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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를 획득한다.

2. 연구결과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제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제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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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조직퇴행 평가 동물시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및 식생활의 변

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

거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기능

성 식품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검색은 소비자의 

선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및 천연물 중에서 새로운 생의학적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안전성 및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을 지닌 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방서나 민속의학을 근거로 예로부터 여러 질병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용되어 

온 기존의 한약이나 약초에서 새로운 효능이나 약리작용 기전을 검색하기 위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과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전리방사선 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천연물 

또는 식품을 검색, 확보하였다. 전리방사선 생체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대상으로 피부 

퇴행성 손상 경감효과 유무를 평가하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관련 퇴행성 장해 

평가 기술을 획득하며, 개발 시제품의 신기능 검색 및 과학적 자료를 획득함으로서 자료를 고

기능성 식품 및 신기능성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

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는 아래와 같다.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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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제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제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1차년도 :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복강내 투여의 경우 피부주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및 대잎, 피부조직 현미경 지표

(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 육안적 종괴 및 암

발생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및 보중익기탕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

었으며, 피부도포의 경우 피부주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및 대잎, 피부조직 현미경 지표

(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성은 

없었으며,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

으나 기타 시료는 일부 항목에서만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녹차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대잎의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시료 피부도포 시험에서 효과가 주사군에 비하여 미진한 것은 자

외선 장기 조사로 인한 피부 표피세포의 증생으로 각 시료의 흡수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결과

로 사료되며 특히 보중익기탕 도포군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만성 피부손상을 일부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헤모힘은 방사선에 의한 난소 및 자궁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화학물질투여 실험

에서는 cyclophosphamide 투여 실험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비해 생식기계의 손상이 경미하여 

헤모힘의 효과 관찰에 유의성이 없었으나 완화의 경향을 나타냈고, estradiol valerate 투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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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다낭성난소의 발생은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결론적으로 헤모힘은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개선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최근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

고 있는 다낭성난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헤모힘의 또 다른 신기능이 발굴되었다. 

3. 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해 초기 고환정세관의 apoptosis발생이 유발되고, 이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

환관내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자 발생이 증가되었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되고, 방사선 조사 후 20일에 유의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고, 40일째에 효과의 정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환에서 정자발생 1단계에

서 12단계까지 정상 발달 소요 기간이 약 9일이라는 점에서 헤모힘은 초기 apoptosis 유발 및 

이에 따른 각종 고환 관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

장 민감한 장해를 유발하는 정조세포의 수가 가장 많은 정자발생 5-6단계에서 방사선이 조사

된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세관의 현미경 관찰은 7단

계를 경시적으로 관찰하였다. 정세관 7단계 관찰에서 방사선 조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각 발

달 단계 세포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에는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

제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CP 투여에 의해 고환정세관의 apoptosis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CP의 투여량 및 

5일간의 투여기간에 따른 apoptosis의 발생변화와 소멸현상으로 판단된다.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관내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자 발생이 증가되었다. 헤모힘 투

여에 따라 CP 투여후 20일 및 40일에  다수의 지표에서 유의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

어 각종 고환 관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세관 7단계 관찰에서 CP 투

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각 발달 단계 세포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에

는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20일과 4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

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CP에 의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의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대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및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영역에서도 주요 관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피부퇴행성 손상 경감 후보식품 도출 및 기능성 피부보호제 개발을 위한 자료획득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수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기술 자료 및 시제품의 장해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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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제시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기술 자료 및 시제품의 장해 경감 효과 

평가 결과 제시

-피부 및 생식기계 퇴행성 장해 개선 신기능 자료 확보 및 제품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결과 제

공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야외활동의 증가 및 대기오염으로 자외선 피부 광노화 및 암발생에 대

한 개선 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 제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영역에서도 주요 관심사이며 화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성 확인  

-소비자의 고부가가치 상품, 특히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 제제에 대한 선택적인 구매 충족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에 따라 고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개발 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 퇴행성 조직 손상 경감 효능이 밝혀진다면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이라는 관점에서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노령화 사회에 대

비한 퇴행성 장해 개선제 개발 및 관련 기술 확보

-천연물 또는 식품에 대한 과학적 효과 증명 및 효능 극대화를 유도하므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자연방사선, 방사선 작업종사, 의료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

여 

-조직 퇴행성 손상의 형태학적 지표의 설정 및 시료 제조 등 기술적 경험축적

-퇴행성 손상 대응 식품의 효과 판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특히 생체시험의 실시

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검색대상 및 적용 실험법의 다양화, 광범위화 달성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난포 이상 퇴축, 고환 줄기세포 손상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

구 기술 및 자료 획득

-노화에 따른 남성 생식기 기능 장해 개선 연구기술 및 자료 획득

-다낭성 난포 등에 의한 여성 생식장해, 불임 등의 연구기술 및 자료 획득 

-내,외인성 호르몬 이상에 의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동물모델은 적용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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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n vivo evaluation on organ degeneration using radiation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on skin 

and reproductive system of animal due to irradiation via in vivo test, and finally 

acquire fundamental data for evaluation of protective materials on degenerative 

damages.

< 1st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candidate materials on UV-induced skin damages

- Test the effect of candidate materials to protect the skin from photodamage, the 

gross and microscopic changes in the skin of hairless mice and materials-treated 

mice exposed chronically to UV 

<2nd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radiation-induced 

reproductive system (female) damages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chemical-induced 

reproductive system (female) damages

<3rd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radiation-induced 

reproductive system (male) damages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chemical-induced 

reproductive system (male) damages

   1. To evaluate the ability of green tea (GT), bamboo leaf (BL), Dongchongxiacao, 

Bu-Zhong-Yi-Qi-Tang (BZYQT) to protect the skin from photodamage, the gross and 

microscopic changes in the skin of hairless mice and test materials-treated mice 

exposed chronically to UV were examined. The skin of the UV-irradiated mice 

showed characteristic signs of photoaging, such as deep wrinkles across the back, 

increased epidermal thickeness, numerous cell infiltration, and many enlarged 

keratinizing cysts. GT-treated mice showed a significantly decreased wrinklin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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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epidermal hyperplasia, slightly increased dermal cellularity and lack of 

proliferation of cysts. By the 22nd week, 88.9% (i.p. with saline) or 60.0% (topical 

administration with cream base) of the UV-irradiated mice developed at least one 

tumor. GT, BL, Dongchongxiacao and BZYQT delayed tumor onset significantly. GT, 

BL, Dongchongxiacao and BZYQT were also effective in reducing the occurrence of 

UV radiation-induced skin tumors and reduced the number of tumors per mouse. It is 

noted that skin that is chronically exposed to UV is subject to photoaging and 

photocarcinogenesis and regular use of GT and BL would prevent these 

photodamaging effects of UV. 

   2. We investigated whether treatment with HemoHIM influences the ovarian 

morphology in irradiated mice, ovarian morphology and the expression of nerve growth 

factor (NGF) in an estradiol valerate (EV)-induced PCO rat model. Ovarian morphology 

was almost normalized in the radiation + HemoHIM group, Ovarian morphology and 

NGF were normalized in the PCO + HemoHIM group. HemoHIM lowered the high 

numbers of antral follicle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corpora lutea.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a beneficial effect of HemoHIM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rradiation or chemical-induced ovarian damages.

   3. The protective effects of HemoHIM were further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testicular system. HemoHIM protected the germ cells from radiation-induced apoptosis. 

HemoHIM remarkably attenuated radiation or chemical (CP)-induced reduction in testis 

weight, seminiferous tubular diameter, seminiferous epithelial depth and sperm head 

count in the testes. Repopulation index and stem cell survival index of the 

seminiferous tubules were increased in the HemoHIM-treated group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or CP group. The frequency of abnormal sperm in the HemoHIM group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irradiated group at 21 days pi. The decrease in the 

sperm count and in sperm liability in the epididymis caused by irradiation or CP 

treatment was counteracted by HemoHIM.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HemoHIM 

has protects from radiation or chemical-induced testicular dysfunction via an 

anti-apoptotic effect and recovery of spermat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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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및 식생활의 변

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

거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기능

성 식품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검색은 소비자의 

선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및 천연물 중에서 새로운 생의학적 기능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

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안전성 및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을 지닌 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방서나 민속의학을 근거로 예로부터 여러 질병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용되어 

온 기존의 한약이나 약초에서 새로운 효능이나 약리작용 기전을 검색하기 위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과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전리방사선 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천연

물 또는 식품을 검색, 확보하였다. 전리방사선 생체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대상으로 

피부 퇴행성 손상 경감효과 유무를 평가하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관련 퇴행성 

장해 평가 기술을 획득하며, 개발 시제품의 신기능 검색 및 과학적 자료를 획득함으로서 자료

를 고기능성 식품 및 신기능성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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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은 1993년 비통상적인 치료(unconventional therapy)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대체의학부(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개설하였다. 1993년 

Eisenberg 등의 보고에 따르면 30% 이상의 미국인이 매년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비통상적 

치료를 만성질병의 완화를 위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절염, 알러지, 불면증, 두

통, 불안 및 침울 등의 문제를 부작용 없이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연간 2조원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1]. 이와 같이 독성이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천연물에 의한 대체요

법과 건강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천연물에 의한 처방은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에

서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한의학의 처방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초를 사용하기

도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인구의 약 80%가 전통약을 사용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식물 추출물이나 식물유래의 성분이라고 하였다[2]. 

   인간은 자외선(UV)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UV는 피부에 홍반반응, 색소

반응, 그리고 피부노화, 피부암 등의 다양한 피부반응을 일으킨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레

저활동의 증가로 인한 UV 노출의 기회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의한 오존층 파괴 및 이에 

따른 UV의 절대량 증가로 UV에 의한 피부 변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3]. 

   일반적으로 UV의 영역은 크게 UVA, UVB, 그리고 UVC의 3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 

명백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파장이 짧을수록 광에너지의 양은 증가되고, 이는 구성

분자간의 결합을 파괴할 정도로 커서 생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UVC(200-280 nm)는 오

존층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고, UVA(320-400 nm) 및 UVB(280-320 nm)만이 지표에 도달되

며 UV중 UVB는 1-10%를 차지한다. 피부에 대한 파장별 UV의 영향을 살펴보면, UVA는 진

피의 유두층, 그물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탄력소와 아교질의 붕괴로 탄력감소, 조기노화, 모세

혈관의 확장 및 손상으로 피부의 기저층을 와해시키며, 피부암 발생 가능성도 가진다. UVB는 

진피 상층부까지 도달하고, 급속한 화상이나 홍반을 일으킨다. 더욱 진행되면 멜라닌 색소 형

성, 색소 침착으로 선탠이 일어나고, 손상된 피부세포를 수복하여 각화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데 각질층의 수분감소와 만성노출 시 주름 및 피부암을 유발한다[3, 4]. 

