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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작약감초추출물 EGHB010의 안전성, 안정성, 효능 및 작

용기전을 검증하고 대량생산 및 원료의 표준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을 

검증한 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을 추진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내산 작약과 감초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며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EGHB010의 생산 공정도를 확보하여 배치별

로 생산 진행하였음. 생산품의 배치별 지표성분 함량 확인 시험 진행하고 공인

성적서를 발급받았음. 원산지별 국내산 생약의 확보를 통한 중국산 소재와의 

HPLC fingerprint 비교분석을 통해 소재 동등성 확인하였음. EGHB010의 안전성

시험(단회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을 GLP 인증 시험기관

에서 진행하여 섭취한 농도 내에 독성이 없음을 검증하였고, 안정성 평가를 완

료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였음. 제형에 따른 특성 연구를 완료하고 인체적용평

가용 시험약 및 시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한 인체적용평가가 개시되어 진행 

중임. 기능성에 있어 EGHB010이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신생혈관 

생성 억제 및 망막시신경세포 보호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안구건조증 동물모델

에서 눈물분비량을 촉진하고 각막세포의 변성을 예방하는 효능을 확인하였음. 

현재는 모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인허가를 위한 문

서화를 준비 중에 있음.

보고서 면수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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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 기업체 상용화를 위해 국내산 작약, 감초 추출물(EGHB010)의 안

전성, 안정성, 효능 및 작용기전을 검증하고 대량생산 및 원료의 

표준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을 검증한 후 눈 건강에 도

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〇 EGHB010 원료 표준화 및 규격설정

- 국내 재배농가의 작약, 감초를 확보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통한 

원료의 표준화

〇 수탁재배를 위한 국내 대량 재배단지 확보

〇 Scale up을 통한 대량생산 공정 확립

〇 안전성 평가(GLP 기관)

〇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시제품 제작

〇 눈 건강 관련 in vitro/in vivo 효능평가

- 세포실험을 통한 눈 건강 기능성 평가

- 동물실험을 통한 눈 건강 기능성 평가

〇 IRB 승인 및 인체적용시험 

- 인체에서의 눈 건강 예방 및 완화 효능 평가

〇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제형 및 안정성 연구  

〇 눈 건강(황반변성, 눈의 피로, 안구건조)과 관련된 효능 기전 규

명

〇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인허가 진행

-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평가 자료 작성 및 신청

〇 개발된 EGHB010 기능성 원료의 상용화를 위한 눈 건강 제품 추

진 

〇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홍보 전략을 구축

연구개발성과

〇 국내산 작약과 감초를 구매하였으며,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

를 확보

〇 대량생산을 통해 EGHB010의 생산 공정도를 확보하여 배치별로 

생산 진행 

〇 배치별 지표성분 함량 확인 시험 진행

〇 원산지별 국내산 생약의 확보를 통한 중국산 소재와의 HPLC

fingerprint 비교분석을 통해 소재 동등성 확인

〇 EGHB010의 독성시험을 GLP 인증 시험기관에서 진행

〇 대량 생산 배치별 공인성적서를 확보하고 기준 규격을 설정하였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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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영양성분 분석을 실시

〇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여 유통기한을 설정

〇 제형에 따른 특성연구를 완료하고 인체적용평가용 시험약 및 시

제품을 제조함.

〇 인체적용평가가 개시되어 진행 중

〇 EGHB010이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신생혈관 생성 

억제 및 망막시신경세포 보호 효능 및 기전을 확인

〇 EGHB010이 안구건조증 동물모델에서 눈물분비량을 촉진하고,

각막세포의 변성을 예방하는 효능 및 기전을 확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〇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 감초의 기능성 소재 

개발로 황반변성, 눈의 피로, 안구건조와 같은 눈 건강 증상 완

화에 따른 삶의 질 증가를 기대함.

〇 현재 진행 중인 인체적용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인

정형 원료로 허가받아 눈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할 예

정임.

〇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소재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선진국과 

FTA에 대비할 수  있고 생물자원을 이용한 각종 기능성 소재 

개발에 더 큰 활력소가 될 것임.

〇 안과 전문 바이오기업과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리딩 상품으로 포지셔닝 가능할 것임

〇 우수농가와의 수탁재배를 통해 우수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수급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것임.

〇 OEM/ODM을 통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눈 건강기능식품을 출

시할 예정임.

〇 국내 소비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

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작약 감초 황반 눈건강 건강기능식품

영문핵심어

(5개 이내)
Peony Licorice Macula Eye health

Health 

functional 

food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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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작성 양식>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절. 연구개발 목적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원료 소재를 개발하고 

눈 건강 관련 제품의 상품화 및 상용화 기술을 개발함.

<그림 1. 연구 개요도>

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 대상 적용 분야

가. 눈 건강 관련 기능성 구분

(1) 눈 건강 관련 기능성 인자는 황반변성 억제(황반색소 밀도 증가), 눈의 피로 개선, 안구건조 

개선, 시세포 활성도, 시야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당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EGHB010은 황반변성 특히, 건성황반변성 개선을 목표로 함.

나. 황반변성 

(1)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시세포 중 원뿔세포가 밀

집되어있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도 황반의 중심이므로 시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2) 시력이란 대상의 존재와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물체의 상이 황반의 중심오목에 

맺어질 때 가장 예민하고(중심시력), 망막 주변으로 갈수록 저하됨(주변시력).

(3)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물체를 볼 때는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중심시력을 시력이라고 말함.

(4) 따라서 노화, 유전적인 요인, 독성, 염증 등에 의해 황반부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기능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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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시력이 감소되고, 심할 경우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음.

(5) 건성황반변성 :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및 습성황반변성으로 나뉘며, 망막에 드루젠(노폐물들이 

황반부에 쌓여가는 상태)이나 망막색소상피의 위축과 같은 병변이 생긴 경우를 건성황반변성

이라 하며, 흔히 보는 형태로 연령관련 황반변성 모든 증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

통 심한 시력상실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습성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예방이 중요함.

(6) 습성 황반변성 : 전체 황반변성의 약 10%를 차지하며 망막 아래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서 

생기는 질환임. 이러한 신생혈관은 우리 눈의 망막 중에서 특히 중요한 황반부에 삼출물, 출

혈 등을 일으켜서 중심시력에 영향을 주며, 심한 경우 실명을 가져오기도 함.

<그림 2.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의 특징>

<그림 3. 황반변성 모델에서의 효능 검색>

(7) 황반변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증상의 진행을 억제할 근본적인 치료

는 불가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필요한 실정임.

(8) EGHB010은 이러한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효능을 비임상 동물모델을 통해서 확

인하였으며, 대량생산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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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중요성

가. 패러다임의 변화

(1) 국민의 건강관리 및 국가 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의 개념으로 전환되

고 있는 추세임.

(2) 이에 따라,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2011).

<그림 4. 건강기능식품의 위상 변화>

나. 눈 건강 관련 위험군의 증가

(1) 눈 건강 관련 위험군은 세계적인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른 지

나친 안구의 혹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2) 눈에서 생성되는 황반색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드는데 이는 눈 건강에 중요한 지표인자

임(Nolan et. al., Exp. Eye Res. 2007).

<그림 5. 눈의 구조 및 황반색소 밀도 변화>



- 10 -

(3) 노령화와 눈 건강

(가) 노령화로 인해 눈 관련 3대 실명자(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안구건조증 등으로 인하여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나) 2009년 국민건강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당

뇨망막병증 유병율은 11%, 황반변성은 13%였으며 50세 미만의 전반적인 안질환은 2.6%

증가한 반면에 50세 이상 연령대는 52.2% 증가되었음.

<그림 6. 눈 건강관련 위험군의 증가>

(4) 디지털 기기의 발달

(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기기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눈의 피로를 호소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음.

(나) 영상화면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

군’의 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VDT증후군은 근막통증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거북목 등

의 전신 증상을 내포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노출되는 눈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침.

(다) 최근 10년간 안구건조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97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10년 동안의 10대 청소년 환자 증가율은 195%, 30·40대 환자 증가율은   

207%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연령대의 환자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남.

(라)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011년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이상증

상 중 눈과 관련된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1%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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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근 10년간 안구건조증 연령별 및 전체 환자수 추이>

(마) 이러한 눈 건강 관련 위험군은 매년 그 수가 확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음.

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 증가

(1) 눈 건강 관련 다양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시력손상 및 실명을 야

기하여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리므로 질환이 유발된 후 복용하는 약물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처럼 미리 예방하는 제품이 필요함.

(2) 약물의 반복사용은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음.

(3)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눈 건강관련 제품(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등)

은 약 10%의 지연 효능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상황임.

(4) 따라서 국내산 약용식물인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시장의 니즈를 만족할 눈 건강 기능성 효

과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하고자 함.

3절. 연구개발 범위

1. 1차년도

가. 주관연구기관(아이진주식회사)

(1) 원료수급 : 감초는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제천) 장용상 대표 농가에서 국내산 감초를 수급할 

계획임. 연 200~250 ton 생산 중임. 작약은 강진군과 경북 안동시 약초농사 장수항 대표를 통

해 공급 받음. 약 6,000평정도 재배가 가능하며 2~7톤까지 수탁의뢰 가능하므로 우선 안동시 

재배농가에서 공급할 예정임.

(2)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Lab scale 수준에서 진행된 EGHB010 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pilot

scale의 대량 생산을 함.

(3) Lab scale에서 생산된 원료와 Pilot scale에서 생산된 원료와의 동등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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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화된 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 고효율

성의 원료를 다량 확보함.

(5) 국내 농가(강진군 지역농가, 한국감초영농조합)에서 재배한 100 kg 이상의 국내산 작약, 감초

를 확보하고 대량 생산 공정을 통한 조건에서의 적합성 유무와 생산성의 변화 정도를 분석할 

예정이며, Scale-up 에 따른 동등성 확인 등을 관찰할 예정임.

(6) 상세하게 Lab-scale 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조기준을 확립하고, 기준규격 자료를 

문서화 함. 기준규격 항목은 성상, 기능/지표성분의 함량, 유해물질에 대한 것으로 각 항목별

로 설정.

나. 협동연구기관(전북대학교)

(1) EGHB010 원료생약의 표준화연구

(가) 소재의 재배지 정보 및 물질별 동등성 확인 : 소재의 재배지 정보 확인 (재배지/생산자 정보

/생태환경, 재배이력 등), 산지별, 계절별 채집하여 선행연구결과로 확보된 HPLC fingerprint

패턴과 지표 (유효)물질 정보 및 효능검증 등으로 동등성을 확인

① 소재의 재배지 정보 확인 (재배지/생산자 정보/생태환경, 재배이력 등), 산지별, 계절별 채집

하여 선행연구결과로 확보된 HPLC fingerprint 패턴과 지표(유효)물질 정보 및 효능검증 등으

로 동등성을 확인

② 이미 EGHB010의 표준화를 위한 HPLC로 조건 및 지표성분들 8종의 구조 및 함량에 관한 자

료를 확보하였음.

③ 국내산 작약과 감초를 산지별, 계절별로 8종의 지표성분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여 지표성분 함

량이 가장 유사한 국내산 원료생약의 산지와 수확시기를 결정함 

④ 이후 식약처의 기준시험법 및 유효성분 함량기준을 만족하는 표준화 방법을 설정함.

(나) 기준 시험법 및 유효성분 확인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시험 실시

(2) EGHB010안전성 평가(GLP toxicological study)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 DB에 감초는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로 등록 되어 있으나 작

약의 경우 제한적 사용원료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원

료 개별인정을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독성평가를 우선 실시. (단, 식약처 모듬토의 결과에 

따라 진행유무 결정).

(가) 단회투여독성 시험(설치류)

(나) 유전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 염색체 이상시험, 소핵시험)

(3) EGHB010 원료 생약의 혼합비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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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GHB010은 작약과 감초의 2:1 비율 혼합추출물임.

(나) 작약과 감초는 모두 식약처 식품원료 가능소재 등재되어 있으나, 작약의 경우 식품에 제한적

으로 사용가능한 원료임.

(다) 따라서 작약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미만”이어야 하지만 EGHB010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2:1 혼합비율이 문제

되지 않음.

(라)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일반적인 식품원료 사

용규정에 있는 혼합비율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에 따라 2:1비율 혼합추출물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모두 구비할 것임.

2. 2차년도

가. 주관연구기관(아이진주식회사)

(1) EGHB010을 이용하여 최적의 성분을 선정하고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시제품을 생산함.

(2) EGHB010을 이용하여 정(tablet) 형태 또는 분말 형태 등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가장 적합한 

제형을 연구함

(3) 제제연구 : 관능, 성상, 보관온도, 시간 등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formulation을 확립함.

(4) 제작된 제형은 여러 조건에서 장/단기에 거쳐 안정성을 시험을 수행함.

(5) 안정성 연구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 2007-66호, 제2008-53호)를 근거

로 EGHB010의 보관온도, 시간 등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을 분석하여 유통기한 예측시험을 

실시함.

(6) EGHB010의 인체적용시험 설계 및 protocol 개발, 인체적용시험 진행

(가) 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비임상 결과에 따라 바이오마커 및 섭취기간, 피험자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나) 2차년도 1분기에 주관기관에서는 인체적용프로토콜을 완료하고, 인체적용시험약(위약, 진약)

을 제조한 후 2차년도 2분기에는 IRB 승인 후 피험자 모집을 공고하여 3차년도 1분기에는 인

체적용시험을 완료하도록 계획함.

나. 협동연구기관(전북대학교)

(1) 눈 건강 기능성 확인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설정

(가) 비임상(동물실험) 바이오마커들과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식약처에서 

2015년 12월에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편

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

(나) 가이드라인 18페이지 “기능성 시험방법”에 나와 있는 기준 바이오마커를 비임상 및 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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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2) 건성황반변성 모델로서 MNU-induced photoreceptor cell degeneration 모델과 light-induced

retinal degeneration 모델에서 기능평가(대조군 : 루테인 또는 히아루론산)

(가) Photoreceptor cell에 선택적인 cytotoxic compound인 N-methyl-N-nitrosourea (MNU)를 복

강투여한 후 1주일 뒤 outer nuclear layer의 두께 및 세포 핵수를 평가함.

(나) 실험동물의 동공을 확장시킨 후 5000 lux의 빛을 3시간 동안 조사한 후 정상적인 12간 

light/dark cycle을 1주일 유지시킨 후 outer nuclear layer의 두께 및 세포핵 수, 망막전위도

를 평가함.

(3) 습성황반변성 (laser-induced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모델에서 기능평가

(가) Laser로 Bruch’s membrane을 손상시키면 10일 후 wet AMD와 유사한 병변인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생성된다. 약물은 손상유발 직후부터 투여.

(나) CNV의 volume을 측정·약효를 평가.(대조군 : 루테인 또는 히아루론산)

(4) Lipofuscin (A2E) 축적, 로돕신 생성 등 분석

(가) 부검 시 분리한 망막조직으로부터 A2E를 추출 정제한 후  HPLC를 이용하여 A2E를 정량함.

(나) Rhodopsin은 망막조직으로부터 western blot analysi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함

(다) 대조약물로는 루테인을 사용

(5) Scopomatin-induced dry eye 모델에서 기능 평가

(가) 눈물샘의 muscarinic receptor를 억제하기 위해 scopolamine을 Alzet osmotic pump로 피하

에 28일 동안 투여한 후 눈물량 및 각막의 변화를 측정함

(6) 외과적 눈물샘제거 안구건조증 모델에서 기능평가

(가) 눈물샘(exorbital lacrimal gland)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1주일 뒤, 페

놀-레드 thread 눈물량 검사지(FCI Opthalmics Zone Quick, Japan)를 눈꺼풀 외측 끝 부위 

안구표면에 접촉시킨 후 30초 후 눈물에 의해 검사 지의 색이 변한 길이를 측정하여, 비수술

군에 비해 현저하게 눈물 분비량이 감소된 개체들만 이용하여 약효시험을 진행.

(나) 대조약물로는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오메가-3 또는 상용약물인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1 mg/ml, 한림제약, 한국)과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즈(caboxymethyl cellulose; 5 mg/ml, 디알

클리어, 디에치피코리아, 한국)를 사용함

(다) 눈물 분비량은 페놀-레드 thread 눈물량 검사지(FCI Opthalmics Zone Quick, Japan)를 이용

하여 눈꺼풀 외측 끝 부위 안구표면에 접촉시킨 후 30초 후 눈물에 의해 검사지의 색이 변한 

길이를 측정하여 눈물 분비량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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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lectroretinograpy (망막전위도 측정)

(가) 시세포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Retiport ERG system을 이용하여 콘택트렌즈 타입 기록전극

을 각막에 또 다른 기준전극을 이마에 부착한 후 접지전극을 귓불에 부착하고 광자극을 주어 

전위 변화를 기록함.

(나) 광자극 후 짧은 잠복기를 지나 음전위가 발생하며(a파), 뒤이어 양전위(b파)를 측정하여 시세

포의 활성을 측정함.

(8) EGHB010 안전성 평가 (GLP toxicological study) :

1차년에 이어 안전성 평가시험의 단회투여 독성시험 (비설치류)을 진행함 (단, 식약처 모듬

토의 결과에 따라 진행유무 결정).

3. 3차년도

가. 주관연구기관(아이진주식회사)

(1) 인체 적용 평가(계속)

(가) 인체적용시험용 제품(시험군 또는 대조군)을 1회라도 복용한 후 동의 철회 및 중도 탈락하는 

경우, visit 5에 계획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

(나) 시험대상자가 시험참여 도중 동의를 취소 할 경우, 시험담당자가 visit 5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시험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시험제품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추적조사(follow up)를 실시함.

