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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생약복합조성물 시제품(HemoHIM)의 면역조 기능 하  건강인  일반인에 한 면역

조 기능 개선  항산화 효과 인체시험 검증

∙백 구수 5000개 ~ 10000개/ul 인 자원자 모집  시험 설명, 동의서 작성

∙자원자를 상으로 피험자 요건에 맞는 피험자 선발

∙피험자를 상으로 시료 섭취   섭취 1, 2 개월후 액을 채취하여 액 지표 검사수행

  - 액세포수 측정, 청 생화학 수치(간/신장기능 지표) 측정

  - 액세포의 면역활성 측정

  - 액내 항산화 활성 측정

∙인체시험 자료 분석을 통한 시료의 면역조 기능개선  항산화 효능 종합 평가

 2. 연구결과
∙88명의 자원자를 무작  배정에 의해 HemoHIM 6g/일, HemoHIM 12g/일, 약군으로 나 어 

수행

∙ 액세포(백 구, 림 구)증가 효과: HemoHIM 6g/일  12g/일 섭취군에서 백 구, 림 구, 

구 련 수치는 뚜렷한 경향이 찰되지 않음.

∙면역세포활성 증가 효과: NK세포 활성은 HemoHIM 섭취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찰되었으며 

, 면역세포활성지표인 IFN-γ, IL-12 분비량은 시료섭취기간  시간에 따라 증가하 음 

∙ 액내 항산화 지표 변화: 항산화지표(항산화능(TAS))에서는 HemoHIM 섭취에 의한 개선 효과

가 찰되지 않았음.

∙안 성 검증: 간  신장기능 련 청생화학수치 검사결과와 일반 임상증상 문진을 통해 

HemoHIM의 부작용이 찰되지 않아 안 성을 검증

 3. 기 효과  활용방안
- 연구의 결과는 본 시료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됨

-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

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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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발  과 제 의  개 요

 최근 질병의 방  치료에 독성이 거의 없는 천연물질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 의해 식품과 생약제제를 심으로 한 천연물들이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에 높은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들의 양생리  약리기  한 연구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천연물로부터 생체조   생체방어 시스템을 항진시키는 생리활

성물질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어 건강식품이나 천연물 치료제로서 산업화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학 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이 난립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  효능에 

한 과학 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천연물의 방사선  항암제에 한 면역 조 계 조 효과  

치료 부작용 경감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면역  조 기능이 생체

내의 주요 방어시스템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의 방  건강증진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있어서 면역  조 기능 증진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장기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생약재 3종(당귀, 천궁, 백작약)을 이용하여 면역조 증진  산화  생체손상 효능을 동시

에 나타낼 수 있는 생약복합물 HIM-I을 개발하 다.

 방사선 생체손상의 방  회복을 해서는 일차 인 조직의 손상 방뿐 아니라 이차

인 면역 조 계의 조 이 더욱 요하고 면역조 기능이 다양한 생체질환의 방  개선

에 추 인 작용을 한다. 이러한 에서, HIM-I로부터 면역조 증진 효능이 더욱 강화

된 새로운 생약복합조성물을 개발하고자 HIM-I에 그 조다당 분획이 첨가된 생약복합 조성

물(HemoHIM)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면역 련 기능성 지표 (biomarker)를 이용하

여 HemoHIM의 면역력증진 효과에 한 체내에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안 성을 평가하

고자 무작 배정, 이 맹검, 약 조 임상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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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 ․ 외  기 술 개 발  황

미국에서의 기능성식품에 한 연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1990년부터 “designer fo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성식품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질병의 

방  치료를 하여 천연물 는 식품소재 유래의 생리조 물질을 이용하는 체의학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통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진 생약재와 복합물의 생리조  활성에 

한 연구는 주로 일본, 국, 한국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 인 효능 검증과 동시

에 새로운 생리활성 규명에 한 연구도 꾸 히 진행 이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속히 확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과학 으로 효능이 검증된 기능성식품에 있어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

품에 한법률“이 발효되어 그 기 시행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인삼 등 통 생약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건강에 한 심의 증가와 생활수 의 향상으로 건강식품에 한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각종 천연물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면역조 기능은 각종 질환의 

방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  효능이 검증된 면역조 기

능증진 기능성식품에 한 수요가 크게 증 될 것으로 상된다. 기존 면역조 기능 증진 기능

성식품으로는 인삼제품,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제품, 알로에 제품 등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매되고 있다. 기존의 면역증강 기능성식품을 포함한 기능성식품은 국내에서 이 에 건강보조

식품으로 많이 상품화가 이루어졌었으나 과학 인 효능검증이 미비하고 단순추출물 형태의 제

품이 많아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이후 그 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확 되는 건강식품 시장의 추세와 건강식품에 한 과학  효능검증을 요구하는 제