   고환은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장기 가운데 하나이며 저선량 방사선에도 고환의 기능 및 형태에 

변화를 주게 된다. 방사선의 조사는 고환세포의 염색체의 이상이나 apoptosis 및 고환세포수 

감소 등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5, 6]. 방사선 조사에 의해 고환세포는 방사선 용량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방사선 치료환자에서 0.1 Gy의 낮은 선량에서도 정조세포는 형태학

적인 변화와 숫자의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2-3 Gy의 선량에서는 정모세포가, 4-6 Gy에서는 정자

세포 숫자의 감소가 보고되었다[7]. 세포의 종류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고환의 정세관상피 주기

에 따라서도 방사선에 다른 민감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5, 8]. Oakberg[9]는 방사선 조

사에 의해 고환의 죽은 세포가 괴사(necrosis)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apoptosis 세포사

가 알려지기 이전의 보고이며, Huckins와 Oakberg[10]는 방사선을 조사한 마우스 정조세포

의 형태학적 변화가 apoptosis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Allan 등[11]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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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드 정조세포의 방사선에 의한 죽음을 처음으로 apoptosis라고 기술하였다. 이후 방사선을 

조사한 동물의 고환에서 형태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하여 apoptosis의 발생유무, 방사선 조사 

시간 및 용량에 따른 형태학적인 변화가 보고되었다[5, 8]. 고환의 정조세포는 정상 고환에서

도 정자발생동안 정상적으로 세포가 소멸되고 방사선이나 세포사를 유발시키는 약물, 체온 상

승 및 고환 허혈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기 세포사가 유발되는데 이러한 초기 세포사는 

대부분 apoptosis이다[5, 8, 12, 13]. 

   포유동물에서 난포의 대부분은 변성되고 퇴축의 과정을 거처 사라진다. 이러한 변성은 과립

세포의 핵농축, 막층의 비대 및 기저막의 파열과 같은 형태적 변화를 나타낸다 [14-16]. 이러

한 난포의 퇴축을 유발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방사선 노출이다[17]. 정상세포 및 암세포에서 

apoptosis는 자연적 또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며, 방사선에 의한 난소에 전반적인 구조의 분

명한 변화가 발생됨이 알려졌다[18, 19], 최근의 연구에서 방사선에 의한 난소의 apoptosis, 

난자의 염색체 손상 및 난소 기능장애가 보고되었으며, 퇴축난포의 과립세포에서 apoptosis 

발생이 있으며, 방사선 노출 난소에서도 이러한 변성의 유도가 보고되었다[20-23].

   이와 같이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난포 이상 퇴축, 고환 줄기세포 손상 등, 퇴행성 질

환 동물 실험모델은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의 경우 생식기계통의 이차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치료후 부작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내,외인성 호

르몬 이상에 의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동물모델은 적용 초기 단계이며 기술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및 생식기 장애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장해 경감

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국내의 경우 일부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천연물에서의 효과성분 검색 및 한의과대학에서 일

부 한방복합처방제의 장해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미진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방사선

과 관련된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 및 본 연구자 등

에 의해 어느 정도 발전된 수준에 도달된 상태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계임. 방

사선에 의한 만성 피부 손상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서도 획득 가능하며 기능성 제품화도 특정

기술도입이 요구되지 않는 실정이며 기능성 피부 보호제품, 피부보호 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효능 극대화를 위하여 자체 기술개발 및 보유가 필요함. 방사선 손상 대응 식품의 효과 판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특히 생체시험의 실시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검색대상 및 적용 

실험법의 다양화, 광범위화가 요구됨.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난포 이상 퇴축, 고환 줄기

세포 손상 등, 퇴행성 질환 동물 실험모델은 일부 적용되고 있음. 내,외인성 호르몬 이상에 의

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동물모델은 적용 초기 단계이며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고환 조직

이상에 대한 평가 기술은 경험자의 숙련된 기술 및 장기간의 관찰실험이 필요하고 난소 및 자

궁 이상에 대한 형태학적 평가 기술의 확립이 요구됨. 

   본 연구자는 고선량, 중간선량 및 저선량의 방사선에 의한 장해에 천연물의 대응 효과 유무

를 확인한바 있고 연구결과를 국제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성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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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수행에는 충분한 연구력을 보유하였으며, 지금 까지의 연구 경

험을 토대로 후보물질의 방사선 피부장해 대응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도출하고, 각 피부장해 

지표에 대한 효과도 생체시험을 통하여 검색함으로서 기호식품의 선택적 적용을 유도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신기능 피부 보호 제품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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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1. 연구 범위 및 내용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

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는 아래와 같다.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제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제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2. 연구방법

제 1차년도

1. 피부주름 형성에 대한 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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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

량으로 최초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

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보중익기탕을 적용하였다. 후보 물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C수조에서 8시간 중탕 추출한 뒤 고형분을 제

거한 현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

조시켜 사용하였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중 kg 당 25 mg을 적용용량으로 정하였다. 실험군

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중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전 24시간에 주사하

였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각 자

외선 조사전 15분에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자외선 조사 6주부터 22주 까지 2주간격으로 피부주름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였으며 

등급 판정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피부주름 등급 판정 기준

----------------------------------------------------------------------

등급      피부상태

----------------------------------------------------------------------

0       다수의 미세 줄무늬가 등과 외측면을 덮고, 미세 줄무늬는 머리쪽에서 꼬리쪽으로 주

행하는 상태

0.5      등쪽 미세 줄무늬의 소실이 있고 외측 미세줄무늬는 잔존하는 상태  

1.0      등쪽 및 외측 미세 줄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피부가 매끈하게 평탄한 상태

1.5      등쪽 및 외측 미세 줄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약간의 얕은 영구 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2.0      등쪽 및 외측 미세 줄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몇몇의 얕은 영구 주름에서 중등도의 깊

은 영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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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쪽 및 외측 미세 줄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중등도의 깊은 영구주름에서 깊

은 영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3.0      등쪽 및 외측 미세 줄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깊은 영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

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

2. 피부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

량으로 최초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

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보중익기탕을 적용하였다. 후보 물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C수조에서 8시간 중탕 추출한 뒤 고형분을 제

거한 현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

조시켜 사용하였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중 kg 당 25 mg을 적용용량으로 정하였다. 실험군

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중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전 24시간에 주사하

였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각 자

외선 조사전 15분에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현미경 표본

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위하여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적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현미경 검경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의 등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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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의 등급 판정 기준

----------------------------------------------------------------------

등급     조직 현미경 지표 및 상태

----------------------------------------------------------------------

표피두께

0      정상 표피 두께 상태

1      약간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2      중등도로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3      크게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세포침윤도

0      정상 세포수 상태

1      약간 증가한 세포수 상태

2      중등도로 증가한 세포수 상태

3      크게 증가한 세포수 상태

진피 낭종형성

0      정상 낭종 상태

1      낭종 크기 증가 상태

2      경미에서 중등도의 낭종수 증가 상태

3      중등도에서 크게 증가한 낭종수 상태

4      경미에서 중등도의 낭종수 소실 상태

5      중등도에서 완전한 낭종 소실 상태

----------------------------------------------------------------------

피부 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의 등급 판정 기준 사진 (배

율 100배)

사진 1 사진 2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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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표피두께 등급 0, 세포침윤도 등급 0, 진피 낭종형성 등급 0

사진 2 : 표피두께 등급 2, 세포침윤도 등급 2, 진피 낭종형성 등급 2

사진 3 : 표피두께 등급 3, 세포침윤도 등급 3, 진피 낭종형성 등급 4

3. 피부에서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마우스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광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B  

조사기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마우스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

량으로 최초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

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였다. 

  다. 시료제조 및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보중익기탕을 적용하였다. 후보 물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C수조에서 8시간 중탕 추출한 뒤 고형분을 제

거한 현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

조시켜 사용하였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중 kg 당 25 mg을 적용용량으로 정하였다. 실험군

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중 kg당 25 mg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전 24시간에 주사하

였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각 자

외선 조사전 15분에 도포하였다. 

  라.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까지 등부위의 육안적 종괴의 발생을 관찰하였으며 22

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암발생 및 발생암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조

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

을 제거하고 적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현미경 검경을 실시하

였다.

제 2차년도

1.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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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암컷 ICR 마우스를 사용하였고 각 실험에서 암 수 각 

6마리씩을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2) 방사선 조사 

방사선은 실험용 방사선 조사기(Gamma-cell Elan 3000, Nordion International, 

Canada)를 사용하여 60Co 감마선(감마선 선량율: 3.2 Gy/min) 3 Gy를 1회 전신조사 하였다. 

3) 시료 및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복강

내주사군은 체중 kg당 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전 36시간과 12시간, 방사선 조사 후 30

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였다. 경구투여군은 체중 kg 당 2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전 7일부터 부검 시까지 매일 1회 투여하였다.  

  4)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방사선 조사 후 6 및 48시간에 부검을 실시하고 체중 및 난소 중량을 측정

하였으며, 양측 난소 및 자궁은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

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 및 apoptosis 발생 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TUNEL 염색 후 현미경 검경을 실시하였다. TUNEL 염색은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TM, Oncor, Gaithersburg, MD, U. S. A.)를 사용한 in situ DNA 

end-labeling (ISEL)을 실시하였다. ISEL technique는 표본 슬라이드에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를 첨가하여 fragmented DNA에 digoxigenin-nucleotides를 

부착시키고 anti-digoxigenin-peroxidase antibody를 면역염색법으로 결합시킨 후 

diaminobenzidine (Sigma Chemical Co.)으로 peroxidase enzyme 부위를 발색하였다. 난소

는 평면이 가장 넓은 부위를 절단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현미경 검사항목은 난소에서 관

찰되는 전강난포, 강난포 및 황체의 총 수, 전강난포와 강난포에서 1개 이상의 apoptotic cell

이 관찰되는 난포의 수 및 폐쇄강난포에서 전체난포세포에 대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

였으며 폐쇄강난포는 약 지름이 약 300 um인 비슷한 크기의 난포를 관찰하였다. 자궁은 자궁

내막의 자궁샘에서 전체샘세포에 대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였다. 

5) 통계처리

   모든 성적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Graph PAD In Plot 프로그램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였다.

2.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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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yclophosphamide (CYP)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1)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5～30 g의 성숙된 암컷 ICR 마우스를 사용하였고 각 실험에서 암 수 

각 6마리씩을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2) CYP 투여 

CYP (Sigma-Aldrich, St. Louis, MO)는 체중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하였다. 

3) 시료 및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복강

내주사군은 체중 kg당 50 mg의 양으로 CYP 투여 전 36시간과 12시간, CYP 투여 후 30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였다. 경구투여군은 체중 kg 당 250 mg의 양으로 CYP 투여 전 7일

부터 부검 시까지 매일 1회 투여하였다.  

