여%)융 참여(윌기)간 금액 

10 10 6,250,000 ( 현율) 

10 12 3,300,000 (현물) 

10 10 2,009,000 (현율) 

11，559，αJO(현물) 



2) 직접비 

口주관기관 
(단위 원) 

세부항목 (풍 내영， 규 역격) 단가 수량 
금억 

현금 현물 재 

기자재 임차료 
Dul야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외 3건 410,300 1 410,300 410,300 

2009년 5월 저장용계갱대체(본소) 492,037 492,037 492,037 
Peni디llin-Streptomycin， LiQuid 363,000 1 363，αm 363，αm 

실험용 생쥐(ICR) 5PF/VAF, 6WK5-F 외 1 건 926,700 1 926,700 926,700 
실험용 생쥐(ICR) 5PF/VAF 6WK5-F 147,500 1 147βm 147,500 
Chromium-51 Radionuclide-NEZ-030S-1 RT 220,000 1 220，αm 220,000 
실험용 생쥐(C571lL/6N] SPF/VAF 6WK5-F 외 1 건 934，αm 1 934，αm 934，αm 

실험용 생해(C57BL 6N SPF VAF 7WK5-F 720，이)() 1 720，이m 720，αm 

실험용 생쥐(C57BL 6N SPF VAF 6WK5-F 외 1 건 1，930，뼈 1 1 ，930，이m 1 ，930뼈 

Aspen Shaving 외 1 건 346,500 1 346,500 346,500 
chromium-51 Radionuclide-NEZ-030S-1 RT 176，αm 1 176，1αm 176αm 

DlLUENT, 10L 었0，αm 였0;아U 영0，000 

실험동용용사료 5L79(RAT &MOUT018%AUTO) 187，αm 1871αm 187，αm 

실험용 생쥐(C57BL/6에 5PF/VAF 480，αm 1 뼈0，000 4801αm 

250ul syringe assembly 교환 였0，이m 1 었0，000 330,000 
항압찌 플라토신주사액 (1뻐\gjV 외 1건) 91,200 1 91 ,200 91 ,200 

재료비 C57BL/6 마우A 외 1건 502,000 1 502，αm 502，아m 

FB5 (5OOml) 1때/이m 1 1,540,000 1，54α이m 

Media bottle (5OOml) 307ij 외 16건 7，590，η0 1 7,590,720 7,590,720 
FBS (5OOm1)외 3건 1，496α)() 1 1，496，ρm 1,496,000 
'J'~q， ])NA pol. (500미 495,000 1 495,(XlO 495，αm 

북사기 c 럽 (MF818Oc) 290,400 1 290,400 290.‘400 
anti-mouse CD19jPE (0 ，강ng)외 3건 1,192,400 1 1,192,400 1,192,400 
anti-phospho- FOX03a antib。이 (1여ul) 외 3건 1,467,400 1 1,467,400 1,467,400 
RO membrane in housing set 외 3건 1β59，000 1 1β59，αm 1，859αm 

HBSS 외 2건 262,900 1 262,900 262，'잊m 

Taq. DNA Pol 495,000 1 495，αm 495，αm 

실험풍물사료 외 2건 297，αm 1 ì97，αm ì97，αm 

TaQ. DNA Pol 외 1총 95καm 1 957,000 957，α)() 

에앙새포주αLO) 517.‘αm 1 517,000 517,000 
C571lL/6 mouse 450，αm 1 450，이m 450,000 
생취 협액시료 혈액생화학검사 비용(캠옹) 3,740,000 1 3,740,000 3,740,000 
실험용 혜모힘(HemoHI씨 시료 (3Oeajbox) 30，이얘 % 1.800，이m 1β00，000 

시작품 제작비 
파제판련 업무회의 (갱융-대 천， 정우회， 0박1일) 67,(fXJ 1 67,600 67,(fXJ 

ACRR20091 참일가) 빛 과재판련 논문발표(갱융-서 융， 
정우회， 0박 

106,400 1 106,400 106,400 

A박C혜R란R2/0조09온 창희가， 2박 및3일 과l재판련 논문발표(정융-서 융， 294，때O 2 588,800 588,800 

한(갱국옵노-수화원학I 회 조온 춘회제，학 0술박대1일회) 창가 및 연구갱보수집 103,200 1 103,200 103,200 

여비 
과션，채 갱판우련회， 참 0여박1기일업)(션바이오택) 업무협의(갱용-대 69,400 1 69,400 69,400 

파제판련 업무혐의 l쟁율-서 울， 조성기， 0박1 일} 113β00 1 113βm 113β00 

과제관련 기술업무협의(정용-서울， 조성기， 0얻t1 일) 109,400 1 109,400 109,400 

파용제 대전 연，구 조진성앵기， 창 0박여1기일업)(선바이오핵) 업무혐의(갱 7αK애 1 70,600 70,600 

재주2회 조은 방희사，선 1박산2업일학)회 추제학술대회 참가 (정용-광 154,200 1 154,200 154,200 

한희，국 O노박화1 일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정융-서울I 조온 106,400 1 106,400 1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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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복사제온 

연타구진용용시 워료현 해 연모구힘용l 해 생훌외발 송송부) 요금(혜외 사업화 가능성 
수용비 및 수수료 

갑영성 빼기용(실험동융사체) 수거운반처리비(’%년5.13) 

갑엽성 에기융(실험동물사셰) 수거용반처리비 ('09년3.1이 
갑영성 에기맑실영동융사셰) 수거운반처리비 ('00년10.21 

한국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퉁혹비(조은회) 
국제학술대회(ACRR2009) 퉁록비(조온희) 

방사선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둥륙바 (조용회) 

한국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퉁륙비 (조은회) 

최종 결과정검 및 보고서 작성회의 (’%년 63이 
연구진도 정겁회의 ('09년 6.19) 
연구진도 정검희흰~년 6.16) 
연구진도 정검회의('09년 6.3) 

기술정보활동비 
연구진도 점검회의(’09년 5.15) 
연구진도 정검회의(’09년 4.23) 
연구진도 정검회의(’%년 4.14) 
연구진도 정겁회의(09년 4.14) 
연구진도 정겁회의(‘09년 4.9) 
연구진도 정겁회의('09년 3.19) 
연구진도 정겁회의 ('08년 12.19) 
연구진도 점검회의 ('08년 11.13) 
연구진도 갱검회의 ('08년 9.23) 
연구진도 정겁회의(’08년 9.9) 
연구활동진흥비 2차 지급(조용희)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홈비 2차 지급(조성기，정우회，박혜란) 

연구활동진홈비 1차 지급(조성기갱우회，박혜란) 
연구활동진홈비 1차 지급(조용희) 

합계 

口 참여기업 

’‘ 해당사항 없음 
3) 간접비 

口주관기관 

세부항목 내 역 

269,500 

58βm 

643,000 
303,700 
396,200 
35,000 
150，αm 

20，αm 

30，αm 

110，이m 

186,000 
124,000 
180,000 
87,500 
π'，000 

40，αm 

150，αm 

177，αm 

151，이m 

157，αm 

148，이m 

44，αm 

95，αm 

1，203，αm 

916,075 
1,290,925 
1，010，αm 

간접경비 총연구비의 10% [89,060,000 x 10%] 

지적재산권 출원 퉁록비 

합계 

口 참여기업 

흥 해당사항 없음 

4) 위탁연구개발비 

”‘ 해당사항 없음 
- v 

1 269,500 

1 58,500 

1 643‘αm 
1 303,700 
1 3%，2에 

1 35，αm 

1 150，αm 

1 20，αm 

1 30，αm 

1 110，αm 

1 186，αm 

1 124，이m 

1 180,000 
1 87,500 
1 77αxl 

1 40，αu 

1 150αm 

1 177αxl 

1 151αxl 

1 157.αm 

148，이m 

1 44，이xl 

1 95，αm 

1 1,203,000 
1 916,075 
1 1,290,925 
1 1，01ααm 

때1，7쩌;157 1,800,000 42,578,257 

(단위 , 원) 

금액 

현금 현물 계 

8,906,000 8,906,000 

8,906,000 8，906，αm 



개발결과의견서 

개 발 과 채 명 | 항암제치료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생약조성물(헤모힘)의 개선효과 동물시험명가 
개 발 기 간 2008. 7. 1. - 2009. 6. 30. (1년) 

| 과제개발바 | 집행 금액 1 주관기관 | 참여기업 
구분 | | (예산) I 계 | 현금 | 현물 j 집행금액 | 집행금액 

사 업 벼 I 1년차 1 89,060,000 1 88，767，269175찌8，269 1 13，쨌뼈 1 77，208，269 1 11β59，000 
합 계 1 89，060，때 1 없767，269 1 75，뼈때 113,359,000 1 77，208，269 1 11β5κ000 

주 관 기 관 | 
과 채 책 임 자 | 소속(함원자력연구원) 방사선생명공학연구부 직위(급) 책임연구원 성명: 조성기 

가) 공정개선 실적 
。 항암제 2종에 대한 헤모힘(HemoHIM)의 항암제효능 증진 및 부 

작용 경감효과 동물시 험 검중자료 확보로 항암치료보조제 의 약품 

개발을 촉진할 것임. 
- 시험관내 시험에서 HemoHIM은 항암제 효능에 대한 저해효과가 전혀 없옴올 겁중 
- 암세포 이식 동물(생쥐) 모델에서 HemoHIM에 의한 항암제의 항암효과(종양성장억 
제)와 항암면역활성 중진효과 검중 

- 동물(생취)모댈에서 항앙재의 부작용(간/신장 독성， 면역조혈계 장해)에 대한 
H:emoHIM의 경감효과 검중 

개 발 컬 파 l 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둥)출원 빛 퉁록 o 건 (퉁록 0 건) 
@ 출원명 및 번호(충원일자) : 해당사항 없음 

(파제책임자 작성) 1 è2) 둥록명 및 변호(둥록일자) : 해당사항 없음 
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풍화 실적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실적 

。 동물효능자료 논문발표 (SCI 1편 게 재， 학술대 회 2편 발표) 
-국제학술지(5CJ) 논뭉게재 1면: Park HR 둥， BMC Cancer 9:85, 때09 

-학술대회 2면 발표 (국제 1, 국내 1) 
· 국제 제2차 아시아방사선연구학술대회(ACRR 2009), Seoul COEκ 2009. 5. 17-20 
· 국내: 대한면역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r 서울 가톨릭의대， 2008. 11. 13 

。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개발목표달성에 
대한 종협의견 
(口에 V로 표기 
하고의견 작성) 

확인 

。 생약조성물 헤모힘(HemoHIM)의 항암제치료 효놓 중진 및 부작용경감 동물 

효능자료 확보 

g 매우 만족 口 만족 口 보통 디 미홉 디 불만족 

。 헤모힘(HemoHIM)의 항암제부작용 경감 및 항암제효능 중진 효과에 대한 풍 
물시험평가를 완료하여 50 논문을 게재하는 퉁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되며1 개발 결과에 매우 만족함 

。 본 연구개발결과는 헤모힘 (HemoHIM)올 이용한 항암치료보조제 의약품 개발 

/상용화의 본격적인 추진(2015년 상용화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업체명 : (주)선바이오텍 대표자 : 김 치 봉 繼쐐 
‘ν~Ý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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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요약서 I초록 l 
과제명 

항암제치료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생약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생물(헤모힘)의 개선효과 동물시험 영가 

참여기업명 (주)선바이오텍 대표자 김치봉 

소속 직위 성명 
과제책임자 

방사선생명공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조성기 

협약기간 2008 년 7 월 1 일- 2009 년 6 월 30 일 

구분 
과채개발비 집행 내역 집행비율 

(예산) 계 현금 현물 
사업벼 
(단위 : 원) 1년차 89,060,000 88,767,269 75,408,269 13,359,000 99.8 % 

2년차 
합계 89,060,000 88,767,269 75,408,269 13,359,000 

1. 최종목표 

。생약조성물 헤모힘(HemoHTh끼의 항암제치료 효능개선 및 부작용경감 동물효능자료 확보 

2. 개발내용 및 결과 

。대표척 항암제 2종 (cispla tin, 5-FU)에 대하여 헤모힘(HemoHIM)의 항암제치료 효능 

개선 및 부작용 경갑효과 동물시험 검중완료 

- 시험관내 시험에서 HemoHIM은 항암제 효능에 대한 저해효과가 전혀 없음올 검중 

- 암세포 이식 동물(생쥐) 모텔에서 HemoHIM에 의한 항암제의 항암효과(종양성장억 

제)와 항암면역활성 중진효과 검증 

동물(생쥐)모텔에서 항암제의 부작용(간/신장 독성/ 연역조혈계 장해)에 대한 

HemoHIM의 경 감효과 검중 

。 학술지 (5CI) 논문 1편 게 재， 학술대 회 논문 2편 발표 (국제 1, 국내 1) 

3. 사업성과 

。 기술척 성과 

- 항암치료보조제 개발에 요구되는 동물시험 모델 및 명가기술 확립 

- 헤모힘 (Hemo대M)의 항암치료보조제 인허가를 위한 기초 동물시험평가자료 확보 

。 경제 ·사회적 성과 

- 항암치료보조 의약풍 상용화(2015년 목표)시 연 2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기대 

- 항암제치료 부작용 경갑 및 치료효과 중진올 통한 의료비 경감 및 국민보건 중진 

4 향후추진계획 

。 항암치료보조 의약품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 

- 2011년 πID 임상시험허가(KFDA) 숭인， 2014년 임상시험 완료， 2015년 제품 상용화 

- 매출액 2015년 영0억원， 2020년 1000억원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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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에서 암환자는 매년 10만명 정도 발생하여 사망원인 중 2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 전체국민의 1%가 암질환올 앓고 있다(2005년 기준) (출처: 통계청 

2005년 자료). 따라서 암환자의 회복 중진 및 암치료효율 중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국민복지향상과 의료비 절강올 위해 반드시 펼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 수도 매년 중가하고 있어， 암환자의 회복중진 및 암치료부 

작용 경감올 위한 항암치료보조제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중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환자의 항암제치료는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r 많은 경우 이들 단독치 

료로는 연역 및 조혈계 장해/ 위장관계 장해， 구토， 영중， 피부 질환 동의 부작용이 발생 

하며， 이는 암치료 효율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올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만 

족스러운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1). 따라서 이러한 항암제치료의 부작용을 경감 

시키면서 치료효과를 중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암치료 부작용올 

경감시키기 위하여 IL-2를 비롯한 면역 자극제， GM-CSF와 같은 조혈세포 중식 유도인자 

퉁이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고가이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단정이 있다(2，3) 

따라서 비교적 독성 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하여 항암제 치료 암환자의 부작용 경감/회복 

촉진을 위한 항암치료보조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뼈). 아직 국내기술에 의한 항암치 

료보조제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천연물을 이용한 항암치료보조제 

개발은 국내 기술의 선진화와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한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1997. 7 - 2003. 2)으로 연역조 

혈중진 및 재생조직 손상경갑에 탁월한 생약조성물 r헤모힘 (HemoHIM)J 올 개발하였다 

(Scheme 1).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시의 부작용 경갑에 필수적인 연역조혈중진파 재생조 

직손상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생약재 조합을 도출하고 유효성분올 강화시켜서 개 

발하였으며 동물시험 및 1차 임상시험올 통해 그 효과를 겁중한 바 있다(9-13) 이러한 연 

구자료를 기반으로 식약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취득하였 

으며 (2006. 8. 1끼 건강기능식품 제풍기준규격심의 완료하고(2007. 5. 9), 2007년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되어 판매가 되고 있다 이 파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출자와 한국콜마(주)의 자본출자로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1호 (주)선바이오택을 설립 (2004 

1. 26)하여 상용화를 달성하였다. 