도  추세에 비추어 인체시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검증은 제품의 실용화에 필수 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특히 면역조 기능 증진 기능성식품에 한 

국내에서의 인체시험을 통한 과학 인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 내 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을 통한 과학 인 효능 검증을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받은 제품은 소

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상되며 상용화하는데 큰 이 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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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 내 용   결 과   

제 1  연구 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본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의 인체내에서의 면역  조 기능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면역세포수 5000~10000개/μl인 자원자를 상으로 HemoHIM 

섭취에 따른 면역세포수, 면역세포활성, 액 내 항산화 지표의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 시험 상자 모집  동의서 작성

 -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인 건강인   건강인  임상시험 참여 자원자 모집

 - 연구 목 , 내용  시험 방법 설명  동의서 작성

2. 시험그룹 배정, HemoHIM 섭취  액채취

 - 상자들을 약섭취군, HemoHIM 6g/일 섭취군, HemoHIM 12g/일 섭취군 등 3개 그

룹으로 나 어 2개월간 약  HemoHIM 섭취

 - 약  HemoHIM 섭취  1회, 섭취후 2회 액 채취

3. 액검사

 - WBC, RBC, hemoglobin, platelet, lymphocyte 등 구 련 수치 측정

 - GOT, GPT, ALP, γ-gt, total bilirubin 등 간기능 련 지표 수치 측정

 - creatine, BUN 등의 신장기능 지표 측정

 - 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하여 NK 세포 활성, mitogen (Con A)에 의한 림 구의 증식

능  cytokine (IFN-γ, IL-12) 분비 측정

 - 액에서 장을 분리하여 IFN-γ, IL-12, IL-4  항산화지표 (total antioxidant 

status-TAS) 를 측정하고 타액을 채취하여 cortisol을 측정

4. HemoHIM 섭취에 의한 면역조   항산화 지표 개선 효과 검정

 - HemoHIM 섭취 후, 섭취용량별 지표 변화 통계  유의성 검정  경향 찰

5. HemoHIM 섭취에 의한 부작용 유무 찰

 - 간기능  신장기능 지표, 의사 상담, 복용설문서 분석을 통한 부작용 발생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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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

 1. 시료 제조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를 (주)선바이오텍

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 다. 서울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한 생약재 3종 즉, 당귀

(Danggui, 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 천궁(Chuanxiong, Cnidium offinale Makino)의 근

경, 백작약(Baishaoyao, Paeonia japonica Miyabe)의 뿌리를 동일한 무게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 생약재 100 g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고 4시간 열탕 추출하 다. 추출물의 고형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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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에탄올 주정을 첨가하고 25℃ 이하에서 16시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침 된 조다

당 분획(HIM-I-P)을 수거하 다. 수거한 조다당 분획의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HIM-I에 첨가

하여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을 제조하 다. 약(Placebo)은 식용으로 가능한 독성이 없

는 생약재 2종을 이용하여 제조하 으며, 시험 내 면역활성화 시험과 항산화 시험을 통하여 

HemoHIM에 비해 10% 이하의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2. 시험 상자 모집  시료 투여

  본 연구는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연구로 진행하 으며, 강남성모병원 임상시험

심사 원회(IRB)로부터 인체시험의 수행을 승인받아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심으로 수행

하 다. 인체시험 자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 인 자원자를 모집

하 고 자원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시험 차, 시험 시작  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의 책에 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자가기입하게 하여 상자의 자

유의사에 따라 시험에 참여시켰으며 약섭취군, HemoHIM 6g/일 섭취군, HemoHIM 12g/

일 섭취군 세 그룹으로 무작 으로 배정하 다. 상자들은 사  액채취 후 2-3주후부터 

2개월간 약 는 HemoHIM을 섭취하 다. 모든 시험 상자들은 액채취  복용설문서

를 작성 후 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부작용 발생 유무를 확인하 다.

  총 120명이 시험 상자로 자원하 으며 이  개인  사유에 의한 참여 단자 8명, 여 상

자 기 에 부 합한 자원자 (질병치료, 기 치 미달자   약물복용자) 12명을 제외하여 총 

100명을 시험 상자로 선정하 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개인사정( 액채취시 고통, 시료섭취

의 번거로움, 해외출장)으로 자발 으로 참여를 단한 자 10명,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

품 복용자 2명을 제외하여 최종 88명( 약섭취군 28명, HemoHIM 6g/일 섭취군 30명, 

HemoHIM 12g/일 섭취군 30명)에 한 시험 결과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 5 -

 3. 액 채취  장 시료 비

액채취는 일반 액검사 방법에 따라 팔의 정맥(cubital vein)으로부터 채취하 으며, 섭취

, 섭취후 1개월, 2개월 째에 채취하 다. 구세포수 측정의 경우에는 EDTA가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즉시 임상용 구분석기를 사용해 분석하 으며, 간기능  신장

기능 수치 측정의 경우에는 blood clotting agent가 들어있는 tube에 채 하여 청을 분리하

여 임상용 청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해 분석하 다. 면역세포활성을 측정의 경우에는 heparin

이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냉장보  후 1시간 이내에 시험을 수행하 다. 항산화 

활성 측정의 경우 EDTA가 담긴 vacutainer tube에 채 하여 1-2분내에 장을 분리후 TAS 

측정의 경우에는 -20℃에 냉동 보 하 다.