  4) 부검 및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방사선 조사 후 6 및 48시간에 부검을 실시하고 체중 및 난소 중량을 측정

하였으며, 양측 난소 및 자궁은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

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 및 apoptosis 발생 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TUNEL 염색 후 현미경 검경을 실시하였다. TUNEL 염색은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TM, Oncor, Gaithersburg, MD, U. S. A.)를 사용한 in situ DNA 

end-labeling (ISEL)을 실시하였다. ISEL technique는 표본 슬라이드에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를 첨가하여 fragmented DNA에 digoxigenin-nucleotides를 

부착시키고 anti-digoxigenin-peroxidase antibody를 면역염색법으로 결합시킨 후 

diaminobenzidine (Sigma Chemical Co.)으로 peroxidase enzyme 부위를 발색하였다. 난소

는 평면이 가장 넓은 부위를 절단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현미경 검사항목은 난소에서 관

찰되는 전강난포, 강난포 및 황체의 총 수, 전강난포와 강난포에서 1개 이상의 apoptotic cell

이 관찰되는 난포의 수 및 폐쇄강난포에서 전체난포세포에 대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

였으며 폐쇄강난포는 약 지름이 약 300 um인 비슷한 크기의 난포를 관찰하였다. 자궁은 자궁

내막의 자궁샘에서 전체샘세포에 대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였다. 

5) 통계처리

   모든 성적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Graph PAD In Plot 프로그램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였다.

나. Estradiol valerate (EV)에 의한 생식기 장해(다낭성난소 발생) 경감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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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7-8주령의 체중 210-230 g의 성숙 암컷 Sprague-Dawley (SD) 랫드를 사용하였고 각 

실험에서 암 수 각 7마리씩을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2) EV 투여 

EV (Sigma-Aldrich, St. Louis, MO)는 랫드 마리당 4 mg을 0.2 ml의 sesame oil 

(Sigma-Aldrich, St. Louis, MO)에 용해시킨 후 1회 근육 주사하였다. 

3) 시료 및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복강

내주사군은 체중 kg당 50 mg의 양으로 EV 투여 후 35일까지 이틀에 1회씩 주사하였다. 경구

투여군은 체중 kg 당 100 mg의 양으로 EV 투여 후 35일까지 매일 1회 투여하였다.  

  4) 부검, 현미경적 검사 

     각 실험군은 EV 투여 후 35일에 부검을 실시하고 체중 및 난소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우측 난소는 10% 중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였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및 eosin 염색 및 NGF에 대한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검경하였다. NGF 

염색은 rabbit anti-NGF polyclonal antiserum (1:200 dilution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를 적용하여 반응시키고,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es (Elite kit; 

Vector, Burlingame, CA) 및 diaminobenzidine substrate kit (Vector)로 발색하였으며 

hematoxylin 으로 대비 염색하였다. 좌측 난소는 nerve growth factor (NGF) western blot 

분석을 위해 적용하였다.

5) Nerve growth factor (NGF) western blot 분석

NGF 발현은 난소를 채취 즉시 leupeptin (0.5 ug/ml), PMSF (1 mM), aprotinin (5 

ug/ml)등의 protein inhibitor가 포함된 40 mM Tris-HCl, pH 7.4, 120 mM NaCl, 0.1% 

Nonidiet P-40 (polyoxyethylene [9] p-t-octyl phenol)의 buffer에서 녹인 후, 갈아서 완전

히 파쇄한 후, 14,000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회수하였다. 이들을 단백질 정량하

여 변성시킨 후 동량 (20 ug/20 ul)으로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gel 상의 단백질밴드를 다시 nitrocellulos membrane에 100V에서 2시간 동안 

이동시켰다. Rabbit polyclonal anti-NGF (1:200 dilution, Santa Cruz Biotechnology)로 

40C에서 12시간 노출시킨 후 2차 항체로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1:10,000, Pierce, Rockford, IL)로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면역반응이 끝

난 membrane은 Amersham ECL reagents (Amersham Life Science, Buckinghamshire, 

UK)로 반응시켜, X-ray 필름에 노출시키고, 그 결과를 densitometer (M GS-700 Imaging 

Densitometer,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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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처리

   모든 성적은 평균 및 표준편차 또는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Graph PAD In 

Plot 프로그램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였다.

제 3차년도

1.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1) 실험동물 

  7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오리엔트바이오, 성남)를 사용하였다. 동물의 사육은 온도 22 ± 

2℃, 상대습도 50 ± 10%, 조명시간은 12시간(오전 8시 점등-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200-300 lux로 설정된 시설에서 수행하였다. 순화기간을 거쳐 polycarbonate 사육상자에 4마

리씩 수용하였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삼양사료, 원주)와 정수장치를 통과한 수도수를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마우스는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적용하였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USA)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물실험은 전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하에 수행되었다. 

2) 방사선 조사 

방사선은 실험용 방사선 조사기(Gamma-cell Elan 3000, Nordion International, 

Canada)를 사용하여 60Co 감마선(감마선 선량율: 3.2 Gy/min) 3 Gy를 1회 전신조사 하였다. 

3) 시료 및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복강

내주사군은 체중 kg당 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전 36시간과 12시간, 방사선 조사 후 30

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였다. 경구투여군은 체중 kg 당 2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전 7일부터 부검 전 또는 방사선조사 후 7일까지 매일 1회 투여하였다.  

2. 화학물질(cyclophosphamide (CYP))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1) 실험동물 

  7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오리엔트바이오, 성남)를 사용하였다. 동물의 사육은 온도 22 ± 

2℃, 상대습도 50 ± 10%, 조명시간은 12시간(오전 8시 점등-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200-300 lux로 설정된 시설에서 수행하였다. 순화기간을 거쳐 polycarbonate 사육상자에 4마

리씩 수용하였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삼양사료, 원주)와 정수장치를 통과한 수도수를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마우스는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적용하였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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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USA)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물실험은 전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하에 수행되었다. 

2) CYP 투여 

CYP (Sigma-Aldrich, St. Louis, MO)는 체중 kg 당 40 mg을 매일 1회씩 5일간 복강내 

주사하였다. 

3) 시료 및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복강

내주사군은 체중 kg당 25 mg의 양으로 최초 CYP 투여 전 2일전부터 CYP 투여 후 2일까지 

매일 1회씩 총 9회 주사하였다. 경구투여군은 체중 kg 당 250 mg의 양으로 CYP 투여 전 7

일부터 부검 시까지 또는 CYP 투여 후 2일까지 최대 총 19일간 매일 1회 투여하였다.  

3. 체중 및 장기중량 측정

   모든 동물은 희생전에 마우스의 무게를 측정하고 부검시 고환, 부고환을 적출하여 중량을 

측정한 후 우측고환은 bouin 용액에 고정하였다. 

4. 고환의 정자두부수 측정

   좌측고환의 중량을 측정한 후 고환의 백막을 제거하고 5 ml의 증류수에 고환조직을 넣고 

균질기로 1분간 균질화 한다. 균질액은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4-7 °C에서 3분간 초음파를 처

리한다. 균질액을 염색액(0.25% trypan blue, 0.35% formaline, 0.5% NaHCo3)과 1 : 1 로 

염색하고 혈구계산판에 고르게 퍼지도록 주입하고 5분간 방치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200

배율로 관찰한다. 

고환당 정자두부수 = n x 10 x 25 x (5 + 고환 중량 g) x 1000 x 2

5. 부고환의 정자수 측정

   좌측부고환 미부의 중량을 측정후 0.5 ml의 생리식염수에 부고환미부를 넣고 잘게 세절후 

균질기를 이용하여 1분간 균질화 한다. 균질액은 5분간 37 °C 항온기에서 보관후 균질액을 염

색액(0.25% trypan blue, 0.35% formaline, 0.5% NaHCo3)과 1 : 1 로 염색하고 정자두부수

와 같은 방법으로 혈구계산판에서 정자수를 계산하였다. 

부고환 미부당 정자수 = n x 10 x 25 x (0.5 + 부고환 미부중량 g) x 1000 x 2

6. 정자운동성 및 생존성 평가 

   우측 부고환미부는 5 mg/ml의 BSA(bovine serun albumin)가 들어있고 pH 7.2로 조정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10 ml이 들어있는 

1회용 배양접시에 넣고 세절한 후 37 °C 배양기에서 5분간 배양하였다. 정자배양액을 37°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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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 홈이파진 슬라이드 글라스에 놓고 커버글라스를 덮어서 현미경의 항온판(microscope 

heating system, 영화과학, 서울)에 놓은 다음 400배율로 검경하였다. 각 개체당 200마리의 

정자에 대해서 운동성의 유무를 관찰하였으며 3초동안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정자는 운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7. 정자의 형태학적검사 

   좌측고환미부에서 얻은 정자배양액을 글라스 슬라이드에서 1% eosin Y 와 2:1로 잘 혼합

하여 염색하였다. 커버글라스를 덮어서 염색표본을 제작하고 각 개체당 200마리의 정자에 대

해서 형태학적 이상 유무를 관찰하였다. 정자의 형태는 정상, 소두부, 비정형두부, 이중두부/미

부, 두부각도 과다, 두부각도 과소, 미부분리, 미부접힘, 미부절단, 미부단소 등으로 분류하였

다. 

8. 조직표본제작 

   고정된 고환을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를 한다. microtome으로 4 μm 두께로 박

절한 다음 H&E 염색을 하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학적변화를 관찰하였다. 정자발생단

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periodic acid schiff (PAS) 염색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9. 고환 정자발생세포수 측정

   각 마우스의 고환에서 정자발생주기 VII단계 정세관 정자발생세포수를 계산하였다. 각 마우

스당 4개씩의 VII 단계 고환정세관을 관찰하였으며, 정자발생세포는 정조세포, 전세사기정모세

포, 태사기(후사기)정모세포, 원형정자세포, 신장형정자세포, 지지세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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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제 1차년도

1. 피부주름 형성에 대한 효과 검색

   자외선 단독 조사군의 경우 조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주름 등급은 계속 증가 되었다.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및 보중익기탕 추출물 모두에서 전 관찰기간에 걸

쳐 유의성 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1-1∼1-5, p<0.05).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대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적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급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녹차 및 대잎 추출물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

포 자외선 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20주를 제외한전 실험 기간중 유의성 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1-2, 1-3 p<0.05). 이에 비하여 동충하초 도포군은 6-12주의 관찰 초기에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후 유의성을 없었으며(그림 1-4) 보중익기탕 도포의 경우 10주를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유의성 있는 감소는 없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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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otographs of hairless mouse skin. (A) normal skin (grade 0). Numerous fine striations 
covering back and sides of body. Fine striations run length of body (head-to-tail direction). (B) 
wrinkled skin (grade 2). No fine striations on back and along sides. Several shallow to moderately 
deep permanent wrinkles across back (perpendicular to head-to-tail direction).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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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green tea 
extract (GTE)-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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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amboo leaf 
extract (BL)-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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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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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u-Zhong-Yi-Qi-Tang (BZYQT)-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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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검색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대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

침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0으로 무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표 1-1). 