헤모힘(HemoHIM)은 식약청으로부터 준건강인의 연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어， 면역기능 개선 효능에 대하여 공인되었으나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도상 준건강 

인에 대한 효능이 인정된 것이며 환자에 대한 효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면역기 

능개선이라는 효능 특성상 헤모힘의 복용자들은 실제로 노약자쁜 아니라 많은 암치료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헤모힘올 항암제치료 환자의 부작용 경갑 

퉁올 위한 항암치료보조 의약풍으로 개발함으로써 헤모협의 산업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합과 동시에 환자의 암치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중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근 독일에서 개발된 겨우살이추출물(상품명 ABNOBAviscum, 일명 

미즐토) 퉁 천연물올 이용한 암치료 부작용 경갑 의약품이 일부 개발되어 임상적으로 활 

용되고 있어(κ 14), 헤모힘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헤모힘을 항암치료보조 의약품으로서 개발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자，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 2종(cisplatin， 5-fluorouracil)올 선 

정하여 시험관 및 동물모텔에서 항암제의 항암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헤모힘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Mixture of Three Edible Herbs 
(A. glgas, C. offlc/nale, P. japonlca) 

Total Water Extract (HIM-I) 

Soluble Insoluble Addition 

A Part of the Total 
Water Extr.ct 

Another ParI of 
the T여.1 W.ter Extract 

Scheme 1. 헤모힘 (HemoHIM) 제조공정 개요 

n / 
-



제 2 절 국내외 항암치료보조채 개발 및 시장 현황 

2008년 현재 국내에서 항암치료보조제로 허가를 받고 시판중인 제품은 놀바텍스정， 

메게이스 내복현탁액을 포함한 40여종의 의약품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총매출 

510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출처 의약품전문 데이터베이스인 유비스트라 검색 결과) 

〈국내 항암치료보조제 허가 현황 (2008년 현재)> 

제조사명 

한국야스트라제네카 

대우약품공업댐 

대원제약F뒤 

대화제약R괴 

한국보푸입센P;;) 

동국제약P;;) 

한국애보트찜 

씨제이 

보령제약태 

동성제약(?) 

F뒤태준제약 

명지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댐 

한국화이자제약F쥐 

한국쉐링태 

앨지생명과학 

쉐링 

P;;)휴온스 

명지약품 

광동제약댐 

한국노바티스뮤) 

한서제약用 

동아제약태 

제풍영 

놀바텍스 디정， 놀바댁스 정， 놀바텍스디정/ 놀바텍스 
정/아리미댁스정/졸라텍스데포주사，졸라텍스엘에이 
데포주사， 카소댁스 정t 카소텍스정 

대우 타목시펜정 10mg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대화타목시펜정， 데카햄틸주O.lmg 

디페웰린피알3.75mg주 

로렐린데포주사 

루크린데포 주 3.75mg 루크린주 

루프린주 3.75mg 

메게이스내복현탁액l 메게이스정 40mg 

메제트롤현탁액 

옥사펜정/ 목사펜정20mg 

베라프렉스정 500mg 

비스트를정， 타목센정lOmg， 20mg 
아로마신정25mg， 파루탈정 

안드로쿨정 

얘피트를내복현탁액， 엘지메게스테룰정40mg 

푸라우코리아유렉신 정 250mg 

타모헥스정 

모프렉스정 10mg, 2마ng 
타목시펜정， 타목시펜정 20mg 

페마라정 

한서타목시펜정 

화레스톤정 40mg 

자료출처. 의약품전문 데이터베이스인 유비스트라 검색 

현재 시판중인 항암치료보조제는 그 작용기전에 따라 cytostatic progestogens, 

cytostatic estrogens, antidestrogens, cytostatic antiandrogens, cyto gonad horomone 유 

[J 



도체 및 cytostatic aromatase inhibitor 퉁으로 분류되며 항호르몬 제제에 해당하는 약물 

들이 주류를 이룬다. 

Õj:J 
a 

25，αxl 

2)，αp 

훌 15，αp 

gr 
:::;:::-
’<

써 10，αxl f .0 
*'< 

5,<XXl -

o i 

;u:씨년 * 2fJB녁 * :ID'션 

.. ~ 

---- cγtostalic aromatase inhibilors 
~ Cytostallc anll-androgens 
---+- Cyto anli -destrooens 
-0-- Gy tostalic progeslogens(에게이스 .!!.앙궁) 
-lr- Cy to gonad hormone analog 
---.• Cy tostallc eslrogens 

=년 (년도) 

〈연도별 항암치료보조체의 매출 현황〉 

특히 수십년동안 아스트라제네카(AsσaZeneca)의 놀바텍스(N이vadexσarnoxifen ))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Hormone-Receptor Positive Breast Cancer) 환자를 위 한 수술 

후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민간 시장 분석업체인 Datarnonitor의 최근 주요 연구 

에 의하면l 초기 유방암 환자 중 약 2/3가 수술 후 투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 

나I 임상 실험 결과 아로마타제(Aromatase) 억제제가 생폰율 중가와 질병 재발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불리는 최신 항호르몬제가 타목시펜 대신에 정차 많이 사용되고 었다. 특히 

Da tarnoni tor는 아스트라게네차 (AstraZeneca)의 아리미댁스 (Arimidex (Anastrozole))이 

타목시펜을 대체할 것이며r 국부 및 국부 진행 유방암에 가장 적합한 보조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측고 있다 타목시펜과 비교해서 아나스트로졸(Anastrozole)은 이미 미국과 프 

랑스에서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놀바돼스가 표준 

약물로서 가장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아리미댁스의 처방이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노바티스 (Novartis)의 페마라 (Femara αeσoz이e))와 화이자 (Pfizer) 

의 아로마신 (Aromasin(Exemestane))과 같은 다른 아로마타제 억제제들이 시장에 출시되 

었지만， 이 약품들은 보조 치료제로서 7개 주요 시장에서 아나스트로졸(Anasσozole)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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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소돼스정 (E06610561) 한국이스트a써l너|카 

‘)- 01리이돼스정 (E06610앓1 ) 한국。i트g써네카 

....... 때마리정 (EOl630471) 한국노바티스댐 

녁그-메게이i내륙힌틱액 (EOO14떠01) 보형저1"-빼 

• ... ~삐|스론정 40rrg (E02580481) 동。쩌1 "-1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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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주요 항암치료보조제의 매출 현황 >

ζ
 ι
 

전술한 호르몬제제외에도 최근에는 1메게이스’(성분명:메게스트를 아세테이트)라는 약 

물이 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악액질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게이스’는 암 

이나， AIDS 둥 환자의 식욕올 개선시켜 식욕부진(anorexia) 및 이로 인한 체중감소와 악 

액질(cachexia)을 치료해주는 항암치료 보조제다. 째게이스I의 주성분인 페게스트를 아세 

테이트’(megesσ01 acetate)는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 정제 형태로 개발된 

약몰이었다. 그러나 투여 중 환자의 식욕 개선과 체중증가가 관찰 됐으며 효율적으로 투 

여하기 위해 현탁액으로 제형올 변경하고 식욕부진/ 악액질에 적웅중올 받아 발매됐다 

악액질은 암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암세포로 인한 면역 작용 과정에서 분비되는 

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s; TNF-ι IL-1, IL-6) 퉁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식욕부진올 일으키고 adipocyte에 작용해 Iipo1ysis를 일으키게 된 

다. ‘메게이스I는 이러한 파정올 저해함으로써 식욕부진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악액질 예 

방 및 개선 효과를 보인다. 미국에선 암이나 AIDS 환자 외에도 만성 신장 질환/ 폐 질환， 

노인 환자 동 식욕 부진과 악액질을 겪는 모든 환자들에게까지 적웅증이 확대돼 있다. 식 

욕부진， 악액질에 대해 미국 FDA의 숭언을 받은 유일한 약물인 t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는 1993년 숭인 후 암 환자에게 사용되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식욕이 극심하게 

저하된 암환자 66명을 대상으로 t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를 투여한 엄상시험 결과에 따르 

aD1연 =건 :m뀐 2JJ션 (년도j 



연 44%의 환자가 유의적으로 체중이 중가했으며 암세포 전이율도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 

로 관찰됐다. 

-- -oCOCH3 

CH3 

< 메게스테롤 아세테이트(megestrol acetate)의 화학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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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게이스 계열 약물의 국내 매출 현황 >

2004년 기준 국내 암 환자는 약 36만4，000명이다. 특히 연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6만5，000여명으로 전체 사망자 24만6，000명의 24.3%에 달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 

다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빠져 생존 가능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환자의 영양실 

조 발생률이 평균 63%로 나타나며， 특히 춰1장암과 위암 환자의 경우 83% 이상이 영양실 

조로 고통올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자 22%의 직접적인 원인이 

영양실조인 것으로 조사돼 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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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종류별 영양실조 발생율 >

암의 종류 영양설조 발생률(%) 암의 종류 영양실조 발생률(%) 

앙 일반 63 전립선앙 56 

폐암 (비소세포암) 50-66 육종 39-66 

폐암 (소세포암) 50-60 위암 83 

유방암 9-36 춰1장암 83 

대장직장앙 40-60 식도암 79 

다발성 림프총 55 두경부암 72 

암 환자들의 경우 암 발병 시 신체 내에서 분비 되는 사이토카인πNF， 1L-1 동)의 면 

역 매개 물질 및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 치료 둥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면 수술 후 꽤혈증 풍의 합병중 발생 가능성이 중가하고y 변 

역력과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환자의 체중이 줄어들연 항압 치료에 대한 예후가 

악화되고 부작용을 견뎌내기가 힘들어 투병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해 삶의 의욕을 잃게 되 

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 외에 영양과 체력 유지를 위한 보조적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항압보조재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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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제개발 내용 및 결과 

항암제치료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항암제치료 단독으 

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만족스러운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따라 항암제의 부작용올 억제하고 항암제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약조성물(헤모힘; 

HernoHIM)의 항암제치료 부작용 경감효과 및 항암치료 효능 개선 효과를 명가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제이며 

그 작용 기전이 다른 항암제 2종， 즉 cispla tin과 5-fluorouracil (5-FU)을 선정하여 시 

험관내 (in vitro) 및 동물모텔(il1 viv이에서 헤모힘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암제인 cisplatin과 5-FU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ispla삐은 

DNA 내의 인접한 guanosme과 공유결합하여 bifunctional adduct를 형성하여 DNA 

복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 소세포 폐암/ 유방암 및 대장암 풍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15). 5-FU은 pyrimidine 유도체로써 세포내 uracil과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성장속도가 빠른 세포에 결합해서 DNA 또는 RNA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5-fluorouracil(5-FU)는 S기에 있는 세포에 잘 작용하기 때문에 

cisplatin과 병용하면 항암효과를 상숭시킬 수 있으며/ 난소암/ 웨장암/ 소세포 폐암 

동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6) . 그러나 이러한 항암제를 이용한 암치료는 다양한 부 

작용올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isplatin올 이용한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신장 

독성 유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신경독성， 메스꺼웅， 구 

토， 탈모， 청각장애 풍의 부작용올 유발한다(17-2끼.5-FU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작용 

으로 면역조혈제 장해를 유발하며， 그 외에 정막염중/ 피부영， 성사/ 심장독성 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3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암제 (cisp la마1 및 5-FU)의 부작용 경감과 항암효과 중진 

을 위한 보조제로서 헤모힘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g 
u 



였다. 먼저 시험관내 (in vitro)에서 2종의 암세포주 (생쥐피부흑색종세포(B16FO 

melanoma cell), 인간폐암세포(A549 human lung carcinoma cell))에 대한 항암제 

(cisplatin 및 5-FU)의 세포성장억제 효과에 대하여 혜모힘이 어떠한 영향올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이식한 동물(생쥐) 모텔에서 항암제의 항암효과에 대 

한 HemoHIM의 증진효과를 알아보고자 종양 크기/ 항암 면역반웅 (NK 및 Tc세포 

활성， cytokine 분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한 헤 

모힘의 경강효과를 알아보고자， cisplatin에 의한 신장독성(신장 사구체 손상(조직검 

사)， 혈청내 BUN/creatine 농도)과 간손상(혈청내 AST/ALT 농도) 지표， 그리고 

5-FU에 의 한 변 역 조혈계 장해(혈 액내 WBC 수 감소， lymphocyte 수 감소， RBC 수 

감소， hemoglobin 농도 감소) 지표에 대한 헤모힘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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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시험관내에서 항암제의 암세포 성장억제효과에 대한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의 영향 평가 

본 실험에서는 2종의 항암제 (cisplatin파 5-FU)에 대하여 시험관내 (in vitro) 항암효 

과에 대하여 헤모힘(HemoI-llM)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종의 암세포주 (B16FO melanoma cell, A549 hurnan lung carcinorna cell)에 

대하여 항암제 (cisplatin 또는 5-FU)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암세포의 성장억제효과를 

관찰한 후， HemoI-llM을 항암제와 동시에 처리하였올 때의 암세포 성장억제효과와 

비교함으로써 HemoI-llM이 항암제의 효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항암제 (cisplatin 또는 5-FU)의 작용기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항 

암제 단독 또는 항암제/HemoI-llM 병용처리시의 세포주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HemoI-llM은 시험관내에서 항암제의 암세포성장억제 효과를 전혀 감소 

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를 일부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어， 

HernoHIM은 항암제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 항암제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동의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1. 연구수행 방법 

가. 암채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B16FO cell (murine melanorna)과 A549 cell (hurnan lung 

carcinoma)는 ATCC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B16FO cell과 A549 cell은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 2x10-2M HEPES buffer, 2x10-3M L-glutamine, 

100U / rnl penicillin, 50 μg/rnl streptornycin이 포함된 RPMI1640 배지에 적응시켜 배 

양하였다 

나. 시험관 내에서 암세포 생장 즉정 

암세포 B16FO cell 및 A549 cell을 7x103/well의 농도로 96-well plate에 심고 1일 

동안 배양한 후， cisplatin (4 - 70 ~g/ml) 또는 5-FU(1 - 100 ~g/rnl)과 Hem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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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llg/ml 또는 500 llg/ml)을 함께 24 시간 처리하였다 그 다음， CCK용을 2시간 

처리한 후 450 nm (-ref 650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항암제 (cisplatin 및 5-FU) 

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에 헤모힘이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였다-

다. 시험관 내에서 암세포 세포주기 측갱 

암세포 B16FO cell 및 A549 ceU을 5x1Q5/6αnrn dish의 농도로 심고 1일 동안 배 

양한 후， cisplatin (3 llg/ ml 또는 5 llg/ml) 또는 5-FU(5 llg/ rnl 또는 10 llg/rnl)과 

HemoHIM (100 μg/rnl 또는 500 μg/rnl)올 함께 24 시간 처리하였다. 그 다음/ 세포 

를 모두 수거하여 80% 에탄올에 부유 시켜 냉동실에서 overrtight 시켰다. 다음날/ 세 

포를 PBS로 2번 세척 후 PI buffer (PI 50 llg/ rnl과 RNAaseA 50 llg/rnl이 포함됩 ) 1 

rnl에 부유시켜 암실에서 약 30분간 염색 후 유세포 분석기(Cytomics FC 500, 

Beckman Coulter)로 세포 주기별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2. 연구 결과 및 고찰 

먼저 헤모힘(HemoHIM)이 암세포에 대하여 직접적인 성장억제를 유도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시험관내에서 두 종류의 암세포(B16FO melanoma와 A549 human lung 

carcinoma) 배양 모텔에서 HemoHIM (100 llg/rnl)을 처리하여 암세포의 성장올 관 

찰한 결과， HemoHIM의 단독처리는 암세포에 대해 직접적인 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으며/ 한편 성장촉진 효과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과 미제시). 