 4. 액세포수  청생화학치 측정

액학  수치  청생화학 수치는 액채취 직후 강남성모병원에서 임상용 구분석기 

 청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액학  지표로는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WBC의 아군별 differential count를 측정하 으며, 청생화학  지표는 

간기능 련 수치(GOT, GPT, ALP, total bilirubin, γ-gt)와 신장기능 련 수치(creatine, 

bun) 등을 측정하 다.

 5. 면역세포 활성 측정

   가. 말 액으로부터 림 구 분리

상자로부터 채취한 말 액을 동량의 HBSS로 희석한 후 Ficoll-Hypaque에 얹어 400g

에서 30분 원심분리하여 림 구를 분리하 다. 분리한 림 구는 완 배지에 부유시켜 사

용하 다.

   나. NK세포 활성 측정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완 배지에 재부유시켜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표 세포는 

K562 세포를 Na2
51

CrO4(200 uCi/ml)로 37℃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 다. NK 세

포의 활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51

Cr이 표지된 target cells (2×10
5
/ml)과 effector 

cells(target cell : effect cell의 비율은 5 : 1, 10 : 1, 20 : 1)를 각각 0.1ml씩  시험 (96 

well-round bottomed plate)에 가한 후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상층액 

0.1ml을 취하여 γ-counter로 선량을 측정하 다. NK 세포활성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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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toxicity =

ER-SR
×100

MR-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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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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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MR(maximal release)은 target cells(2×10
4
 cells/well)에 triton X-100 1% 용액을 가하

여 얻었다. 

   다. Mitogen에 의한 림 구 활성 효과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ConA (Concanavalin A, Sigma)와 함께 배양하 다. 배양 후 2

일째 림 구의 증식 정도를  3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다. 림 구를 

96-well flat-bottomed microplate(Corning)의 각 well에 2×105개씩 완 배지로 희석하여 

분주하고, ConA (1μg/ml)를 각각 첨가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2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well 당 1.5 μCi의 3H-TdR (Amersham)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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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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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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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ConA에 의해 활성화된 림 구로부터 분비된 cytokine 측정

액에서 분리한 림 구를 ConA (1μg/ml)와 함께 배양하 다. IFN-γ, IL-12를 측정하기 

하여 배양 후 42시간째 배양액을 수거하 다. 배양액에 포함된 각 cytokine 측정은 

ELISA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하고자 하는 

cytokine의 purified antibody(capture antibody)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 polysorp)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Well

을 세척 후 1시간정도 blocking buffer(1% bovine serum albumin)를 처리하여 비특이  

결합을 억제하 다. 그 후 well을 세척하고 세포배양액을 각 well에 넣어 2시간동안 항체

가 coating된 항원과 결합하게 하 다. 그 후 peroxidase 는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를 

첨가하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방치 후 세척하 다. Peroxidase가 결합된 antibody는 바로 

TMB substrate를 첨가하고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는 SAv-HRP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

시킨 후 세척하여 TMB substrate를 첨가하 다. 약 10-30분 정도 후에 stop solution을 넣

고 ELISA reader로 450-57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표  cytokine 용

액 농도별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곡선을 작성하고, 시료군의 흡 도를 입하여 시료에 

포함된 cytokine의 양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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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산화 지표 측정

   가. 액시료 비

상자로부터 액을 항응고제(EDTA)가 함유된 vacutainer tube에 채취 후 즉시 10000g

로 1분 30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의 장을 분리하 다.    

   나. 장의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 TAS) 측정

장의 총항산화능(TAS)는 TAS kit (Oxysi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kit에

서 제공되는 trolox를 사용하 으며, 장의 TAS를 μM trolox equivalent로 환산하 다.