시료 복강내 주사군의 경우 녹차는 전 지표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충하

초는 표피두께 및 진피 낭종형성도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였으나 세포침윤도에서는 유의

성이 없었다. 대잎 및 보중익기탕 주사군에서는 진피 낭종형성도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표피

두께 및 세포침윤도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표1-1∼1-4).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대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적 방어 효과에 기인하

여 등급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충하초 도포군에서 진피 낭종형성도에 효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시료에서 평균치는 감소하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특히 보중익기탕 도포군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각 지표 별 수치의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어 피부손상을 가중시

킨 결과가 관찰되었다(표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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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s of green tea extract (GTE)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GTE (i.p.)a 1.89±1.02c 1.28±0.76c 1.72±1.28c

(n=18)

UV + vehicle (topical)b 1.97±0.58 1.40±0.44 2.10±0.59

(n=20)

UV + GTE (topical)b 1.75±0.46 1.69±0.59 2.38±0.69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GTE cream (0.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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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s of bamboo leaf extract (BL)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BL (i.p.)a 2.44±0.73 2.38±0.35 2.38±0.44c

(n=16)

UV + vehicle (topical)b 1.97±0.58 1.40±0.44 2.10±0.59

(n=20)

UV + BL (topical)b 2.19±0.70 1.56±0.50 2.06±1.08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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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s of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PJE (i.p.)a 1.90±0.80c 2.40±0.55 2.15±0.68c

(n=20)

UV + vehicle (topical)b 1.85±0.56 1.63±0.48 2.83±0.99

(n=18)

UV + PJE (topical)b 1.63±0.38 1.33±0.44 1.79±0.31c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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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ffects of Bu-Zhong-Yi-Qi-Tang (BZYQT)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BZYQT (i.p.)a 2.75±0.35 2.70±0.44 2.75±0.56c

(n=20)

UV + vehicle (topical)b 1.85±0.56 1.63±0.48 2.83±0.99

(n=18)

UV + BZYQT (topical)b 2.41±0.32d 2.19±0.34d 2.22±0.44e

(n=18)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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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에서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검색

  육안적 종괴(그림 1-6)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대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생하여 22주

에 94.4%의 발생율을 보였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5.06일 이었다(표 1-5). 현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및 암종(carcinoma)(그림 1-7)의 발생율은 88.9%였으며 마리당 평

균 수는 각각 4.78개 및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이 발생하였다(표 1-6). 시료 복강내 주사

군의 경우 녹차는 육안적 종괴의 발생은 88.9% 였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06일이었으며 유

두종 및 암종의 발생율은 66.7%였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1.11개 및 0.22개로서 총 1.33개

의 암 발생이 관찰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표 1-5, 1-6, 그림 1-8). 동충하초는 육안

적 종괴의 발생은 95.0% 였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67일이었으며 유두종 발생율은 20.0%

였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2개였으며 암종은 발생되지 않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

(표 1-7, 1-8, 그림 1-9). 대잎은 육안적 종괴의 발생은 93.8% 였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47일이었으며 유두종 및 암종 발생율은 62.5%였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88개 및 0.13

개로서 총 1.00개의 암이 발생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표 1-9, 1-10, 그림 1-10). 

보중익기탕은 육안적 종괴의 발생은 85.0% 였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65일이었으며 유두종 

및 암종 발생율은 50.0%였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90개 및 0.20개로서 총 1.10개의 암이 

발생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표 1-11, 1-12, 그림 1-1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대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연고기

재의 물리적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발생율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시료도포군에서 녹차

는 육안적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이 지연되었고 현미경 검사결과 암의 발생은 없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표 1-5, 1-6, 그림 1-8). 동충하초는 육안적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

은 차이가 없었으나 암의 발생율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평균 수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표 1-7, 1-8, 그림 1-9). 대잎은 육안적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은 지연되었으나 암발생은 

차이가 없었다(표 1-9, 1-10, 그림 1-10). 보중익기탕은 육안적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은 

차이가 없었으나 암의 발생은 발생율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평균 수는 비슷한 경향이었

다(표 1-11, 1-12, 그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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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macroscopic appearances of hairless mice at completion of UVB irradiation are 
shown. Small macroscopic masses are apparent in hairless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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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Formation of skin tumors by UVB exposure in hairless mice. (A) Squamous cell 
carcinoma. (B) papilloma (original magnification, x 4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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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green

tea extract (GTE)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GTE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GTE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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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PJE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PJE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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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bamboo

leaf extract (BL)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BL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L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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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Bu-Zhong-Yi-Qi-Tang (BZYQT)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BZYQT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ZYQT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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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ffect of green tea extract (GTE)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GTE (i.p.)a (n=16) 16.06 ± 0.57c

UV + vehicle (topical)b (n=16) 16.88 ± 0.81

UV + GTE (topical)b (n=15) 18.07 ± 0.96d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GT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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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green tea extract (GTE)-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88.9) 0.56±0.88(33.3) 5.33±3.57(88.9)

(n=18)

UV + GTE (i.p.)a 88.9c 1.11±1.36c(55.6)c 0.22±0.67(11.1)c 1.33±1.32c(66.7)c

(n=18)

UV + vehicle (topical)b 80.0 1.70±1.83(60.0) 0.10±0.32(10.0) 1.80±1.99(60.0)

(n=20)

UV + GTE (topical)b 93.8d 0d (0)d 0 (0)d 0d (0)d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
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GT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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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ffect of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PJE (i.p.)a (n=19) 16.67 ± 0.41c

UV + vehicle (topical)b (n=16) 17.63 ± 0.89

UV + PJE (topical)b (n=12) 17.50 ± 0.91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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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88.9) 0.56±0.88(33.3) 5.33±3.57 (88.9)

(n=18)

UV + PJE (i.p.)a 95.0 0.20±0.42c(20.0)c 0c(0)c 0.20±0.42c(20.0)c

(n=20)

UV + vehicle (topical)b 88.9 0.44±0.53(44.4) 0(0) 0.44±0.53(44.4)

(n=18)

UV + PJE (topical)b 75.0d 0.38±0.74 (25.0)d 0 (0) 0.38±0.74 (25.0)d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
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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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ffect of bamboo leaf extract (BL)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BL (i.p.)a (n=15) 16.47 ± 0.64c

UV + vehicle (topical)b (n=16) 16.88 ± 0.81

UV + BL (topical)b (n=14) 17.86 ± 0.77d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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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amboo leaf extract (BL)-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88.9) 0.56±0.88(33.3) 5.33±3.57(88.9)

(n=18)

UV + BL (i.p.)a 93.8 0.88±0.84c(62.5)c 0.13±0.35(12.5)c 1.00±0.93c(62.5)c

(n=16)

UV + vehicle (topical)b 80.0 1.70±1.83(60.0) 0.10±0.32(10.0) 1.80±1.99(60.0)

(n=20)

UV + BL (topical)b 87.5d 0.75±1.04(50.0)d 0.75±1.04e(50.0)d 1.50±2.00(62.5)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
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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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Effect of Bu-Zhong-Yi-Qi-Tang (BZYQT)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BZYQT (i.p.)a (n=17) 16.65 ± 0.70c

UV + vehicle (topical)b (n=16) 17.63 ± 0.89

UV + BZYQT (topical)b (n=16) 17.50 ± 0.97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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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u-Zhong-Yi-Qi-Tang (BZYQT)-treated mice after 22 weeks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88.9) 0.56±0.88(33.3) 5.33±3.57(88.9)

(n=18)

UV + BZYQT (i.p.)a 85.0c 0.90±1.00c(50.0)c 0.20±0.60(10.0)c 1.10±1.40c(50.0)c

(n=20)

UV + vehicle (topical)b 88.9 0.44±0.53(44.4) 0 (0) 0.44±0.53(44.4)

(n=18)

UV + BZYQT (topical)b 88.9 0.33±0.71(22.2)d 0.17±0.33d(11.1)d 0.44±0.73(33.3)d

(n=18)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 52 -

   결과를 종합하면, 복강내 투여의 경우 피부주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및 대잎, 피부

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 동충하초, 대잎 및 보중익기탕에서 유의

성 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피부도포의 경우 피부주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및 대잎, 피

부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성은 없었으며,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타 시료는 일부 항목에서만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녹차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대잎의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시료 피부도포 시험에서 효과가 주사군에 비하여 미진한 것은 자

외선 장기 조사로 인한 피부 표피세포의 증생으로 각 시료의 흡수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결과

로 사료되며 특히 보중익기탕 도포군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만성 피부손상을 일부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차년도

1.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체중변화는 전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난소의 무게는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 방사

선 조사 6시간에 방사선 비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48시간에는 변

화가 없었다. 헤모힘 투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1). 난소 최대 절단 조직

면에서 전강난포, 강난포 및 황체의 수를 관찰한 바, 방사선 조사후 48시간에 황체의 수가 감

소하였으며, 방사선 단독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Table 2-2). 난소 최대 절단 조직면에서 전강난포, 강난포에서 apoptosis가 발생한 난포의 

수는 방사선 조사 후 증가하였으며, 특히 6시간에 전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방사선 

조사 대조군에 비하여 6시간에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였으며,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2-3). 폐쇄강난포에서 전체세포 중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는 개

체차에 의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치를 기준으로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

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Fig. 2-1). 자궁샘에서 전체세포 중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

는 방사선 조사군에서 증가하였으며,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였고 헤모힘 복강내 투여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Fig. 2-2).

   방사선에 의해 성장중인 난포내 apoptosis가 증가되어 난포의 발달을 저해하였으며 헤모힘

은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하여 난포발달을 지속시키고 따라서 48시간 후 황체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자궁샘 상피의 apoptosis 발생도 헤모힘은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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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ham 　 　 　IR (6 h) 　 IR (48 h)　

Saline HH (i.p.)a HH (p.o.)b 　 Saline HH (i.p.)a HH (p.o.)b 　 Saline HH (i.p.)a HH (p.o.)b 

Body weight (g) 32.1±4.0 30.3±4.0 29.8±5.2 32.4±1.2 31.2±1.5 30.6±1.6 27.9±3.1 29.4±3.5 31.7±3.4

Right ovary weight per 
0.47±0.03 0.42±0.05 0.41±0.11 0.44±0.16 0.51±0.06c 0.42±0.08 0.56±0.10 0.44±0.10 0.44±0.10

body weight (mg/g)

Left ovary weight per 
0.39±0.09 0.37±0.05 0.47±0.06 0.39±0.14 0.54±0.10d 0.48±0.06 0.49±0.07 0.51±0.03d 0.51±0.03

body weight (mg/g) 　 　

Table 2-1. Body and ovary weight of the sham control, HemoHIM (HH)-treated, and irradiated (IR)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p<0.05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p<0.01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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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 　 　 　IR (6 h) 　 IR (48 h)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Saline 9.3±3.6 7.7±2.4 9.3±1.8 9.0±2.0 10±2.7 10.8±1.7 9.8±4.0  9.6±2.1 5.6±1.5c

HH (i.p.)a 6.3±4.9 8.0±2.8 7.7±2.3 7.7±4.1 8.2±1.3 9.7±2.1 6.4±2.1 8.4±1.5 7.8±0.8d

HH (p.o.)b 10.8±4.6 8.0±3.8 9.8±1.7 　 8.0±3.4 8.3±2.8 9.0±2.6 　 7.0±2.3 7.2±1.9 6.8±1.9c

Table 2-2.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total number of preantral, antral follicle and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irradiated 