이에 따라， 다음으로 항암제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효과에 대해 HemoHIM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선정된 2종의 항암제 (cisplatin, 5-FU) 단독 또는 

HemoHIM과 병용처리 하였을 때 암세포의 성장억제율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같다 

가. Cisplatin의 암세포(B16FO melanoma와 A549 lung carcinoma) 성장억재 효과 

에 대한 HemoHIM의 영향 명가 

시험관 내에서 2종의 암세포(B16FO melanoma, A549 human lung carcinoma)에 

--



cisplatin을 단독 처리하여 암세포의 성장억제를 살펴본 결과， cisplatin 농도 의폰적으 

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1.1(A)). Cisplatin과 HemoHIM 100 11 

gjml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cisplatin만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압세포 성 

장억제 효파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1(A)) 하지만 낮은 농도 (10 lIgjml 이 

하)의 cisplatin 처리 시험군에서 HemoHIM 500 μgjml을 cispla미1과 함께 처리하였 

올 때 더 높은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있었다(Fig. 1.1(A)) 

Cisplatin 3 μgjml(약 25% 생장억제효과를 보이는 농도)올 B16FO 

melanoma(5x10잉에 처리 후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수를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직접 계수 한 결과(Fig. 1.1(B)), 비처리 군에서 약 3.44배 중식한 것에 비해 cisplatin 

단독 처리 군에서는 암세포가 일부 사멸하고 거의 증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HemoHIM만 처리된 군에서는 비처리군과 거의 비슷한 수가 계수되었고， 

HemoHTh‘과 cisplatin이 함께 처리된 군에서는 cisplatin만 처리된 군과 비슷하게 계 

수되었다. 

또한 cisplatin을 A549 human lung carcinoma(5x105)에 처 리 후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수를 직접 계수 한 결과(Fig. 1.1(B)), 비처리 군에서 약 3.38배 중식한 것에 

비해 cispla미1 단독 처리군에서는 암세포가 증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HemoHIM만 처리된 군에서는 비처리군과 거의 비슷한 수가 계수되었고， HemoHIM 

과 cisplatin이 함께 처리된 군에서는 cisplatin만 처리된 군과 비슷하게 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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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isplatin과 HemoHIM의 병 용처 리 에 의 한 암세 포(B16FO melanoma cell, 

human lung carcinoma)의 성장억제효과. (A) WST용 시약올 이용하여 생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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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성장주기는 DNA 합성을 바탕으로 -Gl-5-G2-M-로 진행된다 이 세포성장 주 

기에 미치는 항암제 또는 헤모힘의 영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암세포에 항암제 

cisplatin을 처리 시 암세포는 G2 phase에 aπest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시험관내 

실험에서 cisplatin의 농도는 암세포 B16FO (melanoma) 생폰을 50% 억제시키는 5 니 

g/ml과 암세포 생존을 25% 억제시키는 3 Ilg/ml올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B16FO에 

cisplatin 3 Ilg/ml 및 5 니g/ml처리에 의해 모두 G2 arrest가 대조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일어났다(Fig. 1.2). 또한 HemoHJM (100 Ilg/ ml 및 500 Ilg/m1)과 cisplatin올 

동시에 처리한 군에서도 G2 phase에 arrest 되었으며， HemoHJM에 의해 arrest 비율 

이 중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었다(Fig. 1 긴 하지만， HemoHJM과 cisplatin이 함께 처리 

된 군에서는 pro-G1 phase(apoptosis)가 cisplatin 단독처리 군에 비해 약간 중가됨을 

확인하였다(Fig. 1.2) 

암세포 A549 (human lung carcinoma)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관내 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HemoHJM과 cisplatin올 함께 처리한 군에서 암세포 B16FO 

에 비해 적게 G2 arrest가 되긴 하였지만 pro-G1 (apoptosis)의 중가가 두드러졌다 

(Fig. 1.3).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HemoHIM은 단독으로 직접적인 암세포 성장억제효과는 보 

이지 않았으며y 항암제 cisplatin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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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isplatin과 Hem。댄M의 병용처리에 의한 B16FO melanoma cell의 성장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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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μgjml 처리; HemoHIM 100 μgjml 및 500 llgjml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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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Fluorouracil (5-FU)의 암세포(B16FO와 A549) 생장억제 효과에 대한 

HemoHIM의 영향 펑가 

시험관 내에서 암세포(B16FO melanoma와 A549 human lung carcinoma)에 항암제 

5-FU (5-fluorouracil)를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1.4(A)). B16FO melanoma에 5-FU와 Hemo매M (100 lIg/ml 또는 

500 lIg/ml)올 함께 처리하였올 때 5-FU만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암세포 

성장억제 효파가 약간 중가하였다(Fig. l .4(A)) 하지만 A549 human lung carcinoma 

에 항암제 5-FU와 HemoHIM 100 lIg/m1을 함께 처리 시에는 암세포 성장억제 효파 

에 변화가 없었고， 다만 HemoHIM 500 lIg/ml와 함께 처 리 시 에 만 약간 증가하였다 

(Fig. 1.4(A)) 

5-FU 5 μg/ml (약 50% 생장억제효과를 보이는 농도)을 B16FO melanoma(5x1에에 

처리 후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수를 trypan blue로 영색하여 직접 계수 한 결과 

(Fig. 1.4(8)), 비처리 군에서 약 3.44배 중식한 것에 비해 5-FU 단독 처리 군에서는 

암세포가 일부 사멸하여 초기에 심은 암세포 수와 비슷한 수로 계수 되었다. 한편/ 

HemoHIM만 처리된 군에서는 비처리군과 거의 비슷한 수가 계수되었고， HemoHIM 

파 5-FU가 함께 처리된 군에서는 5-FU만 처리된 군과 비슷하게 계수되었다 또한 

5-FU를 A549 human lung carcinoma(5x 10~에 처리 후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 

수를 직접 계수 한 결과(Fig. 1.4(B)), 비처리 군에서 약 3.38배 중식한 것에 비해 

5-FU 단독 처리군에서는 암세포의 중식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HemoHIM 만 처리된 군에서는 비처리군과 거의 비슷한 수가 계수되었고， 

HemoH며과 5-FU가 함께 처 리 된 군에서는 5-FU만 처 리 된 군과 비슷하게 계수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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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549 human lung carcinoma B16FO melanoma 

5-FU 5-FU 
5-FU Hemol--lIM NT' 5-FU HemoHIM NT' 

+ HemoHIM + HemoHIM 

6_06 x10' 5.33x10' 17.1 x10' 16.9x10' 5.9x10' 5.3x10' 16.3x10' 17.240' Live ce ll 

6.5x10' 8.67x10' 10x10' 8x10‘ 1.0x10' 1.l x10' 1.0x10' 1.5x10' Dead cell 

Hem。대M의 병용처리에 의한 암세포(B16FO melanoma, 

A549 human lung carcinoma)의 성장억제 효과. (A) WST-8 시약을 이용하여 

생폰세포 수 측정을 통한 세포성장억제 효과 분석 결과. e , 항암제 (5-FU) 처 

리군 .， 항암제(5-FU)와 HemoHIM (100 lIg/ml) 처리군， ‘ 항암제(5-FU)와 

(500 lIg/ ml) 처리군 (B) 생존/사멸 세포 수 측정 결과. 암세포 

5 x10
5
/60mm dish를 십고 하루 후 항암제 (5-Fu 5 lI g/ml)와 HemoHlM(100 11 

g/ml)을 처리하였다 항암제와 HemoHlM처리 후 24시간째 

하여 

Fig. 1.4. 5-Fluorouracil(FU)과 

HemoHlM 

세포를수거 모든 

하였다. 계수 세포를 세포와 죽은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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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포성장 주기에 미치는 항암제 5-FU 및 HemoHIM의 영향을 비교 검토 

하였다. 암세포에 항암제 5-FU를 처리 시 암세포는 G1 phase에 arrest 되었다 본 실 

험에서 5-FU의 농도는 암세포 생존을 약 50% 억제시키는 5 lJg/ml 및 10 ug/ml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B16FO (mel뻐oma)에 5-FU 5 μg/ml 및 10 lJg/ml 처리에 의해 

모두 G1 arrest됨을 확인하였다(Fig. 1.5) 또한 Hemo대M (100 μg/ml 및 500 lJ 

g/ml)과 5-FU를 동시에 처리한 군에서도 G1 phase에 arrest 되었으며， Hemo대M에 

의해 arrest 비율이 중가하거나 감소되지는 않았다(Fig. 1.5) 또한 prc←Gl 

phase(apoptosis) 비 율도 5-FU 단독처 리 군과 비 교하여 HemoHIM 처 리 에 의 해 중가 

하거나 갑소되지 않았다 

암세포 A549 (human lung carcinoma)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A549 세포도 5-FU에 의해 G1 phase에 arrest 되었으며， Hemo대M과 

병용 처리에 의해 arrest 비융이 중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Fig. 1.6) 

이러한 결파로부터 HemoHIM은 단독으로 직접적인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는 보이 

지 않았으며， 항암제 5-FU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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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5-Fluorouracil (5-FU)파 HemoHIM의 병용처리에 의한 B16FO melanoma의 

성장억제 효과(세포주기별 세포 수 측정). 항암제 (5-FU) 5 lIgjml 및 10 11 

gjml 처리; HernoHIM 100 μgjml 및 500 μgjml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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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암세포이식 동물모델에서 항암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의 영향 평가 

본 실험에서는 2종의 항암제 (cisplatin 및 5-FU)의 동물생체내 (in vivo) 항암효파에 

대하여 헤모힘(HemoHlM)이 어떤 영향올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암세포 2종(생쥐피부혹색종(B16FO melanoma), 생쥐폐암세포(LLC1 lewis lung 

carcinoma))올 각각 이식하여 종양올 유발한 생쥐 모텔에서 항암제 단독 또는 항암제 

jHemoHlM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항암효과를 보기 위한 지 

표로는 종양의 무게/크기， 항암면역기능(NK 및 Tc 세포활성， cytokine 분비) 퉁을 관 

찰하였다 

그 결과， HemoI-뻐올 항암제와 병행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항암제만 단독으로 투 

여한 경우에 비하여 중양의 무게/크기가 더욱 갑소하였고 항암제에 의해 저하되었던 

항암면역기능 지표도 일부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어， HemoHIM은 항암제의 항암효파 

를 저해하는 동의 부정적인 효파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를 일부 중강 

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1. 연구수행 방법 

가. 실협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j6 생쥐는 (주)오리엔트에서 특정병원체부재(5PF) 생쥐 6주령 

을 구입 후 연구소의 5PF 동물시셜에서 사육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rn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띠mal' (1996, U5A)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물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rn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숭인 하에 수행되었다. 

냐. 암세포이식 생겪를 이용한 cisplatin 암치료 동물모탤 시험 

약 8주령 된 C57BLj6 생쥐에 암세포 (B16FO melanoma cell 또는 LLC1 lewis 

lung carcinoma cell) 5x105개를 대퇴부 피하에 이식하였다 항암재인 cisplatin 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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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암세포 이식 후 3, 10, 17일째(총 3회)에 4mg/kg 용량으로 복강주사로 시행하 

였다. HemoHIM 투여는 암세포 이식 후 2일째부터 회생시키는 날까지 100mg/kg 용 

량으로 매일 1회 강제 경구투여로 시행하였다 암세포 이식 후 20일째 모든 생쥐를 

경추탈골로 회생시킨 후 항암효과 명가실험올 수행하였다 

B16FO or LLC1 s .C. 
5x1 ()5/mouse Cisplatin (4 mglkg) I.p. 

l , 1 • 

1• ttttttttt • ttttttt 
DayO 2 3 10 17 

HemoHIM (100 mglkg/day) p.o. 

Assay 

- Tumor welghtlslze 

- Actlvity of Anticancer-related Iymphocytes (NK cells 하삐 Tc c터Is) 

-Antlc혀lcer-related cytoklne (IL-2, IL-6, T에=.q and IFN쉬 
- Slde effect of clsplatln (clsplatln-Induced damage In kl이ley) 

Fig. 2.1. 암세포(B16FO melanoma 또는 LLCl Lewis lung carcinoma) 이식 생쥐를 

이용한 cisplatin 암치료 동물모텔에서 HemoHIM의 항암중진효과 명가 

실험 scheme 

다. 암세포이식 생쥐를 이용한 5-fluorouracil (5-FU) 암치료 동물모텔 시험 

약 8주령된 C57BL/6 생쥐에 암세포 (B16FO melanoma ceU) 5 x 105개를 대퇴부 

피하에 이식하였다‘ 항암제인 5-FU의 투여는 암세포 이식 후 3, 8, 13일째(총 3회)에 

100mg/kg 용량으로 복강주사로 시행하였다 HemoHIM 투여는 암세포 이식 후 2일 

째부터 회생시키는 날까지 1。이ng/kg 용량으로 매일 1회 강제 경구투여로 시행하였 

다 암세포 이식 후 19일째 모든 생쥐를 경추탈골로 회생시킨 후 항암효과 형가실험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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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FO s.c. 
5x 105/mouse 

DayO 

Assay 

5-fluorouracil (5-FU; 100 mglkg) I.p. Sacrifice 

l • • • 
tttttttttttttttttt 

HemoHIM (100 mg/kg/day) p.o. 