 7. HemoHIM 섭취에 의한 부작용 찰

사  검사  섭취후 검사시 복용설문서를 작성을 통하여 각 개인의 자가 증상을 확인 

후 이상 증상 발생시,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상 증상이 시료 섭취에 기인한 것

인지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여부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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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  고찰

 1. 시험 상자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의 건강인   건강인을 상으로 면

역 조 기능개선  항산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HemoHIM 6g/일 섭취군, 12g/일 섭취군  

약 섭취군에서 액세포수의 변화, 면역세포 활성, 장내 항산화 지표 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임상연구의 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상으로 자원자

를 모집하 다. 자원자  임상시험계획서의 피험자 선정기   제외기 에 따라, 본 시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나 약물투여 경험이 있는 자는 시험 상자에서 제외하 으며, 

액검사를 비롯한 피험자기 에 만족하며 백 구수 5000개~10000개/μl인 자를 시험 상자로 

선발하 다. 모집공고에 의해 총 120명이 자원하 으나 1차 스크리닝을 통하여 이  선정기

 부 격자 12명(질병치료, 기 치 미달자  약물복용자)과 개인사정에 의한 불참자 8명을 

제외한 100명을 시험 상자로 선정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 다. 임상시험 진행 에 개인사정

( 액채취시 고통, 시료섭취의 번거로움, 직장에서의 업무)으로 자발 으로 참여를 단한 자 

10명, 연구진행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품 복용자 2명 등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88명의 

시험 상자에 하여 시험결과를 분석하 다. 최종 88명의 시험 상자의 시험군별, 성별, 연

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group, age, and sex

Experimental Placebo HemoHIM 6g/day HemoHM 12g/day

group Number Mean±SD Number Mean±SD Number Mean±SD

Age

  ～29 11 22.5±3.30 8 25.8±3.01 10 24.5±3.27

30～39 7 33.1±2.79 8 34.4±2.72 10 31.5±2.12

40～49 1 48.3±0.00 5 43.6±4.51 2 45.5±1.41

  50～  9 63.9±8.37 9 62.6±5.98 8 60.8±9.82

Total 28 39.4±18.8 30 42.1±15.4 30 37.9±15.9

Sex

Male 10 8 9

Female 18 22 21

Total 28 30 30

* 자원자 120명  개인사정의 의한 불참자 8명, 피험자 선정기  부 격자 12명을 제외한 100명을 시험 상

자로 선정하 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참여 단자 10명, 질병치료 약물 는 건강식품 복

용자 2명 등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88명에 한 시험결과를 분석하 다. 상세 사유는 첨부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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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액학  수치 변화

   가. 백 구  림 구수 개선 효과

  본 시료섭취에 의해 조 기능의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액학  수치를 확인하

고, 이  면역기능에 련된 백 구(white blood cell, WBC)  림 구(lymphocyte)수의 

변화를 찰하 다. 백 구  림 구 수치는 상자간의 수치의 편차가 커서 각 그룹간, 

그리고 섭취후 경과 시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  변화는 찰하지 못하 으며 (Fig. 1, 

Fig. 2., Table 2), 각 그룹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에도 HemoHIM 섭취용량  섭취기간

에 따른 백 구  림 구의 수치 증가 경향은 찰되지 않았다.

   나. 기타 액학  수치 개선 효과

  구(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lymphocyte 등의 다른 액학  수치에

서 약군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으나 (Table 2), 시료섭취 에 비해 각 수치

는 유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나 정상범  내에서 다소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이는 피

험자의 선정에 있어 정상범 의 상자를 선정하 으며, 각 군별 ․ 각 상자 개인별 편차

가 심하 던 결과라 생각된다.

   다. 결과에 한 고찰

  액학  수치에 있어 각 군별 ․ 각 개인별 편차가 심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결

과를 얻지 못하 으나, HemoHIM 섭취에 의하여 림 구수의 증가는 확인하지 못하 으

나, 백 구수의 증가는 찰할 수 있었고, RBC, hemoglobin,  platelet에서는 약군에비

해 변화를 볼 수 없었으나 시료섭취 , 후의 비교에 있어 다소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시료를 섭취함으로 면역조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라 생각된다. 본 시험의 피험자 선정기 에서 각 검사수치를 오차범  내에서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생활패턴, 식사, 음주  기타 질병 등 한 동일한 피험자로 선정한다면 

면역 조 기능 개선효과에 있어 통계  검증이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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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white blood cell (WBC) number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Fig. 2. Changes of lymphocyte number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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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Group

Time points of blood collection

Baseline 1 month 2 month

WBC

(×1000/㎕)

Placebo 6.00±1.60 6.06±1.02 6.28±1.31

HemoHIM 6g/d 5.51±1.07 6.07±1.34 5.93±1.00

HemoHIM 12g/d 5.65±1.76 5.52±1.15 5.87±1.51

RBC

(×106/㎕)