(IR) mouse ovar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p<0.05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p<0.05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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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 　 IR (6 h) 　 IR (48 h)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Saline 8.3±20.4 31.3±11.1 55.4±25c 77.9±7.3c 26.6±13.7  55.5±22.8c

HH (i.p.)a 6.1±9.5 43.1±23.0 45.7±28.0c   76.9±9.7c  36.1±14.1c 61.8±29.1

HH (p.o.)b 17.8±4.8 25.7±15.1 　 49.2±13.9c 60.2±2.8c,d
　 37.6±23.1 67.8±17.8c

Table 2-3.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follicles containing TUNEL positive cells to that of total preantral and antral 

atretic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Values (%)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s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p<0.01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p<0.01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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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

                     Sham               IR (6 h)             IR (48 h)

Fig. 2-1.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ham control (A) and irradiated (3 Gy) (B) 
mouse ovary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granulosa cells in the atretic antral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C, bar = 
me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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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Sham               IR (6 h)            

Fig. 2-2.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ham control (A) and irradiated (3 Gy) (B) 
mouse uterus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cells per total glandular epithelium (C, bar = mean value). 
† p<0.01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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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1) Cyclophosphamide (CYP)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체중 및 난소 무게의 변화는 전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2-4). 난소 최대 절단 조

직면에서 전강난포, 강난포 및 황체의 수를 관찰한 바, CYP 투여 후 6시간 및 48시간에 강난

포 및 황체의 수가 헤모힘 병행 투여군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8시간의 경우 

강난포의 수가 헤모힘 병행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Table 2-5). 난소 최대 절단 

조직면에서 전강난포, 강난포에서 apoptosis가 발생한 난포의 수는 CYP 투여 후 경미하게 증

가하였으며, 헤모힘 투여군에의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6). 폐쇄강난포에서 전체

세포 중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는 개체차에 의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치를 기준으로 

CYP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Fig. 2-3). 자궁샘에서 

CYP 투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선에 비하여 CYP 투여의 경우 전반적인 난소의 장해는 경미하였으며, apoptosis의 발

생은 증가하였고 헤모힘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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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Control 　 　 　 CYP (6 h) 　 　 　 CYP (48 h) 　

Saline HH (i.p.)a HH (p.o.)b 　 Saline HH (i.p.)a HH (p.o.)b 　 Saline HH (i.p.)a HH (p.o.)b 

Body weight (g) 32.1±4.0 30.3±4.0 29.8±5.2 32.1±1.3 31.5±1.5 31.4±1.6 29.4±2.1 30.4±3.7 32.1±3.3

Right ovary weight per 
0.47±0.03 0.42±0.05 0.41±0.11 0.40±0.07 0.47±0.06 0.41±0.1 0.41±0.14 0.47±0.14 0.38±0.08

body weight (mg/g)

Left ovary weight per 
0.39±0.09 0.37±0.05 0.47±0.06 0.39±0.12 0.43±0.05 0.48±0.14 0.35±0.07 0.38±0.10 0.34±0.13

body weight (mg/g) 　 　

Table 2-4. Body and ovary weight of the sham control, HemoHIM (HH)-treated, and cyclophosphamide (CY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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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YP (6 h) 　 CYP (48 h)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Saline 9.3±3.6 7.7±2.4 9.3±1.8 6.3±1.5 7.3±2.5 7.7±2.1 6.8±1.3  7.3±1.0 7.3±1.3

HH (i.p.)a 6.3±4.9 8.0±2.8 7.7±2.3 6.7±2.1 9.8±2.1 8.5±1.9 5.7±0.6 9.0±1.4c 8.5±2.1

HH (p.o.)b 10.8±4.6 8.0±3.8 9.8±1.7 　 5.3±1.5 8.0±2.6 9.0±1.0 　 7.7±0.6 11.3±4.2c 7.0±1.0

Table 2-5.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total number of preantral, antral follicle and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cyclophosphamide (CYP)-treated mouse ovar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cp<0.05 as compared to the CY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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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YP (6 h) 　 CYP (48 h)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Saline 8.3±20.4 31.3±11.1 28.9±18.4 48.1±29.7 11.7±8.4  44.6±14.8

HH (i.p.)a 6.1±9.5 43.1±23.0 23.8±25.2   46.2±12.4  4.2±8.3 40.4±12.4

HH (p.o.)b 27.8±4.8 25.7±15.1 　 13.1±12.5 44.3±13.9 　 18.8±8.8 56.9±18.6c

Table 2-6.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follicles containing TUNEL positive cells to that of total preantral and antral 

atretic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Values (%)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cp<0.01 as compared to the salin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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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Saline                      CYT (6 h)           

Fig. 2-3.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aline control (A) and cyclophosphamide 

(CYP)-treated (B) mouse ovary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granulosa cells in the atretic antral follicles (C, bar = me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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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tradiol valerate (EV)에 의한 생식기 장해(다낭성난소 발생) 경감 효과 평가

   체중변화는 전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난소의 무게는 헤모힘 병행투여에 의해 증가하

였으며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Table 2-7). 난소 최대 절단 조직면의 

관찰에서 EV 단독투여군은 강난포의 수가 증가하고 황체의 수는 감소하는 다낭성난소의 소견

을 보였고, 헤모힘 병행투여군에서 황체의 수는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Table 2-8, Fig. 

2-4). EV에 의해 유발되는 다낭성난소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nerve growth factor 

(NGF)는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난포막 주변, 난소의 간질 및 황체에서 넓게 관찰되었으며, 

EV 단독투여 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의 경우 난소조직에서 염색 강도가 완화되었고, 

western blot analysis 결과 NGF 단백질의 발현량 또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2-5, 

Fig. 2-6).

   EV 투여에 의해 배란이 억제되고 강난포의 분포가 증가하는 다낭성난소(polycystic ovary, 

PCO)가 유발되었고, 헤모힘은 PCO의 발생을 억제하고 난포의 발달을 유지하여 EV 단독투여

군에 비해 난소의 무게가 증가하였으며 황체의 수도 증가하였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EV에 의

해 유발되는 다낭성난소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nerve growth factor (NGF)의 난소

조직 내 분포부위는 유사하였으나 염색강도는 감소하였고 western blot analysis 결과 NGF 

단백질의 발현량 또한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헤모힘이 PCO의 발생을 억제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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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Body and ovary weight measurements of control and polycystic ovary 

(PCO)-induced rats 

------------------------------------------------------------------------------------------------------------------------

Group                        Body weight (g)       Ovaries weight (mg) 

per g body weight 

------------------------------------------------------------------------------------------------------------------------

Oil control                     244.5 ± 15.5           0.43 ± 0.08

PCO                          226.3 ± 19.9           0.27 ± 0.03

PCO + HemoHIMa              232.2 ± 13.4           0.32 ± 0.04 c

PCO + HemoHIMb              223.5 ± 17.6           0.31 ± 0.07

-----------------------------------------------------------------------------------------------------------------------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SD rats (n=7) were injected with estradiol valerate (EV) and were autopsied 35 days 

later.
a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day, p. o.) was given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b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cp<0.05 as compared with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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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Effect of HemoHIM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ovary

------------------------------------------------------------------------------------------------------------------------

Group                           Number of corpus luteum

------------------------------------------------------------------------------------------------------------------------

Oil control                            11.2 ± 3.2

PCO                                  2.4 ± 1.3

PCO + HemoHIMa                      5.0 ± 2.2c

PCO + HemoHIMb                      4.8 ± 1.6c

------------------------------------------------------------------------------------------------------------------------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SD rats (n=7) were injected with estradiol valerate (EV) and were autopsied 35 days 

later.
a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day, p. o.) was given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b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cp<0.05 as compared with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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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Ovarian morphology. (A) Oil control group. (B) Polycystic ovary (PCO) group. 

(C) PCO + HemoHIM (p.o.) group. (D) PCO + HemoHIM (i.p.) group. Hematoxylin and 

eosin stain, X 40. * depicts corpora lutea.



- 67 -

Fig. 2-5. Representative ovarian distribution of nerve growth factor immunoreactivity in the 

ovary tissue of an estradiol valerate-treated rat. Survey view (A) showing regressed corpus 

lutea, atretic follicles, and healthy growing follicles. Detailed view (B) of a healthy growing 

follicle (framed area in A). Detailed view (C) of a regressed corpus luteum (framed area in 

A). Detailed view (D) of a atretic follicle (framed area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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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ffect of HemoHIM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nerve growth factor (NGF) 

protein levels in the ovaries. Ovary tissue from polycystic ovary (PCO) rats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ovarian NGF protein than oil control ovary tissue. The level 

of NGF protein in ovary samples from PCO + HemoHIM ra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samples from PCO rats. Values are given as mean ± S.E. *p< 0.05 versus the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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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에서 헤모힘은 방사선에 의한 난소 및 자궁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화학물질투여 실험에서는 cyclophosphamide 투여 실험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비해 생식기계

의 손상이 경미하여 헤모힘의 효과 관찰에 유의성이 없었으나 완화의 경향을 나타냈고, 

estradiol valerate 투여에 의한 다낭성난소의 발생은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결론적으로 헤

모힘은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개선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최근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낭성난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헤모힘의 

또 다른 신기능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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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년도

1.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체중변화는 전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고환의 무게는 방사선 조사에 따라 10일과 20

일째 간소하였으며 헤모힘 투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1).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 고환 정세관에서 발생되는 apoptosis는 방사선 조사(2 Gy)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및 경구투여군에서 공히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Table 3-2, Fig 

3-1). 방사선 조사 후 10, 20 및 40일 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관내 정자수, 정자생존율, 

기형정자 발생을 관찰한 바, 10일에서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에서 정자두부수, 부

고환관내 정자수, 정자 생존율의 경미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헤모힘 투여군

에서는 방사선 단독조사군에 비해 각 관찰지표에서 다소 수적 감소가 경미하나 심한개체차로 

유의성은 없었다. 10일째 정자기형 발생은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20일째 방사선 조사에 따

라 정자두부수,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정자 기형발생은 증가하였다.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해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이, 헤모힘 경구

투여군에서는 정자두부수 및 정자수가 유의성 있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생존율도 증가하

고, 기형발생율은 감소의 경향을 보였으나 개체차로 유의성은 없었다.40일째 각관찰 지표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해 가장 장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헤모힘투여에 의한 영향은 경미하였다 

(Table 3-3). 정자기형은 비정형두부(amorphous head), 굴곡갈고리(bent hook), 이중미부

(two tailed), 갈고리각도이상(hook at wrong angle), 갈고리결절(knobbed hook) 등으로 나타

났다(Fig3-2).  고환 정세관의 정자발생 7단계에서 각 구성 정자발생세포를 관찰한 바 정조세

포(spermatogonia)는 원천적인 소수로 인해 변동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는 각각의 종류의 세포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3일째, 전세사기정모세포

(preleptotene spermatocyte)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태사기(후사기)정모세포(pachytene 

spermatocyte) 약간 감소하였다. 10일째,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 모두 급속히 감소하였

다. 20일째,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의 수적 감소는 회복의 경향을 나타냈고, 원형정자세