- Tumor welght 

- Actlvity of Antlcancer-related Iymphocytes (NK cells 혀1<1 Tc ce뼈 

- Antlcancer-related cytoklne (IL-2, TNF-a. and IFN..,.) 

- Slde effect of 5-FU (Spleen Iymphocytes counting) 

Fig. 2.2 암세포(B16FO melanoma) 이식 생쥐를 이용한 5-FU 암치료 통몰모텔에서 

HemoH1M의 항암중진효과 평가 실험 scheme 

라. 총양 무게 측갱 

생쥐를 회생한 후 암세포를 이식한 부위(대퇴부)에서 종양올 적출하여 무게를 측 

정하였다. 

마. 생겪 비장 렴프구 분리 

생취를 희생시킨 다음 70% ethanol로 복부를 소독한 후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 

하여 비장세포를 준비하였다- 비장세포로부터 lymphocytes를 분리하기 위하여 

Histopaque을 이용하였다. 분리된 따nphocytes는 HBSS로 3회 세척하고 trypan blue 

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계수한 후 완전배지에 적정 농도로 조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바. NK 세포 및 cytotoxic T 세포의 활성(암세포 사멸능) 측정 

각 그룹의 생쥐 비장 lymphocy te를 분리하여 완전배지에 재부유시켜 작동세포 

(effector cells)로 사용하였다 표적세포(target cell s)로는 암세포(YAC-l cells 및 B16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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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를 Na251Cr04 (40 μCi/2x106 cells)로 37"C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NK 세포의 활성 측정을 위해서는 YAC-1 세포를 사용하였고 Tc 세포의 활 

성 측정올 위해서는 B16FO 셰포 또는 LLC1 세포를 사용하였다 51er이 표지된 각 표 

적세포 2x104 cells와 작동세포I작동세포(E) : 표적세포m의 비율은 50 : 1, 100 : 1]를 

각각 96 well-round bottomed plate에 가한 후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작동세포에 의해 사멸된 표적세포로부터 배양액으로 유리되어 나온 51Cr(감마선방 

출 동위원소 물질)의 양올 측정하기 위해 상충액 O.lml을 취하여 1{-counter로 방사능 

올 cpm(count per minut머으로 측정하였다. 

ER-SR 
% Cytotoxicity = --•- x lOO 

MR-SR 

여기서 ER(experimental release)은 실험군으로 부터 유리된 상총액의 cpm, 

SR(spontaneous release)은 작동세포가 들어있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리된 상충액의 

cpm이고 MR(maximal release)은 표적세포(2x104 cells/well)에 표지된 방사능의 90% 

이상으로 하였고 σiton X-100 1 % 용액을 가하여 얻었다. 

사. 항암관련 연역활생물질 (cytokines) 훈비능 측정 : ELISA 

각 그룹의 생쥐로 부터 분리된 비장세포(2x106 cells/well)를 면역세포 자극물질 

ConA(l11g/찌) 또는 LI정(l11g/mJ)와 함께 배양하여 1일따Z π-6)과 2일따N-1{， 

TNF-이 후 배양액을 수거하여 cytokine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ELISA방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하고자 하는 cytokine에 대한 항체 

(purilied antibody; capture antibody)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Je) 

에 분주하여 4 'c에서 。vemight 정치하여 well 표변에 항체를 coating 하였다. Well 

을 세척 후 1시간 동안 bJocking buffer(l % bovine serum aJbumin)를 처리하여 표변 

의 여지에 비특이적 단백질이 결합되는 것을 억제시켰다 그 후 weJH응 세척하고 세 

포배양액을 각 well에 넣고 2시간동안 정치하여 세포배양액에 포함된 항원(cytokine) 

이 coating된 항체와 결합하게 하였다. 그 후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를 첨가하여 1 

시간동안 실온에서 정치 후 streptavidin-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SAv-HRP) 

를 첨가하여 40분간 반웅시킨 후 세척한 다음 HRP의 기질인 TMB(3,3'5,5’ 

tetramethyJbenzidine) substra te를 첨가하였다. 약 10-30분 정도 후에 stop solution 

(phosphoric acid)을 넣은 다음， 결합된 HRP 양에 따라 반웅된 산물을 홉광도로 측 

정하였다(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Onm(Re f. 570nm)에서 홉광도 측정) . 같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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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준 cytokine 용액 농도별 홉광도를 측정하여 표준곡선올 작성하고/ 시료군의 

홉광도를 대입하여 시료에 포함된 cytokine의 양을 산출하였다. 

아. 항암관련 면역활성물질 (cytokines)의 유전자 발현 측정: RT-PCR 

암세포 LLC1 이식 생쥐에 cisplatin과 HemoHTM을 병용 투여한 생쥐모델의 각 그 

룹 생쥐로 부터 분리된 비장세포는 LI정(l lJg/m l)와 함께 4시간 배양한 후 세포를 수 

거하고 RNA를 분리하여 π-2， TNF-a와 IFN-lI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RT-PCR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파 같다. 비장면역세포로부터 분리한 totaJ 

RNA 5lJg올 random primer와 함께 70 '(; 에서 10분간 반웅시킨 후 바로 Ice상에서 반 

웅올 중지시켰다. 여기에 dNTP' s, RT buffer와 reverse transcriptase올 청가하여 37'(; 

에서 약 1시간 동안 반웅시킨 후 70t: 에서 10분간 처리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 

templet cDNA와 Taq p이ymerase 퉁이 포함된 반웅 혼합액과 IL-2 또는 TNF-a의 

primer를 각각 혼합하여 94 t:에서 1분， 60 t: 에서 40초， 72 t: 에서 1분씩 반웅시키는 

PCR 조건하에 30-32 cycles를 수행하였다. 대조군인 융actin의 경우는 24 cycies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홈actin， 5' -GTGGGGCGCCCCAGGCAC 

CA-3’ and 5’ -CTCCTT AA TGTCACGCACGA TTTC-3’, 500bp; IL-2, 5’-AACAGCGCA 

CCCACTTCAA-3’ and 5ιTTGAGATGATGCTTTGACA-3’ 422bp; TNF-ι 5'-CAGGC 

AGGTTCTGTCCCTTTCA-3’ and 5’-CACTTGGTGGTTTGCT ACGACG-3’ 368bp; 

IFN-lI, 5’ -AACGCT ACACACTGCATCT-3’ and 5’ -TGCTCA TTGT AA TGCTTGG-3’/ 

342bp. 이렇게 중폭된 유전자를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1 % agarose gel에 전기 

영동 시켜 uv하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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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컬과 및 고찰 

가. 암세포이식 생쥐에서 cisplatin의 항암효과에 대한 HemoHIM의 영향 평가 

1) 암세포이식 생쥐에서 cisplatin의 종양성장억채 효과에 대한 HemoHIM의 영향 

흑색종세포 (B16FO melanoma) 또는 폐암세포(LLCl lewis lung carcinoma) 퉁 암 

세포를 이식한 생쥐에 항암제인 cisplatin을 단독투여 또는 HemoHIM과 병용투여한 

후 종양의 크기와 무게를 관찰하여 cisplatin의 종양성장억제 효과에 HemoHlM이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흑색종 세포(B16FO melanoma cell)가 이식된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cisplatin올 단독 투여한 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종양 무게 및 크기가 현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cisplatin에 의한 종양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3). 혹색종세포 이식 생쥐에 cisplatin 투여와 병행하여 HemoHIM을 경구투여한 군 

에서는 cisplatin 단독 투여군에 비해 종양의 무게 (p<O.l) 및 크기(p<O.l)가 더욱 감 

소됩을 확인하였다 (Fig. 2.3) 이는 HemoHlM올 병행하여 투여하였을 때 cisplatin의 

흑색종(B16FO melanoma)에 대한 종양 성장억제 효과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상기한 HemoHlM 병용투여에 의한 효과가 다른 종양 모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식하는 종양세포를 폐암세포(LLCl lewis lung carcinoma)로 

바꾸어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 결과에서 cisplatin올 단독 투여한 군에서 

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종양 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cisplatin에 

의한 종양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4) 그러나 폐암세포(LLCl) 이식 

생쥐에 cisplatin과 병행하여 HemoHlM을 경구투여한 군은 cisplatin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여 중양의 무게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4) ‘ 즉/ 폐암세포(LLCl) 이식 

모텔에서는 HemoHIM 병용투여가 cisplatin의 종양 성장억제 효파를 증가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양의 종류에 따라 HemoHIM의 병용투여의 효과가 다를 것 

임을 시사하였으며/ 한편으로 HemoHIM이 항암제의 종양성장 억제효과를 방해하지 

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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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혹색종세포 (B16FO) 이식 생쥐에서 항암제 (cisplatin)와 Hemo대M 병용 투 

여에 의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 (A) 암세포 이식 후 20일째 종양 무게， (B) 

암이식 후 20일째 종양의 크기， (디 각 그룹의 모든 생쥐의 종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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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폐암세포(LLC1: Lewis lung ca띠noma) 이식 생쥐에서 항암제 (cispla미1)와 

HemoHIM 병용 투여에 의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 (A) 암세포 이식 후 20 

일째 종양 무게， (B) 각 그룹의 모든 생취의 종양 사진. 

2) 암세포이식 생퀴에서 cisplatin과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관련 면 

역세포(NK 세포 및 Tc 세포) 활성 중진 효과 

본 보고서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emoHJM은 시험관내에서 암세포에 직접 

적인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암세포 이식 생쥐에서는 HemoHJM의 

병용투여에 의해 항암제 cisp la tin의 종양 성장억제효과가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 

다 이와 같이 HemoHIM이 종양 성장억제효과를 중가시키는 기전으로서 항암관련 

연역기능올 활성화 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항암관련 연역기 

능중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연역세포인 NK 세포 및 Tc 세포 

의 활성이 HemoHJM의 병용투여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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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t 혹색종세포(B16FO melanoma)가 이식된 생쥐에 cisplatin올 단독 투여한 

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과 비교하여 NK 세포 및 Tc 세포의 활성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cisplatin과 HemoHlM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NK 세포활성은 약 1.5배 (p=O.l), Tc 세포 활성은 약 1.4배 (p<O.05)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Fig. 2.5) HemoHIM의 병용투여가 항암관련 면역세포 활성을 높여주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혹색종세포(B16FO) 대신 폐암세포(LLCl)가 이식된 생쥐에서 통일하게 수행한 실험 

에서 cispla미1 단독투여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NK 세포 활성의 변화가 없 

었으며 Tc 세포의 활성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Fig. 2.6). Cisplatin과함께 

HemoHIM올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과 비교했을 때 NK 세포 활 

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Tc 세포 활성은 약 3배 (p=O.058) 중가함올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암세포 이식 생취에서 HemoHlM에 의한 항암관련 면역세포 

활성의 중가가 HemoHIM 병용투여시 cisplatin의 생체내 항암효과를 중진시키는 하 

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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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흑색종세포 (B16FO) 이식 생쥐에 cisplatin 투여시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NK 세포 (A) 및 Tc 세포 (B) 활성 중진효과 생쥐는 그룹 당 21마리를 사용 

하였으며， 3마리씩 pooling 하여 시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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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폐암세포 (LLCl) 이식 생쥐에 cisplatin 투여시 HemoHIM 병용투여에 의 

한 NK 세포 (A) 및 Tc 세포 (B) 활성 중진효과. 생쥐는 그룹 당 8마리를 

사용하였으며， 2마리씩 pooling 하여 시험하였다 

3) 암세포이식 생쥐에서 cisplatin과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관련 면 

역활성물질(cytokine) 분비 증진 효과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cisplatin의 항암 중진효과의 기전으로서 항암관련 변 

역기능활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항암관련 면역세포인 NK 세포와 Tc 세 

포의 활성화 뽕만 아니라 다양한 항암면역반용올 유발하는 변역활성물질(cytokine)의 

분비 또는 발현이 HemoHIM 투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본 시 

험에서는 항암관련 cytokine으로 IL-2, IFN-ι π.JF-ι IL-6 둥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cytokine의 기놓은 다음과 같다 IL-2는 항원에 자극된 T 세포에 의해 분비되 

는 cytokine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 및 Tc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IFN-)(는 활성화된 NK 세포 및 T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cytokine으로 NK 세포 

및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TNF-u는 활성화된 단핵구에서 분비 

되는 cytokine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한다 IL-6는 활성화된 단핵구/ 상피 

세포， T 세포 퉁 많은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cytokine으로 antibody-producing B 

cells의 중식을 도우는 역할을 한다 

먼저/ 흑색종세포(B16FO melanoma)를 이식한 생취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cisplatin만 단독투여한 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면역세포의 IL-2 및 IFN-lI 분 

비농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HemoHIM을 cisplatin과 병행하 

여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면역세포의 IL-2와 IFN-lI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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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유의적으로(각각 p<O.OOl, p<O.05) 중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η 

다음으로 폐암세포(LLC1)를 이식한 생쥐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cisplatin 단독투여군에서 면역세포의 π.JF-a， TL-6 및 TFN-y의 분비능 

과 mRNA 발현이 감소되는 것올 확인하였다 (Fig. 2.8). 그러나 cisplatin과 병행하여 

HemoHIM올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TNF-a와 TL-6의 분비 

가 유의적으로(각각 p<O.05, p=O.06) 중가하고 mRNA 발현도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cisplatin에 의해 저하되었던 cytokine 분비능이 일부 회복되는 것올 관찰하였다 

(Fig. 2.8(A) (B)(D)). 그러나 TL-2 (결과미제시) 및 IFN-y의 분비능(Fi g. 2.8(C))은 

HemoHTM 병용투여군과 cisplatin 단독투여군에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cisplatin파 HemoHIM 탱용투여에 의한 항암관련 연역조절물질 

(cytokine)의 분비 및 발현 변화를 2가지 암세포 이식 생쥐 모텔에서 살펴본 결과， 

디spla미1 단독투여시에 비해 HemoHIM올 병용투여하였을 때에 항암관련 연역조절물 

질(cytokine)의 분비 및 발현이 중가하는 것을 검중하였다. 이러한 HemoHIM 병용투 

여에 의한 면역조절물질의 중가는 앞에서 기술한 NK세포 및 Tc 세포의 활성뽕 아니 

라 다양한 항암 관련 면역반옹의 중강올 통해 cisplatin의 항암효파를 중진시키는 요 

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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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흑색중세포 (B16FO) 이식 생쥐에 cisp la미1 투여시 HemoHTM 병용투여에 

의한 연역세포의 항압관련 면역활성물질 (TL-2와 IFN-'!') 분비능 증진효과. 