(다) 만약, 시험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추가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추가하지 않음. 또

한, 방문기준일로부터 4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시험대상자의 경우에는 조

기종료로 마무리 함.

(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인허가를 위한 문서화 및 신청

(가) 구비서류 작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약감초 추출물의 눈건강 기능성 인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작성함.

(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심사 요소 및 심사 절차 : 기능성 원료의 경우 고시형과 개별인

정형 원료로 분류되며 개별인정형 인허가를 위해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제출자료를 본 과

제를 통해 문서화하여 개별인정 신청을 추진함. 본 연구 과제를 통해 개별인정된 원료는 건

강기능식품 개발 및 상용화에 사용될 예정임.

(3) 개발된 원료의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눈건강 제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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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건강 기능식품 개발 : 제형연구를 통해 확인된 제형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기업(GMP)

에 OEM/ODM 의뢰를 통해 제품을 출시를 추진함.

(나) 양산 및 판로 확보

① 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한 판매

② 대형 유통사 및 제약사 등에 OEM/ODM 제안을 통한 제품 출시

③ 국내/국제 기능성 소재 박람회 참가로 제품을 전시하고 lanuching show 및 symposium 개최

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④ 해외 판매망 개척

나. 협동연구기관(전북대학교)

(1) A2E 생성 억제 및 산화 억제 기전 연구:

(가) ARPE-19 세포주에서 A2E 생성 억제 및 산화 억제 및 A2E에 의한 세포손상 억제 기전 규명

(나) 테스트 시료와 A2E를 혼합한 후 청색광을 조사하여 산화된 A2E량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함

(다) 또한 A2E를 처리한 ARPE-19 세포에 축적된 A2E를 추출 정제한 후 HPLC를 이용하여 A2E

를 정량하거나, oxidized A2E에 의한 ARPE-19 cell의 세포독성 예방정도를 분석함

(2) 신생혈관 억제 기전 규명:

(가) 망막혈관 내피세포에서 VEGF signaling pathway에 관한여하는 억제 기전을 확인

(나) 망막혈관 내피세포에서 tube formation 및 migration 억제 효능을 확인함

(다) 망막혈관 내피세포에서 permeability를 측정하고, tight junction protein loss에 관여하는 기전

을 검증함

(3) 시신경 세포 보호 기전 규명:

(가) 산화 스트레스억제 및 드루젠 축적억제 등과 같은 시신경세포 보호와 관련된 기전을 규명

(나) ARPE-19 세포주에서 H2O2로 유도하는 산화스트레스 억제 효능을 규명

(다) 드루젠의 구성성분이 A2E 이외에 oxidized LDL 등에 의한 색소상피세포의 손상 억제 효능 

및 기전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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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원료 확보

가. 작약(Paeonia lactiflora Pallas) 원재료 확보

(1) 사용부위 : 뿌리, 4년근을 사용함.

(2) 작약의 구매 : 2015년 수확된 충남 부여산 작약을 씨케이(주) 도매업체를 통하여 구입함.

(3) 원산지 증명 및 안전성 확인 : 작약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였으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약전(KP) 기준의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였음(그림 1, 2).

<그림 1. 작약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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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그림 2. 작약의 시험성적서>

나.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원재료 확보 

(1) 사용부위 : 사용부위는 뿌리이며 2년근을 사용함.

(2) 감초의 구매 : 2015년 11월 수확된 충북 제천산 감초를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구

입함.

<그림 3.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

(3) 원산지 증명 및 안전성 확인 : 감초의 기원 확인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를 

확보하였음. 또한, GAP 인증 시 발급받았던 안전성 증빙 서류인 중금속 및 잔류농약에 관

한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였음(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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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초의 GAP 인증서>

<그림 5. 감초의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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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lot scale 생산

가. 1차 배치 생산 및 공정도 확보

(1) 기 확보된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lab scale 수준에서 진행된 생산결과를 바탕으로 pilot

scale의 대량 생산을 실시함.

(2) 1차 배치의 생산은 아래와 같은 공정으로 진행하였음(그림 6).

<그림 6. 생산 공정도>

(3) 세부적인 생산 공정

(가) 원재료의 칭량 및 세정

① 건조된 작약과 감초를 2:1의 비율로 칭량함(작약, 감초 원산지 : 국산).

② 칭량된 건조 작약과 감초를 추출 탱크에 넣고, 3-5분간 정제수로 세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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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재료의 추출 : 세정된 원재료에 5배수의 정제수를 넣고 환류 추출을 함. 이 때 환류 속

도는 2700 RPM 정도로 유지되도록 함.

(다) 추출물의 여과 : 추출물을 Pore size 50 Micron의 filter로 여과함.

(라) 추출물의 혼합

① 추출물의 건조감량을 확인한 후 추출액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함.

② 말토덱스트린은 식품첨가물 공전의 규격에 적합하여 식품 grade임을 확인 함.

(마) 혼합물의 농축 : 혼합물을 50±10℃에서 감압농축을 하되, 최종 농축물의 고형분 함량은 

35±5% 정도로 맞춤.

(바) 건조 : 170±30 ℃ 온도에서 수분율 5% 미만이 될 때까지 건조함.

(4) 생산 수율 : 최종 수율은 부형제를 포함하여 약 40±5% 임.

나. 생산 공정 단계별 지표함량 분석

(1) Pilot scale로 생산된 생산품을 이용하여 공정 단계별로 지표성분 분석을 실시함(분석조건은 

표2, 4 참조).

<표 1. 공정 단계별 지표함량>

     지표성분
추출액

(부형제 미포함)

농축액

(부형제 포함)

최종 생산품

(95% 고형분)

Paeoniflorin 20.9 mg/g 18.5 mg/g 16.2 mg/g

Glycyrrhizin 1.7 mg/g 1.6 mg/g 1.6 mg/g

(2) 지표성분인 paeoniflorin은 생산 공정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았으며,

glycyrrhizin함량은 생산 공정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음.

다. 5개의 배치 생산

(1) 기 확보된 생산 공정도를 이용하여 총 5개의 배치 생산을 실시함.

(2) 모두 생산이 완료되어 생산품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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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배치의 지표함량 확인

가. 지표함량 확인

(1) 작약 지표 성분(Peoniflorin)

(가) 작약 지표 물질 확인을 위해 약전 작약 정량법에 따라 Paeoniflorin 분석을 수행하였음.

작약 약전 분석 조건은 표 2와 같음.

<표 2. 약전 작약 HPLC 분석 조건>

HPLC system Agilent 1260 infinity

Column
Luna C18(2) (Phenomenex, 

250x4.6 mm, 5μm)

Detector DAD (wavelength 230 nm)

Column oven temperature 25 oC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5 μL

Sample concentration
10 mg/mL 

(샘플 제조 시 20% Methanol에 녹임)

Solvent Water (A), Acetonitrile (B)

Gradient

 0 min (A : B = 90 : 10)

15 min (A : B = 90 : 10)

30 min (A : B = 80 : 20)

45 min (A : B = 65 : 35)

48 min (A : B = 50 : 50)

55 min (A : B = 50 : 50)

(나) Paeoniflorin peak 확인 및 정량 곡선 작성을 위해 약전 작약 HPLC 분석조건을 이용하여 

표준 시료인 Paeoniflorin (sigma-aldrich/P0038)을 농도별 희석하여 HPLC 분석을 수행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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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도별 Paeoniflorin(표준 시료) peak spiking>

(다) 농도에 따른 Paeoniflorin peak 확인 결과 retention time 29분으로 일치하였음. 본 결과 

데이터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하였음.

<표 3. 농도에 따른 Paeoniflorin(표준 시료) peak 머무름 시간 및 면적>

농도 (μg /ml) 머무름 시간 (min) 면적

31.25 29.94 320422

62.5 29.82 603182

125 29.753 1337549

250 29.7 2723619

500 29.653 5625995

1000 29.627 11395989

(라) 그림 7과 동일하게 머무름 시간이 29분으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 본 데이터를 바탕

으로 그림 8과 같이 정량 곡선 작성함.

<그림 8. 작약 지표 성분 Paeoniflorin 정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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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system Agilent 1260 infinity

Column
Luna C18(2) (Phenomenex, 

250x4.6 mm, 5μm)

Detector DAD (wavelength 254 nm)

Column oven temperature 25 oC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5 μL

Sample concentration
10 mg/mL 

(샘플 제조 시 20% Methanol에 녹임)

Solvent
6.7% Acetic acid in water (A), 

Acetonitrile (B)

Gradient  A : B = 60 : 40

(마) 정량 곡선 작성 결과 R2값 0.9999로 직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작성된 정량식을 이용하여 

작약 지표 물질 함량 계산 시 사용함.

(2) 감초 지표 성분(Glycyrrhizin)

(가) 감초 지표 물질 확인을 위해 약전 감초 정량법에 따라 Glycyrrhizin 분석을 수행하였음.

감초 약전 분석 조건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약전 감초 HPLC 분석 조건>

(나) Glycyrrhizin peak 확인 및 정량 곡선 작성을 위해 약전 감초 HPLC 분석조건을 이용하여 

표준 시료인 Glycyrrhizin(sigma-aldrich/50531)을 농도별 희석하여 HPLC 분석을 수행하였

음.

<그림 9. 농도별 Glycyrrhizin(표준 시료) peak sp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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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ug/ml) 머무름 시간 (min) 면적

0 0 0

6.25 9.267 48208

12.5 9.273 92112

25 9.28 205380

50 9.307 479499

100 9.3 1002836

200 9.307 2139824

400 9.313 4409272

(다) 농도에 따른 Glycyrrhizin peak 확인 결과 retention time 9.313분으로 일치하였음. 본 결

과 데이터를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하였음.

<표 5. 농도에 따른 Glycyrrhizin(표준 시료) peak 머무름 시간 및 면적>

(라) 그림 9와 동일하게 머무름 시간이 9.2 ~ 9.3분으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림 10과 같이 정량 곡선 작성함.

<그림 10. 감초 지표 성분 Glycyrrhizin 정량 곡선>

(마) 정량 곡선 작성 결과 R2값 0.9995로 직선성 확인하였으며, 작성된 정량식을 이용하여 감초 

지표 물질 함량 계산 시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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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b-scale, pilot-scale 지표함량 비교

(1) 생산 규모에 따라 지표 성분 함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음(표 10).

<표 10. 생산 규모에 따른 지표 물질 함량 (mg/g)>

           지표 물질

생산 규모

작약 지표 물질

(Paeoniflorin)

감초 지표 물질

(Glycyrrhizin)

Lab-scale 18 1.02

Pilot-scale 18.6 2.0

* Lab-scale = 100% 작약 감초 열수 추출물의 지표(paeoniflorin 60.1mg/g, glycyrrhizin 3.4mg/g) 값 x 3/10 ,

Pilot-scale = 작약 감초 열수 추출물 : 부형제(Dextrin) = 3 : 7

(2) Lab-scale과 Pilot-scale 함량 비교 결과 작약 지표 물질(Paeoniflorin)의 함량은 감소한 반

면 감초 지표 물질(Glycyrrhizin)의 함량은 증가함을 확인하였음.

다. 기준규격 확립

(1) 기준 시험법 확인

식품공전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대한약전을 참고하여 EGHB010의 기준 

및 시험법을 확인함.

(2)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가) 대량생산된 생산품 3개 배치의 공인 시험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

며, 성적서를 바탕으로 시험 방법 및 기준규격을 설정함(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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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험방법 및 규격>

항목 시험방법 기준규격

성상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9.1 성상(육안으로 관찰)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이물

일반이물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9.2.1 일반이물
미검출

금속성이물

(mg/kg)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9.2.1 마. 금속성이물

10.0 이하(크기 2.0 mm 이상은

미검출)

지표성분

함량

패오니플로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전 작약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글리시리진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전 감초

수분함량(%)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1.1.1 수분
5 이하

중금속

납(mg/kg)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법
0.5 이하

카드뮴(mg/kg)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법
0.5 이하

총수은(mg/kg)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법
1.0 이하

총비소(mg/kg)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법
1.0 이하

대장균군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3.7 대장균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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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시험된 3개의 배치에서 결과 값이 거의 

유사하였음.

<그림 11. 공인 시험성적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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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인 시험성적서>

(다) 따라서, EGHB010의 생산 및 공정상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며, 확보된 공정을 바탕으로 추

후 생산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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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양성분 확인

(1)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시에 필요한 영양성분 확인을 위하여 공인성적서 발급기관인 한국기

능식품연구원에 의뢰 후 영양성분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확보함(그림 12).

(2) 제품에 적합한 1회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 다만, 1회 제공기준

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은 100 g당 혹은 100 mL당(액체) 으로 표시하되, 그 내용량

이 100 g (mL) 미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포장량 당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EGHB010은 

100 g 함량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함.

<그림 12. 영양성분 검사>

(3) 식품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는 탄수화물 330 g, 단백질 55 g, 지방 51 g, 포화지방 15 g,

콜레스테롤 300 mg, 나트륨 2,000 mg 이며 이를 참고하여 일일 섭취량이 결정된 후 제품 

출시 시, 병용 기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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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약처 사전상담

가. 상담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 DB에 감초는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로 등재 되어 있으나 

작약의 경우 제한적 사용원료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개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평가를 위

해 2016년 10월 26일 식약처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담당 : 영양기능연구팀 구태현 주무

관).

나. 식약처 사전 상담 결과

(1) 본 연구진은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7), ②, ㉮ '식품에 제

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 명시되어 있는 동·식물 등은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시 50%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 사용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작약 

47.6%, 감초 23.8%, 덱스트린 28.6% 에 해당하므로 안전성 평가 범위 중 의사결정도 '다'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2) 식약처 담당주무관은 덱스트린이 지표성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약의 배합비가 66.6%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안전성 평가 범위 중 의사결정도 '라'에 해당하므로 독성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고 의견 주심.

(3) 제출한 자료인 작약, 감초 각각의 독성결과, 작약감초탕의 독성결과 보고서(쯔므라제약, 작

약:감초=1:1), 섭취량 근거 자료 등이 안전성 평가에 충분한 자료로 반영되어 의사결정도 '

다'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독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면 '라'에 해당하므로 인

허가시 '다'로 신청하여도 추후 보완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 주심.

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2016년 11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 됨.

(2)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 범위 중 의사결정도 ‘다’와 ‘라’ 항목이 모두 ‘다’ 항목으로 통

일되어 독성시험자료 제출은 필수 항목이 되었음(그림 13, 표 12).

(3) 따라서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GLP toxicological

study, 독성시험자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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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는가?

⑤섭취경험이 있는 등 
식품, 조류, 미생물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인가?

②섭취경험이 있는 등 
식품, 조류, 미생물 등의 
원료 자체인가?

③알려진 부작용이 
있는가?

④섭취량이 일상 섭취량
보다 증가 하였는가?

⑥물리적인 추출 또는 
단순추출물인가?

⑦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가?

⑧합성한 원료인가?
⑨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가?

⑩섭취량이 일상 섭취량
보다 증가 하였는가?

⑪섭취량이 일상 섭취량
보다 증가 하였는가?

⑫기타원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나

나

다

다

다

다

다

다

<그림 1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표 12. 의사결정도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범위>

제출되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 가 나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청할 수 없음 ü

섭취 근거 자료 ü ü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ü ü

섭취량평가자료 ü ü

인체적용시험자료 ü

독성시험자료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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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료 생약의 표준화 연구

가. 연구 방법

(1) 국내산 작약과 감초 생약의 원산지별 확보

국내산 작약 2종을 충남 부여와 전남 화순에서 확보하였으며, 국내산 감초 5종을 경북 안

동시 와룡면, 강원도 평창, 전남 지리산, 충북 제천, 충남 금산으로부터 확보함.

(2) 국내산 작약과 감초의 lab scale 추출공정 확보

(가) 2종의 국내산 작약에 각각 약 6배의 증류수를 가하고, 약탕기로 약 2시간 정도 전탕하여 

감압 농축한 후 48시간 이상 동결 건조하여 2종의 원산지별 작약 열수 추출물을 제조함.

(나) 상기의 작약 열수 추출물 제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5종의 원산지별 감초 열수 추출

물을 제조함.

(3) HPLC 분석통한 동등성 확보

(가) HPLC 분석에는 Agilent 사의 1200 HPLC system, DAD 검출기 및 Chemstation software

를 사용함.

(나) Phenomenex사의 Luna C-18(2) (4.6 × 250 mm) 분석컬럼을 사용하였고, 컬럼온도는 40

°C로 설정함.

(다) 이동상은 0.1% 개미산이 포함된 물(A)과 아세토니트릴(B)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유속 1.0

ml/min으로 하였으며 검출기 파장은 250 nm로 설정함. 이동상의 조성비율 gradient는 다

음과 같음. 92~45% A(0-40분)→45~92%(40-50분)→ 92%(50-60분).

(라) 작약의 지표성분은 paeoniflorin을, 감초의 지표성분은 glycyrrhizin을 선정함. 이상의 분석 

조건을 토대로 국내산 작약 열수추출물 2종과 감초 추출물 5종에 대한 HPLC 분석을 실시

하여 중국산 작약 및 감초 추출물과의 동등성 여부를 확인함.

(4) 국내산 작약감초탕의 lab scale 추출공정 확보 

부여산 작약과 제천산 감초를 (2:1)의 비율로 혼합한 후 약 6배의 증류수를 가하고, 약탕

기로 약 2시간 정도 전탕하여 감압 농축한 후 48시간 이상 동결 건조하여 국내산 작약감초

탕 열수 추출물을 제조함.