포(round spermatid) 및 신장형정자세포(elongated spermatid)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40

일째,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의 수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원형정자세포수는 회복 

단계이며, 신장형정자세포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3일과 10일에서 전

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

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신장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도 억제의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3-4, Fig 3-3). 지지세포의 수는 방사선 단독조사 또는 헤모힘 병행투여군 보두에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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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의해 초기 고환정세관의 apoptosis발생이 유발되고, 이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

환관내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자 발생이 증가되었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되고, 방사선 조사 후 20일에 유의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고, 40일째에 효과의 정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환에서 정자발생 1단계에

서 12단계까지 정상 발달 소요 기간이 약 9일이라는 점에서 헤모힘은 초기 apoptosis 유발 및 

이에 따른 각종 고환 관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

장 민감한 장해를 유발하는 정조세포의 수가 가장 많은 정자발생 5-6단계에서 방사선이 조사

된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세관의 현미경 관찰은 7단

계를 경시적으로 관찰하였다. 정세관 7단계 관찰에서 방사선 조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각 발

달 단계 세포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에는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

제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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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Body weight (g)

Testis weight per body weight

(mg/g)

Left Right

IR

(12 hr)　

Control 39.2±2.8 2.5±0.3 2.4±0.2

HH(i.p.)a 37.8±3.2 2.6±0.3 2.5±0.3

HH(p.o.)b 40.2±3.2 2.4±0.3 2.3±0.4

IR

(3 day)　

Control 35.3±1.3 2.1±0.3 2.1±0.3

HH(i.p.)a 36.7±2.0 2.4±0.3 2.3±0.1

HH(p.o.)b 37.6±3.7 2.1±0.4 2.1±0.3

IR

(10 day)

Control 38.0±2.9 1.7±0.2 1.8±0.2

HH(i.p.)a 37.8±4.1 2.1±0.3c 2.0±0.2

HH(p.o.)b 43.8±1.4 1.8±0.1 1.7±0.1

IR

(20 day) 　

Control 39.3±2.5 1.4±0.2 1.4±0.2

HH(i.p.)a 42.7±4.4 1.3±0.3 1.2±0.2

HH(p.o.)b 41.7±0.7 1.4±0.1 1.4±0.1

IR

(40 day)

Control 39.7±1.9 1.9±0.2 1.7±0.2

HH(i.p.)a 39.2±1.5 1.8±0.2 1.6±0.2

HH(p.o.)b 39.5±2.7 2.0±0.4 1.8±0.2

Table 3-1. Body and testis weight of HemoHIM (HH)-treated and irradiated (IR)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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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s 　Apoptotic cells per seminiferous tubule

Sham control　

Radiation control

Radiation + HH (i.p.)a

Radiation + HH (p.o.)b

0.36±0.06

2.27±0.42

1.58±0.29c

1.60±0.31c

Table 3-2.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apoptotic cells in irradiated mouse testi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t 12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2 Gy).
c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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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 head

count

Sperm count Sperm

liability

Sperm

abnormality

(x106 / testis)
(x106 / cauda

epididymis)
(%) (%)

Sham control

(20 day)
285.6±37.1 269.8±86.1 82.3±5.1 7.1±1.6

IR

(10

day)

Control 253.6±44.2 229.5±46.7 54.3±17.6 6.6±1.7

HH(i.p.)a 262.2±26.0 279.1±89.5 76.5±7.1c 6.8±1.9

HH(p.o.)b 276.9±57.2 248.5±78.3 75.3±8.2c 7.4±1.7

IR

(20

day)

Control 157.7±17.3 138.5±33.8 49.0±9.8 14.5±3.0

HH(i.p.)a 153.4±8.9 181.0±29.5c 65.6±7.2c 13.2±4.8

HH(p.o.)b 263.1±12.6c 277.9±41.9c 64.4±14.1 11.8±2.1

IR

(40

day)

Control 103.1±6.2 46.9±11.7 22.6±6.9 18.5±4.9

HH(i.p.)a 131.0±15.4c 49.4±23.9 25.0±1.7 17.3±4.0

HH(p.o.)b 117.0±12.5 108.1±37.8 25.7±7.6 16.8±2.7

Table 3-3.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sperm examination in

irradi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
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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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atogonia
Preleptotene

spermatocytes

Pachytene

spermatocytes

Round

spermatids

Elongated

spermatids
Sertoli cells

Sham

control

(20 day)

Control 1.8±1.2 37.7±7.3 43.2±9.3 115.0±19.6 98.5±31.1 11.7±2.6
HH(i.p.)

a 2.3±1.5 38.7±11.5 45.7±8.5 118.3±22.0 91.3±9.0 12.3±1.5
HH(p.o.)

b 1.5±1.3 38.5±10.1 54.0±12.4 123.3±30.5 106.0±23.4 11.0±2.2

IR

(12 hr)　

Control 1.7±1.0 34.3±3.9 51.7±8.2 107.5±18.5 100.0±13.6 10.8±2.4
HH(i.p.)

a 1.8±1.3 37.8±9.5 54.0±7.8 107.3±10.1 118.0±25.5 10.7±2.1
HH(p.o.)

b 1.5±1.3 40.0±7.3 52.3±6.8 118.5±15.2 120.0±32.6 11.0±2.2

IR

(3 day)　

Control 1.8±1.3 4.6±2.2 35.2±4.8 107.0±18.1 90.2±13.2 12.6±1.1
HH(i.p.)a 1.8±0.8 7.5±2.0c 48.3±7.9c 119.2±9.3 125.7±24.3 13.3±1.5
HH(p.o.)b 2.2±1.5 12.3±5.0c 48.3±4.8c 133.3±6.0 119.0±19.0 10.3±2.2

IR

(10 day)

Control 2.0±1.6 4.5±2.1 7.0±2.9 93.6±26.8 106.2±36.0 11.2±2.2
HH(i.p.)a 1.8±1.3 7.8±2.8c 7.0±2.2 108.0±8.6 127.0±17.1 11.2±1.1
HH(p.o.)b 2.2±0.8 22.6±6.7c 32.8±7.9c 98.2±27.6 107.8±41.4 10.2±5.0

IR

(20 day) 　

Control 2.4±1.1 17.4±6.0 27.0±8.1 10.8±7.2 69.6±44.1 12.2±2.3
HH(i.p.)a 2.7±1.2 20.6±15.4 25.7±3.8 13.2±9.2 90.8±44.6 11.5±1.5
HH(p.o.)b 2.4±1.1 23.4±3.6 33.3±6.3   51.3±35.0c 105.6±32.1 11.2±1.6

IR

(40 day)

Control 2.8±1.6 32.4±7.6 36.0±8.5 87.4±28.6 60.0±16.1 12.2±1.9
HH(i.p.)a 2.8±1.0 29.7±9.2 38.5±10.1 89.3±21.2 59.2±13.1 12.0±1.4
HH(p.o.)b 2.5±1.3 33.5±10.5 42.0±6.0 99.0±23.4 60.8±20.2 12.3±1.7

Table 3-4.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permatogenic cells in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irradi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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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presentative examples of apoptosis in the seminiferous tubules as 
determined by the TUNEL with PAS staining (A) and morphological examination 
by H-E with PAS staining (B). Photographs are for mice exposed to 2 Gy 
gamma rays. 



- 77 -

Fig. 3-2. The abnormalities in sperm morphology induced by radiation (2Gy). 

(A) normal sperms; (B) amorphous head; (C) bent hook; (D) two tailed; (E) 

hook at wrong angle; (F) knobbed hook. Eosin Y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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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 morphology of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2 Gy irradiated mice. 

(A) sham control, showing normal appearance. (B) 12 h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spermatogonia. (C) 3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preleptotene 

spermatocytes. (D) 1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pachytene spematocytes. 

(E) 2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round spermatids. (F) 4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elongated spermatids.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 79 -

2.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체중변화는 전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고환의 무게는 cyclophosphamide 

(CP) 투여에 따라 감소하였고 헤모힘 병행투여에 의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5). CP 투여(체중 kg당 40 mg, 1일 1회, 5일간 복강내 주사)에서는 고

환 정세관에서 apoptosis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CP 투여 후 20 및 40일 후 고

환 정자두부수, 부고환관내 정자수, 정자생존율, 기형정자 발생을 관찰한 바, 20일

째 CP 투여에 따라 정자두부수,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정

자 기형발생은 증가하였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정자두부수, 정자수, 정자

생존율 및 기형정자발생율 지표에서 공히 유의성있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헤모힘 

경구투여군에서는 생존율에서 유의성이있었으며, 기타 지표에서도 장해 경감의 경

향을 나타냈다. 40일째 각관찰 지표에서 CP 투여에 의한 장해는 지속되었고 헤모

힘투여에 의한 영향은 경구투여의 경우 경미하였으나 복강내 주사군은 장해 견감의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정자수와 기형율에서 유의성있는 효과를 보였다(Table3-6).  

   고환 정세관의 정자발생 7단계에서 각 구성 정자발생세포를 관찰한 바 정조세포

(spermatogonia)는 원천적인 소수로 인해 변동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는 각각의 종류의 세포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3일째, 전세사

기정모세포(preleptotene spermatocyte)는 감소하였다. 10일째, 전세사기정모세포

는 소적 감소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태사기정모세포는 최대 감소를 나타냈으며,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일째, 전세사기 및 태사기

정모세포의 수적 감소는 회복되었고,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의 수는 최대

로 감소하였다. 40일째,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의 수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

었고, 원형정자세포수는 회복 단계이며, 신장형정자세포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10일에서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

으며, 20일 및 4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Table 

3-7, Fig 3-4). 지지세포의 수는 방사선 단독조사 또는 헤모힘 병행투여군 모두에

서 변화가 없었다. 