생쥐는 그룹 당 21마리를 사용하였으며， 3마리씩 pooling 하여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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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혜암세포 (LLO) 이식 생쥐에 cisplatin 투여시 HernoHlM 병용투여에 의한 

연역세포의 항암관련 연역활성물질 πNF-ι IL-6와 IFN-y) 분비능 중진효과 

생쥐는 그룹 당 12마리를 사용하였으며， 2마리씩 pooling하여 시험하였다. 

냐. 암세포이식 생쥐에서 도FU의 항암효과에 대한 혜모협의 영향 평가 

1) 암찌포이식 생쥐에서 5-FU의 종양성장억제 효과에 대한 HemoHIM의 영향 

암세포인 혹색종세포 (B16FO melanoma ceU)가 이식된 생쥐에 항암제인 

5-fluorouracil (5-FU)를 단독투여 또는 HemoHIM과 함께 병용투여 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5-fluorouracil(5-FU)에 의한 종양 성장 효과에 HemoHIM이 어 

떠한 영향올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혹색종(B16FO melanoma ceU) 세포가 이식된 생쥐에 항암제인 5-FU를 단 

독투여한 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종양의 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어 5-FU에 의한 종양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9) ‘ 암세포이식 생쥐에 

5-FU의 투여와 병행하여 HemoHlM을 투여한 군에서는 5-FU 단독 투여군에 비해 종 

양의 무게가 유의적으로(p=O.035) 감소됩을 확인하였다 (Fi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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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흑색총세포 (B16FO) 이식 생취에서 항암제(5-fluorouracil; 5-F미와 HemoHIM 

병용 투여에 의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 (A) 암세포 이식 후 19일째 종양무 

게， (B) 각 그룹의 모든 생쥐의 종양 사진 

2) 암세포이식 생겪얘서 5-FU와 HemoffiM 병용투여얘 의한 항암관련 면역재포 

(NK 셰포 및 Tc 세포) 활생 중진 효과 

본 보고서의 앞에서 기술한 cisplatin의 경우와 같이 암세포 이식 생쥐에서 

HemoHIM의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제 5-FU의 종양 성장억제효과 증진의 기전을 알 

아보고자， 5-FU 투여 생쥐에서 HemoHIM의 병용투여가 항암관련 면역기능을 활성 

화 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암세포인 혹색종세포(B16FO melanoma)를 이식한 생쥐 

에 5-FU를 투여하였을 때， HemoHIM의 병용투여가 항암관련 면역세포인 NK 세포 

및 Tc 세포의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그 결과， 혹색종세포 이식 생쥐에 5-FU를 단독투여한 군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NK 세포의 활성 및 Tc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Fig. 2.1이/ 암세포 

이식 생쥐에 cisplatin 투여한 경우 이들 면역세포들의 활성에 큰 변화가 없었던 앞의 

결과(Fig. 2.5, Fig. 2.6)와는 매우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5-FU와 

함께 HemoHlM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5-FU 단독투여군에 비해 NK 세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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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5) 및 Tc 세포 활성이 더욱 중가하는 경향올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항암제 5-FU의 경우에도 앞에서 보고한 cisplatin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5-FU의 항암효과 중진에 있어 항암관련 면역 

세포 활성의 중가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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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흑색종세포 (B16F이 이식 생쥐에 5-FU 투여시 Hemo대M 병용투여에 의한 

NK 세포 (A) 및 Tc 세포 (B) 활성 중진효과. 생쥐는 그룹 당 18마리를 사 

용하였으며， 2마리씩 pooling 하였다. 

3) 암세포이식 생퀴에서 5-FU와 HemolßM 뱅용투여에 의한 항암관련 연역활성 

물질(cytokine) 분비 중진 효과 

본 보고서의 앞에서 기술한 항암제 cisp lati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emoHIM 병 

용투여에 의한 항암제 5-FU의 항암 중진효과의 기전으로서 항암관련 면역기능활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다양한 항암면역반웅을 활성화시키는 연역활성물질 

(cytokine)의 분비가 HemoHIM 병용투여 에 의 해 중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시 험 에 

서는 항암관련 cytokine으로 IL-2, TNF-a, IFN-1(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혹색종세포 (B16FO melanoma) 이식 후 5-FU를 단독투여한 군에서는 무 

처리 대조군에 비해 면역세포의 JL-2 및 TNF-a 분비능에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 

며， 반면 IFN-1( 분비능은 현저히 감소됩올 확인하였다(Fig. 2.11) ‘ 그러나 5-FU와 

HemoHIM올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5-FU 단독처리군에 비해 연역세포의 IL-2, π"F-a 

와 IFN-1(의 분비능이 모두 중가하는 경향으로 관찰되었다(Fig.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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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5-FU와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관련 면역조절물질(cytokine) 

의 분비 변화를 암세포이식 생쥐 모텔에서 살펴본 결과， 5-FU 단독투여 시에 비해 

HemoHIM을 병용투여 하였올 때 항암관련 연역조절물질(cytokine)의 분비가 증가하 

는 것을 검중하였으며， 이는 cisplatin에 대한 동물시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이러 

한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한 면역조절물질의 분비 증가는 앞에서 기술한 NK세포 

및 Tc 세포의 활성뿐 아니라 다양한 항암 관련 연역반옹의 중강을 통해 5-FU의 항암 

효과를 중진시키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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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혹색종세포 (B16FO) 이식 생쥐에 5-FU 투여시 HemoHTh‘ 병용투여에 의한 면 

역세포의 향앙관련 면역활성물질 (IL-2, TNF-a와 IFN-lr) 분비능 중진효과 생 

쥐는 그룹 당 8마리를 사용하였으며， 2마리씩 pooling하여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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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물모델에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의 경감효과 평가 

본 보고서의 1, 2절에서는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의 병용투여에 의한 항암 

제 (cisplatin, 5-FU)의 항암 중진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항암제에 의한 부 

작용 경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emoHIM의 항암제 부작용 경감제로서의 가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쥐 모텔에서 

2종의 항암제(cisplatin， 5-FU)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HemoHIM의 경감효 

과를 관찰하였다. 

Cisplatin은 간 또는 신장에 축적되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생산하고 또한 항산화 효소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조직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간독성과 신장독성 

이 있으며， 그 외에 신경독성， 메스꺼웅， 구토， 탈모/ 청각장애 둥의 부작용을 수반한 

다(17-2끼 5-FU는 DNA 합생억제를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로서， 5-FU의 

이러한 효과는 활발한 세포분열과 분화가 일어나는 연역조혈계를 억제함으로써 빈 

혈， 백혈구 감소중 둥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그 외에 오심， 구토/ 구강염과 구강궤양， 

설사 퉁도 유발한다(28-33). 

본 연구에서는 생쥐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항암제 cisplatin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간독성(혈청생화학 검사) 및 신장독성(혈청생화학 및 조직학적 검사) 지표를 관찰하 

였으며， 항암제 5-FU의 부작용으로서 연역조혈장해(비장내 림프구 수r 말초혈액의 혈 

액학적 분석) 지표를 분석하여 HemoHIM이 이러한 부작용올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 

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생쥐 모텔에서 항암제 cisplatin에 의해 유발되는 신장손상/ 간손상 동의 

부작용과 항암제 5-FU에 의한 면역조혈계 장해 부작용이 HemoHIM에 의해 효과적 

으로 경감되는 것을 확인하여， HemoHIM의 항암제 부작용 경감을 위한 항암치료보 

조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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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수행 빵법 

가. 설협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 생쥐와 ICR 생쥐는 (주)오리엔트에서 특정병원체부재 

(SPF) 생쥐 6-7주령을 구입 후 연구소의 SPF 동물시설에서 사육하였다 모든 실험 

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rψnal' (1996, USA)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물실험은 한국원자력연 

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 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숭인 하 

에 수행되었다. 

나. 생 쥐 에 cisplatin 및 HemoHIM 투여 

약 8-9주령 된 ICR 생쥐에 cisplatin을 일주일 간격으로 총 3회 6 mg/kg 용량으 

로 복강주사 하였다. HemoH마f 투여는 첫 cisplatin 투여 하루 전부터 시 험 종료 시 

까지 lOOmg/kg 용량으로 하루에 한번 씩 강제 경구투여로 시행하였다. 

다. Cisplatin 투여 생쥐의 혈청에서 간 및 신장 손상 지표 측정 

마지막 cisplatin 주사 후 3일째 모든 생쥐의 안와정액에서 혈액올 채취하였으며， 

바로 생쥐를 회생시켜 신장올 적출하였다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혈청올 분리하여 

-70"(; 에 측정 전까지 보관한 후， KFDA 인중 GLP 업체인 (주)캠옹에 의뢰하여 

AU400 자동분석장치 (Olympus， Japan)를 이용한 협챙생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지표로는 간독성 지표인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ALT(떠없피1e 

aminoσansferase ), 신장독성 지표인 BUN(blood urea nitrogen)과 creatinine올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라. Cisplatin 투여 생쥐의 신장독성(조직학직 검사) 관찰 

각 그룹의 생쥐로 부터 신장을 적출하여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고정 

된 조직은 통상척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m 염색을 실시하여 현미경 검경을 실시하였다 

마. 생 쥐 에 5-FU 및 HemoHIM 투여 

약 8- 9주령 된 ICR 생쥐에 5-FU를 5일 간격으로 총 3회 100 mg/kg 용량으로 복 

m 

ω
 



강주사하였다 Hemo대M 투여는 첫 5-FU 투여 3일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l00mgjkg 용량으로 하루에 한번 씩 강제 경구투여로 시행하였다. 

바.5-FU 투여 생쥐에서 비장 렴프구 분리 및 계수 

마지막 cisplatin 주사 후 5일째 모든 생쥐를 경추탈골로 회생시킨 다음 70% 

ethanol로 복부를 소독한 후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비장세포를 준비하였다. 비 

장세포로부터 lymphocytes를 분리하기 위하여 histopaque올 이용하였다- 분리된 

lymphocytes는 HBSS로 3회 세척하고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계 

수한 후 완전배지에 적정 농도로 조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5-FU 투여 생쥐의 말초혈액 세포 수 측정 

마지막 5-FU 주사 후 5일째 생쥐의 안와정맥으로부터 heparin이 처리된 tube에 혈 

액올 취하여 자동혈구분석기(HEMA VET 850+; CDC Technologies Inc., USA)로 혈액 

내 백혈구 수， 립프구 수I 적혈구 수 및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결과 및 고찰 

가. 생검에서 cisplatin의 부작용에 대한 HemoHIM의 경감효과 명가 

1) Cisplatin 유발 간손상 혈청생화학 지표에 대한 HemoHIM의 정갑 효파 

생쥐에서 항암제 cisplatin 투여에 의한 부작용인 간손상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혈청생화학 분석을 통하여 AST와 ALT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cisplatin 단독 투여군 

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AST는 유의성 있게 중가하였으며， ALT는 증가하는 경 

향올 보여 cisplatin에 의해 간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1) 그러나 

cisplatin투여와 함께 HemoHIM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AST의 수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p=O.l)， ALT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 

었다(Fig. 3.1) 이 러 한 결과는 cisplatin 투여 에 의 해 유발된 간손상이 HemoHIM 병 

용투여에 의해 경감되는 것올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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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isplatin 투여 생쥐에서 간 손상 혈청생화학지표(AST， AI.:η에 대한 

HemoHIM의 경감 효과. 생쥐는 그룹 당 7마리를 사용하였다 

2) Cisplatin 유벨 신장손상 혈청생화학 지표에 대한 HemoHIM의 정감 효과 

생쥐에서 항암제 cispla미1 투여에 의한 부작용인 신장손상 여부를 관찰하고자 혈 

청생화학 분석올 통한 blood urea nitrogen (BUN)과 σeatir피le올 측정하였다 그 결 

과 cisplatin 단독 투여궁에서는 무처리 대조궁에 비해 혈청내 BUN과 creatinine이 

유의성 있게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cisplatin에 의해 신장손상이 유발되는 것올 확 

인하였다(Fig. 3.지. 반면， cisplatin 투여와 함께 HemoHIM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BUN의 수치가 유의성 있게(p<O.05) 감소함올 확인하였 

q.(Fig. 3끽. 그러나 creatiníne의 수치는 cisplatin 단독투여군과 HemoHIM 병용투여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cisplatin 투여에 의해 유발된 신장손상에 대하여 HemoHIM은 

일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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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ispla tin 투여 생쥐에서 신장 손상 혈청생화학지표(BUN， creatine)에 대 

한 HemoHJM의 경갑 효과 생쥐는 그룹 당 7마리를 사용하였다. 

3) Cisplatin 유발 신장 사구채손상에 대한 HemoHIM의 경갑 효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장손상 혈청생화학 지표인 BUN과 creatinine의 측정 

결과에서 cisplatin은 신장손상올 유발하며 HemoHJM 병용투여는 이러한 신장손상을 

경갑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끽. 

본 실험에서는 HemoHJM의 신장손상 경감효파를 좀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cisplatin에 의한 신장손상의 주 원인인 사구체관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 cisplatin 단독투여군의 신장조직에서는 사구체 관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 

올 확인하였다(Fig. 3.3). 그러나 HemoHJM 병용투여군에서는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사구체 관의 손상이 뚜렷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3) 이와 마찬가지 

로 본 보고서 제2절에서 기술한 암세포(B16FO m elanoma) 이식후 cisplatin.올 투여한 

생쥐의 신장 사구체를 관찰한 결파에서도， cisplatin 단독투여군에 비해 Hemo대M 

병용투여군에서 신장 사구체 관 손상이 뚜렷이 감소된 것올 확인하였다(Fig. 3.4) 

상기 결과는 cisp latin에 의해 유발되는 신장조직 손상， 즉 신장사구체 손상이 

HemoHα4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앞에서 기술한 

cisplatin에 의한 신장손상 혈청생화학지표(BUN)를 HemoHIM이 경감시켜주는 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틀은 HemoHJM이 항암제 cispJatin에 의해 유발되는 주 

요 부작용인 신장독성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올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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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 (6 mg/kg x 3 times) 

Control Water He moHIM 100mg/kg 

Fig. 3.3‘ ICR 생쥐에서 항암제 (cisplatin: 6 mg/kg x 3 times)투여에 의한 신장 사구체 

판 손상에 대한 HemoHIM의 경감효과. 검정 화살표는 파괴된 판을 표시 한 

것임 생쥐는 그룹 당 8마리를 사용하였으며， 그림온 대표적인 사진만 제시합. 

Clsplatin (4 mg/kg x 3 times) 

Control Water HemoH’M 100mg/kg 

Fig. 3.4. 암세포(B16FO melanoma) 이식 생쥐에서 cisplatin투여에 의한 신장 사구체 

관 손상에 대한 HemoHIM의 경감효과. 검갱 화살표는 파괴된 관을 나타냄. 