Placebo 4.58±0.41 4.63±0.40 4.68±0.38

HemoHIM 6g/d 4.60±0.35 4.64±0.35 4.62±0.34

HemoHIM 12g/d 4.57±0.43 4.61±0.41 4.58±0.40

Hemoglobin

Placebo 13.53±1.33 13.84±1.26 13.95±1.35

HemoHIM 6g/d 13.89±1.01 14.18±1.02 14.07±1.10

HemoHIM 12g/d 13.73±1.32 14.00±1.32 13.91±1.35

Hematocrit

Placebo 39.94±3.35 40.05±3.34 40.76±3.24

HemoHIM 6g/d 40.89±2.93 40.96±3.05 40.88±3.09

HemoHIM 12g/d 40.53±3.49 40.64±3.34 40.54±3.49

Platelets

Placebo 245.64±37.45 256.50±39.25 255.07±39.95

HemoHIM 6g/d 249.03±40.71 257.13±47.85 250.67±50.24

HemoHIM 12g/d 238.27±38.42 247.37±51.98 239.43±49.04

Lymphocytes

Placebo 35.31±8.91 37.15±6.54 38.10±7.27

HemoHIM 6g/d 37.78±7.95 35.43±8.42 36.20±6.64

HemoHIM 12g/d 36.83±5.77 38.89±4.92 36.93±6.33

Table 2. Hematological values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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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세포 활성 변화

   가. NK 세포활성 개선 효과

  항원의 체내 침입시 T세포의 분열을 진시키고 세포독성 T세포가 다른 세포와의 결합

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의해 생성되는 NK세포는 체내 유입되는 항원을 1차 으로 

방어하는 세포이며 이러한 NK세포활성의 개선 효과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표 세포 

K562 세포를 사용하여 Cr
51

-release assay로 측정하 다. 그 결과, HemoHIM 6g/day, 

HemoHIM 12g/day 모두에서 약 복용군에 비해 복용 1달 후 각각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으며( p<0.05, p<0.05) 2달 후에도 유의성은 없으나 1달후에 배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 다. 반면 12g/day 복용군에 비하여 6g/day 복용군이 다소 높은 활성을 보 음을 확

인하 다.(Fig. 3) 

   나.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

  세포 활성 물질로 자극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생산 개선 효능을  ELISA를 

통하여 측정하 다. 즉, 면역세포를 ConA로 자극 하여 IFN-γ  IL-12를 측정하 다. 

1) IFN-γ의 생산 개선 효과

  IFN-γ는 NK 세포, Th1형 반응을 유도하는 cytokine으로 여러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세

포활성물질이며 주로 Th세포  식세포가 분비한다. IFN-γ의 분비는 HemoHIM 

6g/day 섭취군  12g/day 섭취군 모두에서 복용 후 1달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P<0.05), 복용 에 비해 활성은 높으나 2달째에서는 1달에 비해 활성이 감소하 다

(P<0.05). 한 12g/day 섭취군에 비해 6g/day 섭취군에서 다소 높은 활성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P<0.05). (Fig. 4).

2) IL-12의 생산 개선 효과

  IL-12는 Th1형 반응을 유도하고 IFN-γ와 IL-2를 활성화시키는 cytokine으로 Th 세포, 식세

포, 호산구들이 분비한다. IL-12는 HemoHIM 6g/day  12g/day 모두에서 한 활

성을 보 으며 시료 섭취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그 활성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p<0.05). 반면 IFN-γ와 같이 6g/day 섭취군에서 12g/day섭취군에 비해 한 활성

을 보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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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emoHIM on NK cell activity in human.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NK cell activity was determined by 
51

Cr-release assa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Fig. 4. Effect of HemoHIM on IFN-γ secretion in human lymphocytes.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A for 46 hours 

and then IFN-γ was determined 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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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emoHIM on IL-12 secretion in human lymphocytes.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figure, lymph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A for 46 hours 

and then IL-12 was determined by indirect ELISA



- 15 -

   다. 청내 존재하는 cytokine양 변화

  HemoHIM 복용후 면역세포의 활성여부를 알 수 있는 cytokine을 측정하기 하여 말

액을 채취하여 청을 분리한 후 IFN-γ, IL-12, IL-4를 측정하 다.

1) 장내 IL-4

  액내 존재하는 IL-4 를 측정한 결과 약 복용군과 비교하여 HemoHIM 6g/day 

복용군, 12g/day 복용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용 1

달째에 6g/day 복용군과 12g/day 복용군에서 체 으로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하 다 (Fig. 6).

2) 장내 IFN-γ  

  말 액내 존재하는 IFN-γ의 측정결과 복용 1달 후 HemoHIM 6g/day 복용군,  

12g/day 복용군 모두에서 유의성있게 증가하 다(P<0.05). 복용 2달 후에도 1달후보다

는 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P<0.05) 2달째에는 1달째

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P<0.05). 한 6g/day에서 12g/day보다 활성

을 띠는 것을 찰하 다(Fig. 7).