(5) HPLC 분석통한 동등성 확보 

(가) 상기의 작약 및 감초 열수추출물의 분석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

표성분으로는 Gallic acid, Oxypaeoniflorin, Albiflorin, Paeoniflorin, Liquiritin apioside,

Liquiritin, Benzoic acid, Glycyrrhizin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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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한 8가지 지표성분에 대하여 EGHB010(=국내산 작약감초탕)과 중국산 작약감초탕의 

HPLC fingerprint를 비교 분석함.

나. 연구 결과

(1) 국내산 작약과 감초 생약의 원산지별 확보

(2) EGHB010의 구성약재 작약의 HPLC 분석

원산지별 국내산 작약의 HPLC 분석결과 지표성분인 paeoniflorin의 함량이 중국산에 비

해서는 낮게 나왔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여산이 화순산보다 paeoniflorin의 함

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옴(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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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GHB010의 HPLC 패턴>

(3) EGHB010의 구성약재 감초의 HPLC 분석

원산지별 국내산 감초 5종의 HPLC 분석결과 지표성분인 glycyrrhizin의 함량이 중국산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으나 국내산 감초에서는 모두 유사한 결과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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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산 EGHB010(작약감초탕)과 중국산 작약감초탕의 HPLC 분석

부여산 작약과 제천산 감초를 혼합한 국산 작약감초탕과 중국산 작약감초탕의 HPLC 분

석결과 8가지 주요성분의 피크들을 모두 확인하여 HPLC fingerprint의 유사성을 확인함.

앞선 작약, 감초 단일 추출물에 비해 혼합추출물에서는 중국산과 국산 사이에 지표성분들

의 함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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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성 평가

가. 단회투여독성시험

(1) 설치류의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시험 개요

본 시험은 EGHB010을 Sprague-Dawley 랫드에 단회 경구 투여 하였을 때의 독성을 조사

하고, 개략의 치사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함.

(나) 시험계

종 및 계통 : 특정병원체 부재(SPF) 랫드

(다) 시험군

(라) 투여

임상예정경로인 경구 투여로 실시함. 투여횟수는 1회/일 투여함. 투여방법은 경구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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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험 결과 

① 모든 시험군에서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② 암수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관찰된 시험물질색 변은 시험물질 투여 후 1 일째 관찰되었고,

체중 변화에 영향이 없었기에 시험물질이 과량 투여되어 나타난 독성학적으로 무의미한 변

화로 판단하였다.

③ 체중변화에서는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④ 부검소견에서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바) 결론

본 시험의 조건에서 개략의 치사량(Approximate lethal dose: ALD)은 암수 5,000 mg/kg

이상으로 판단하였음.

(2) 비글견의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시험 개요

본 시험에서 대조군은 암수 각 1 마리, 시험물질투여군은 암수 각 2마리의 비글견에 시험

물질인 EGHB010의 500→1,000→2,000 mg/kg을 4 일 간격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단회 경구

투여 시 나타나는 독성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함.

(나) 시험계

① 종 및 계통 : Dog, Beagle

② 암수 각 3마리, 5개월령, 수컷: 7.29~7.51 kg, 암컷: 6.07~7.33 kg

(다) 시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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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여

임상예정경로인 경구 투여로 실시함. 개체별 투여액량은 투여당일의 체중을 기준으로 산

출하고, 경구 투여용 카테터를 부착한 일회용 주사기 (50 mL)를 이용하여 위내에 강제 투

여하였으며, 투여하고 약 2시간 후에 사료를 공급함. 또한, 4일 간격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총 3회 투여함.

(마) 시험 결과 

① 일반증상 : 실험기간 중, 암수 모든 시험군에서 사망동물은 발생하지 않았음. 2,000 mg/kg

투여 후, 수컷에서만 2례 모두에서 투여 후, 약 6시간에 설사 (diarrhea)가 관찰되었음.

② 체중 : 암수 모두에서 시험물질의 투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③ 부검 : 대조군을 포함한 암수 모든 동물에서 어떠한 육안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음.

(바) 결론

본 시험조건 하에 암수 비글견에 대한 최대내성용량 (MTD)은 2,00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 유전독성시험

(1) 복귀돌연변이시험

(가) 시험 개요

본 시험은 히스티딘 요구성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 균주

와 트립토판 요구성 Escherichia coli (WP2uvrA(pKM101)) 균주를 이용하여 복귀돌연변이시

험을 실시함.

(나) 균주의 유전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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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량설정

대사활성계 존재하 및 부재하의 모든 균주는 5,000 μg/plate을 본시험의 최고용량으로 하

고, 최고용량을 포함하여 공비 2의 총 5단계(312.5, 625, 1,250, 2,500 및 5,000 μg/plate)로 

설정함.

(바) 시험 결과 

① 시험물질에 의한 복귀돌연변이 콜로니수 : 대사활성계 존재하 및 부재하의 모든 균주는 음

성대조군과 비교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복귀돌연변이 콜로니수의 용량의존적인 증가가 관찰

되지 않았음

② 시험물질에 의한 생육저해 및 침전 : 대사활성계 존재하 및 부재하의 모든 균주 및 모든 용

량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침전 및 생육저해가 관찰되지 않았음.

③ 음성대조군의 복귀돌연변이 콜로니수는 historical data 범위 내에 평가 되었고, 양성대조군

의 복귀돌연변이 콜로니수는 음성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여 뚜렷한 복귀돌연변이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음

(사) 결론

시험물질 EGHB010은 본 시험조건에서 박테리아 균주의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소핵시험

(가) 시험 개요

유전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ICR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하여 소핵 유발 여부를 검토하였

음.

(나) 시험계

종 및 계통 : 특정병원체 부재(SPF) ICR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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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군

(라) 투여

임상예정경로인 경구 투여로 실시함. 투여횟수는 1회/일 투여함. 투여방법은 경구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함.

(마) 시험 결과 

① 일반증상 및 사망동물 : 모든 용량군에서 이상증상 및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환률 

및 사망률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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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중변화 : 각 군간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중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음).

③ 소핵다염성 적혈구 및 다염성 적혈구의 출현 빈도 : historical control data의 범위 내에 있

었으며, 해당시험은 적절한 조건하에서 실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바) 결론

본 시험의 조건에서 EGHB010은 마우스의 골수세포에서 소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됨.

(3) 염색체이상시험

(가) 시험 개요

본 시험은 EGHB010의 염색체이상 유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hinese hamster

lung(CHL)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을 실시함.

(나) 시험계

Chinese hamster lung (CHL/IU) cell

(다) 시험군

(바)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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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사활성계 존재하의 단시간처리군은 음성대조군에 비해 염색체이상세포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음.

② 대사활성계 부재하의 단시간 처리군 및 연속 처리군에서 음성대조군에 비해 염색체이상세

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음.

③ 양성대조군은 각 조건에서 염색체이상세포가 음성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여 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사) 결론

시험물질 EGHB010은 본 시험조건에서 염색체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반복투여독성시험

(1) DRF 독성시험

(가) 시험 개요

시험물질 EGHB010을 Sprague-Dawley 랫드에 2주간 반복 경구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여 추후 진행할 13주간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용량설정에 참고하고자 본 시험

을 수행함.

(나) 시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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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군

(라) 투여

임상예정경로인 경구 투여로 실시함. 투여횟수는 1회/일, 7일/주, 2주간 투여함. 투여방법

은 경구 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함

(마) 시험 결과 

① 일반증상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② 체중변화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③ 사료섭취량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④ 물 섭취량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⑤ 안과학적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⑥ 요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⑦ 혈액학적검사 결과,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암수에서 총 빌리루빈(TBIL) 농도가 

증가하였음.

⑧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⑨ 장기중량 측정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⑩ 부검소견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바) 결론

① 시험물질 EGHB010을 Sprague-Dawley 랫드에 2주간 반복 경구 투여 하였을 때, 시험물질

에 의한 영향으로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암수에서 TBIL 농도의 증가가 관찰

됨.

②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실시할 13 주간 반복 경구 투여 독성시험에서는 장기간의 투

여기간을 고려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독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5,000 mg/kg/day를 

고용량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로 공비를 2로 하여 2개의 군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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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제물 분석법 검증

(가) 시험개요

HPLC-UV를 이용한 멸균주사용수 현탁액 중 EGHB010 (조제물)의 분석법을 검증하기 위

해 수행함.

(나) 분석 조건

(다) 분석 방법

① 분석법 검증 : 분석법 검증은 특이성, 시스템 적합성, stock standard comparison (SSC),

performance check standard (PCS),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균질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평가함. QC 시료는 EGHB010로서 저농도(5 mg/mL) 및 고농도(500 mg/mL)로 조제함.

② 농도 산출 : 분석물질의 피크 면적을 세로축으로, 이론 농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검량선 회귀방정식으로 역환산한 표준물질의 농도로 나타냄. 농도산출은 분석 

장비의 운용프로그램(Empower 3, Version 3471)을 사용함.

(라)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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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석용매 및 부형제 중 분석물질의 정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인성 간섭물질은 확인되지 않

음. 분석법 검증 기간 동안 시스템은 적합하였고, 매 배치마다 평가한 SSC 및 PCS는 기준

에 적합하였음.

② Paeoniflorin은 1~10 µg/mL의 농도범위에서 직선성을 보임.

③ QC 시료는 정확성, 정밀성 및 균질성 기준을 충족함. 또한 QC 시료는 실온에서 5시간, 냉

장 조건에서 7일간 그리고 전처리 후 15 ℃ auto-sampler 내에서 5시간 안정함.

(마) 결론

분석방법은 멸균주사용수 현탁액 중 paeoniflorin을 정량하기에 적합함.

(3)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가) 시험 개요

본 시험은 시험물질 EGHB010을 Sprague-Dawley 랫드에 13 주간 반복 경구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여 무독성량 및 표적장기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함.

(나) 시험계

(다) 시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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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여

임상예정경로인 경구 투여로 실시함. 투여횟수는 1회/일, 7일/주, 13주간 투여함. 투여방

법은 경구 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함

(마) 시험 결과 

① 일반증상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② 체중변화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③ 사료섭취량 측정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④ 물 섭취량 측정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⑤ 안과학적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⑥ 요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⑦ 혈액학적검사 결과, 1250 mg/kg/day 투여군 암컷과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암

수에서 RBC및 HGB의 증가,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수컷에서 HCT의 감소와 암

컷에서 MCV, MCHC의 증가 및 HDW의 감소, 5000 mg/kg/day 투여군 수컷에서 MCV의 

증가 및 HDW의 감소와 암컷에서 RDW의 감소,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 암컷에서 RET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독성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변화였음.

⑧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⑨ 장기중량 측정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⑩ 부검소견 관찰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⑪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바) 결론

① 시험물질 EGHB010을 1250, 2500 및 5000 mg/kg/day 용량으로 Sprague-Dawley 랫드에 

13 주간 반복 경구 투여 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1250 mg/kg/day 투여군 

암컷과 2500 mg/kg/day 이상 투여군 암수에서 RBC, HGB, HCT, MCV, MCH, RDW,

HDW 또는 RET의 증가 또는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독성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변화였음.

② 따라서, 본 시험조건에서 시험물질 EGHB010의 무독성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은 암수 모두 5000 mg/kg/day로 판단하고, 표적 장기는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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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정성 평가

가. 유통기한 설정 시험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6-85 호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건

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

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

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

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2) 그리고 실온 유통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을 원칙적으로 35 ℃를 포함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봄, 가을, 여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나. 실험 조건 

(1)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한 생산품 3개 배치(EGHB010-P-02, EGHB010-P-04, EGHB010-P-05)를 

4℃, 25℃, 35℃에서 6개월 간 저장시키면서 실험주기는 저장 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실험

을 수행함(표 13).

<표 13. 안정성 평가조건>

구분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저장온도 4 ℃, 25 ℃, 35 ℃ 저장기간 6개월

대조구 - 실험횟수 7회

유통온도 실온 실험반복수 3회

(2) 시험의 품질한계는 표 3과 같이 원료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를 설정함(표 14).

<표 14. 안정성 평가 품질한계>

품질지표 품질한계 근거

대장균군 음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 대장균군 기준에 따라 음성으로 설정

수분(%) 5 이하 분말에 대한 수분의 자체 규격 강화를 위하여 설정

성상(점) 3 이상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9. 일반시험법, 9.1. 성상(관능시

험)의 5점 척도 중 3점 이상 적합기준에 따라 설정

패오니플로린(mg/g) 11.6 이상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상에 측정된 3배치 평균 패오니플

로린 함량의 80% 이상으로 설정

글리시리진산(mg/g) 2.3 이상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상에 측정된 3배치 평균 글리시리

진산 함량의 80%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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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변화 확인 

(1) 6개월 간 가속조건으로 실시된 EGHB010의 안정성 시험 결과는 표 15와 같이 확인됨.

(2) 모든 온도 조건과 품질항목에서 6개월 동안 품질지표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를 바

탕으로 유통기한을 산출함.

<표 15. 품질변화>

구분 저장기간(개월)
온도조건

4 ℃ 25 ℃ 35 ℃

수분

(%)

0 2.9 2.7 3.0

1 3.7 3.5 3.3

2 3.5 3.3 3.1

3 3.7 3.1 3.3

4 2.5 3.1 2.5

5 3.3 3.8 2.9

6 3.8 2.9 2.7

성상

(점)

0 5.0 5.0 5.0

1 5.0 5.0 5.0

2 5.0 5.0 5.0

3 5.0 5.0 5.0

4 4.9 4.8 5.0

5 4.9 4.9 4.9

6 4.8 4.8 4.8

패오니플로린

(mg/g)

0 15.3 14.2 12.6

1 15.9 15.3 15.5

2 15.5 15.7 15.9

3 15.9 15.3 16.1

4 15.3 15.6 15.6

5 15.2 14.4 12.9

6 15.3 15.0 14.6

글리시리진산

(mg/g)

0 2.9 2.7 2.7

1 2.7 2.7 2.8

2 3.1 3.1 3.1

3 3.3 3.1 3.3

4 3.2 3.2 3.2

5 3.0 2.9 2.8

6 3.3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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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Con.(%) regression 1/T-ln(K) regression

라. 유통기한 산출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유통기한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GHB010의 유통기한을 

예측함(표 16).

<표 16. 품질지표별 유통기한 예측>

구분 차수 최초함량-품질규격 연간변화속도상수 유통기한(일) 유통기한(개월)

수분
0 -2.2000 0.44 1836.27 60.37

1 -0.5798 0.13 1576.27 51.82

성상
0 2.0000 0.32 2267.05 74.53

1 0.5108 0.07 2853.17 93.80

패오니플로린
0 2.4000 0.95 919.16 30.22

1 0.1881 0.07 1017.10 33.44

글리시리진산
0 0.5000 0.79 231.48 7.61

1 0.1967 0.26 271.32 8.92

(2) 실험에 사용된 지표 중 유통기한 설정에 가장 적절한 지표인 성상 0차 반응식을 근거로 

EGHB010의 유통기한은 74개월로 산출됨(그림 15).

Slope (K) Intercept (A0) R2 Ea

193.20 -4.28 0.1041 383.89

<그림 15. 성상의 0차 반응식 활성화에너지와 반응식 차트>

(3) 유통과정 중의 안전성을 고려하고자 안전계수 0.5를 곱하여 최종 유통기한을 36개월로 설

정함. 대장균군은 품질 변화가 거의 없어 상기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지표로서 활용이 불가

능하여 제외함.



- 52 -

8. 제형연구

가. 제형 선택

EGHB010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

제 형태인 정제, 하드캡슐, 연질캡슐의 시제품을 제작하였음.

나. 유효용량 설정

(1) 제형별 제작을 위한 EGHB010 분말 원료의 유효용량은 건성황반변성 동물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320 mg/회‘로 결정함.

(2) 이를 바탕으로 제형별 시제품을 제작함.

다. 제형별 시제품 제작 및 특성

(1) 연질캡슐

(가) 연질캡슐 제조 조건에서 EGHB010은 인습도와 건조중량에서는 적합하였으나 입자도에 있

어 80 mesh에 82%만 통과되었음.

(나) 따라서 입자도에서 연질캡슐은 부적합한 제형으로 판정되어 제형별 시제품은 정제와 하드

캡슐로 진행함.

(2) 정제

(가) 정제의 시제품 생산은 ㈜팜크로스에서 위탁하여 실시함(그림 16).

<그림 16. 정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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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GHB010 원료의 섭취량을 1일 1회 2정 기준으로 정제를 생산하였으며 배합비율 및 함량

은 표 17과 같음.

<표 17. 정제의 배합비>

No 원료명 배합비율(%) 함량(mg)

1 EGHB010 21.350 160.13

2 결정셀룰로오스 71.850 538.88

3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즈칼슘 3.000 22.50

4 아산화규소 1.800 13.50

5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000 7.50

6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즈(코팅용) 1.000 7.50

합 계 100 750

(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제피된 정제의 붕해도 기준은 60분이며, 생산된 정제의 경우 붕해

도가 35분으로 측정되어 적합하였음.

(3) 하드캡슐

(가) 하드캡슐의 시제품 생산은 ㈜팜크로스에서 위탁하여 실시함. 하드캡슐의 경우 인체적용평

가의 제형으로도 선정되어 EGHB010이 함유된 시험약과 함유되지 않은 위약으로 생산을 

실시함.

(나) 캡슐자체 색상은 내용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담갈색(0호)을 사용하였으며 시험약

(EGHB010 함유)과 위약(EGHB010 미함유) 내용물 색상 또한 유사하게 제작함(그림 17).

EGHB010 위약

<그림 17. 하드캡슐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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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GHB010 원료의 일일 섭취량을 1일 1회 2정 기준으로 생산을 진행하였으며 1정당 400

mg으로 제형을 확정하였음(표 18).