생쥐는 그룹 당 12마리를 사용하였으며/ 그립은 대표적인 사진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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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검에서 5-FU의 부작용에 대한 HemoHIM의 경감효과 평가 

1) 5-FU 유발 비장 립프구 수 감소에 대한 HemoHIM의 정감 효과 

생쥐에서 항암제 5-FU(f1uorouracil) 투여에 의한 부작용 유발 여부를 관찰하고자 

비장내 림프구 수 감소를 측정하였다. 먼저， 5-FU 단독처리군은 무처리 대조군에 비 

하여 비장내 림프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Hem oHIM 병용투여군에서는 

이러한 림프구 수 감소가 경감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3 .5A). 또한 본 보고서 제 

2절에서 기술한 암세포(B16FO melanom a) 이식후 5-FU를 투여한 생쥐에 대하여 비장 

내 립프구 수를 관찰한 결파， 5-FU 투여에 의해 저하된 비장내 립프구 수가 

HemoHIM 병용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p=O.053)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5B) 

이러한 결과는 항암제 5-FU에 의한 주요 부작용인 면역세포(립프구)수 저하를 

HemoHIM이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A) Spl.en Iymphocyte. (B) Spleen Iymphocyles 

inmice in B16FO-b •• ring mic. 

4.5 
4.0 t T P=O.053 

쩔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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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Water HemoHIM HemoHIM 0.0 Control Water HemoHIM 

5.fU 5.FU 

Fig. 3.5. 5-FU 투여 생쥐에서 비장내 림프구 수 감소에 대한 Hemol묘M의 경갑 효과 

생쥐는 그룹 당 6마리를 사용하였다 

2) 5-FU 유발 말초혈액세포 및 헤모글로빈 감소에 대한 HemoHIM의 경감 효과 

다음으로 생쥐에서 항암제 5-FU 투여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말초혈액내 백혈구 수， 

립프구 수， 적혈구 수/ 및 헤모글로빈 농도 감소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5-FU 투여에 

의해 백혈구 수/ 림프구 수/ 적혈구 수 및 헤모글로빈 농도 모두 상당히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어 5-FU에 의한 조혈장해 부작용이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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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HIM을 병용투여했을 때에는 5-FU 단독투여한 경우에 비해 백혈구 수(p=O.13) ， 

립프구 수(p=O.076)， 적혈구 수(p=O.03) 및 헤모글로빈 농도(p=O.10) 퉁이 모두 증가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6) 

상기 결과는 5-FU에 의해 유발되는 조혈장해 부작용올 HemoHIM이 효과적으로 

경갑시킬 수 있음올 보여주었다 본 결파는 앞서 기술하였던 HemoHIM의 비장내 림 

프구 수 저하에 대한 경감효과 결과와 더불어 HemoHIM이 5-FU에 의해 유발되는 

주요 부작용인 면역조혈장해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A) 

8 
그 

호 6 

(C) 

4 

2 
o 

14 

12 
10 

훌 @ 
4 
2 

WBC 

Normal Water HemoHIM HemoHIM 

5.fU 

RBC 

o Norm히 Water HemoHIM HemoHIM 

5-FU 

(B) 

그 

오 

(D) 

.., 
융 

5 

Lymphocyte 

Normal VVater HemoHIM HemoHIM 

5.fU 

Hemoglobln 

p=O.11 

I 기 

Normal Water HemoHIM HemoHIM 

5.fU 

Fig. 3.6. 5-FU 투여 생쥐에서 말초혈액세포 및 헤모글로빈 감소에 대한 HernoHIM의 

경감 효과. 생쥐는 그룹 당 6마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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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기술적 성과 

본 연구팀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1997. 7 - 2003. 2)으로 면역조혈중진 및 

재생조직 손상경강에 탁월한 생약조성물 혜모힘 (HemoHIM)을 개발하였으며， 2006년 

식약청으로부터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2007년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면역기능개선이라는 효능 특성상 헤모힘 (HemoHJM)의 복용자들은 실제로 

노약자뿐 아니라 많은 암치료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 

능식품은 제도상 준건강인에 대한 효능이 인정된 것이며 환자에 대한 효놓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헤모힘올 항암제치료 환자의 부작용 경감 퉁을 위한 항암치료보 

조 의약품으로 개발하여 환자의 암치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 보건중진과 함께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중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개발을 통해 항암제 치료 암환자의 치료 부작용 경갑 빛 치료효 

과 개선올 위한 항암치료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자료로서 체계적인 통물시험평 

가 자료를 확보하였고 관련 연구개발에 펼요한 기술올 확립하였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항암제치료 부작용 경감 및 항암효과 중대효과 검중에 필 

요한 동물시험 수행올 위한 암세포 이식 동물모텔을 구축하고r 이 모델올 활용하여 

항암효과(종양 무게/크기/ 항암면역활성)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이러 

한 동물시험 모텔과 기술올 바탕으로 생약조성물 헤모힘(HemoHJM)의 항암제치료 

부작용 경갑 및 항암효과 중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효파가 우수함을 검중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SCJ 학술지에 논문 1연이 게재완료 되었으며 (Park HR 둥， BMC 

Caner 9:85, 2009), 학술대회에 논문 2편이 발표되어 (국제학술대회 1연/ 국내학술대회 

1연) 그 연구성과를 공인받았으며， 향후 압치료보조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임상 동 

물시험명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항압치료보조제를 개 

발하여 상용화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과제수행을 통해 구축된 항암치료보조제 

효능평가를 위한 동물모텔과 검중기술은 국내의 다양한 천연물을 이용한 새로운 항 

암치료보조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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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 져I . 사회 적 성 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원인 중 27%로 1위 

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통계청 2005년 자료) 따라서 암환자의 회복 중진 및 암치료 

효율 중진올 위한 항암치료보조제의 개발은 국민복지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항암제치료의 부작용 경감과 치료효과 중진을 위한 항압치료보조제는 

2007년 기준 510억원의 시장올 형성하고 있다(출처· 의약품전문 데이터베이스인 유비 

스트라 검색자료) 항암치료보조제를 포함한 항암제는 2002년 기준 130여개 품목이 

판매되어 1，450억 원의 시장올 형성하였으며， 매년 10%내외의 성장률올 보이고 있어 

2015년 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출처: “국내 항암제시장 연 

명균 10% 성장， 2005년 2，000억대 돌파" 의학신문 2004년 2월 9일) . 국외 시장의 

경우에는 향암제치료의 부작용 경감과 치료효과 중진올 위한 항암보조약물 시장의 

전체 규모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주요 제품인 Megace의 시장은 미국 1，400억원， 유 

럽 520억원， 일본 92억원으로 나타나(2004년 기준) 유사 제네릭 제품 시장까지 포함 

하면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출처· “암 질환보다 항암제 부작용 사망이 문 

제”， 약사신문 2005년 7월 1일). 항암치료보조제를 포함한 항암제 세계시장은 2006년 

346억달러 (34.6조원)로 전체 의약풍시장의 5.7%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9% 내외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어 2015년 750억 달러 (75조원)의 시장올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출 

처. “미/ 새 의료보장제도 도입 항암제 약진 주목할만" 약업신문 2007. 3. 21). 

이에 따라 본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을 이용한 항암치료보조제 의약품의 

상용화에 성공한다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헤모힘 (Hemo대M)은 독성 퉁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암환자의 경우 전통 생약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기존의 항암치료보조제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항암보조약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관련 의료제도의 

보완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내 항암보조약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암치료보조제로서 헤모힘(HemoHIM)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2015년에는 전체 항암 

관련 의약품 시장의 5%를 점유하여 25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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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 

본 과제에서는 생약조성물 헤모힘(HemoHIM)을 이용하여 항암제치료 부작용 경감 

과 항암효놓 중대를 위한 항암치료보조제로 개발하고자 이에 요구되는 동물시험 명 

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과제 수행올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시험관내 시험에서 헤모힘(HemoHIM)은 항암제 2종 (cisplatin, 5-FU)의 암세포 

성장억제 효능에는 영향올 주지 않아r 항암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전혁 없었음 

。 암세포(2종) 이식 동물(생쥐) 모텔에서 헤모힘(Hem。머M)은 항암제 2종 

(cisplatin, 5-FU)에 의한 종양성장억제 효과를 일부 중강시켰으며r 항암관련 면역 

활성을 중진시켰음. 

。 동물(생쥐)모텔에서 헤모힘 (HemoHIM)은 항암제의 부작용 (cisplatin에 의한 간 

및 신장독성， 5-FU에 의한 면역조혈계 장해)을 효과적으로 경갑시켰음 

결과를 종합하면， 헤모힘(HemoHThη은 시험관내 및 동물(생쥐) 시험에서 항암제의 

항암효과를 중진시키고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중하였 

으며/ 항암제의 효능올 저해시키는 퉁의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SCI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학술대회 논문 2편 발표 둥 그 연구결 

파를 공인받아 향후 본격적인 항암치료보조제로서의 연구개발과 인허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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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계획 

。 본 연구개발 결과로 확보된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한 경갑 효과 및 항암효과 중 

진 동물효눔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항암제 치료 암환자의 연역조혈계 

장해 퉁의 부작용 경감/회복중진 및 항암치료중진을 위한 천연물 항암치료보조 

제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 (2012년 식약 

청 신약임상시험허가 숭인 추진， 후속 임상연구 후 2015년 상풍화 목표) 

。 제품의 상용화는 본 과제 참여기업이며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1호인 (주)선바이 

오택이 주관하여 관련 의약품 전문업체를 참여시켜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주)선바이오택과 본 연구팀은 헤모힘(HemoHTh끼올 이용한 항암치료보조 

제 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해 의약품인허가 전문업체의 컨설팅올 받고 

있어 추가 전엄상 효능평가， 기준시험법 정립l 안전성 명가， 안정성 시험， 임상시 

험 계획서 작성 둥의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을 수립중에 있음. 

。 헤모힘을 이용한 항암치료보조 의약품으로 인허가와 상용화를 추진하여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임 (2015년 상품화 목표. 매출액 2015년 250억원， 

2020년 1000억 원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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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ract 
Background: AJthough c1,pI .dn 1‘ 。ne of the most effective chemotherapeutlc agencs. cis에.on 
alone does not achieve a sadsfactoη therapeωC O<Jtcαne. Also ds찌atin accumulation shows: 

tox1c1ty to nonnal tissues‘ In this swdy. we examlned the possibility of HemoH IM both to enhan∞ 
anticancer effect w;th clspladn and to reduce the 잉de effec:α 。fd，어adn in melanoma-bearing mice 

Methods: HemoHIM was prepared by adding the ethanol -insoluble fraction to the total water 
extract of a mlxrure of 3 edlble herbs, Angellca Radl x. Cnldium Rhizoma and Paeonla Radix. 
Andcancer effects of HemoHIM w;th dsplatin were evaluated In melanoma-bear• ng mice. We used 
a CrS l-relcase assay ι。 measure the activity of NKIT c cell and EUSA to evaluate the production of 

cyto“n.‘ 
Results: In melanoma-beanng mlce, cis에a디n (4 mg/kg B. W.) reduced th. ';2 •• nd w어ght of th. 
solid tumors, and HemoHIM supplementation with cisFHat:i n enhanced the decrease of both the 
tumor size (p < 0.1) and weiφt (p < 0. 1). HemoHIM Irs. lf dld notln뼈tmelanoma ∞11 growth in 
vitto. and did not disturb the cffects of 이splatin in vitro. However HemoHIM administration 
enhanced both NK cell and Tc cell activity in mlce. lnteresdngly, HemoHIM increased the 
proportion o( NK cells in the spieen. In melanoma-beanng mlce treated with c’‘pI .tin. HemoHIM 
admlnis t.ration aJso increased the activity of NK cells and T c cetl s: and the IL-2 and IFN-y secretiα1 
from sFHenocytes, whlch seem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d efficacy of dsplatin by Hemo HIM 
씨so， HemoHIM redu∞d nephrotoxldty 잉 seen by tubular cell of “dney destruction 

Condusion: HemoH 1M may be 1. benetìda’ $upplement during cispladn chemotherapy for 
enhandr、g the anti-OJmor efficacy and reduclng the toxlclcy of cl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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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C Cancer200g, 9:85 

Background 
Chemotherapy has been one of the major therapeutic 
modalities cOlllmonly lIsed for Ihe ’rea tment for a variery 
of cancer patients. H。、，vever， in many cases, chemolherapy 
or ra‘Jiotherapy aJone cannot achieve a 5.1ûsfaclOry thera 
peu tic Qu lcamι namely the complete remission of 
tumQκ and induces severe side effects at therapeuticaUy 
effective doses 

Cisplatin (d찌iaminedichloroplatinllm (11) or CDDI’ ), a 
platinum-cont..1ining anticancer drug,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cy lOtoxic 3gltots for the treatmenl of a 
variety of solid maligmn‘ tumors. Despite iι excellem 
anticanct'_ractivily, the dinJcal use of dsplatin is often lim
ited by its II 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severe nephro
‘。xidty and hepatotoxicity 11 ,21. AJthough the predse 
mechanism for the dsplatin-induced 10μ디 ly .is not well 
understood. àsplatin is preferentiaUy raken up and acat
mulated in the liver and kidney celJs [31, resulûng in the 
enhanced production of reacti\'e oxygen spedes (ROS) 
and the decrease in antioxidant enzymes (4-71 ηerefore， 
antioxidants have been administered before cisplatin 
treatment to protect against neph.roloxiåty 18. ) 이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Udne defmed by the 
National Center as a group of djverse medical and health 
care syslems is not normally considered (0 be conven
tiona1 medkine 11 q. Complem e.ntary and alternative 
mediåne does not inhibit tumor growth , lhese treat
ments might be undertaken adjuvant l!ι or In‘tead of. 
conventional ttealmen lS. Numerous herbal medical proι 
ucts 3re promoted as complementary and altemative 
medidnes. In addition, scienti6c and medical stud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more rece,ntJy in lhe United 
States, have increasingly shown that plant-derived 
polysaccharides have potent immunolherapeutic prope.r
ties with rcspec‘ 10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112-191 

A new herbal composition, I-lemol (1M, was designed by 
.d이ng its po lysaccha꺼de fr끼ction into a hot water exu꺼ct 
of an herb mixture consisting of Angelica Radix, Cnidium 
Rh izoma and I’aeonia Radix. 11、 is composition was 
designed 10 protect the self-renewal ûssues 3nd to pro
mote a recovay of the immune system against 0>이dative 
stresses, such as irradi.60n 120,211 . The gel1eral compo‘i. 
tion of IlemolllM were 60.4% carbohyψ'3 te， 6% protein 
and 33.6% othe.r (Dala not shown). The immllne modu
lating components in HemoHlM wcre the ethanol-insol 
uble fraction 121 1, and the polysacchari.de conlenl in this 
fraction was40.9% "t3.8) (Data notshown). 10 addition, 
the functional componen ts induded in the ethanol-solll
ble fraction of HemolllM were C,aUic acid 10.2% Ct 
0.06)1, chlorogenic add 10.33% (" 0.05)(, paeoniflorin 
11.32% (" 0.15)1, n。‘l.kenin 10.58% (" 0.04 )1 and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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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 acid 10.17% (" 0.05)( (Data 110tshown) ιs야cially， 
these 3 herbs are 1isted as raw materials in Lhe Korea Food 
Code. Finallι J lem olllM has been proven 10 be safe for 
)ong-te.ml adminjstralion (data nO{ shown) 