   CP 투여에 의해 고환정세관의 apoptosis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CP의 

투여량 및 5일간의 투여기간에 따른 apoptosis의 발생변화와 소멸현상으로 판단된

다.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관내 정자수 및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

자 발생이 증가되었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CP 투여후 20일 및 40일에  다수의 지

표에서 유의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어 각종 고환 관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

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세관 7단계 관찰에서 CP 투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각 

발달 단계 세포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에는 태사기정모세

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20일과 4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CP에 의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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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Body weight (g)

Testis weight per body weight

(mg/g)

Left Right

CP

(12 hr)　

Control 43.8±3.5 2.0±0.3 1.9±0.3

HH(i.p.)a 39.0±4.2 2.3±0.4 2.2±0.4

HH(p.o.)b 40.2±3.5 2.5±0.5 2.5±0.4

CP

(3 day)　

Control 41.9±1.8 2.2±0.2 2.2±0.3

HH(i.p.)a 36.3±3.5 2.5±0.3c 2.5±0.2

HH(p.o.)b 38.3±2.9 2.4±0.1c 2.3±0.2

CP

(10 day)

Control 37.1±2.9 1.9±0.2 1.7±0.2

HH(i.p.)a 40.0±2.2 1.8±0.4 1.8±0.7

HH(p.o.)b 38.0±2.2 1.8±0.7 1.7±0.5

CP

(20 day) 　

Control 42.3±3.6 1.6±0.1 1.5±0.1

HH(i.p.)a 39.9±2.2 2.1±0.3c 2.0±0.3c

HH(p.o.)b 37.1±6.3 1.7±0.4 1.5±0.3

CP

(40 day)

Control 39.5±5.7 2.1±0.5 1.7±0.4

HH(i.p.)a 42.3±2.9 2.3±0.8 2.2±0.1c

HH(p.o.)b 43.8.±3.3 2.1±0.4 2.1±0.3

Table 3-5. Body and testis weight of HemoHIM (HH)-treated and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treatment.
c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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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 head

count

Sperm count Sperm

liability

Sperm

abnormality

(x106 / testis)
(x106 / cauda

epididymis)
(%) (%)

Untreated control

(20 day)
285.6±37.1 269.8±86.1 82.3±5.1 7.1±1.6

CP

(20

day)

Control 111.7±24.8 108.1±48.4 28.5±16.7 17.6±5.6

HH(i.p.)a 153.8±31.1c 218.6±76.9c 51.5±6.2c 11.8±2.9c

HH(p.o.)b 135.0±20.7 175.3±83.8 64.8±17.7c 15.8±1.9

CP

(40

day)

Control 127.9±91.7 127.9±91.7 47.8±23.1 27.4±9.1

HH(i.p.)a 206.7±22.0 258.8±38.3c 56.3±8.3 14.4±3.8c

HH(p.o.)b 146.0±13.8 152.4±74.1 59.0±15.5 15.6±3.3c

Table 3-6.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sperm

examination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treatment.
c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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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atogonia
Preleptotene

Spermatocytes

Pachytene

Spermatocytes
Round spermatids

Elongated

spermatids
Sertoli cells

Saline

control

(20 day)

Control 1.8±1.2 37.7±7.3 43.2±9.3 115.0±19.6 98.5±31.1 11.7±2.6

HH(i.p.)
a

2.3±1.5 38.7±11.5 45.7±8.5 118.3±22.0 91.3±9.0 12.3±1.5

HH(p.o.)b 1.5±1.3 38.5±10.1 54.0±12.4 123.3±30.5 106.0±23.4 11.0±2.2

CP

(12 hr)　

Control 1.2±1.2 26.7±5.0 50.5±7.2 109.3±14.8 92.7±33.3 10.5±1.1
HH(i.p.)

a 1.3±1.0 29.5±7.8 54.0±8.2 115.8±13.0 109.2±25.5 11.3±1.5
HH(p.o.)

b 1.0±1.2 28.3±7.9 47.8±11.3 104.8±6.2 100.8±23.0 11.0±0.8

CP

(3 day)　

Control 1.5±1.1 22.7±8.9 40.7±5.0 108.0±7.2 120.5±17.0 10.3±1.0
HH(i.p.)

a 1.5±1.1 24.8±9.8 41.7±4.3 99.2±7.7 108.7±23.4 11.0±2.2
HH(p.o.)

b 1.7±1.4 23.2±10.4 37.2±6.5 92.7±19.7 126.8±41.1 10.8±1.5

CP

(10 day)

Control 1.6±1.5 28.0±6.4 2.6±2.7 71.2±30.3 107.4±19.4 11.6±1.5
HH(i.p.)

a 1.3±1.0 26.3±5.5 16.6±9.6c 80.7±24.7 108.2±28.1 10.5±1.5
HH(p.o.)b 1.4±0.6 28.0±7.7 22.5±12.4c 100.8±27.6 115.4±33.4 11.0±1.2

CP

(20 day) 　

Control 2.0±0.8 28.3±7.3 42.0±6.3 54.3±8.8 102.3±29.3 10.8±1.0
HH(i.p.)a 1.6±1.1 30.8±7.9 41.2±5.2 87.6±16.0c 101.2±40.6 11.0±1.2
HH(p.o.)b 1.2±1.0 29.0±6.2 42.3±7.5 65.2±11.0 107.2±26.9 10.2±1.2

CP

(40 day)

Control 2.0±0.7 35.0±5.6 45.0±3.2 85.2±15.3 89.4±21.6 11.2±1.3
HH(i.p.)

a 1.8±1.2 35.2±5.2 42.2±6.1 114.5±15.9c 92.5±22.7 10.7±2.3
HH(p.o.)

b 1.6±1.1 35.8±7.5 44.2±7.7 114.0±18.5c 92.8±30.0 11.6±1.7

Table 3-7.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permatogenic cells in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or saline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or saline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or saline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or saline treatment.
c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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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e morphology of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ice. (A) sham control, showing normal appearance. (B) 12 h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spermatogonia. (C) 3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preleptotene spermatocytes. (C) 1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pachytene spematocytes. (D) 2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round 

spermatids. (E) 4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elongated spermatids.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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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제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

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제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

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2. 달성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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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원자력 분야 연구 경험과 과제 관련 연구 경험을 토대로 원활한 연구수행과 계획한 

연구 성과를 획득하였고, 국내 수의학계에서 우수한 원자력 연구 인력이 양성 될 수 있

는 기회가 되었음.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방사선 피부손상 검색지표 및 대응 기능성 식품 탐색 기술 확립

-기존 식품중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의 생체시험 탐색 기술확립

-고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의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퇴행성 장해 대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및 식품화 유도

-각종 퇴행성 손상 대응식품 개발 분야에 적용 기술로 활용

-고부가가치 노화 방지제품의 개발 기술 자료 제공

-암컷 및 수컷 생식기 장해 평가 기술 획득 및 검색 노하우를 확립하여 보다 다

양한 생물학적 신기능 물질의 검색에 적용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퇴행성 장해 개선제 또는 식품 개발이 관심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내인성 및 외인성 퇴행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며, 관련 산업 발달에 대비한 생체 증명 기술 획득 

-천연물 또는 식품에서의 효과 확인으로 신기능 물질자원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기능성화, 고부가 가치화 유도

-다기능 식품효능의 검색증명 및 기능성 식품 산업화 모색

-전리방사선 장해 경감시험에서 인지된 무독성 기호 식품에서 피부 및 생식기 장

해 대응 효과 유무를 검정하므로써 기존의 장해 경감제와의 차별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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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 퇴행성 장해 개선제품 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적 구매 경향에 

대비

-신기능 조직퇴행 개선물질 검색개발을 통한 기능성 제품의 선택적 구매 충족

-방사선 피부 장해 경감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발굴 및 개발

-방사선 및 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의한 장해 대응 효과를 가진 고부가 기

능성 식품의 창출 방안을 모색하므로서 소비자의 선택적 구매 욕구를 충족

-천연물 또는 식품에 대한 과학적 효과 증명 및 효능 극대화를 유도하므로서 국

민 건강증진에 기여

-기호 천연물 또는 식품의 고기능 건강식품화 유도

-내,외인성 퇴행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2007년도 연구를 통하여, 1.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

식품(녹차, 동충하초, 대잎, 보중익기탕)의 효과 검증, 2. 피부주름 형성에 대한 효

과 (투여 및 피부도포 시험), 3. 피부조직 현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대한 효과 (투여 및 피부도포 시험), 4.피부에서 육안적 종괴 및 

암발생에 대한 효과 (투여 및 피부도포 시험)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방사선 피부 손

상 대응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및 고부가가치 피부 보호 제품으로의 상업화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가 확립되었으며, 기호 천연물 또는 개발 제품의 고기능 건강식품 및 

화장품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08년도 연구를 통하여, 1.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를 위하여 난소일반변화, 폐쇄난포, 3차 난포 및 

황체 변화, 난소변화 관련 기타 조직 변화, 자궁 상피 변화 평가, 2. 시제품(헤모힘)

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를 위해 상

기 방법에 의한 각 평가 지표별 경시적 적용 및 종합적 평가를 완료하였고, 암컷생

식기에 미치는 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영향 및 시제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009

년도 연구를 통하여, 1.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고환정세관의 apoptosis발생,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관내 정자수, 정자

생존율, 기형정자 발생, 고환정세관내 단계별 정자발생세포의 수적변화), 2. 시제품

(헤모힘)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를 

위해 상기 방법에 의한 각 평가 지표별 경시적 적용 및 종합적 평가를 완료하였고, 

숫컷생식기에 미치는 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영향 및 시제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의 방향 및 자료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

용한 생체시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학술논문게재 16(국제10편, 국내 7편)

편, 특허 출원 1, 학술논문 발표 15(국제8회, 국내 7회)회하였으며, 연구과정중 박

사 1명, 석사 6명, 학사 6명을 배출하였다. 미발표 연구결과는 계속 논문화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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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 장수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 및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성인병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

한 국민 각자의 해결 의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

세에 부응하여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검색은 소비자의 선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식품 및 천연물 중에서 새로운 생의학적 기능

을 지닌 물질을 찾아내거나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안전성 및 임상적 효과

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을 지닌 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방서나 

민속의학을 근거로 예로부터 여러 질병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용되어 온 기존의 

한약이나 약초에서 새로운 효능이나 약리작용 기전을 검색하기 위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과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지금

까지의 연구에서 전리방사선 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천연물 또는 식품을 

검색, 확보하였다. 전리방사선 생체장해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대상으로 피부 

퇴행성 손상 경감효과 유무를 평가하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관련 

퇴행성 장해 평가 기술을 획득하며, 개발 시제품의 신기능 검색 및 과학적 자료를 

획득함으로서 자료를 고기능성 식품 및 신기능성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에서는 녹차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

으며,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대잎의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시료 피

부도포 시험에서 효과가 주사군에 비하여 미진한 것은 자외선 장기 조사로 인한 피

부 표피세포의 증생으로 각 시료의 흡수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결과로 사료되며 특

히 보중익기탕 도포군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만성 피부손상을 일부 가중시킬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에서 헤모힘은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개선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최근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낭

성난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헤모힘의 또 다른 신기능이 발굴되었다.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에서 

헤모힘 투여에 따라 초기에는 전세사기 및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

게 억제하였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헤모힘 투여

에 따라  각종 고환 관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헤모힘 투여

에 따라 초기에는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원형정

자세포의 수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고환 장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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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

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

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의 관점에서 활용될 것이다.