<표 18. 하드캡슐 인체적용평가 시험약 및 위약 배합비>

No 원료명 시험약(%) 위약(%)

1 EGHB010 40.000 0.000

2 덱스트린 0.000 40.000

3 결정셀룰로오스 54.100 54.100

4 스테아린산마그네슘 3.000 3.000

5 아산화규소 1.900 1.900

6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0.750 0.750

7 색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0.250 0.250

합 계 100 100

(라) 생산된 하드캡슐은 인체적용평가의 프로토콜에 맞게 포장 및 라벨링을 실시함(그림 18).

<그림 18. 인체적용평가 시험약 및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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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완제품 디자인(안)

(1) 생산된 완제품(가칭-천리안)의 포장 시안을 만들어 도안을 확보함(그림 19).

(2)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시 활용할 예정임.

<그림 19. 가칭-천리안 완제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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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GHB010을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기능성 평가(유효성 평가)

가. 눈 건강 기능성 확인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설정

     비임상(동물실험) 바이오마커들 설정을 위해 식약처에서 2015년 12월에 발간한 “건강기

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편 18페이지 “기능성 시

험방법”에 나와 있는 기준 바이오마커를 전임상의 기능성 평가 바이오마커로 설정하였음.

 

<그림 2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편>

<표 19. 눈 건강 기능성 평가를 위한 바이오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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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N-Methyl-N-nitrosourea(MNU)-induced photoreceptor cell 

degeneration mouse)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디자인

     6주령 male C57BL/6 마우스를 (주)오리엔트 (성남,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순

화 후 사용하였음. 황반변성에서 나타나는 망막조직의 형태학적인 변화 중, photoreceptor 

cell의 손상 및 변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N-methyl-N-nitrosourea (MNU, Sigma, USA)을 

0.05% acetic acid 용액에 1% 농도가 되도록 준비하여 7주령 male C57BL/6 마우스의 복강

에 1% MNU 용액을 각 개체 당 60mg/kg 만큼 복강으로 투여하였으며 정상군에서는 동량

의 0.05% acetic acid만 복강 투여하였음. 시험 약물은 MNU 투여 후 같은 날부터 7일 동안 

매일 1회 경구 투여 하였음. 

(나) 조직병리학적 평가

     시험약물 투여 종료 후 부검을 실시하여 안구를 적출한 후, 10% 중성화 포르말린에 하루 

동안 고정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하여 슬라이드 절편을 제작하였음. 슬라이드 절편은 

Hematoxylin & Eosin (H&E)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음. Photoreceptor cell의 

손상과 변형은 망막조직의 outer nuclear layer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였음. 

(다) Rhodopsin 발현량 분석

     망막조직을 적출한 후 액체 질소에서 급속하게 얼린 뒤 -70℃에 보관하고 실험 직전 사

용하였음. Homogenization buffer (pH7.6)로 균질화한 시료를 lowry 원리를 이용하여 단백

정량한 뒤 30 ug씩 SDS-PAGE하에서 전기영동 하였음. 이후 transfer buffer (0.25 M Tris, 

1.92 M Glycine, pH 8.3-8.4)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Bio-Rad Laboratories, CA, USA)

으로 단백질을 transfer하였음. TBST (200 mM Tris, 1.37 M NaCl, 0.05% Tween 20) 용액에 

5% non fat milk를 녹여 30분 blocking한 후, 일차 항체를 4°C에서 incubation 한 후. 

TBST로 10분씩 3회 세척한 다음 HRP-conjugated된 이차 항체를 반응시키고 다시 TBST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enhanced chemiliuminescence (ECL) 용액으로 반응 시켜 LAS-3000 

(Fuji film, Japan)으로 확인하였음.

(라) TUNEL 염색

     조직절편을 탈 파라핀 하여 수화시킨 후 PBS로 세척한 20 ug/mL 농도의 proteinase K 용

액에 15분간 37 ℃에서 처리한 다음 다시 PBS로 세척하였다. TUNEL reation mixture 용액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AP, Roche, Germany)을 1시간 동안 37 ℃ 반응시킨 후 현

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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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화스트레스 분석: 8-hydroxy-2'-deoxyguanosine (8-OHdG) 염색

     탈파라핀 과정과 함수과정을 거친 slide를 내인성 peroxidase 활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3% 

H2O2 용액에 10분 간 반응시킨 후 0.05% tween 20이 포함된 PBS로 3회 세척하였다. 비특

이적 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5% casein을 이용하여 blocking한 후, 1차 antibody 

(anti-8-OHdG antibody, 1:200)를 1시간 적용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labeled streptoavidin 

biotin (LSAB) kit (Dako, USA)를 적용한 후 3-Amino-9-Ethylcarbazole (AEC) chromogen으

로 발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2)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NaIO3-induced retinal pigment epithelial (RPE) cell degeneration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디자인

     6주령 male SD rat을 (주)오리엔트(성남,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순화 후 사

용하였음. 황반변성에서 나타나는 망막조직의 형태학적인 변화 중, pigmented epithelial 

cell의 손상 및 변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NaIO3 (Sigma, USA)을 멸균 생리식염수에 3.5% 농

도가 되도록 준비하여 7주령 rat의 혀 밑 정맥에 3.5% NaIO3 용액을 각 개체 당 35 mg/kg 

만큼 투여하였음. 정상군에서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 투여하며 시험 약물은 NaIO3 투여 후 

같은 날부터 7일 동안 매일 1회 경구 투여 하였음.  

(나) 조직병리학적 평가

     시험약물 투여 종료 후 부검을 실시하여 안구를 적출한 후, 10% 중성화 포르말린에 하루 

동안 고정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하여 슬라이드 절편을 제작한 다음 Hematoxylin & Eosin 

(H&E)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음. RPE cell의 손상에 의한 outer nuclear 

layer의 folding 부위를 counting하여 평가하였음. 

(다) 망막전위도(ERG)측정

     부검 하루 전 16시간 이상의 암순응 후에, ERG 측정을 위해 isoflurane (포란, 중외제약)

으로 호흡마취 시킨 후 0.5% tropicamide를 이용하여 동공을 산대시켜 전신마취 하에 체온

을 유지 시킨채 안구에 1% methylcellulose를 적당량 도포하고 Gold wire loops 관전극

(recording electrode)을 각막에 접지시키고 불관전극(reference electrode)을 뺨 부위에, 접

지전극(ground eletrode)은 꼬리에 접지시킨 후, ERG의 측정은 Retiport (Roland consul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Stimulation은 white LED light를 이용하여 암순응 섬광

반응 (scotopic flash response)으로부터 a 파와 b 파를 구하였음. 

(3) 습성황반변성 모델동물(Laser-induced choroidal neovascularzation rat)에서 EGHB010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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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디자인

     7주령 male Brown Norway (BN) rat (SLC Japan, Tokyo, Japan)을 1주일 동안 순화시킨 

후, pentobarbital sodium (한림제약, 25 mg/kg)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하였음. 이후 1% 

tropicamide eye drop으로 동공을 확장시킨 후, diode laser (파장: 532nm, 지름: 100 μm, 

파워: 150 mW, 기간: 0.1 sec)를 이용하여 optic nerve head 주위로 6군데 광응고 

(photocoagulation) spot을 만들었으며, Bruch’s membrane의 파괴는 특징적인 bubble의 형

성으로 검증하였음. 광응고 처리 후 rat들은 무작위로 군당 10마리씩 5군으로 군 분리한 

다음 각 군에 맞는 농도로 약물을 조제하여 10일간 경구 투여 하였음.  

(나)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의 평가

     약물투여 10일 후 동물을 희생한 후 안구를 적출하여 현미경 하에서 cornea와 sclea 인접 

부위에서 안구를 절개한 후 안구의 뒷부분 조직을 이용하여 retina 떼어낸 후 subretina 부

위가 포함된 결막조직을 분리하였음. 분리한 조직은 4% paraformaldehyde에 1시간 고정 후 

PBS로 세척하여 5% Triton X-100 과 1% BSA를 포함한 PBS에 3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다

시 세척 후 PBS에 1 mg/mL로 녹인 endothelial cell marker인 isolectin B4 (sigma)을 1:50으

로 희석하여 4 ℃에서 overnight 하였음. 0.05% Tween 20이 포함된 PBS로 2시간 동안 세

척한 후 streptavidin TRITC를 1:500으로 희석하여 37 ℃에서 4시간 반응시킨 후 PBS로 30

분 세척하여 형광형미경 (BX51, Olympus, Japan)하에서 관찰하였으며 Subretina 

neovascularization 부위의 크기는 Image J software (NIH,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다) VEGF mRNA 발현량 분석을 위한 Real-time PCR

     부검 시 분리한 subretina 부위가 포함된 결막조직으로부터 Trizol을 이용하여 RNA를 분

리한 후 RNA 1 μg을 Oligo primer가 포함된 RT-premix (Intron, Korea)을 이용하여 cDNA

를 합성하고 다음의 primer를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음. VEGF - 5′-TCC 

TCC TAT CTC CAC CAC CTA TCC-3′ and 5′-GAC CCA GCC AGC CAT ACC C-3′; 

GAPDH - 5′-AAC GAC CCC TTC ATT GAC-3′ and 5′-TCC ACG ACA TAC TCA GCA 

C-3′. mRNA 발현량 분석은 iQ5 optical system (Bio-Rad,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음. 

(4) 외과적 수술로 유도하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lacrimal gland excision dry eye rat)에서 

EGHB010 기능성 평가

(가) 실험동물 및 실험디자인

      6주령 SD rat을 (주)오리엔트로부터 구입 후 1주일 동안 순화한 다음 깊은 마취하에 눈

물샘(exorbital lacrimal gland)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1주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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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레드 thread 눈물량 검사지(FCI Opthalmics Zone Quick, Japan)를 눈꺼풀 외측 끝 부

위 안구표면에 접촉시킨 후 30초 후 눈물에 의해 검사 지의 색이 변한 길이를 측정하여, 

비수술군에 비해 현저하게 눈물 분비량이 감소된 개체들만 이용하여 약효시험을 진행하였

음. 군분리 후 약물은 1일 1회씩 각군에 맞게 조제하여 5일 동안 경구 투여 하였으며, 대

조약물로는 안구 건조증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인 오메가-3를 사용하였음. 

(나) 눈물량 및 각막 건조손상 분석

     눈물 분비량은 페놀-레드 thread 눈물량 검사지(FCI Opthalmics Zone Quick, Japan)를 이

용하여 눈꺼풀 외측 끝 부위 안구표면에 접촉시킨 후 30초 후 눈물에 의해 검사지의 색이 

변한 길이를 측정하여 눈물 분비량을 측정하였음. 각막의 건조손상은 ring type light 

illuminator를 각막에 비춰 반사되는 형태를 촬영한 후 ring type 조명의 각막건조 손상에 

의해 찌그러지는 정도를 평가하여 분석하였음

(5) Scopolamine으로 유도하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scopolamine-induced dry eye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6주령 female SD rat을 (주)오리엔트로부터 구입 후 1주일 동안 순화한 다음 

Scopolamine (sigma, USA) 24 mg을 멸균 saline에 녹여 1일 2회 3주 동안 복강 투여하여 안

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이후 시험약물을 1주일 간 경구 투여한 후 페놀레드 thread 눈물량 

검사지(FCI Opthalmics Zone Quick, Japan)를 이용하여 눈물량을 측정하였음.

다. 연구 결과

(1)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N-methtyl-N-nitrosourea (MNU)-inudced photorecepto cell 

degeneration mouse)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가) MNU로 유도하는 시신경 소실 동물모델에 EGHB010을 각각 10, 50, 100 mg/kg/day의 농도

로 1주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시신경 세포 소실에 의한 외측망막층 (outer nuclear layer)

의 두께감소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함(그림 21).

(나) 특히, 건성황반변성 예방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테인(lutein)과 효능을 비교한 결과 

EGHB010 소재가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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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NU 건성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다) 망막의 시신경 세포인 간상세포에서 광신호전달(phototransduction)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광수용색소인 rhodopsin 단백질의 발현량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해본 결과, MNU

에 의해 감소한 rhodopsin 함량이 EGHB010 투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회복됨을 확인함

(그림 22).

<그림 22. 로돕신 단백질 발현>

(라) 건성황반변성의 특징적인 증상인 망막 시신경 세포의 loss의 원인인 apoptosis를 분석하기 

위해 TUNEL 염색을 실시하였다. MNU에 의해 outer nuclear layer의 photoreceptor cell

다수에서 TUNEL-positive nuclei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EGHB010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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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hotoreceptor cell의 apoptosis>

(마) 황반변성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산화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oxidative DNA

damage 마커인 8-OHdG를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분석함. MNU에 의해 망막의 전체 layer

의 핵에 8-OHdG-positive signal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EGHB010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경

향이 확인되었음(그림 24).

<그림 24. 산화스트레스 마커 8-OHdG 발현>

(바) 마지막으로, EGHB010의 주요성분인 paeoniflorin이 유효성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모

델 동물에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EGHB010 보다 낮은 농도에서 photoreceptor cell

loss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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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NU로 유도한 건성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paeoniflorin의 효능>

(2)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NaIO3-inudced retinal pigment epithelial (RPE) cell degeneration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가) NaIO3로 유도하는 RPE 세포 손상 동물모델에 EGHB010을 각각 50, 100 mg/kg/day의 농

도로 1주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REP 세포의 손상에 의한 망막신경의 구부러짐(folding)현

상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음(그림 26).

(나) 특히, 본 모델 동물에서도 건성황반변성 예방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테인(lutein)과 효능

을 비교한 결과 EGHB010이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그림 26. NaIO3 건성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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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막전위도(electroretinography, ERG)란, 빛에 대한 시신경의 반응으로 생긴 전기적인 신

호를 나타내는 망막시신경의 전도로 망막 손상이나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지표로 이용된

다. ERG는 일반적으로 a 및 b-wave로 구성되어 있으며, a-wave는 광수용체에 의해서 나타

나고, b-wave는 망막이 광자극에 의해 내핵층(inner nuclear layer)에 있는 bipolar 세포가 

탈분극(depolarization)되어 생기게 됨.

(라) 본 모델동물에서 망막전위도를 측정한 결과 EGHB010 투여가 a-wave 및 b-wave의 신경

전도 억제를 개선하며 시세포의 활성 감소를 억제함을 확인함(그림 27).

<그림 27. 망막전위도 분석>

(3)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건성황반변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드루젠(drusen)의 주요성분인 lipofuscin (A2E)이 청색광

(blue light)에 의한 산화(oxidation)를 EGHB010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함(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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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Lipofuscin 산화 억제 분석>

(4) 습성황반변성 모델동물(Laser-induced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CNV)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가) 습성황반변성은 subretinal 부위에서 미성숙한 신생혈관의 발생 및 부종을 특징으로 함.

실험적으로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유발하기 위해 laser를 이용하여 Bruch’s

membrane을 rupture하여 CNV를 유발한 후 EGHB010을 각각 10, 50, 100 mg/kg/day의 

농도로 10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CNV의 형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함(그림 

29).

(나) 특히, 건성황반변성 예방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테인(lutein)과 효능을 비교한 결과 

EGHB010이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그림 29. 습성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다) 또한 신생혈관인 CNV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자인 VEGF의 발현양상을 확인하

기 위해 real-time PCR로 VEGF mRNA의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EGHB010 투여에 의해 

VEGF mRNA 발현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함(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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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VEGF mRNA 발현량>

(5) 외과적 수술로 유도하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lacrimal gland excision dry eye rat)에서 

EGHB010 기능성 평가

(가) 외과적인 수술로 extra-orbital 눈물샘을 제거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한 후 동물모델에 

EGHB010을 각각 50, 100, 250 mg/kg/day의 농도로 5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눈물 분비량

을 측정한 결과 눈물분비량이 EGHB010투여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음(그림 31).

(나) 특히, 안구건조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오메가3 (omega-3)와 효능을 비교한 결과,

EGHB010이 오메가-3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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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외과적 수술 유도 안구건조증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6) Scopolamine으로 유도하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scopolamine-induced dry eye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부교감신경억제제(항콜린성 약물)인 scopolamin을 2주간 복강으로 투여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한 후 EGHB010을 각각 50, 100, 250 mg/kg/day의 농도로 1주일간 경구 투여한 후 

눈물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눈물분비량이 EGHB010투여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음(그림 

32).

<그림 32. Scopolamine 유도 안구건조증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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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용 기전 규명

가. 황반변성에서 EGHB010의 작용 기전

(1) 연구 방법

(가)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A2E (Gene and cell technologies, USA)를 0.5% DMSO 가 포함된 PBS에 100 μM로 용해

시킨 후 96 well microplate에 각각 180 μL씩 첨가한 후 이 용액에 vehicle(control) 또는 

여러 농도로 희석된 시험약물을 20 μL씩 첨가하고 혼합물을 청색광(430 nm, intensity:

2.0-2.5 mW/cm2)에 10분간 노출시켰음. A2E가 산화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UV A 조사 

전과 후에 microplate leader를 사용하여 4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나)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생성억제 효능 분석

0.2% DMSO 용액(DMSO를 15% TWEEN 80에 용해)을 준비하고 0.8 mg의 시험물질을 

40 uL DMSO에 용해시킨 후, 15% TWEEN 80용액에 다시 용해하였음. 1.5 mL e-tube에 

50 mM phosphate buffer (pH 7.4)에 용해시킨 10 mg/mL의 우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Sigma, St. Louis, MO, USA) 0.7mL, 0.2M의 sugar (fructose와 glucose 혼합용액)

0.1 mL를 넣고, 준비된 한약재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0.2% DMDO 용액을 넣어 총 

volume이 1 mL가 되도록 처리함. 이를 37 ℃에서 7일간 당화 반응을 시킴. 이 때 0.02%

sodium azide를 넣어 반응 기간 동안 박테리아 생성을 방지함. 양성 대조군으로 AGEs

inhibitor인 aminoguanidine을 넣었음. 배양 후에는 spectrofluorometric detector (Bio-TEK,

Synergy HT, USA)를 이용하여 형광도를 측정하였음(Ex : 350, Em : 450 nm).