3) 장내 IL-12

  약군에 비해 6g/day군과 12g/day군에서 섭취 기간에 비례하여 IL-12의 양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p<0.05), 한 12g/day 복용군에 비해 6g/day 복용군에서 증가폭

이 더 큰 것으로 찰되었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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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HemoHIM on IL-4 level in human serum.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Fig. 7. Effect of HemoHIM on IFN-γ level in human serum.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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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HemoHIM on IL-12 level in human serum.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er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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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스트 스반응검사

  피험자들의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하고 HemoHIM 복용에 의한 항스트 스 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피험자의 매 방문시 스트 스지 표인 cortisol 을 측정하여 HemoHIM스트

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1) 타액에 존재하는 cortisol

  각 시험군에서 약 는 HemoHIM 복용 , 복용후 1달, 2달째 방문일 날 매 시간

마다 총 4회의 타액을 받아 스트 스지표인 cortisol의 증감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군

에 비해 HemoHIM 6g/day 복용군  12g/day 복용군에서 복용기간에 비례하여 

cortisol의 양이 감소하 다. 특히, HemoHIM 복용군은 AM 11시에 채취한 타액에서 

하게 cortisol의 양이 감소하 으며(p<0.05), AM 6시에 채취한 타액에서도 감소효과가 

찰되었다. 복용시기별로 보면, 복용 에 비해 HemoHIM 복용 1달째에 cortisol이 

격하게 감소하 으며(p<0.05), 2달째에는 감소폭이 둔화되긴 하 으나 복용 1달후보다

는 감소하 다(p<0.05). 시험군별로 보면, HemoHIM 12g/day 복용군에 비하여 6g/day 

복용군에서 cortisol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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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HemoHIM on cortisol of saliva.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1 and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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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산화 지표 변화

  본 시험에서는 HemoHIM 복용에 의한 인체내의 항산화 련 지표 개선효과를 평가하

기 하여 장의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 TAS)을 측

정하 다.

1) 장내 총항산화능(TAS)

  생체내에는 glutathione, vitamin E, uric acid 등 여러 항산화 분자물질과 항산화 

효소, 그리고 산화환원조  단백질 등의 여러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하여 세포내의 산화

환원 상태를 조 한다. 이러한 생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의 종합 인 항산화능을 평가하

기 한 방법으로 장내의 총항산화능(TAS)을 측정하 다. 

약섭취군 혹은 HemoHIM 섭취군 등 모든 그룹에서 섭취 후에 장 총항산화능의 

유의 인 변화는 찰하지 못하 으나 6g/day 의 경우 2달째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는 것을 찰하 다.(Fig. 10.).

Fig. 10. Effect of HemoHIM on total antioxidant status of plasma. HemoHIM (6g/day 

or 12g/day) or placebo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1 and 2 months.

  이상의 결과에서 HemoHIM의 섭취는 총항산화능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

타내지 못하 다. 한편, HemoHIM이 산화  스트 스가 부가된 시험 내 시험  동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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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것을 고려해 볼 때, HemoHIM의 인체에서의 항산화 효과 평가

를 해서는 향후 항산화능이 하된 상자 혹은 운동부하와 같이 인 인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한 모델에서 인체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HemoHIM 복용에 한 안 성 검증

   가. 청생화학치 분석에 의한 간기능  신장기능 변화에 한 독성학  안 성 확인

  HemoHIM 복용이 간  신장기능에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청생화학치 분

석을 통하여 간  신장기능 련 지표를 분석하 다(Table 3). 그 결과 분석한 모든 지표

(GOT, GPT, ALP, t-bilirubin, creatine, bun, glucose, albumin, protein, γ-gt, chlolesterol)

에서 HemoHIM  약 복용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HemoHIM 복용은 

독성학 으로 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복용 설문서  의사 문진에 의한 HemoHIM 복용 안 성 검증

  사  검사  섭취후 검사시 상자별로 복용설문서를 작성하여 각 개인의 자가 증상을 

확인 후 특이 징후 호소시, 담당 의사와의 면담과 액검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특이 징후

가 시료 섭취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여부를 찰하 다. 그 결과 인체시

험 참여 시작 후 3명의 피험자에서 복용후 1주일간의 복통  설사, 3명의 복용후 1주일간

의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 으나, 담당의사와의 진찰을 통하여 약 는 HemoHIM의 섭

취에 의한 부작용은 아니며 평소 생활습 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시험

에서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의 섭취에 의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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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um biochemical values during the intake of HemoHIM or placebo

Parameter

(unit)
Group

Time points of blood collection

Baseline 1 month 2 month

ESR

(×103/㎕)

Placebo 12.09±10.66 11.61±9.63 12.43±10.79

HemoHIM 6g/d 11.57±8.67 12.83±12.61 13.17±12.13

HemoHIM 12g/d 13.20±10.96 12.40±10.32 12.97±12.11

Monocytes

Placebo 6.84±1.62 6.57±2.03 6.28±1.32

HemoHIM 6g/d 5.79±1.18 5.64±1.22 5.79±1.19

HemoHIM 12g/d 7.21±2.17 6.54±1.94 7.07±1.72

Eosinphils

Placebo 2.48±1.62 2.30±1.80 2.96±2.09

HemoHIM 6g/d 3.08±2.57 2.70±1.99 2.85±2.06

HemoHIM 12g/d 2.72±1.85 2.83±2.24 3.45±3.15

Basophils

Placebo 0.41±0.25 0.41±0.25 0.51±0.30

HemoHIM 6g/d 0.68±0.39 0.50±0.28 0.64±0.47

HemoHIM 12g/d 0.50±0.31 0.57±0.36 0.49±0.34

Sugar Fasting

(㎎/dL)