가. 경제적 측면

-고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의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

-식품차원에서의 방사선 피부장해 대응 효과의 검색

-천연물에서의 신기능 검색 및 식품화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영역에서도 주요 관심사이며 화

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피부퇴행성 손상 경감 후보식품 도출 및 기능성 피부보호제 개발을 위한 자료획득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수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기술 자료 및 시제품의 장해 

경감 효과 평가 결과 제시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기술 자료 및 시제품의 장해 

경감 효과 평가 결과 제시

-피부 및 생식기계 퇴행성 장해 개선 신기능 자료 확보 및 제품개발을 위한 동물실

험 결과 제공 

나. 사회적 측면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야외활동의 증가 및 대기오염으로 자외선 피부 광노화 및 

암발생에 대한 개선 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 제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보호물질은 화장품의 영역에서도 주요 관심사이며 화

장품시장의 규모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성 확인  

-소비자의 고부가가치 상품, 특히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 제제에 대한 선택적인 구

매 충족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에 따라 고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개발 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 퇴행성 조직 손상 경감 효능이 밝혀진다면 부작

용이 적은 천연물이라는 관점에서 고부가가치의 신기능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

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행성 장해 개선제 개발 및 관련 기술 확보

-천연물 또는 식품에 대한 과학적 효과 증명 및 효능 극대화를 유도하므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자연방사선, 방사선 작업종사, 의료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장해 경감으로 국민 건

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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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측면

-조직 퇴행성 손상의 형태학적 지표의 설정 및 시료 제조 등 기술적 경험축적

-퇴행성 손상 대응 식품의 효과 판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특히 생체시

험의 실시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검색대상 및 적용 실험법의 다양화, 광범위화 달

성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난포 이상 퇴축, 고환 줄기세포 손상 등, 퇴행성 질환

에 대한 연구 기술 및 자료 획득

-노화에 따른 남성 생식기 기능 장해 개선 연구기술 및 자료 획득

-다낭성 난포 등에 의한 여성 생식장해, 불임 등의 연구기술 및 자료 획득 

-내,외인성 호르몬 이상에 의한 암컷 생식기계 장해 평가 동물모델은 적용 기술 확

립



- 90 -

1. Cooper KD, Baron ED, LeVee G, Stevens SR. Protection against 

UV-induced suppression of contact hypersensitivity responses by 

sunscreens in humans. Exp Dermatol. 2002, Suppl 1:20-27.

2. Fisher GJ, Kang S, Varani J, Bata-Csorgo Z, Wan Y, Datta S, Voorhees 

JJ. Mechanisms of photoaging and chronological skin aging. Arch 

Dermatol. 2002, 138:1462-1470.  

3. de Rie MA, Pavel S. Photo dermatology Ned Tijdschr Geneeskd. 2002, 

146(41):1924-1929. 

4. Gil EM, Kim TH. UV-induced immune suppression and sunscreen.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0, 16:101-110. 

5. Milas, L., Hunter, N. Reid, B. O. and Thames, Jr. H. D. : Protective 

effects of S-2-(3-aminopropylamino) ethylphosphorothioic acid against 

radiation damage of normal tissues and a fibrosarcoma in mice. Cancer 

Res., 42, 1888-1987 (1982).

6. Carmina E, Lobo RA. 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 arguably the 

most common endocrinopath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morbidity in 

women. J Clin Endocrinol Metab 1999; 84:1897–1899.

7. Taylor AE, McCourt B, Martin KA, Anderson EJ, Adams JM, Schoenfeld 

D, Hall JE: Determinants of abnormal gonadotropin secretion in clinically 

defined women with polycystic ovary syndrome. J Clin Endocrinol Metab 

1997; 82:2248-2256.

8. Bai YH, Lim SC, Song CH, Bae CS, Jin CS, Choi BC, Jang CH, Lee SH, 

Pak SC: Electro-acupuncture reverses nerve growth factor abundance in 

experimental polycystic ovaries in the rat. Gynecol Obstet Invest 2004; 

57:80-85. 

9. Brawer JR, Munoz M, Farookhi R. Development of the polycystic ovarian 

condition (PCO) in the estradiol valerate–treated rat. Biol Reprod 1986; 

35:647–655.

10. Barria A, Leyton V, Ojeda SR, Lara HE: Ovarian steroidal response to 

gonadotropins and beta-adrenergic stimulation is enhanced in polycystic 

ovary syndrome: role of sympathetic innervation. Endocrinology 1993; 

133:2696–2703.

11. Hasegawa, M., Wilson, G., Russell, L. D. and Meistrich, M. L. 1997. 

Radiation-induced cell death in the mouse testis: relationship to 



- 91 -

apoptosis. Radiat. Res. 147, 457-467.

12. Howell, S. J. and Shalet, S. M. 2005. Spermatogenesis after cancer 

treatment: damage and recovery. J. Natl. Cancer Inst. Monogr. 34, 12-17.

13. Huckins, C. and Oakberg, E. F. 1978. Morpholog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spermatogonia in mouse testes using whole mounted seminiferous 

tubules. II. The irradiated testes. Anat. Rec. 192, 529-542.

14. Kamiguchi, Y. and Tateno, H. 2002. Radiation- and chemical-induced 

structural chromosome aberrations in human spermatozoa. Mutat. Res. 

504, 183-191.

15. Kerr, J. F., Wyllie, A. H. and Currie, A. R. 1972. Apoptosis: a basic 

biological phenomenon with wide-ranging implications in tissue kinetics. 

Br. J. Cancer 26, 239-257.



- 92 -

1. Eisenberg DM, Kessler RC, Foster C, et al.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costs, and patterns of use. N Engl J Med, 

328:246-252, 1993.

2. Craig WJ. Health-promoting properties of common herbs. Am J Clin Nutr, 

70:491S-499S, 1999.

3. Matsumura Y, Ananthaswamy HN. Toxic effects of ultraviolet radiation on 

the skin. Toxicol Appl Pharmacol, 195:298-308, 2004. 

4. Bissett DL, Hannon DP, Orr TV. An animal model of solar-aged skin: 

histological, physical, and visible changes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Photochem Photobiol, 46:367-378, 1987.  

5. Hasegawa M, Wilson G, Russell LD and Meistrich ML. Radiation-induced 

cell death in the mouse testis: relationship to apoptosis. Radiat Res, 

147:457-467, 1997.

6. Kamiguchi Y and Tateno H. Radiation- and chemical-induced structural 

chromosome aberrations in human spermatozoa. Mutat Res, 504:183-191, 

2002.

7. Howell SJ and Shalet SM. Spermatogenesis after cancer treatment: 

damage and recovery. J Natl Cancer Inst Monogr, 34:12-17, 2005.

8. Liu G, Gong P, Zhao H, Wang Z, Gong S and Cai L. Effect of low-level 

radiation on the death of male germ cells. Radiat Res, 165:379-389, 

2006. 

9. Oakberg EF. Sensitivity and time of degeneration of spermatogenic cells 

irradiated in various stages of maturation in the mouse. Radiat Res, 

2:369-391, 1955.

10. Huckins C and Oakberg EF. Morpholog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spermatogonia in mouse testes using whole mounted seminiferous tubules. 

II. The irradiated testes. Anat Rec, 192:529-542, 1978.

11. Allan DJ, Gobe GC and Harmon BV. 1987. Cell death in 

spermatogenesis, pp.229-258, In Potten, C. S (eds.), Perspectives on 

Mammalian Cell Dea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2. Miura M, Sasagawa I, Suzuki Y, Nakada T and Fujii J.  Apoptosis and 

expression of apoptosis-related genes in the mouse testis following heat 

exposure. Fertil Steril, 77:787-793, 2002..

13. Moon C, Jeong CW, Kim H, Ahn M, Kim S and Shin T.  Expression of 



- 93 -

CD44 adhesion molecule in rat testis with ischemia/reperfusion injury. J 

Vet Med Sci, 68:761-764, 2006.

14. Hirshfield AN and Midgley Jr AR. Morphometric analysis of follicular 

development in the rat. Biol Reprod, 19:597–605, 1978.

15. Braw RH and Tsafriri A. Follicles explanted from pentobarbitone-treated 

rats provide a model for atresia. J Reprod Fertil, 59:259–265, 1980.

16. Devine PJ, Payne CM, McCuskey MK and Hoyer PB. Ultrastructural 

evaluation of oocytes during atresia in rat ovarian follicles. Biol Reprod, 

63:1245-1252, 2000.

17. Kim JK, Lee CJ, Song KW, Do BR and Yoon YD. Radiation accelerates 

ovarian follicular atresia in immature mice. In Vivo 13:21-24, 1999.

18. Hendry JH and West CM. Apoptosis and mitotic cell death: their relative 

contributions to normal-tissue and tumour radiation response. Int J Radiat 

Biol, 71:709-719, 1977.

19. Jarrell J, YoungLai EV, Barr R, O’'Connell G, Belbeck L and McMahon A.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creasing doses of ionizing radiation to the 

exteriorized rat ovary of follicular development, atresia, and serum 

gonadotropin levels. Am J Obstet Gynecol, 154:306–309, 1986.

20. Chapman RM. Effect of cytotoxic therapy on sexuality and gonadal 

function. Semin Oncol, 9:84-94, 1982.

21. Billig H, FurutaI I and Hsueh AJ. Estrogens inhibit and androgens 

enhance ovarian granulosa cell apoptosis. Endocrinology 133:2204-2212, 

1993.

22. Tilly JL. Apoptosis and ovarian function. Rev Reprod. 1:162-172, 1996.

23. Lee CJ, Park HH, Do BR, Yoon YD and Kim JK. Natural and 

radiation-induced degeneration of primordial and primary follicles in 

mouse ovary. Anim Reprod Sci, 28:109–117, 2000.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CM-1291/2009

제목 / 부제

방사선이용 조직퇴행 평가 동물시험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김  성  호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문창종, 김세라, 김중선, 박영종, 양미영, 송명섭, 서흥식,

손영훈, 정지선, 장효선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0

페 이 지 93p. 도 표 있음( 0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방사선에 의한 피부 퇴행손상 경감 후보식품을 검색 평가하고,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

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 경감 신기능을 동물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서, 조직퇴행 평

가를 위한 기술을 확립하고 효과 물질 탐색을 위한 자료를 획득한다.

제1차년도 : 자외선 피부손상 경감 후보식품 검색 평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 평가 시험기술 확립

∙피부주름, 피부 조직 손상 및 암발생에 대한 후보식품(4 종 이상)의 효과 검증

∙신기능 후보식품 도출

제2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난소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난소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제3차년도 : 시제품의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고환 관련) 장해 평가 기술 확립

∙시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 장해(고환 관련) 경감 효과 평가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피부손상, 생식기장해, 고환, 난소, 시제품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CM-1291/2009

Title/ Subtitle

In vivo evaluation on organ degeneration using radi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Sung-Ho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and

Department
CJ Moon, SR Kim, JS Kim, YJ Park, MY Yang, MS Song, HS

Seo, YH Son, JS Jung, HS J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Place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10

Page 93p. Ill. & Tab. Yes( 0 ), No ( ) Size Cm.

Note

Open Open( ● ), Closed ( )

Report Type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P e r f o r m i n g

Or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on 

skin and reproductive system of animal due to irradiation via in vivo test, and 

finally acquire fundamental data for evaluation of protective materials on 

degenerative damages.

< 1st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candidate materials on UV-induced skin damages

- Test the effect of candidate materials to protect the skin from photodamage, 

the gross and microscopic changes in the skin of hairless mice and 

materials-treated mice exposed chronically to UV 

<2nd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radiation-induced 

reproductive system (female) damages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chemical-induced 

reproductive system (female) damages

<3rd year>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radiation-induced 

reproductive system (male) damages

l Evaluate the effect of developed product (HemoHIM) on chemical-induced 

reproductive system (male) damage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kin damage, reproductive organ impairment, testis, ovary, 

developed product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초록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