(다)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생성억제 효능 분석

① 세포배양 

사람 망막색소상피세포주(ARPE-19: ATCC No. CRL-2302)를 penicillin, streptomycin,

amphotericin B가 포함된 항생제(Gibco, USA)와 10% 우태아혈청(FBS, Gibco, USA)이 포함

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배지(DMEM, Gibco, USA)를 사용하여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음. 세포가 단층을 형성하면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

액으로 2회 세척한 후 0.05% Trypsin-0.53 mM EDTA (phenol red free) 용액을 처리하여 

낱개의 세포를 유리시켜 계대 배양하였음.

② 세포내 최종당화산물 생성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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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액에 BSA의 최종 농도 100 ㎍/㎖와 500 ㎍/㎖, 고혈당을 25 mM이 되도록 하

여 37 °C에서 7일간 배양하였음. 동시에 억제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양성대조군으로 

aminoguanidine (10 mM)을 처리하였음. 후보약물의 최종당화산물 생성억제효능을 확인하

기 위하여 viabi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5 ㎍/㎖, 10 ㎍/㎖, 20 ㎍/㎖)로 처리함.

③ Western Blot

모든 세포 시료는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회 세척 후 Laemmli Sample

Buffer (cat. no. 161-0737, Bio-Rad Laboratories, CA, USA)를 처리하여 세포를 포집하였음.

포집된 세포는 100°C에서 5분간 끓인 후, BCA (Bicinchoninic Acid) (Pierce Biotechnology,

IL, USA)로 단백질 정량 후 실험에 사용하였음. SDS가 포함된 10% polyacrylamide gel

(PAGE)에 준비된 protein sample을 전기영동 (120 V, 2hr) 후 transfer buffer (0.25M Tris,

1.92M Glycine, pH 8.3-8.4)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Bio-Rad Laboratories, CA,

USA)으로 단백질을 transfer (250 mA, 1시간 30분)하였음. TBS-T (200mM Tris, 1.37 NaCl,

0.05% Tween 20) 용액에 5% non fat milk를 녹여 30 분 blocking한 후, Anti-AGE

antibody를 4°C에서 incubation하였음. TBS-T로 10 분씩 3회 세척 후 HRP-conjugated된 

이차 항체를 반응시키고 다시 TBS-T로 10분 씩 3회 세척한 후, enhanced

chemiliuminescence (ECL) 용액으로 반응 시켜 LAS-3000 (Fuji film, Japan)으로 확인하였

음.

(라)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과 단백질의 cross-linking 파괴 효능 분

석  

1.0 μg AGE-BSA를 collagen-coated 96-well microtitre plate에 분주한 후 37 ℃에서 4시

간 동안incubation하여 AGE-BSA와 collagen을 cross-linking 시킴. 0.05% PBST에 3번 

washing하여unattached AGE-BSA를 제거한 후, 시험약물 및 최종당화산물 교차결합 절단

제로 알려진 약물인 ALT-711을 1,000 ㎍/㎖부터 2배식 연속 희석하여 1 ㎍/㎖까지 준비한 

후 각 well에 triplicate하여 분주하고 37C에서 4시간 동안 incubation함. 이후 각 well을 

0.05% PBST로 3번 washing하고, collagen과 cross-link되어 남아있는 AGE-BSA를 검출하기 

위하여 mouse monoclonal anti-AGE-BSA antibody를 1:250으로 희석하여 각 well 분주한 

후 37 ℃에서 1시간 incubation함. 1시간 후 0.05% PBST로 3번 washing하고, HRP-linked

goat anti-mouse antibody를 적용한 후 TMB (3.3',5,5'-tetramethylbenzidine)를 substrate로 

하여 발색한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AGE-BSA의 cross-linking breaking %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함.

  Cross-linking (%) =

약물을 첨가한 well의 흡광도

×100약물을 첨가하지 않은 well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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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세포 보호 기전

① 세포배양 

사람 망막색소상피세포주(ARPE-19: ATCC No. CRL-2302)를 penicillin, streptomycin,

amphotericin B가 포함된 항생제 (Gibco, USA)와 10% 우태아혈청 (FBS, Gibco, USA)이 포

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배지 (DMEM, Gibco, USA)를 사용하여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음. 세포가 단층을 형성하면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0.05% Trypsin-0.53 mM EDTA (phenol red free) 용액을 처리하

여 낱개의 세포를 유리시켜 계대 배양하였음.

② 시료 준비 및 oxidized A2E 처리

시험약물은 Dimethyl Surfoxide (Sigma-Aldrich, USA)에 완전히 녹여 농도별로 분주하여 

–70 °C에서 보관 사용하였음. ARPE-19 세포는 1×106 cells 세포수로 80% 성장 할 때까지 

배양하고 정상적인 DMEM 배지와 oxidized A2E 25 μM이 추가된 배양액에 옮겨 실험에 

사용하였음. 준비된 시험약물을 지시된 농도로 따라 세포에 4시간 전처리 후 oxidized A2E

이 포함된 배지를 처리하였음.

③ 세포 Viability 및 TUNEL assay

세포 v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cell counting kit-8 (Dojindo Tokyo, Japan)을 사용하였음.

앞서 시험약물 처치 후 시간별 배양한 후 CCK-8 kit 용액을 처리하여 4시간 반응시킨 다

음 흡광도 450 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분석하였음. 또한 세포 사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UNEL assay kit (Roche, Indianapolis, USA)을 이용하였음.

④ 활성산소 측정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세포내에서의 활성산소 생성을 확인하고자 세포에 30 mM의 고농

도 포도당을 시간별 또는 농도별 처리 후 활성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형광물질 2‘,

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를 10 μM 처리하여 FACS 분석법을 이용하여 

DCF-DA 와 PI 염색을 통해 활성산소의 생성을 확인하였음.

(바)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barrier 기능 보호 기전

① Permeability assay

ARPE-19 세포를 24-well plate에 microporous filter membrane (0.4 μm pore size,

Corning, NY, USA)을 이용하여 monolayer가 되도록 배양한 후, transepithelial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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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TER)을 epithelial voltmeter (EVOM; World Precision Instruments, F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barrier의 생성 유무를 검증함. 이후 barrier의 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oxidized A2E 25 μM을 12시간 동안 처리하였음. 시험약물을 지시된 농도로 따라 세포에 4

시간 전처리 후 oxidized A2E이 포함된 배지를 처리하였음. Permeability는 FITC-dextran

의 apical-to-basolateral movement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음. oxidized A2E 12시간 처치 후 

1000μg/mL의 FITC-dextran을 upper chamber에 add한 후 12시간 추가 배양한 후 upper

chamber와 lower chamber의 배지 각각 100 μL를 채취한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여 FITC를 정량하였음.

② Tight junction protein 발현량 분석

ARPE-19 세포를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회 세척 후 Laemmli Sample

Buffer (cat. no. 161-0737, Bio-Rad Laboratories, CA, USA)를 처리하여 세포를 포집하였음.

포집된 세포는 100 °C에서 5분간 끓인 후 BCA (Bicinchoninic Acid, Pierce Biotechnology,

IL, USA)로 단백질 정량 후 실험에 사용하였음. SDS가 포함된 8∼12% polyacrylamide gel

(PAGE)에 준비된 protein sample을 전기영동 (120 V, 1시간 40분) 후 transfer buffer (0.25

M Tris, 1.92 M Glycine, pH 8.3-8.4)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Bio-Rad Laboratories,

CA, USA)으로 단백질을 transfer (250 mA, 1시간 30분)하였음. TBS-T (200 mM Tris, 1.37

M NaCl, 0.05% Tween 20) 용액에 5% non fat milk를 녹여 30분 blocking한 후, 일차 항

체를 4 °C에서 incubation 하였음. TBS-T로 10분씩 3회 세척 후 HRP-conjugated된 이차 

항체를 반응시키고 다시 TBS-T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enhanced chemiliuminescence

(ECL) 용액으로 반응 시켜 LAS-3000 (Fuji film, Japan)으로 확인하였음.

(사) Human retin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HRMECs)에서 tube formation 억제 효

능 

Cultrex® In Vitro Angiogenesis Assay Tube Formation Kit (3470-096-K, Gaithersburg,

MD, USA) 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대로 실험함. 요약하면, 24 well plate에 matrigel을 

200 ㎕를 코팅한 후 37 ℃에서 30분간 배양하였고, HRMECs을 2×105 cells/well의 농도로 

코팅된 plate에 분주하였음. 세포에 human rVEGF 처리 후 6시간 뒤에 dPBS로 2번 세척하

고, Calcein AM로 37 ℃에서 20분간 염색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2) 연구 결과

(가)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건성황반변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드루젠(drusen)의 주요성분인 lipofuscin(A2E)이 

청색광(blue light)에 의한 산화 (oxidation) 억제 정도를 EGHB010 및 지표성분인 paeoniflorin 

및 glycyrrhiz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EGHB010과 paeoniflorin이 농도 의존적으로 A2E의 

oxidation을 억제함을 확인하였고, glycyrrhizin은 시험농도 구간에서 억제능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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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음(그림 33).

<그림 33.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나)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생성억제 효능 분석

    건성황반변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드루젠(drusen)의 또 다른 주요 성분중의 하나인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억제 효능을 EGHB010 및 지표성분인 paeoniflorin 및 glycyrrhiz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최종당화산물 생성억제 

효능이 확인되었으며, aminoguanidine 보다 효능이 우수하였음.

<표 20.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의 AGEs formation 억제효능>

Inhibitory effect (IC50,µg/ml)

EGHB010 41.41 ± 0.36

Paeoniflorin 16.24 ± 0.87

Glycyrrihizin 25.19 ± 0.51

Aminoguanidine 78.28 ± 4.24

   Inhibitory effect wa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IC50 values were calculated from the 

dose inhibition curve.

(다)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생성억제 효능 분석

    앞선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효능을 재확인하기 위해 실제 망막세포주를 이용하여 세포내 

생성 축적되는 최종당화산물에 대한 EGHB010의 억제능을 평가함. ARPE-19 세포에 high 

glucose(HG) 처치시 세포 내부에 최종당화산물의 생성 및 축적이 증가해 있었으며, EGHB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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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34).

<그림 34.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능>

(라)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과 단백질의 cross-linking 파괴 효능 분석

    일단 생성 축적된 최종당화산물의 경우 체내에서는 배출이 되지 않고 단백질과 교차결합 

(cross-links)를 형성하여 더욱 단단히 고정되며 체내에서는 이러한 최종당화산물의 

교차결합을 분해시키거나 배출시킬 방법이 없어 더욱 많은 최종당화산물이 축적되어 

질환을 악화시키게 됨.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이미 생성된 최종당화산물과 단백질 

사이에 교차결합 파괴 여부를 확인해 보았음. AGEs와 collagen 사이에 형성된 교차결합을 

EGBH010이 농도 의존적으로 파괴하는 효능을 확인하였음. 

<표 21. EGHB010의 AGEs-collagen complex의 파괴효능>

Concentration
Breaking effect

AGE-collagen complex (%) IC50

EGHB010

1

5

10

µg/ml

62.11 ±   5.14

52.03 ±   4.04

44.88 ±   3.20

6.72 ± 1.86 µg/ml

Alagebrium

50

100

200

mg/ml

61.61 ±   5.53

57.80 ±   3.58

45.76 ±   4.41

17.76 ± 3.25 mg/ml

   Inhibitory effect wa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IC50 values were calculated from the 

dose inhibi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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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세포 보호 기전

① 세포 Viability

     사람 망막 색소상피세포에서 황반변성 원인물질인 A2E에 의한 세포손상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음. EGHB010 및 유효성분인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시험 농도 구간에서는 

세포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oxidized A2E 25uM을 처리할 경우 cell injury를 유발하여 

viability가 40% 정도 감소되었음. 그러나 EGHB010 및 paeoniflorin은 농도 의존적으로 cell 

injury를 억제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glycyrrhizin의 경우 시험 농도 구간에서 세포 

보호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음(그림 35). 

<그림 35.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세포 손상 보호 기전>

② TUNEL assay

    Apoptosis에 의한 cell injury를 확인하기 위해 TUNEL 염색을 실시하였음. oxidized A2E 25 

uM을 처리할 경우 apoptotic cell death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EGHB010 및 paeoniflorin 

처리에 의해 apoptosis가 유의적으로 억제되었음. 그러나 glycyrrhizin의 경우 시험 농도 

구간에서 apoptosis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음(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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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apoptosis 억제 기전>

③ 활성산소(ROS) 측정

    Oxidized A2E 처치에 의한 ROS 생성 및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에 의한 

ROS 생성 억제 효능을 확인하였음. 아래 그림과 같이 oxidized A2E 25 uM을 처리할 경우 

ROS 생성량이 40% 가량 증가하였으며, EGHB010 처리에 의해 22% 감소하였음. paeoniflorin 

처리시에는 17%, glycyrrhizin 처리시에는 14% 정도 ROS 생성량이 감소하였음(그림 37). 

<그림 37.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ROS 생성억제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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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 (ARPE-19)에서 barrier 기능 보호 기전

① Permeability assay 

    망막색소상피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은 outer blood-retinal barrier (BRB)를 

형성하는 중요한 세포 구조물로서, 황반변성에서 이러한 barrier 기능에 이상이 생겨 질병을 

유발하게 됨. 따라서 Oxidized A2E 처치에 의한 barrier 기능 이상을 평가하기 위해 

dextran-FITC를 이용한 permeability assay를 통해 분석하였음. 아래 그림과 같이 oxidized 

A2E 25 uM을 처리할 경우 dextran-FTIC의 이동이 5배 정도 증가하여 barrier가 손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EGHB010 및 paeoniflorin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glycyrrhizin의 경우 시험 농도 구간에서 barrier 손상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음(그림 38). 

<그림 38.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BRB 보호 기전>

② Tight junction protein 발현량 분석

    앞서 언급한 barrier를 이루는 중요한 분자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tight junction 

protein으로 ZO-1, occludin, claudin 단백질 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western 

blot 및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동해 이들 단백질 발현량을 확인해본 결과, Oxidized 

A2E 처치에 의해 이들 단백질의 발현량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으며, EGHB010 및 

paeoniflorin 처리에 발현량이 증가해 있었음. 하지만, 앞선 permeability assay 결과와 

유사하게 glycyrrhizin의 경우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음(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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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RPE-19 세포에서 EGHB010의 tight junction protein loss 억제 기전>

(사) Human retin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HRMEC)에서 tube formation 억제 효능 

    습성 황반변성의 주요 발생 원인은 VEGF level의 증가이며, 이로 인한 신생혈관의 생성임. 

따라서 EGHB010의 anti-VEGF, anti-angiogenic activity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망막혈관내피세포에서 VEGF로 유도하는 tube formation assay를 실시함. HRMEC에서 

EGHB010는 시험 농도구간에서 세포독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VEGF로 유도하는 tube 

formation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그 효과는 anti-VEGF drug인 ranibizumab과 

동일한 정도임(그림 40).  

<그림 40. HRMEC에서 EGHB010의 tube formation 억제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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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구건조증에서 EGHB010의 작용 기전

(1) 연구 방법

(가) 세포 배양 및 cell viability assay

사람 각막 상피 세포 (human corneal epithelial cell, PCS-700-010,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를 corneal epithelial cell basal medium

containing growth supplements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

을 이용하여 계대배양 하였음. Cell viability는 MTS assay kit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세포를 96 well plate에 1 × 104cells/well로 

seeding한 후 세포가 2×105/well 정도 되었을 때 시험물질을 처리하였고, 24시간 후에 cell

viability를 측정하였음.

(나) 건조 스트레스 (desiccating stress) 유발 및 cell viability 분석

세포에 다양농도의 시험물질을 24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건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세포 배양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이러한 건조한 상태를 0, 10, 15, 20, 25, and 30 min 동

안 유지하였음. Assay를 통해 cell viability를 측정하였음.

(다) Real-Time PCR

Total RNA를 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cDNA 는 M-MLV reverse transcriptase (Bioneer,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합성하였음.

이후 real-time PCR은 iQ5 Continuous Fluorescence Detector System (Bio-Rad, CA, USA)

장비에서 2xSYBR® Green PCR Master Mix (SYBR Premix Ex Taq TM, TaKaR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음. Primer sequences는 다음과 같음. IL-1b sense 5′-AGC

TAC GAA TCT CCG ACC AC-3′; IL-1b antisense 5′-CGT TAT CCC ATG TGT CGA

AGA A-3′; IL-8 sense 5′-ATG CTT TTG ATC TGC ACA GCT GCA C-3′; IL-8

antisense 5′-TGG TCC AGC AGG AAT AAC CCT CAG-3′; TNF-α sense 5′-CAG

CCT CTT CTC CTT CCT GA-3′; TNF-α antisense 5′-GGA AGA CCC CTC CCA GAT

AGA-3′; GAPDH sense 5′-ATG TTC GTC ATG GGT GTG AA-3′, and GAPDH

antisense 5′-GGT GCT AAG CAG TTG GTG GT-3′.