Swvei llance capacity 10 lumor cells was mediated nonspe
dlìcai ly by dendritic ce ll" macrophages and natural killer 
cells and was' mediated speci fìc서Iy by T cells indllding 
cytotoxic T (Tc) 떼s. ßoth T and NK ceUs have been 
shown to be anticancer effector cells (22,23 ( 시00， 11’N-y 
and IL.2 have been shown lO havc anticancer activity in 
animals 124,251. 

ln this study, the pos잉biU ty of J-Iemo J-l IM increasing the 
immune slIrveillancccapacity to tumor cells lhrough bOlh 
NK cells and Tc cells in melanoma-bearing micc treated 
with cisplatin was asse‘sed. Also, we examinedits proαc
tive effect agajnst cbplatin-induced nephrotox.icilY in 
me1anoma-bearing mice. Our resuJ ts su짧esl that JI인no

H[M may be a benefìcial slIppJem ent during dsplatìn 
chemotherapy by enhandng the anti-tumor efficacy and 
red‘lcing the {QXκity of cisplalin 

Method‘ 
An/mo/:‘ 
Research was approved and conducred according to the 
prindp)es enuncialed in the ‘AnimaJ Care Act', prepared 
by the Minisuy of AgriculnlTe and Fore,uy, Re public of 
Korea. 8-week-old female C5781../6 (H -2b) mice weπ used 
(The Orient Inc.; Charles RiverTechnol앵y; Seoul, Korea) 
The mice were hou.sed in poJycarbonate cages under a spe
dfìc pathogen-free condi t.ion, and we.re fed with a stand
ard animal diel a:nd water ad Iibitum 

PreþGrøtJon o( Hem이-11M 
A mixture of 3 edible medicinal herhs, Angelica Radix 
( r∞t of AngeJiCß gigas Nakai), Cnidii Rhizoma (rhi∞me 
of Cnidium offìcinllle Makin이， and r:’aeonia Radα (root of 
Pa∞'Iía japoniClJ Miyabe.), was decocted for 4 hOll fS in 
boUingwaterto obtain a to tal extract(11씨- 1) . Oue half of 
J-IIM-I was fractionated înlO an ethanol-soluble frnction 
and 1o.to an e.thanol-insoluble p이ysaαharide frnction by 
a precipîtatioo in 80% ethano l. He.moH1M was prepared 
by adding the ethanol-insoluble polysaccharide fraction 
to the o ther halfof lllM-1 

c.,’ cu'‘ure 
B16Rl (Melanoma cellline; CRlr 6322) and YAC- I (Mol
onyvirusinduced leukemia; T1 B-160) were purchased from 
κ 'CC (Rockvillι MD, US시 and cultured in I!PMI 1640 
supplemented with 10% fetal bovine serum (FBS, CIßCO 
ßRL, Crond Island, USA)), 2 , l o-' M J-I EI'ES bllffer, 2 ‘ 10-
3 M L-glutamine, ]00 U/ml penicillîn and 50 ~gjml strep
tomydn (GIßCO BRL). AJI 떠Is we.re gmwn at 37 0 C in a 
hurnidifìed atmosphere containing 5% C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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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plotln inJeetJon ond HemoHIM admlnJstrotlon In 
tumol‘ beørlng mlce modeJ 
Mice were 이vided randomly into three groups (Control, 
Cisplatin and Cispla[in샤lemoH 1M). and each group con
SiSle.d of twenty mice. B16FO melanoma (5 )( 105 떠1'1 
mouse) was inoculate.d into subrutaneous femoral left 
region of mice al 3 days before an jJljtial ínjection of cis 
platin. Cisplatin was injecte:d ;ntraperhonea l1y at .:l mg/kg 
bodyw잉ght (8.w.) on day 0, 7 and 14 (total three i미eε 
tions). Experimental group was intubated with lIemo
!-11M al a final conce.ntration of 100 mgfkg8.W. by 
everyday from day -1 to doy 16, whl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only water. The scheme of the adminlstration 
procedure is summarized in Fig. 1, On day 17 after initial 
injection of cisplatin, alI mice of each gr'。‘’p were expe.n
mented, respectivcly, to evaluate tumor weight or tumor 
size. 'lne tumor size was calculated as follows: tumQr size 
- ab2/2. where a and b are the larger and smaHer diame
ters, respe:ctively 

M.’ønomø cell growth øsmy in vi b"，。
까le effecl of dsplarin and He.moHIM on the number of 
viable mclanoma 떠Is wos assessed by CCK-8 (WSf-8; 
Dojindo Lab, Kum잉nolO， ’apan) 끼1e prinåple underly
ing the (i이 1 viability assessment by CCK-8 is based on the 
dehydroge.nase acûvity detection in viable cellκ similar 
with th. principle of Mπ 8riefly, the melanoma ceUs 
were seetled on 10 96-wdl plates al a density of 7 ‘ 10' 
cells 야rw리I in 100 띠 of media. AfteI incubation “r 24 
hours, ce l1s were trealed with various concentralion of디s. 
pJatin and with IlemolllM 100 ~gJml for 24 hours. AfleT 

incubation. a CCK.8 solution was added 10 each wel1 ‘ 
CeUs were incubaled at 37'C for two hours and the opti
cal density was rneaswed uSÏDg microplate reade:r (Molec
띠ar Devices) al450 nm (-Ref. 570 nm) 

B16FO S.C. 

5x105/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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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o t1on of Jymphocyte in the spleen 
Spleens were removlα1 aseptically from the mice and a sin
c1e cell suspe.nsion was prepared by mincing the spleen 
'l,e spleen lym phocytes were prepaπd by a density gradi
ent ce.ntrifugation on a Ficoll-Hypaque solution (Sigma
A1dri마 Co., St Louis, MO, USA) 씨J Lhe celJ suspensi.ons 
were maintained in the RPMI J 640 medja supplemented 
wilh l00A> fel띠 bovine sentm (FßS), 2 ‘ 10" M HEPES 
buffer, 2 )( 10-3 M L--gJutamine‘ 1 • 10" M pyruvate, 1 00 
U/ml pe띠떼in， 50 때m 1 slreptomy.디n， 5 ‘ .10-' M of 2-
mercaptoetha nol and 1 % nonessεntÎal a l1l ino acid. AlI lhe 
supplemenu were purchased fmm CIBCO 8RL (Grand 
Island, USA) 

HemoHIM odministrotlon ’nMMιtreoted tumot‘ beorlng 
m/cemode’ 
Firstly, harveste,‘1 ß] 6FO melanoma was inactivaled hy 
mitomicin C (MMC) treatmenl (50 ~gJm l， incubation for 
40 ruinutes at 37'C water b.th). MMC- treated 816FO 
melanoma were inoruJated intraperitonealJy with 1 )( 10ι 
cellsfmouse 3 days after an iniû꾀 adminisuation of 
I-Ie.moHI.M. Expe.rim e.ntal group was intubared with 
l{emoH’M al a final concentrotion of 1 00 mgJkg8.w. by 
everyday fTom day.3 10 day 4, while the control group was 
receive.d only wale.r. Ten ‘Jays after cancer cell i nocula lion, 
splee.n Iymphαγtes were pre.pare.d as effe.ctor cells to 
measure the activity of NK cells and Tc cells through Cr''
release ass.1y 

A.ssøy forNKcell ønd cytoto.xlc T (Tc) ceJJ n’edlated cøncer 
c.’, Idlllng ocυvlty 
YAC- L tumor ta꺼geι 어 ßI6FO tumor target' were lobeled 
WI바I Cr.sodium chromate (Amersham Ph빼잉a 8iolech, 
h매:nam-ku， SeouI, Korea) 01 a dose of 40 μûfl아αlls for 
60 m;n 10 measure.d NK cel1 ac.tiviry orTccell activity. resα:c
tively 깨e cells were washed tluee times in H없;S (Honk', 

i • • • • 
••••••••••••••••••• 

Day -3 

HemoHIM (100 mg /kg/day) p.o. 

Figure I 
Theexpe꺼mental 떠ledU’eusedfora‘sessing the eflicacy ofHemoHIM In melanoma.bearing mice which were 
injected with cisplatln. B 16FO melanoma c'히 1. (S ‘ IOS/mouse) were inoculated inm subcutaneous femoralleft re밍。n 01 
mice J days before an Inidal injection of cisplatin. CisplatJ n was in띠pen∞neally injec.ted at '" mg/kg B.W., and HemoHIM was 
daily g’ven at 100 mglkg 8.W. lrom day-I ∞ day 16. On day 17 after inltial injection of dsplatln, all mice o( each group were 
experimented, respecdv아y. to evaluate variou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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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2 
The inhibition of tumor growth was enhanced by HemoHIM adminl‘ tration in melanoma~bearing mice which 
wera Injected w’th dsplatin 이I mice pe서。nned as described in fìgure 3 were sacrinced at 17 days after Initlal injectlon of 
dsplatln. Tumor we냉ht (A) .nd slze (8) weπ measuπd . (C) Photog며phs of melanoma solld UJmor 머<en from all mice o( 
each group. There were twenty mice in eath group. Dat3. show the Mean ::t: SO. *p < 0.1 compared wim only 디ψlatin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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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owth inhibitlon effect 0' dsplatln and HemoHIM 
。n melanoma cell ‘ In v’ν。. The m어anoma c허|‘ were ‘eeded at a denslty of 7 x 1 앤 ceUs per well. After incubadon 
for 24 hours, ceUs were treated with vari에5 concentradon 
。f ctsplatln and With HemoHIM 100μ잉ml for 24 hours . After 
incubadon, a CCK-8 solutlon was added to each well for ’ 
hour and then the optical dens’cyw앙 measured 

ßalanαd Salt Sollltioπ Sigma-A1ψich Co.) .nd resuspended 
to a fin a1 concemrntion of2 ‘ 10' α1IS/때 l'wenty thousand 
taTget celJsand 1()6 or 2. l ()6 spleen effectorceUs were plated 
into the wells of a 9ιwell U boUom pl.te. 1he plates were 
then incubated at 37 0 C for4 hr in humidifie:d aircontùning 
5%oo，.F이 lowing a centrifull1'tion at 350 g for 10 roin, 100 
띠 of the: supematant was ha lVested from e:ach we:lI 때d 
counle:d for 1 min in a gamma COl1 nte:r (Wal1ac, Wellesle:y, 
Mλus시 끼le: pe:rcent Iysis WttS calrulated as foUo~: % Iysis 
- {[CPM (α야rimen tal) - CPM (spontaneousll/ICPM 
(maximllm) - CPM (sponstaneous) 1l ‘ 100 

Aow cytometry onolysl.‘ 。f NK ond Tc cells In spleen 
Iymþhocytes 
The spleen ’ymphocytes we:re staine:d Wilh nuorescent. 
labe1e:d ttntibodie:s or isotype control antibodie:s in phos. 
phate buffered saline (PßS). After staining for 30 m.inutes, 
the: Iymphocyte:s were: washed lhree: times Wi Ùl a fre:sh 
FA(，~‘ media and then analyzed by now cytometry (Back
man Coulter, Miaml, Florida, USA). A fluo rescence hislC• 
gnun of a t least 50，α)0 counts was an rt l Y4ιd in each 
sample. The following reagems from ßD Pharlνt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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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n Dicgo, ü、 US^) were used: PFrconjugated antí. 
NK1. 1 and FffC-conju],'1l ted anû-CD8 

CondltJon for Q cyt이dne productJon in vitr。
’1l1e spleen lymphoC)이.<5 (2 x 1()6 cells/well) obtained 
{rom the mice were stimulated wi ‘.h concanavalin A 
(ConA) at I 뼈ml for 1 OT 2 days 1.0 measure IL-2 and 
IFN-y level in supematant 

Antlbod/es and the enzym•’ Inked Jmmunosorbent ossoy 
(ElISA) 
For the Ilr2, c10ne’ES6-JA 12 was u.,ed as the capture Ab, 
and biotin.-Iabelled JES6-5 H4 was the detecûng Ab. For 
the IFN-y measuremen lS, done R4-6A2 was u양d as the 
capture Ab, and bioûn-Iabeled XMC 1.2 was the detccûng 
Ab. AU the antibodies as well as the recombinant IFNγ 
an‘1 11...2 were pwchased from ßD PharMingen (5an 
Diego, α， U5시 이10kines were determined by previ
ou,ly de잉ibed ELlSA method 1261 

H/stOþGth어。IgIca’ examlno tJon of kldney by hemoto;η!’n 

ond eo.sln s10’"Ing 
Kidney from m Îce of each group 00 day 17 after initial 
injection of cisplatin was removed and f1xed in 10% buff
ered formalin for 2 days. The paraffin-embedded seclions 
(S )Jm thick) were srained wilh hematoxylin and eosin 
(H&E) for histolpathological examination and observed 
unde.r light microscope at )l 200 rnagnìfìcalions 

Stødstlcøl ønøly의’ 
Data were: expressed as mean d: 5.D. and a statistical signif
lCance: was an외yzed by using a Studenfs t-test. Differences 
with a p value of le.ss than 0.05 were t.1ken as significa.nt, 
and considerable with a p value o( less than 0.1 

Re‘ults 
HemoH’1M enhønce.s the øntitumor e ffJcøcy of clsþlatln In 
ωmøf\obeorlng mlce 
To assess the effec t ofHemoHIM on tumor growth i띠libå
tion in dsplatin treated B 16FO meJanoma-beadng mice, 
we used a tumor-bearing mice model that was summa
rized in Fig. 1. As shown in Fig. 2A and 28, at 20 days afrer 
meJanoma inoculation, the tumor weighl and size of ùle 
control group without cisplatin 때d l-Iemo l-l lM Uealment 
were 6.093 g (. 2.28) and 12.6 mm' (. 5.65) , respecûvely. 
lIoweve.r, in the åspJatin-injecled group, tumor weight 
(2.97 g (. 1.29)) and size (6.3 mm' (. 2.32)) were 
reduced significan tIy in comparison (0 lhe controJ group 
IlemolllM supplementation with cisplatin resulted in a 
further reducûon in both the tumor weight (2.22 g (. 
1.24)) .nd size (4.7 mm' ( . 2 . 93)).0띠y HemolllM sup
plememation withollt cisplatin showed no reducûon in 
tumor wcight 16 ’ 5 g (" 1.238)1 when compared witl\ the 
control group (Data not shown). This sugges lS that 
Hemof•11M itself did not show. reducûon 낭fect of tumor 
growth. Pho lOgraphs are shown in 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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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HIM enhonce‘ the øctlv써 。fNK and T c cells rother 
thon d/rectly Idlllng cancer celIs 
lbe anticancer effect of cisplatin mainly depends on its 
DNA-darnaging activity, via ilS direct interaction with 
DNA to form DNA adduc lS 1 2기 As shown in Fig. 3, åspl. 
atin inhibited melanoma celJ growlh in a ‘Jose-‘Ie야nden l 

manner, wi th IC50 at about 15 μgJml. J lowever, Hemo
H 1M itself d’ ‘1 not inhibü melanoma growth in vilro (Da녀 
not sh애n)， nor did il disturb the working of åsplaÛß ín 
vitro (Ffg. 3) 