Placebo 92.18±7.61 94.44±10.30 92.22±9.67

HemoHIM 6g/d 94.38±7.55 94.18±6.75 96.30±9.94

HemoHIM 12g/d 93.15±8.68 94.42±9.32 90.84±7.24

BUN

(㎎/dL)

Placebo 12.93±3.64 12.88±3.54 13.20±4.33

HemoHIM 6g/d 13.23±3.24 13.43±3.01 12.61±2.43

HemoHIM 12g/d 11.96±2.41 12.20±2.79 12.20±2.57

Creatinine

(㎎/dL)

Placebo 0.79±0.13 0.82±0.15 0.84±0.15

HemoHIM 6g/d 0.83±0.12 0.82±0.13 0.85±0.12

HemoHIM 12g/d 0.80±0.12 0.81±0.11 0.81±0.10

Total Bilirubin

(㎎/dL)

Placebo 0.73±0.35 0.74±0.31 0.73±0.22

HemoHIM 6g/d 0.67±0.22 0.70±0.22 0.70±0.18

HemoHIM 12g/d 1.27±2.88 0.72±0.29 0.71±0.26

AST(SGOT)

(IU/L)

Placebo 21.18±6.42 20.96±7.62 20.79±4.96

HemoHIM 6g/d 21.70±6.50 20.60±5.16 20.52±3.74

HemoHIM 12g/d 22.53±12.04 26.30±25.30 22.73±12.36

ALT(SGPT)

(IU/L)

Placebo 16.00±7.29 16.96±13.51 17.25±10.68

HemoHIM 6g/d 17.67±8.50 17.00±11.38 17.23±6.72

HemoHIM 12g/d 22.67±28.33 27.90±47.22 22.70±24.25

CRP

(㎜/h)

Placebo 0.24±0.40 0.10±0.10 0.16±0.26

HemoHIM 6g/d 0.10±0.15 0.09±0.07 0.09±0.07

HemoHIM 12g/d 0.20±0.52 0.07±0.06 0.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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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인체시험 결과에 한 종합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 조성물(HemoHIM)의 면역 련 기능성 지표를 이용하여 시료의 

면역력 증진에 하여 체내에서의 유효성과 안 성을 무작 배정, 이 맹검, 약 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연구에 참여한 임상피험자는 공고문에 의해 자발 으로 120명이 참여를 희망하 고 이  

개인  사정에 의한 불참자 8명, “임상시험피험자 선정기 “에 부 합 정을 받은 12명을 

제외한 100명이 본시험에 참여하 고 이  질병 정, 잦은 채 등에 의한 탈락자 12명을 

제외한 88명이 마지막 방문까지 참여하 으며 그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군간, 상자간 수치의 편차가 커 백 구  림 구의 각 그룹간의 변화는 볼 수 없

었으나 HemoHIM 6g/day 섭취군의 경우 시료 복용 과 후를 비교하면 섭취 1달후에는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하 으며(Fig. 1, Table 2), 12g/day 복용군의 경우 2달째에서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하 다. 반면 림 구 수치는 시료 복용 기간  농도에 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Fig. 2, Table 2). 기타 액학  수치에서는 유의성은 없지만 시료 복용군에서 

정상범  내에서 다소 증가되었다. 

  면역조 기능에 있어 요한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본 결과 모든 시료 복용군에서 

약 복용군에 비해 복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한 12g/day 복용군에 비하여 

6g/day 복용군에서 더 활성을 보 음을 확인하 다(Fig. 3).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의 생산능을 비교하기 해 IFN-γ와 IL-12를 측정해본 

결과 IFN-γ은 HemoHIM 복용 1달후 높은 활성도를 보 으나 2달 후 복용 에 비해 증가

되긴 하 으나 2달째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Fig. 4), IL-12는 복용기간에 비례하

여 높은 활성을 보 다(Fig. 5). 한 6g/day 복용군에서 두 인자 모두 12g/day 복용군보

다 활성이 높았다.