(2) 연구 결과

(가)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손상 보호

안구건조증에서 눈물 분비량 감소에 의해 각막상피세포는 건조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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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세포에 손상을 받게 됨. EGHB010의 이러한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각막상피세포 보호 기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막상피세포에 건조 스트레스를 유

발하고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해 보았음. 아래 그림과 같이 각막상피세포에서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시험 농도 구간에서 세포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음. 각막 

상피세포를 다양 시간의 건조 조건에 노출시킬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ell viability가 시

간 의존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5분간 건조 스트레스에 노출 시 50% 세포가 손상을 받았음.

이후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 처치 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

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음(그림 41).

<그림 41. 각막상피세포에서 EGHB010의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보호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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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각막 염증 억제

안구건조증에서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각막상피세포의 손상은 염증에 의해 유발되며, 이

러한 염증 유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inflammatory cytokine인 IL-1β, IL-8, TNF-α의 

mRNA 발현량을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아래 그림과 같이 건조 스트레스

에 노출시 각막상피세포에서 위 3종의 염증 cytokine의 발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EGHB010 및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염증 cytokine의 발현량을 유의적으로 억제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glycyrrhizin의 경우 TNF-α의 발현량만 유의적으로 억제

하였음(그림 42).

<그림 42. 각막상피세포에서 EGHB010의 건조 스트레스에 염증억제 기전>



- 81 -

11. 인체적용시험

가. 인체적용평가 개요 및 흐름도

(1) 개요

시험 제목

EGHB010의 노인성 황반변성 억제 및 노인성 안구건조증 개선에 대

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안일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

적응증
초기 경증의 황반변성 또는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질환이 없는 반

건강인

목표 대상수
등록 96명(96안) : 군당 48명씩, 탈락률 15% 포함(PEAK에서 무작위 

배정을 부여 받은 자, 각 군당 100명씩)

참여 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개 기관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EGHB010 (시험약) or Placebo (위약)

임상연구 기간
IRB 승인일로부터 18개월

등록 기간 : 12개월, 관찰 기간 : 3개월

의뢰자 아이진(주)

CRO ㈜메디칼엑셀런스

(2)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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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토콜 개요

인체적용평가에 대한 CRO 기관인 ㈜메디칼렉셀런스를 선정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안과 박영훈 교수를 시험책임자로 선정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IRB (임상시험심사

위원회) 심사 승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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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목적

(가) 1차 목적

EGHB010 또는 위약을 12주간 섭취 후 황반변성의 억제 효과를 평가함.

(나) 2차 목적

① EGHB010 또는 위약을 12주간 섭취 후 안구건조증 관련 지표를 평가함.

② EGHB010 또는 위약을 12주간 섭취 후 시기능 관련 지표를 평가함.

③ EGHB010 섭취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

(2)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기저 시점 대비 12주 후의 황반색소밀도(MPOD) 변화: 황반색소밀도 검사

(나)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① 안구건조증 관련 지표

- 기저 시점 대비 4주, 12주 후의 안구건조 변화: 셔머검사, 눈물막파괴검사

- 기저 시점 대비 4주, 12주 후의 각막지각 변화: 각막지각검사

- 기저 시점 대비 12주 후의 안구건조 설문지(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점수 변화

② 황반변성 관련 지표

- 기저 시점 대비 4주 후의 황반색소밀도(MPOD) 변화: 황반색소밀도 검사

- 기저 시점 대비 4주, 12주 후의 자가형광안저촬영 결과 변화

- 기저 시점 대비 4주, 12주 후의 망막 두께 변화(황반부 두께, ETDRS Circle에 따른 망막 각 

층 segmented thickness) 변화: 황반부 빛간섭 단층촬영

③ 시기능 관련 지표

- 기저 시점 대비 12주 후의 전위 변화: 망막전위도검사

- 기저 시점 대비 12주 후의 시야 변화: 시야검사

- 기저 시점 대비 4주, 12주 후의 대비감도 변화: 대비감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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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성 평가 변수

이상반응, 실험실적 검사, 활력징후, 이학적 검사, 광각안저촬영, 세극등현미경 검사, 기본 

안과 검사

(3) 연구의 디자인

단일기관, 무작위배경,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

(4) 대상자 선정기준

(가) 만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나) 다음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단안만 충족되더라도 등록 가능하며, 양안일 경우는 

더 악화된 쪽인 단안으로 진행.

① 황반부 경성삼출물 또는 AREDS의 early AMD(category 2)에 해당하는 드루젠을 가진 건성

황반변성 대상자

② 황반부 빛간섭 단층촬영상 유의한 황반부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③ 황반부 빛간섭 단층촬영상 경증의 황반부 질환(예: 망막전막)이 확인되나 교정시력 0.5 이상

이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고, 치료 약제 처방 및 수술적 처치의 요하지 않는 자

④ 주변부 망막 변성 또는 혈관폐쇄 등으로 인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으나,

황반부 이상 소견이 경미하며 주치의의 소견으로 망막 상태가 안정적인 자

(다)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다. 인체적용평가 진행 중

인체적용평가 단일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연구책임자 : 안과 박영훈 교수)과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인체적용평가가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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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문서화 준비

가. 서류제출을 위한 CRO 계약

EGHB010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문서화를 위하여 전문 CRO 기관인 ㈜네오뉴트라

와 계약하였으며, 지속적인 문서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

나. 필요서류 확인 및 준비 중 

(1)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작성 가이드’에 따라 필요 서류

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문서화를 위한 준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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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적용평가 완료 후 자료를 추가하여 문서작성을 완료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

료 인정 신청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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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내용 분석 및 고찰

1. 주관연구기관(아이진주식회사)

연구내용 분석 및 고찰 

대량생산

- 원재료인 국내산 작약, 감초를 구매하였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

해 기원 증명서 및 약전 수준의 시험 성적서를 확보함. 이는 원

재료부터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어 생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음.

- 대량 생산을 통하여 생산 공정도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

개 배치 생산을 실시하였음. 생산 공정도를 통하여 자사만의 생

산법을 확립함.

배치 간 동등성 확인

- 생산 공정도를 바탕으로 생산된 생산품의 배치간 동등성을 지표

함량을 통해 확인하였음. 지표물질은 작약, 감초 각각 1개씩 설

정하여 함량 규격을 설정함.

- 배치별로 확립된 시험법과 기준 규격을 이용하여 공인기관의 시

험 성적서를 확보함. 설정된 기준 규격은 추후 개별인정 신청 

시 활용될 것임.

안전성평가

- 주관연구기관에서 담당한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완료하였음. 

- 장기간 EGHB010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안전성 

자료를 확보함.

안정성평가

-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가속조건으로 실시하였음. 

이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함.

- 시험결과 및 유통기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GHB010 원료의 유

통기한을 36개월로 설정하였음. 이는 추후 사업화시 적용이 가

능함.

제형연구

- 건강기능식품의 제작이 가능한 제형을 확인하였고 연질캡슐, 하

드캡슐, 정제 등 3가지 제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연질캡슐은 제작이 불가능하였고, 하드캡슐 및 정제에 대한 시

제품과 인체적용평가를 위한 시험약 및 위약을 제작함. 

- 하드캡슐 및 정제 두 가지 제형 및 원료 분말로서 유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인체적용평가

- CRO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토콜 설계 후 IRB 심사를 완료함. 

- 이후 단일 시험기관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계약을 진행하

고 현재 인체적용평가가 개시되어 시험이 진행 중임.

- 예상보다 다소 피험자 모집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2019년 

상반기 인체적용시험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개별인정 문서화 준비

- CRO 기관을 선정하여 문서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모든 서류 제출 작업을 완료하고 인체적용평가 종료와 동시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것임.



- 88 -

2. 협동연구기관(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내용 분석 및 고찰 

원료 표준화

- 원료 소재의 표준화를 위해 중국산 작약, 감초를 이용한 추출물

과 국내산 여러 산지별 작약, 감초를 이용한 추출물의 HPLC 

fingerprint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산지를 결정함.

- 대량생산을 위한 lab scale의 기준 및 시험법을 확립하였음.

- 지표물질로는 패오니플로린과 글리시리진산을 설정하였음.

- 최적의 원료 조건 및 대량생산, 규격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시험

을 진행하여 토대를 마련함.

안전성평가

- 협동연구기관에서 담당하였던 유전독성시험과, 설치류 및 비설치

류의 단회투여독성시험을 완료하였음.

- 사용한 농도 내에서 EGHB010가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섭취 시

에 안전함을 입증함.

유효성평가

- 눈 건강 기능성 확인을 위한 바이오마커 설정을 위하여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의 바이오마커를 설정함.

-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모델동물에서 EGHB010가 예방 효능이 있

었으며, 루테인 보다 효능이 우수하였음. 

- 안구건조증 모델동물에서 EGHB010 소재가 눈물분비량을 증가시

키는 효능이 있었으며, 오메가-3보다 효능이 우수하였음.

- 주요 효능 연구로 신생혈관성장 인자인 VEGF 신호전달과정을 억

제하고, lipofuscin의 산화를 억제함을 규명하였음.

- 황반변성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적응증에 EGHB010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전연구

- 황반변성 관련 A2E 산화 억제 분석과 ARPE-19 세포를 이용한 

최종당화산물 억제 및 세포보호기전을 확인함.

- 안구건조증 관련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 및 각막 염증

억제 기전을 확인함.

-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과 관련하여 EGHB010의 작용 기전을 본 

연구진이 최초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EGHB010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지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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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SCI여부 게재일

1

Jakyakgamcho-tang 
and its major 
component, 

Paeonia lactiflora 
exhibit potent 
anti-glycation 
properties. 

Journal of 
Exercise 

Nutrition & 
Biochemistry

김정현,
김찬식, 
김영숙, 
이익수, 
김진숙 

Vol.20,
No.4

비SCI 2016.12.14

2

EGHB010, a 
standardized 
extract of 

Paeoniae radix and 
Glycyrrhizae radix, 

inhibits 
VEGF-induced 

tube formation in 
vitro and retinal 
vascular leakage 
and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in vivo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정은수, 
정우권, 
박수빈, 
김찬식, 
김진숙,
김정현

Vol.2017 SCI 2017.10.4

3

The role of 
glycation in the
pathogenesis of 
aging and its

prevention through 
herbal products
and physical 
exercise

Journal of 
Exercise 

Nutrition & 
Biochemistry

김찬식,
박  석,
김정현

Vol.21
No.3

비SCI 2017.9.30

4

Anti-angiogenic 
effect of 

EGHB010, a 
standardized herbal 

formula of 
Paeoniae radix and 
Glycyrrhizae radix 
in a mouse model 
of oxygen-induced 

retinopathy

Pakistan Journal 
of 

Pharmaceutical 
Sciences

정은수,
정우권,
박수빈,
김찬식,
김진숙,
김정현

Accept SCI -

3절. 연구 성과

1. 국내외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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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cuba japonica 
Extract and 

Aucubin Prevent
Desiccating 

Stress-Induced 
Corneal Epithelial 

Cell
Injury and Improve 
Tear Secretion in 

a Mouse
Model of Dry Eye 

Disease

Molecules
강완석,
정은수, 
김정현

Vol.23
No.2599

SCI 2018.10.11

6

Aloin Inhibits 
Muller Cells 

Swelling in a Rat 
Model
of 

Thioacetamide-Indu
ced Hepatic 
Retinopathy

Molecules
정은수, 
김정현

Vol.23
No.2806

SCI 2018.10.29

2. 국내외 학술발표

No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1 제38회 한국운동영양학회 김찬식 2017.05.25 제주 대한민국

2 GA 2017 김진숙 2017.09.05 바젤 스위스

3 제39회 한국운동영양학회 김정현 2018.05.25 부산 대한민국

3. 지식재산권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국 명
출원 등 록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특허 대한민국

김정현
유진상
윤형수
김현종
이기만

2017.10.
31

10-2017-0
143858

김정현
유진상
윤형수
김현종
이기만

2018.07.
06

10-1877722
0000 

2 특허 대한민국 김정현
2018.11.

07
10-2018-0
13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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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절. 기관별 목표

1. 주관연구기관 : 아이진주식회사

가. Pilot scale 생산 및 대량생산 공정 확립(문서화) : 안정된 생산방법을 확립함.

나. 시제품 제작 : 가장 효율적인 공정으로 확인된 시제품 제작함.

다. 제형연구 :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적합한 제형을 연구함.

라. 안정성평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함.

마. 임상시험약 제조 및 인체적용시험 진행 : 임상 CRO를 선정하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함.

바.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제품화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문서화 및 신청을 실시하

고 제품화를 추진함.

사. 식약처 모듬토의(사전상담)을 통한 안전성 평가 시험항목 설정

아. 안전성평가 : 반복투여 독성시험 (식약처 모듬토의 결과에 따라 진행유무 결정) 

2. 협동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작약, 감초의 원산지(국내산, 중국산), 품종에 따른 성분물질 규명 : 원료의소재지별 동등성

을 확인함.

나. 원료의 표준화 및 기준규격설정 : 기준 시험법을 설정함.

다. Lab scale 추출 공정 확보 : 작약과 감초의 추출 공정을 lab scale 수준에서 확보함.

라. 안전성 평가 : 단회투여, 유전독성 시험(식약처 모듬토의 결과에 따라 진행유무 결정).

마. In vitro 및 in vivo 유효성 평가 :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모델로 유효성을 평가

함.

바. 약물작용기전 규명 :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EGHB010의 작용 기전을 규명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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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연구결과
달성도
(%)

가중치
(합100%)

대량생산

원료 확보
국내산 작약과 감초 원

료를 확보

충남 부여산 작약과 충북 

제천산 감초를 구매하였으

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약전 기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함. 100% 10%

Pilot scale 

생산

확보된 국내산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Lab 

scale에서 진행된 생산

을 Pilot scale로 진행함.

1배치의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 공정도를 확보하였으

며 이를 참고하여 5개 배치 

생산을 완료하였음.

배치 간 

동등성 확

인

배치 동등성 

확인

생산된 생산품을 이용하

여 배치간 동등성을 지

표성분을 통하여 확인하

고자 함.

배치별 생산품의 지표성분

을 확인하여 함량이 유사한 

3개 배치를 선정함.

100% 5%

공인성적서 

발급

대량생산이 완료된 배치

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확보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의거하여 대량생산된 배치 

중 3개 배치에 대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

였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음.

공인시험기관의 영양성

분 분석 성적서를 확보

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시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영양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

음.

원료 표준
화

원료생약의 

표준화연구

국내산 작약과 감초를 

원산지별로 각각 2종과 

5종을 확보하여 HPLC 

분석을 통해 중국산 작

약과 감초와의 동등성 

확인

원산지별 국내산 작약의 

HPLC 분석결과 지표성분인 

paeoniflorin의 함량이 중국

산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으

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부여산이 화순산보다 

paeoniflorin의 함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옴. 원산지별 국

내산 감초 5종의 HPLC 분

석결과 지표성분인 

glycyrrhizin의 함량이 중국

100% 10%

2절. 목표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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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으

나 모두 유사한 결과치를 

보임

국내산 작약감초탕과 중

국산 작약감초탕의 

HPLC 분석을 통한 동등

성 확인

제천 감초와 부여 작약을 

혼합한 국산 작약감초탕과 

중국산 작약감초탕의 HPLC 

분석결과 8가지 주요성분의 

피크들을 모두 확인하여 

HPLC fingerprint의 유사성

을 확인함.

안 전 성 평

가

유전독성시

험
유전독성시험

작약감초 혼합추출물의 유

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을 GLP인증 시험기관에서 

실시함.

100% 10%

단회투여독

성시험

설치류 단회투여독성시

험

설치류 단회투여 독성시험

을 GLP인증 시험기관에서 

실시함

비설치류 단회투여독성

시험

비설치류 단회투여 독성시

험을 GLP인증 시험기관에

서 실시함.

반복투여독

성시험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

을 위한 실시함.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용량설정을 위

하한 DRF 시험, 조제물 안

정성을 실시함. 이를 바탕

으로 13주 반복투여독성시

험을 진행함.

안 정 성 평

가

유통기한 설

정

원료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하여 기준을 정하여 

가속조건으로 안전성평

가를 실시함.

6개월 간 가속조건으로 실

시된 원료의 유통기한은 실

온보관 조건 36개월로 설정

되었음.

100% 5%

제형연구

제형선정
원료의 특성에 맞는 제

형연구를 진행함.

정제, 하드캡슐, 연질캡슐에 

대한 제형연구를 실시함. 

정제 및 하드캡슐 시제품을 

생산함.
100% 5%

인체적용평

가 시험약 

및 시제품 

제작

선택된 제형 중 인체적

용평가를 위한 시험약 

및 위약을 제조함.

인체적용평가에 대한 시험

약 및 위약의 제형을 하드

캡슐로 설정하였으며, 위탁

생산을 통하여 생산 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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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완료함.

유효성 평

가

동물질환 모

델에서 황반

변성 예방 

기능성 평가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 

(N-Methyl-N-nitrosoure

a ( M N U ) - i n d u c e d 

photoreceptor cell 

degeneration mouse)에

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MNU로 유도하는 시신경 

소실 동물모델에 EGHB010

을 투여한 결과, 시신경 세

포 소실에 의한 외측망막층 

(outer nuclear layer)의 두

께감소를 억제함을 확인함. 

특히, 건성황반변성 예방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루테

인(lutein)과 효능을 비교한 

결과, EGHB010가 루테인 

보다 효능이 우수함을 확인

함.

100% 15%

건성황반변성 모델동물 

(NaIO3-induced retinal 

pigment epithelial (RPE) 

cell degeneration rat)에

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NaIO3로 유도하는 RPE세포 

변성 동물모델에 EGHB010

을 투여한 결과, RPE 세포 

변성에 의한 망막신경절의 

folding 현상을 억제함을 확

인함. 망막전위도 (ERG)를 

측정한 결과 시세포의 활성 

감소를 억제함을 확인함.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EGHB010을 투여한 결과 드

루젠(drusen)의 주요성분인 

lipofuscin의 산화(oxidation)

을 억제함을 확인함.