Because l-IemoHIM did not direc.tly ki ll cancer cells‘ ‘ve 
thotJght th껴 t the artiviry of immune cells which were in 
charge of U1mor surve:iUance ma.y be enhanced by Hcmo
H 1M. We investigate:d lhe cancer cell-ki1ling acti씨tyofNK 
and Tc c.잉 Is， as they are io charge of innate and adaptive 
immunity against tumor, respκ1iv터y. To investigate the 
activity ofTc celJ, we used the mice which were immu 
nized wi th mhomydn C (MMC)-ueated melanoma celJs 
As shown in Fig. 4A and 48, HemoHIM administ:ration 
enhanced cancer cell-ki lling activiry of NK ceJ ls and Tc 
cells in MMCtreated melanoma cell-beañng mice (p < 
0.05 and p = 0.06‘ πspecûve1y) . Also, the proportion of 
NK cel l in spleen Iymphαγtes was increased by Hemo 
HIM administration (p < 0_05), but not the proportion of 
Tc cell s. Spedally, these resu lts were imponant becallse 
NK cel ls take pan in both innate and adaptive immunHy. 
and are regarded as interfaces be lWeen the innate: and 
adapûve immω'" systetru 1281 

The enhønced effIcøcy of clsplatin with HemoH삐 In 
melonomø-beorlng n에ce wøs due to iκ，...‘’In， Il. 2 ond ，F.써. 
r secret/on ø，닝 en’ .. nc’n,"’ •• 빼my ofNK.nd Tc cell‘ 
As the mechanisms for an enhanced an t.icancer efficacy of 
dsplatin in combination with I-IernoH1M in melanoma 
cell~bearing mice (F’g. ]). we concentrnte:d on the activity 
of NK and Tc cells because these cells play an important 
role on cancer swve ì1lance. As shown Pig. 5A and 58, cis. 
platin inje:cLÎon alone: in m잉anoma-bearing In ice ωd nol 
enhance: or decrease the: activity of NK ceUs and Tc cells 
However, He:moHIM adminisualion enhanced the activ
ity of NK cells in meJ.a.noma-bearing mke which were 
treated with dsplaûn (p - 0.1; r‘ ig. 5시 Jn addition, the 
activity ofTc cells was enhanced signlficanùy by He:mo 
HIM administration (p < 0.05; 터g. 58). 1ñese data sug
gested that the: enhanced anticancer efficacy of cisplatin io 
rombination with Hemol 11M aùministration was due t。
the increase in the activily of NK and Tc cells that are in 
charge of tumor surveillance 

Macrophages. ‘lendritic cells, NK cells and Tccel ls that are 
able to rccot,'llize, bind and subsequently lti ll tumor cells, 
were acûvateù by cytokines such as IL-2 and lFN-y. ln our 
previous Sludy, Iymphocytes treated wi’h HemoHIM 
alone e:nhanced the expression of IL-2 and IFNγ In rntro 
(data not shown). Truly, Ilr2 and IFN-y are potent a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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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4 
Eκect of HemoHIM on cancer cell kilUng activlty of NK cells and Tc cells. C57BlJ6 mice were 。머lIyadmìni‘traced 
with HemoHIM (100 mg/1<g B.W.) and 1이ect어 with MMC-treated B 16FO melanoma (I )( l06cell/mouse) Inm peritone피 cavity‘ 

10 days after ancer ceU inoculation. the cancer cell killing activity of NK c-허IsorTccel’S WclS determined by 51Cr πlease assay 
as described In M떠'erials ond Methodt. There weπ six mice In ead‘ groop , Oata ‘how the Mean % SO . • P = 0,06 and " p < 0.05 
com어red with mlce admlnlstrated water. 

Control 

Experimental studies in animals have shown that a mini
mum do、‘e of dspl.tin (5 mgjkg body weigh~ i. p.) was 
suffide.n t to induce oephr，이oxicity in rats 1 29， 3이 1n this 
study, the dsplatin was injected at 4 mgJkg body weight 
ùuee times once we잉dy， πle oephrotoxidty was assessed 
lIsing kidneys removed from mice on day 17 after an ini 
tial injection of dsplatin, and the πpresentative resl1h of 
each group is shown in r:‘’g. 6. In th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kidney, cisplatin destroyed renal tub l1 -

lar cells (Fig. 6). lIowever lIemoHlM admínislraûon 
reduced the destruction of renal tubular cells by cisplatin 

‘。rs ofNK cell and Tc cell effector funcûons, We therefore 
a~ertained whelher HemoHIM administration enhaoced 
the production of 11..-2 and IFNγ in melanoma-bearing 
micetπated with dsplatin. 1 lemoHIM adminjstra ti.on sig
nificantly enhanced Ilr2 (p < 0.001 ; Fig. 5C) and IFNγ (p 
< 0.05; Fig. 51)) production in me1 anoma-bearing mice 
I.reateo with dsplaûn 

Discussion 
IlemolllM is an he.rbal composition designed to prolect 
the SeIιrenewal tissues and to promote the recovery o r the 
immune system againsl an oxidative stresses such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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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H’M decreases the clsplatJn-‘ndCJced nephrotoxlcity 
jn tumor-beørlng mjce 
Unde잉rab l e side effects of dsplatin appear in the kidney 
and liver, due lo cisplatin accumulation in these o rgans 
13) . As one ofthe mechanisms rordsplatin-induced toxic
ìty is the enhanced production ofROS in these or;뿜nS， we 
thought th.at HemoHIM may have 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 20， 2니 ， redudng cisplatin-induc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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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emoHIM administration promotes immune responses for tumor surveillance in melanoma-bearing mlce 
which were injected with cisplatin. AII mice peκ。rmed as described In 뻗re 3 were sacrifìced at 17 days after Initial injec
tion 이 ds이atin. (A)(B) The cancer cell kl川ng acdvlty of NK cells or Tc c티 Is wa.s determined by S ICr release assay as 
described in Moterlals and Method낭 (C)(D) Spleen Iymph。이tes were culωred with ConA (1 ~glml). After 1 or 2 days.IL-2 and 
IFN-y in ωIwre supematants were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Jafs and Methods. There were twenty one mice in 
잉ch group. The spleens ofrhree mice wer、e pooled. Bars show the means :t SD o( the sepbJple experiments. '" p :: 0.1, *"'p < 
0.05 and ***p < 0.001 compared with only cispl'atin σ'e ated group 

irradiation, 1n this stlldy~ we e.xamilled the possibility of 
HemoHIM hoth to enhance th e: ;:m tkaocer effect of dspl
atin and to reduce i잉 side effects in melanoma-bearing 
roice.ln our previous studies, HemoHTM was tested for il'i 
efficacy as a radioprotective agent 120,21] , Also, we: inves
tigated th e. effect of HemoHIM 00 a restoration of the 
immune functions whkh had been impa.ircd in aged mice 
[31 [. ßesides, in our previous sludy, we showed lhat 
HemoHIM acceler꺼 red the rec:overy of irnmune cells in 
mke treated wiLh cydophosphamide, which is a welI
known anticancer agent (321. In this study, lInJ ike cispla
tin. HemoHlM alone did nol directly killlhe cancer cells. 
Neve.rthelessl our r않ults showed that H잉noHIM admin
lstra t10n e띠lanced ;mtitumor eff1cacy of åsplatin in 
melanoma-bearing m.ice 

Immune responses lhat are capable ofkilling lUm o r cells 
consist of dendritic ceHs, macrophages, NK cells and 1'c 
cells. Tc αlI s may perform a surveillance function by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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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ç:nizing and killing potentially maJignant cells ùlat 
express peptides derived from mutant ce1 lular proteins or 
oncogenk viral proteins 잉ld presented in association with 
dass I MHC molecuJes. NK cells kill many types of tumor 
cells. especially cel ls that have reduced dass I MHC 
expresSlon 때d ca n esca pe kill’ng byTc cells [33 [. fn uirro 
srudies using ceUs from humans and several o ther mam
maHan species, as weU as in viuo studies in mice and rnts, 
have long suggested thât tU r)1o r celJs are reco망lized as NK 
cell largels [34[. A1so. Nl< cells act as πgulalOI)' cells lO 
in f1 uence variolls other ceU rypes, sllch as dendritic ce.Us. 
hclperT미1) cel ls, Tc cells and B cells [351. Many slUdies 
for imllluno -ca ncer therapy were fo c.used o n enhancing 
the activity of NK cells as well as Tc 떠ls against tu.mor 
cells, ln our data, d~'P la Lin alone decre.ased lUffior si.ze, but 
did not enhance the acûvity of NK cells and TIζ cells (Fig 
5). A1sα Hemo HIM alone without åsplatin did no t 
enhance Iheactivity of theseceJ ls (data not shown) , How
ever, HcmoHJM administration wi th cisplatin injection 

Page 7 of 10 
(page mJmberno’fOr dtatlon pufP0S9s) 



BMC Cancer2009, 9:85 http://www.biomedcentra l.coml1471 -2407/9/85 

Cisplatin (4mg/kg body weight x 3 times) 

Figure ‘ 
HemoH’M reduces the cisplatin-induce damage 01 kidney. Kldney from mice or each group on day 17 after initiall미ec 
tlon of cisplatln was removed and fixed ín 10% buffered fonnalin for 2 days. The paraffin-embedded sections (5 ~m thick)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티 for histolpathol。잉cal examination and observed under 11잉'\( micros∞pe at)( 200 
magnifications. The result shown here is representative cortex from each group. (A) Control. cortex (x 200). (8) Ctsplatin 
∞ntrol ， c。πex (x 20이 I renal tub비e cell destruction (marked by arrows). (C) Cisplatin써emoHIM， cortex (x 200)‘ 

increases Ùle activ’ty of NK cells and Tc cells in 
m잉anoma-bearing miα(Fig. 5A and 58), while !he 
lumor size was decrea:sed by cisplatin 'lñus, we su잃.est 
that lhe mechanîsm of action of dspJatin and HemoHIM 
in tumor-bearing mice 이ffe.r. 

IL-2 and lFN-y are potenL activators of N'K ceJl and Tc ceJl 
e따cler functions. Por Ihese reasons, cylOkine l.herapies of 
malignant tumors using lL-2, lL-12, 'and l f'N-)' have been 
inve:stigated extensively in experimental and dinical stud 
ies 134 1. ltis a],o well known !hat 11,-2 and IFN-y promote 
tumor-reactive lymphocyte proliferation, cytotoxiåty 
and, to some ex ten t., cytokine secretion 136-411 . IFN-)' is a 
pleiolropic immunor，야~1atúry cy tokine that has been 
lIsed for dinica1 treatment of cenaio t.umors 142,431 
Howeve.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uch αtokines has 
been hampered l.rgeJy due to !heir und엉irable. side. 
e마cl， 144,451. In our d"a, Hemo tJJM administration 
with dsplat.in injection increased the secretion of lL-2 and 
lFN-)' in me1anoma-bearing míce. 

Ahhough cisplaLÎn is an anLÎcancer drug highly e.ffec t.ive 
againsl several cancers, cisplatin is t。잉c to Iiver and kid
ney ceJls !hrough produàng ROS 11-4，3이‘ However, 
many studies to countcr nephrotoxidty through the 
admi n.istration of antioxidants have been per(ormed 18-
101. As HcmoHIM was designed to protect the self
renewal tlssues and to promote a recovery of the immune 
sys’em agaînst oxidative snesses 120,211 , we thought it 
may be able. to decrease dsplatin-induced kidne.y damage. 
As expectedι He.moHIM admin.istration reduced nephrc• 
to:잉åty as seen by rubu1ar ceU destruclÍon of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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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ased on the overall these results, Lhe possibiJi ty of 
HemOHIM both (0 e띠13nce anticancer effect of ásplatin 
and to reduce its sìde effeas in Olelanoma-bearing Olìce 
were. ascerta.ined. H Qwe.ver, the prolective. efficacy of 
HemoHlM on dsplaùo-induce damage in the kidney 
needs to be investi탬ted fllπher. 

Conclusion 
In concluslon, although the manner in Wll ich Hemo l-1 1M 
administration decreases cispla.tin-induced kidn앙 dam
age remains unknown. our resu lts indkate that Hemo 
HIM may be a useful complementaIy agent during 
cisplati.n chemotherapy by enhandng the anti-tumor effi~ 

cacy and reduång Ihe to잉dty of ci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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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과제에서는 생약조성물 헤모힘(HemoHlM)올 이용하여 항암제치료 부작용 정갑과 항암 

효놓 중대를 위한 항암치료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자료로서 전임상 동물시험 효능명가 

자료률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과제수행융 통해 다옴과 같온 결과률 얻었다 먼저 시험판내 

시험에서 해모힘(Hemof뀐M)온 항암제 2종 (cisplatin, 5-FU)의 암세포 성장억제 효놓에는 영 

향융 주지 않아， 항암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능 저하와 같은 부갱척인 영향온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옴으로 동물(생쥐) 모웰을 이용한 생체내 효놓 검중올 실시한 결과， 암세 

포(2종) 이식 생쥐 모텔에서 헤모힘(HemoHIM)은 항앙제 2종 (cisplatin, 5-FU)에 의한 종양 

성장억제 효과률 일부 중강시켰으며， 항앙관련 연역활성을 중진시켰다 또한， 동물(생쥐)모댈 

에서 헤모힘(HemoHIM)온 항암제의 부작용 (cisplatin에 의한 간 및 신장독성， 5-FU에 의한 

연역조혈계 장해)융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총합하면， 헤모 

힘(HemoHIM)온 시험관내 빛 동물(생쥐) 시험에서 항암제의 항암효과를 중진시키고 항암제 

에 의한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옴올 검중하였으며， 항암제의 효능올 저해시키는 퉁 

의 부정적인 효파는 전혀 판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혜모힘(HemoHIM)올 이용한 

본격척인 항암치료보조제로서의 연구개발과 인허가률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주제엉키워드 
생약조성물， 헤모힘l 항암치료보조제， 항암제/ 부작용 경감， 항암중진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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