  장내 존재하는 IL-4, IFN-γ  IL-12의 양을 측정한 결과, IL-4는 HemoHIM 복용에 

의한 유의 인 변화를 찰할 수 없었으나(Fig. 6), IFN-γ와 IL-12는 복용 1달  2달후 유

의 으로 증가하 으며, 복용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Fig. 7, 8). 복용 용량에 따른 

효과에서는 NK세포 활성과 마찬가지로 IFN-γ와 IL-12 모두 12g/day 복용군보다 6g/day 

복용군에서 상승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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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에 한 개선효과를 보기 해 타액내 cortisol을 시간에 따라 측정해본 결과 섭

취횟수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Fig. 9), 항산화효과여부를 알아보

기 한 TAS 측정결과에서는 유의성을 볼 수 없었다(Fig. 10).

  HemoHIM 섭취와 련하여 간 기능과 신장 기능 련지표들을 측정한 결과, 이들 지표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문진에서 최  복용일로부터 1주일가량 가벼운 

복통이나 설사증세를 호소한 4명의 피험자와 약간의 불면증 증세를 호소한 2명의 환자를 

발견하 으나 복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세가 소멸되어 본 시료와는 련이 없는 것

으로 부작용 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독성학 으로 HemoHIM 섭취가 인체에 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Table 3). 

  따라서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시료인 HemoHIM은 액내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정상 

범 내에서 증가시킬 뿐 아니라 면역세포 외의 기타 세포에 향을 미쳐 조 작용에 도움

을  것이라 생각되며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cytokine 분비능이 향상되는 결과로 보아 면

역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한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항산화지표인 TAS활성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스트 스지

표인 cortisol의 시료 복용후의 감소되는 결과로 보아 스트 스에는 다소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시료인 HemoHIM은 면역  조 작용에 도움을 주며 스트 스

의 해소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진행 기에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나 개인 인 사정등

에 의해 남자피험자가 어 남녀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한 개인간

의 검사수치상의 차이가 심하여 유의 성있는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험자의 선정에 있어 피험자 기 의 축소  생활습 등의 기타요소를 

제한하여 모집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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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 성 도   외  기 여 도

제  1    연구개 발  목표의  달성 도

본 연구는 면역조 기능이 하된  건강인  건강인 자원자를 상으로 생약복합조성

물(HemoHIM)의 섭취에 의한 면역조 기능, 항산화 효과  스트 스 완화 등에 한 효과

를 검증하기 한 연구용 임상시험으로 가톨릭 학교 강남성모병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차  방법에 한 승인을 득 하고 연구를 시

행하 으며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 과 Helsinki 선언에 따른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행하 다. 연구 결과의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유의성을 보이진 않았으나 부분의 

지표에 있어 유의성 있는 증감을 보 을 뿐 아니라  유의성은 없으나 다소 증감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HemoHIM의 각 기능에서의 개선효과를 확인하 으므로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의 면역조 세포수 개선 효과 평가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이

지는 않았으나 시료섭취에 의한 증가성향을 찰하 고 면역세포 활성 개선효과에서는 항암

면역반응에 련된 NK 세포 활성과, 면역자극물질에 의한 면역세포활성화 능력, 면역조

물질(cytokine)의 생산이 HemoHIM 섭취에 의하여 개선되는 효과를 찰하 다. 반면 장

내의 항산화 지표에서는 HemoHIM 섭취에 의한 유의 인 효과가 찰되지 않았으나 스트

스에 한 개선효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이 면역조

기능이 하된  건강인에서 면역조 기능에 도움을  뿐 아니라 스트 스에 효과가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 본 시료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

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6 -

제 2   외 기여도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면역조 기능 개선 인체 효용성 평가 기  자료 획득

  ○생약복합조성물(HemoHIM) 섭취에 의한 인체 안 성 확인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인체효능평가 자료 확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상용

화 기반 확보

  ○면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수 인 인체시험 수행을 한 유효 지표 확

립을 통해 면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안 성이 검증된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련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

  ○지 까지의 연구경험을 토 로 심층  인체시험 검사지표 발굴  확립을 한 기 자

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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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계 획

식생활의 서구화에 의한 식습 의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 당뇨, 고 압 등의 

성인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원인에 의해 자가 면역질환등 

면역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 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 이러

한 환자들은 물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건강보조식품의 수요도 늘어났으

며 그로 인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식품의 난립을 래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1

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  효능에 

한 과학 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 되

고 있다. 

면역  조 기능은 인체의 주요 생체방어 시스템으로서, 면역  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은 다양한 질병을 방함으로써 만성질병의 방으로 국민 보건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해서는 식품자체의 효능 검증

이 가장 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개발을 해서는 건강인에서의 인체시험  동물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  연구자료의 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재까지 면

역조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한 인체시험 지표  가이드라인이 제 로 정립되어 있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rrjs강인  건강인에서 조 기능 

 항산화 지표 개선 효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인체시험을 한 지표발굴  인체시험 가이

드라인의 수립을 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으며,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향후, 본 인체시험의 기 자료는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가  효능 표시등  선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내 자체개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무한 상태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본 시료가 높은 등 의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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