습성황반변성 모델동물 

( L a s e r - i n d u c e d 

c h o r o i d a l 

neovascularzation rat)에

서 EGHB010의 기능성 

평가 

Laser photocoagulation으로 

신생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습성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EGHB010 투여로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의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함. 또한 신생

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VEGF의 mRNA 발현을 억

제함을 확인함

동물모델에

서 안구건조

증 예방 기

능성 평가

외과적 수술로 유도하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 

(lacrimal gland excision 

dry eye rat)에서 

Extraorbital lacrimal gland

를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안

구건조증을 유발함. 

EGHB010을 투여한 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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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HB010 기능성 평가

분비량 변화를 확인한 결

과, EGHB010가 눈물분비량

을 증가시켜 안구건조증을 

개선함을 확인함. 건성안에

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각막

의 변성 및 손상 EGHB010

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함. 

특히, 안구건조 개선에 사

용되는 상용약물인 오메가3 

(omega-3)와 효능을 비교한 

결과, 오메가3 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함.

Scopolamine으로 유도하

는 안구건조증 모델동물 

(scopolamine-induced 

dry eye rat)에서 

EGHB010의 기능성 평

가

부교감신경억제제 (항콜린

성 약물)인 scopolamine으

로 안구건조증을 유발함. 

EGHB010을 투여한 후 눈물

분비량 변화를 확인한 결

과, EGHB010이 눈물분비량

을 증가시켜 안구건조증을 

개선함을 확인함.

기전규명

황반변성에

서의 작용 

기전

Lipofuscin (A2E) 산화 

억제 분석

EGHB010과 paeoniflorin이 

농도 의존적으로 A2E의 산

화를 억제하였으나 

glycyrrhizin은 억제하지 못

함.

100% 15%

최종당화산물 생성억제 

효능 분석

EGHB010과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최종당화

산물 생성억제 효능이 확임

되었으며, aminoguanidine 

보다 우수하였음.

ARPE-19에서 최종당화

산물 생성억제 효능 분

석

EGHB010에 의하여 농도 의

존적으로 억제됨

최종당화산물과 단백질

의 cross-linking 파괴 

효능 분석

AGEs와 collagen 사이에 형

성된 교차결합을 EGHB010

이 농도 의존적으로 파괴

함.

ARPE-19에서 세포 보호 세포 viabillty, TU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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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assay, 활성산호(ROS) 측정

을 통하여 EGHB010의 세포 

내 보호 효능 기전을 확인

함.

ARPE-19에서 barrier 기

능 보호 기전

Permeability assay와 tight 

junction protein 발현 분석

을 통하여 확인함.

HRMEC에서 tube 

formation 억제 효능

VEGF로 유도하는 tube 

formation을 농도의존적으

로 억제함.

안구건조증

에서의 작용 

기전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손상 보호

각막상피세포의 건조 스트

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보호 

효능을 확인한 결과, 

EGHB010과 paeoniflorin, 

glycyrrhizin 모두 세포 손

상을 억제함.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각막 염증 억제

각막상피세포의 건조 스트

레스를 유발하여 염증성 사

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EGHB010은 유의적으로 발

현량을 억제함.

인 체 적 용

평가

시험 설계 

및 CRO 선

정

황반색소밀도 개선에 대

한 인체적용평가를 설계

하고 CRO 기관을 선정

함.

CRO기관으로 메디칼엑설런

스를 선정하고 인체적용평

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

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안과 박영훈 교수를 

인체적용평가시험 책임자로 

선정하고 인체적용평가 시

험기관을 서울성모병원으로 

선정하였음. 인체적용평가

시험 책임자 및 CRO 기관

과 논의하여 인체적용평가 

시험의 프로토콜을 설계하

여 결정함.

90% 15%

시험 진행 

중

인체적용평가에 대한 모

든 계약을 완료하고 시

험이 개시됨.

설계한 인체적용평가 시험

의 프로토콜의 IRB 심사를 

통과하여 인체적용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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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개시하여 현재 시험을 

진행 중에 있음.

건기식 개

별 인 정 형 

신청 준비

CRO 선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인허가 서류 제출을 위

하여 CRO 기관을 선정

함.

CRO기관으로 ㈜네오뉴트라

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위한

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서

류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인체적용평가

가 끝나는 대로 식약처에 

인허가 서류 제출 예정임.

90% 10%

3절.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대책

1. 인체적용평가

가. 현재 상황

(1) 2018년으로 종료가 예상되었던 인체적용평가의 대상자 모집이 지연되어 2019년 3월 최종대

상자 등록이 완료될 예정임.

(2) 2019년 3월 25일 현재까지의 등록된 대상자는 93명(96.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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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 미달성 분석 및 대책

(1) 최초 계획서에 정량적 목표로 인허가 신청(기술인증)은 종료 후 1차년도로 설정하였으나 인

체적용 시험을 조기 종료하여 인허가 신청을 미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차별 

계획에 기재하였음.

(2) 인체적용평가 시험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상자수가 부족하여 시험이 지연됨.

(3) 대상자 증가를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을 실시함.

(가) 실제 대상자에게 study eye로 지정한 쪽의 눈 외에 다른 눈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으로 인

한 영향이 없음에도 현재 제외기준으로는 탈락될 수 있음.

(나) 따라서, 대상자의 범위를 양안의 습성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높은 자에서 단안으로 변경을 

함.

(4) 인체적용시험 가속을 위하여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

여 대상자 모집을 독려하였으며, 임상시험책임자와 

논의하여 인체적용시험 기관인 강남성모병원 내에 

대상자 모집 광고를 실시하였음.

다. 차후 계획

(1) 대상자 모집 노력 결과 2018년 하반기부터 피험자수

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인체

적용평가를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인체적용평가가 완료되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 하여 인허가 신청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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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1절.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가.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 관련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원로소재로서 생리 활

성 효능을 입증하고 추후 다양한 소재로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에 중요성이 있으며 이는 다

양한 눈 건강 관련 소재로 유효한 물질로 활용 가능함.

나. EGHB010은 약용식물 유래 추출물로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안전하게 사용되었

으며, 추출물로서 비교적 원료확보가 용이하며 경제적이어서 생산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 천연물인 EGHB010을 이용한 원료 개발 및 그 효능에 유의적인 권장 배합비와 효과적인 

약물전달체계의 제형기술로써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함.

라.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품으로 그린 마케팅 추세와 자연친화적인 상품화의 메가트

렌드에 부응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화가 가능함.

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소재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선진국과 FTA에 대비할 수 있고 생물

자원을 이용한 각종 기능성 소재 개발에 더 큰 활력소가 될 것임.

2. 경제적․산업적 측면

가. 기술개발에 의해 눈 건강 관련 증상이 심하여도 눈에 안전하면서 뚜렷한 효능을 가지는 특

정 천연물 유래 추출물 원료와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된다면 기존 유사 제품들

과 비교해볼 때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됨.

나.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능에 대한 구전 활동에 따라 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경쟁력을 벌여 업계 리딩 상품으로서 포지셔닝이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됨.

다. 국내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외 업계에서의 시장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

임.

라.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수탁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생산으로 지역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것임.

마. 신규 기전 또는 용도에 대한 특허 등록 및 권리 확보에 활용할 수 있음.

바. 국내 소비 수요 창출 뿐 아니라 수출 품목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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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활용방안

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인허가 신청

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

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임.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임.

나.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의미함. 이러한 기능성원료 는 두 가

지로 구분함.

(1) 고시된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개별인정형 원료 :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다. 연구가 완료된 EGHB010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인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화할 것임.

2. 사업화 계획

가. 생산 계획

구분
(2020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1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2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

내

시장점유율(%)주1) 1% 1.5% 2.5%

판매량(단위: 개) 33,333 50,000 83,333

판매단가(원) 30,000 30,000 30,000 

국내매출액(백만원) 1,000 1,500 2,500

해

외

시장점유율(%)주2) - - -

판매량(단위: 개 )  11,588 25,493

판매단가($) 40 40 

해외매출액(백만$) 0.5 1.0

당사 생산능력 (개) 300,000(OEM) 300,000(OEM) 300,000(OEM)

주1) 눈건강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약 1,000억원 이상 추정 (2016년 루테인 원료 생산판매액 약 300억원).

주2) 해외 건강기능성식품 시장규모 약 790조원, 이중 기능성식품 시장규모 약 240조원 추정(2016년 기준, 전체  

대비 1~2% 수준인 국내시장 규모로 비교시 해외 눈건강시장 규모 약 4~5조원 규모 추정, 출처: 2017, 

연구진흥재단 건강기능성식품 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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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계획

항목
(2020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1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2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46%)주1) 460 903 1,619

판매관리비 (32%)주2) 320 628 1,126

자본적

지출

토지 1,300

건물/구축물 700

기계장치등 1,000

자본적지출 합계 3,000

 주1) 매출원가: SK바이오랜드, 내추럴앤도텍 3년 평균(‘13-’15)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참조.

 주2) 판매관리비: SK바이오랜드, 내추럴앤도텍 3년 평균(‘13-’15)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 참조.

다. 사업화 전략

(1) 제품 양산 전략 

국내 원료 및 완제 판매, 해외 완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 3년차(2022년)까

지는 전문 OEM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2023년부터는 자체 생산설비를 구축하

는 계획을 수립함.

(가) 원료 

국내 분말 판매가 178,000원/kg, 액상 농축액 판매가 81,000원/kg(고형분 45%)을 목표 판

매가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제조원가 대비 매출이익 40%를 가정한 금액임. 사업화 5년차인 

2023년에 원료 판매가를 10% 낮추는 것을 가정하여 원료 매출을 가정하였으며, 연간 원료 

판매량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원료매출(백만 원) 510 769 939 1,028 962 4,208 

액상 판매가/kg(원) 81,000 81,000 81,000 81,000 73,000 -

분말 판매가/kg(원) 178,000 178,000 178,000 178,000 160,000 -

액상 판매량(kg) 3,000 4,000 5,000 5,000 5,500 22,500 

분말 판매량(kg) 1,500 2,500 3,000 3,500 3,500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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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제 

OEM 생산을 전제로 하여 주원료비, 임가공비를 산출한 후 유통마진 40%를 고려하여 하

드캅셀(30,000원/$40), 액상 파우치(40,000원/$50), 츄어블정(30,000원/$40), 정제(30,000원

/$40), 바이알 음료(99,000원/$130) 예상 판매가 (2개월분/세트)를 산출하였으며, 해외 판매

의 경우 관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비 약 30%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를 산출함. 산출된 판

매가를 바탕으로 예측한 연간 국내 및 해외 완제 판매량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바이알  
판매량 - - - - - - 1,000 3,000 1,000 4,000 9,000

매출 - - - - - - 99 429 99 572 1,199

파우치 
판매량 4,000 - 4,000 6,000 6,000 8,000 6,000 24,000 4,000 30,000 92,000

매출 160 - 160 330 240 440 240 1,452 160 1,815 4,997

츄어블 
판매량 - - 5,000 - 15,000 5,000 15,000 15,000 10,000 15,000 80,000

매출 - - 150 - 450 220 450 660 300 743 2,973

하드

캅셀

판매량 10,000 - 15,000 5,000 15,000 10,000 20,000 20,000 15,000 20,000 130,000

매출 300 - 450 220 450 440 600 990 450 990 4,890

정제
판매량 - - - - 15,000 -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매출 - - - - 450 - 600 880 600 880 3,410

연간 매출합계 460 - 760 550 1,590 1,100 1,989 4,411 1,609 5,000 17,469

주) 환율: 1달러=1,100원 적용.

(2) 제품 홍보 전략

(가) 예방기능뿐만 아니라 증상 개선 효능이 우수한 천연소재 

인체시험을 통해 황반변성 억제, 눈 피로도,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를 입증하여 기존 소재 

대비 우수성 홍보

EGHB010 구분 루테인(기존 눈 건강 대표소재)

증상 예방 및 개선 효능 증상 예방

황반변성억제, 눈의 피로 개선, 안구건조 

개선 효과를 인체시험을 통해 입증
적용분야 황반변성 억제

효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원료 주원료
금잔화 꽃잎 내 에스테르형태 루테인 추

출. 전량 수입 의존

공신력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의 원천특허 특허 -



- 103 -

(나)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① 작약

㉮ 소재의 친숙함: 작약은 꽃이 크고 탐스럽게 생겼으며, 큰 꽃을 피운다고 해서 함박꽃이라고

도 함

㉯ 5대 기본 한방약재: 국내에서 작약은 당귀, 천궁, 황기, 지황과 더불어 5대 기본 한방 약재 

중 하나임. ‘신농본초경’에서 상품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적작약과 백작약의 구분은 없

고, 당대 문헌 ‘보노습유’에서 약효를 구분하여 백작약은 보(補), 적작약은 사(瀉)한다 하여 

사용이 구별되어 옴. 주요성분은 패오니플로린, 파이오넬, 파이오닌, 타닌 당으로 알려져 있

음. 대한약전에서는 적작약과 백작약의 구분 없이 모두 작약으로 통일하여 약재로 사용

㉰ 작약의 속명인 패오니아(Paeonia)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만물을 지배하는 여러 신들이 

서로 싸울 때 받은 상처를 의사 패온(paeon)이 이 약초의 뿌리로 치료해 주었다 하여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종명인 락티플로라(lactiflora)는‘백색꽃이 피는 정원의 화초’라는 뜻에

서 시작됨.

㉱ 작약은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동서양의 고대에서 근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문학적 소재를 제공함.

㉲ 작약은 아름다운 처녀와 관련성이 많음. 아리따운 소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작약 꽃 속에 숨

었다하여 ‘부끄러움’,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갖게 되었다고도 함.

㉳ 작약 관련 설화 1: 사천의 한 마을에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책이나 읽으며 지내고 있었으므로 적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매일같이 대하는 

것이란 오로지 책뿐이었고 가끔씩 뜰에 나가 붉게 핀 작약꽃을 감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아름다운 미모의 처녀가 찾아 들었다. 처녀는 선비의 시중과 자

질구레한 집안일을 거들어 주겠노라고 간청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 지친 선비는 미모의 

처녀가 스스로 시중을 들겠다고 자청을 하므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거 할 것을 

허락하였다. 처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잘할 뿐 아니라 우아한 몸매에 교양도 있

었고 글재주는 물론 재치도 있어 시나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좋은 말동무가 되었다. 이제 

선비는 처녀가 한시라도 없으면 심심하고 쓸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친구나 찾아오는 

손님께도 처녀의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살맛 나는 생활이었다. 꿈같이 달콤한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명한 도인이 선비를 찾아왔다. 선비는 도인에게 

처녀를 자랑삼아 소개시키려고 처녀를 불러내었으나 나오지를 않았다. 궁금한 마음으로 이

곳저곳을 찾아보아도, 그리고 불러보아도 처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언뜻 처

녀의 모습이 선비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뒤쫓아가니 처

녀는 벽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듯 서서히 벽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벽에

는 처녀의 모습이 자국으로만 남았고 단지 입술만 움직이며 하는 말이 “선비님의 부름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고 작약의 혼이에요. 저를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

해 준 것은 선비님의 사랑이었고 저 역시 선비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온 도인께서는 선비님의 저에 대한 사랑과 칭찬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저

의 모습을 간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

다”라고 고백하였다. 선비가 아무리 달래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처녀는 점점 벽 속으

로 들어가 드디어 처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후 선비는 오로지 한탄과 외로

움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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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약 관련 설화 2: 중국 삼국시대 때의 이야기가 있다. 화타의 집주위에는 온통 약초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약초를 맛을 본 후에 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환자

에게 사용함으로써 결코 약을 잘못 쓰는 일이 없었다. 화타에게 어떤 사람이 백작 한 그루

를 보내왔다. 화타는 그것을 정원이 보이는 창 앞에 심고, 백작의 잎을 뜯어 맛을 보았다.

그리고 가지와 꽃도 맛을 보았지만, 맛이 평범하여 약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백작을 약초로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백작에 대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화타는 밤이 깊어서까지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다. 홀연히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

렸다. 그는 창문 밖을 보니 달빛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뭔가 안타까워하는 

눈치였다. “할 말이 있으면 울지만 말고 말해 보아라” 화타는 방문을 열고 나오니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창문에서 본 여자가 서 있던 곳에는 백작나무만 여전히 서 있

었다. 화타는 혼란스러워졌다. “백작나무가 그 여자였던가” 머리를 갸웃거리다가 웃으며 백

작나무에게 말했다. “네가 정말 약효가 있는 영험한 나무라면 마음 아파 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약효가 없는데 어찌 약으로 쓸 수 있단 말이냐” 화타가 방안으로 들어와 책을 다시 

읽으려고 막 앉는데 또다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빨리 밖에 나가 봐도 백작나무

만 서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무슨 곡

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옆에서 자는 부인을 깨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부인은 창 

밖에 있는 백작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 있는 한 그루 풀과 나무가 당신의 수중에

서는 좋은 약이 되지 않습니까? 잘 살피면 하잘 것 없는 풀 한 포기라도 효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작만 쌀쌀맞게 대

하지 말고, 당신이 잘 생각하여 용도를 찾아보세요. 백작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화타는 

웃으며 말했다. “약초 맛을 보고 그 성질을 알아내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또 어떤 환자

에게 효험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 한 치의 실수가 없게 하려고 하오. 그러나 백작나무의 

꽃과 잎, 줄기를 모두 맛보았지만, 약으로 쓸 수가 없었소. 그런데 어찌 이것을 약재로 사

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요” “여보, 꽃과 잎, 줄기는 눈에 보이게 자라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하지만 화타는 귀찮다는 듯 대꾸도 

하지 않고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마음을 크게 먹고 부엌칼을 가져와

서는 허벅지 살을 도려냈다. 그러자 선홍색의 피가 바닥에 낭자했다. 화타가 그것을 보고는 

각종 약초를 가져다 상처에 붙였으나, 피가 멎질 않았다. 그때 부인이 그에게 백작의 뿌리

를 캐어 시험해 볼 것을 권유했다. 화타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인 말대로 백작의 뿌

리를 캐어 부인의 상처에 붙였다. 그랬더니 즉시 피가 멎었고 통증도 가셨으며, 얼마 지나

지 않아 상처도 아물었다. 이런 부인의 각별한 노력으로 화타는 백작의 효능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약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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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초

㉮ 약방의 감초: 감초는 만주,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건조하고 서늘한 지역에 널리 분

포하고 있으며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1m가량 자라고 줄기에는 흰털이 많

음. 뿌리는 땅속 깊이 뻗고 흙 표면 바로 아래에는 땅속줄기가 발생하고 적갈색임. 우리나

라에서는 노지에서 꽃이 잘 피지 않지만, 시설 내에서 키우면 꽃이 피고 종자도 일부 맺힘.

㉯ 재배기원: 조선왕조실록에 감초 재배 기록이 있는데 태종 때에 감초재배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관을 벌한 기록이 있고 성종 때까지는 재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기술 부족과 국내 환

경에 적응하지 못해 재배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음. 최근 유럽과 중국 등에서 우리나

라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새로운 감초 자원을 들여와 재배가 되기 시작하여 재배단지가 

형성되고 있음.

㉰ 감초의 주요 성분 중에는 글리시리진(glycyrrhizin),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쿠마린

(coumarin) 및 사포닌(saponin) 등이 있음. 주성분인 글리시리진은 설탕보다 수십 배 강한 

단맛을 내고 파상풍과 뱀독 해독, 간질환, 강심, 항염증, 진정 등에 효능이 있고, 항암제의 

활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음. 또한, 계면활성이 있어 다른 약제가 물에 잘 

풀리게 해서 흡수를 도움.

㉱ 감초 하면 독성을 푸는데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어 ‘한약방 감초’라는 말처럼 여러 가

지 약재를 섞어 처방하는 첨약에 포함되는 약재임.

㉲ 감초 관련 설화 1: 옛날 인적이 드문 산골에 진맥과 치료를 잘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왕진을 나간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기

다려도 의원이 돌아오지 않자 의원의 아내는 ‘내가 나서서라도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땔감으로 해 놓

은 마른 풀이 쌓여 있었다. ‘이것들이 전부 약초라면…….’ 이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건초 

가지 하나를 집어 잘근잘근 씹어보니 맛이 달았다. ‘옳다! 이걸 썰어 약봉지에 담아주자.

이 건초를 달여 먹더라도 별 해는 없을 거야. 환자는 약을 복용했다는 위안을 받아서 병이 

회복될지도 몰라.’ 의원의 부인은 마른 가지를 썰어 약봉지에 담아 찾아온 환자들에게 나

눠주었다. “이것은 의원님이 왕진 나갈 때 남겨둔 약입니다.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됩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달여 드세요.” 조급하게 기다리던 환자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약을 받아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 약을 받아 간 사람들

이 온갖 선물들을 가지고 와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선생님의 약을 먹고 병이 이렇

게 완쾌되었어요.” 의원은 영문을 몰라 의아해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귓속말로 그동안 일

어난 사실을 말해 주어서야 알았다. 의원은 아내가 도대체 무슨 약을 조제했기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았는지 궁금해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무슨 약을 주었어요?” 아내는 부엌

으로 들어가 그때의 그 마른 풀을 가지고 왔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약이라 의원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튿날, 의원은 그 마른 풀을 복용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 그들

이 앓았던 병의 증세를 물었다. 비위가 허약한 환자, 기침과 담이 많은 환자, 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 등 이 모든 병들이 마른 풀을 복용한 후 완쾌된 것이었다. 그 후, 의원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마른 풀을 약으로 쓰기 시작했으며, 건초더미의 마른 풀이 비장과 

위장을 보할 뿐 아니라 혈압을 내리고, 독을 제거하며, 다른 약재와 같이 끓이면 약초의 효

능을 더욱 높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맛이 단 풀, 즉 감초(甘草)라 이름

지었으며 한방에서 여러 가지 처방에 쓰이고 다른 약초와 섞어 쓸 때 조화시키는 효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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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약방의 감초로 군림해 오고 있다.

<감초>

③ 스토리텔링 활용 홍보(마케팅) 전략

㉮ “만물을 지배하는 여러 신들이 서로 싸울 때 받은 상처를 의사 패온(paeon)이 이 약초의 

뿌리로 치료해 주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작약의 어원을 활용하여 눈 건강 예방, 개선 효

능을 홍보에 활용할 예정임.

㉯ 조선왕조실록부터 감초가 재배된 기록을 이용하여 국내산 감초의 우수성을 부각 시키고, 설

화에서 나타난 질환에 사용하여 다른 약초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효능을 이용하여 작약과 

감초의 혼합추출물의 강점을 부각시켜 홍보 전략으로 활용 예정임.

(3) 판로 확보 계획

(가) 사업화 제품: 황반변성 억제, 눈 피로, 안구건조 개선효능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나) 목표고객: 눈 피로도가 높은 스마트폰 사용자, 직장인, 수험생, 고령자 및 황반변성, 안구

건조증 등 질환 잠재자

(다) 목표시장

① 온라인: 사업화 초기 체험단 모집, 제품홍보 채널 활용

② 홈쇼핑: 전용제품 제품화 공급

③ 병원: 전용제품 제품화 공급

④ 대형 완제업체: 원료 사업 제휴

(4) 판매 전략

(가) 원료판매 파트너

국내에 아이진 직접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채널 위주 원료공급(약국 판매채널은 건강기능

식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시

장임. 광동제약, 안국약품 등 제약 회사에 원료 판매하여 약국 전용 완제품 출시)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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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완제품

o 수요처 :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회사 원료 판매와 자체 생산하

여 대형 유통채널을 통한 완제품 판매 

o 예상 단가 : 유효성 적정 섭취량 확인 후 산정 예정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08 M/M 

- 개발 기간 : ~30개월 (2016년~2018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바이오의약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개개발 능력 및 우수  

전문 인력 보유 

o 기능성 식품소재 제형 검토 및 유효성을 띈 최적의 배합비율 개

발

채널 관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나) 완제판매 파트너

① 국내: 기존 안과 병원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누네병원, 강남 밝은세상 안

과 등 안과전문 병원에 완제품 공급.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유산균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함)

② 중국, 아시아 지역: 상해골드파트너바이오테크 및 북경동인당 (중국 보건식품의 현지 최대 

유통사인 상해골드파트너바이오테크에 완제품 납품. 추가로 한의학 소재에 익숙한 중국계 

및 동남아 중화권 소비자를 타겟으로 북경동인당과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 공급 예정.

북경동인당의 경우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서울지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 시장 연계활동을 

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촉하고 동시에 홍콩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

능식품 수입상과도 접촉할 계획임.

③ 미주지역: H-Mart 등 한인계 마트, 99 Ranch Market 등 중화계 마트 (미주지역은 무한 경

쟁의 시장으로 진입은 쉬우나 판매,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 전문 판매 

채널, 브랜드를 통해 당사 제품 영업활동 확장) 활용 예정

(다) 기타 판매계획 

① 홈쇼핑, 7대 종합쇼핑몰, 방판/다단계 네트워크 오프라인 등을 통한 판매

② 대형 유통사 및 제약사에 OEM/ODM 제안을 통한 제품 출시

③ 국내/국제 기능성 소재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제품을 전시하고 런칭쇼 및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 홍보

④ 기존 중국 합자회사(천진정원당아이진생물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아시아, 미주 지역 신규 

해외 판매망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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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된 원료만을 생산할 별도의 자체 공장 설비를 통해 교차오염 

방지 및 생산 수율 극대화

o 16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바이오 헬스케어 네트워크 

확보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대량 생산 공정 개발 : 2018년

o 다양한 제형 및 성상(맛, 향) 개발 : 2018~2019년

o 판매개시 : 2020년

o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MOU, 판매계약 체결 : 

2020년

작약감초혼합추출물(EGHB010) 원료명 마리골드꽃추출물

페오니플로린, 글리시리진산 기능(지표)성분 루테인

EGHB010으로서 320 mg/일 일일섭취량 루테인으로서 10~20 mg/일

3. EGHB010과 루테인의 사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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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국문)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 감초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영문)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materials from Korean medicinal herb,

peony and licorice

주관연구기관 아이진주식회사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아이진주식회사

협동연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김 현 종

총연구개발비

(933,520 천원)

계 933,520천원 총 연 구 기 간 2016. 09.～ 2018. 12.(2년 4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700,000천원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23

기업부담금 233,520천원 내부인원 9

연구기관부담금 외부인원 14

○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

1. 연구의 목표

- 기업체 상용화를 위해 국내산 작약, 감초복합물(EGHB010)의 안전성, 안정성, 효능 및 작용기전을 검

증하고 대량생산 및 원료의 표준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을 검증한 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2. 성과

- 국내산 작약과 감초를 구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

- 대량생산을 통해 EGHB010의 생산공정도를 확보하여 배치별로 생산 진행 

- 배치별 지표성분 함량 확인 시험 진행

- 원산지별 국내산 생약의 확보를 통한 중국산 소재와의 HPLC fingerprint 비교분석을 통해 소재 동등

성 확인

- EGHB010의 독성시험을 GLP 인증 시험기관에서 진행

- 대량 생산 배치별 공인성적서를 확보하고 기준 규격을 설정하였으며, 영양성분 분석을 실시

-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여 유통기한을 설정

- 제형에 따른 특성연구를 완료하고 인체적용평가용 시험약 및 시제품을 제조함.

- 인체적용평가가 개시되어 진행 중

- EGHB010이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신생혈관 생성 억제 및 망막시신경세포 보호 효능

을 확인

- EGHB010이 안구건조증 동물모델에서 눈물분비량을 촉진하고, 각막세포의 변성을 예방하는 효능을 

확인

- EGHB010의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 관련 작용 기전을 규명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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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결과

1. 국내산 EGHB010의 원료 표준화 및 규격설정

- 국내 재배농가의 작약, 감초를 확보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통한 원료의 표준화

2. 수탁재배를 위한 국내 대량 재배단지 확보

3. Scale up을 통한 대량생산 공정 확립

4. EGHB010의 안전성 평가(GLP 기관)

5.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EGHB010 시제품 제작

6. 눈 건강 관련 in vitro/in vivo 효능평가

- 세포실험을 통한 눈 건강 기능성 평가

- 동물실험을 통한 눈 건강 기능성 평가

7. IRB 승인 및 인체적용시험 

- 인체에서의 눈 건강 예방 및 완화 효능 평가

8.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제형 및 안정성 연구  

9. EGHB010의 눈 건강(황반변성, 눈의 피로, 안구건조)과 관련된 효능 기전 규명

10. EGHB010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인허가 진행

-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평가 자료 작성 및 신청

11. 개발된 EGHB010 기능성 원료의 상용화를 위한 눈 건강 제품 추진 

12.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홍보 전략을 구축

○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계획

1.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 감초의 기능성 소재 개발로 황반변성, 눈의 피로, 안구건

조와 같은 눈 건강 증상 완화에 따른 삶의 질 증가를 기대함

2.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소재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선진국과 FTA에 대비할 수 있고 생물자원을 이

용한 각종 기능성 소재 개발에 더 큰 활력소가 될 것임

3. 안과 전문 바이오기업과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리딩 상품으로 포지셔닝 가능할 것임

4. 우수농가와의 수탁재배를 통해 우수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배농가의 안

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것임

5. OEM/ODM을 통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눈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임

6. 국내 소비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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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과 감초를 이용하여 최초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

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산, 제형,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인체평가를 실시함.

루테인으로 대변되는 건강기능식품 눈 건강 시장에서의 EGHB010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

힐 수 있는 원료로 생각됨.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작약, 감초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것임. 국
내 소비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
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 감초의 기능성 소재 개발로 황반변성, 눈의 피로,

안구건조와 같은 눈 건강 증상 완화에 따른 삶의 질 증가를 기대함.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생

하는 소재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선진국과 FTA에 대비할 수 있고 생물자원을 이용한 각종 

기능성 소재 개발에 더 큰 활력소가 될 것임. 이는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 관련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원로소재로서 생리 활성 효능을 입증하고 추후 다양한 소재로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에 중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눈 건강 관련 소재로 유효한 물질로 활용 가능

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우수

과제 계획서 상에 작성된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연구를 진행하였음. 인체적용평가에 있어 피

험자 등록이 다소 늦어져 시험이 지연되고 있으나, 시험 프로토콜을 변경하고 피험자 모집을 

위한 원내광고를 실시하는 등 시험 완료 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인체적용평가는

2019년 3월 중으로 최종대상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체적용평가 종료 이후 건강

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인허가를 신청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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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논문: SCI 4건, 비SCI 2건(정량적 목표 초과 달성)

지적소유권: 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1건(정량적 목표 달성)

학술발표: 3건(정량적 목표 초과 달성)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대량생산 10 100 목표달성

배치 간 동등성 확인 5 100 목표달성

원생약 표준화 10 100 목표달성

안전성평가 10 100 목표달성

안정성평가 5 100 목표달성

제형연구 5 100 목표달성

유효성 평가 15 100 목표달성

기전규명 15 100 목표달성

인체적용평가 15 90

진행 중이며 최대한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9년 3월 중 최종 
대상자 등록 완료 예정

건기식 개별인정형 신청 준비 10 90

진행 중으로 인체적용평가를 
제외한 다른 자료는 모두 

확보하였음.

합계 100점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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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를 이용한 EGHB010의 안전성, 안정성, 효능 및 작용기전을 검증하고 대량생산 및 원

료의 표준화를 확립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수입원료인 루테인으로 대변되는 건강기능식품 눈 건강 시장에 획기적으로 등장이 가능한 국

산원료를 이용한 EGHB010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또한, 본 과제를 통

하여 개발한 EGHB010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요한 식약처의 요구 사항을 대부

분 충족시킬 수 있어 과제종료 후 사업화 시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인허가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종료된 상태이며, 인허가 CRO를 

통해 문서화를 준비 중에 있음. 인체적용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

며 인허가 후에는 EGHB010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자체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임. 주관기

관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품질관리인을 지정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할 것임.

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규정한 

보안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제에 해당함.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주관기관인 아이진(주)에서는 연구수행 단계별로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

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보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

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설치하고 외부와 격리된 서버에 연구내용을 저장하여 보안관

리에 문제가 없음.



- 116 -

[별첨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분 야 개발

연 구과제 명 국내산 약용작물인 작약, 감초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주관연구기관 아이진주식회사 주관연구책임자 김현종

연 구개발 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연구기관부담금 총연구개발비

700,000 천원 233,520 천원 933,520 천원

연구개발기간 2016.09.05. ~ 2018.12.31.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자체개발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대량생산 원료확보 및 5배치 pilot scale 생산

②배치 간 동등성 확인 배치의 동등성 확인 및 공인성적서 발급

③원생약 표준화 HPLC를 이용한 지표성분 확인

④안전성평가 유전, 단회, 반복투여독성시험 실시

⑤안정성평가 평가 완료하여 36개월 설정

⑥제형연구 시제품 및 인체적용평가 시험약 제작

⑦유효성평가 동물질환모델에서 기능성 확인

⑧기전확인 EGHB010의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

⑨인체적용평가 시험 진행 중

⑩건기식 개별인정형 신청 준비 서류 제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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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C

I

비

SC

I

단위 건 건 건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10 10 0 0 0 20 10 10 15 0 5 10 10 0 0 0 0 0

최종목표 2 1 3 4 2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2 1 3 4 2
1.7

4
3

달성율(%)
10

0

10

0

10

0

10

0

초
과

초
과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3. 연구목표 대비 성과

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EGHB010의 대량생산 및 생산공정도 확보

② EGHB10의 동물질환 모델에서 기능성 평가 및 기전 규명

③ EGHB010의 인체적용평가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흡수

외국기술
개선․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v

②의 기술 v v

③의 기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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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

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C

I

비

SC

I

단위 건 건 건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가중치 10 10 0 0 0 20 10 10 15 0 5 10 10 0 0 0 0 0

최종목표 2 1 2

21,

00

0

10,

50

0

3 1 4 2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2 1 3 4 2
1.7

4
3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2

21,

00

0

10,

50

0

1 1

* 각 해당란에 v 표시

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생산공정도를 이용하여 배치별 동일한 EGHB010을 생산이 가능하여, 밸리데이션된 

생산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임.

②의 기술

황반변성 및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EGHB010의 효능을 in vitro 뿐만 아니라 in vivo

까지 최초로 증명하여 기능성을 입증하였으며 EGHB010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및 

사업화에 활용 예정임.

③의 기술
인체에서 EGHB010의 효능을 확인하여 섭취 시에도 황반변성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여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임.

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8.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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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명1)

이전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예정액 천원

이전방식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기타( )

이전소요기간 실용화예상시기3)

기술이전시 선행조건4)

1)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위의 표를 별도로 작성

2) 전용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다른 1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권리

통상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3자에게 중복적으로 허락한 권리

3) 실용화예상시기 :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초 출시 시기, 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4) 기술 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 사전협의사항(기술지도, 설비 및 장비 등

기술이전 전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생명산업기술개

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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