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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05의 휜쥐를 이용한 단회경구투여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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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st Mechanisms in Hep3B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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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MCO5 is a herbal extract which comprises of eight different herbs. We studied whether this prescription has 

an acute toxicity in rats. SPF Sprague-Dawley male and female rats were administered orally with HMC05 extract of 

2,000 mg/kg for 14days. We examined mortality, clinical signs, body weights and gross findings during the tests. The 

result showed no dead animals. We also could not find a significant body weight change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addition,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ontrol and HMC05 treated groups in clinical signs and other 

finding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MC05 extract did not show any toxic effects, and oral ADL value was over 2,000 

mg/kg in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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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MC05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B030007)의 일환으로 

한의학에서 痰厥頭痛의 환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용되어 안 성, 

유효성이 인정되는 처방인 半夏白朮天麻湯을 기원으로 加減을 

통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고 압과 동맥경화의 방  치료

를 목표로 개발된 한방복합제제이다.

    HMC05의 실험  연구로는 휜쥐 흉부 동맥의 확장을 

통한 항고 압 효능1)과 apoE-/- 생쥐에서의 항 동맥경화 효능2) 

 HPLC/UV  LC-MS 분석을 통하여 hesperidin, coptisine, 

palmatine  berberine의 지표성분3)이 보고되고 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을 한 제출자료의 범 '에 의하면 “천연

물 신약, 생약‧한약제제는 ”O"-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인 

경우에도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실시함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문헌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비임상시험자료의 일부 

는 부를 면제할 수 있다.”4) 고 하나 식품의약품안 청의 제

출자료 심사에서 자료 제출여부의 명확한 단의 기 이 없어 

실재 임상시험을 한 제출자료 확보에 있어서 지 않은 시간

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애로 이 상존하고 있다. 

    HMC05 역시 신조성 의약품 는 신효능 의약품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개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여부를 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의 주 성으로 인하여 단회경구투여 독성시험 

자료제출의 면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HMC05의 임상시험을 한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filing)을 한 자료 확보를 하여 식품의약청안 청 

고시 제 2005-60호 (2005년 10월 21일)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

’ 과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 2005-79호 (2005년 12월 21일) 

‘비임상시험 리기 ’,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 (No 401)  

구카톨릭 학교 바이오안정성센터 표 작업지침서 

(CBS-SOP-ACO)에 따라 단회독성시험을 진행하고자 하 다. 

    본 시험의 검은 시험기간의 신뢰성보증담당자(QAU)가 단

독으로 실시하 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단회 경구투여에 의한 독

성을 조군과 시험물질 HMC05의 2,000 mg/kg 용량군으로 암

수 Sprague-Dawley (SD) 5마리씩 1회 경구 투여하여 14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의 찰과 부검소견을 통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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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시험물질 

    본 연구의 시험물질인 HMC05는 (주)휴먼허 (경산, 한국)를 

통해 구입한 半夏 90 g, 白朮 120 g, 天麻 60 g, 陳皮 60 g, 茯苓 

90 g, 山楂 90 g, 豨薟 90 g, 黃連 90 g (총 690 g)을 세종제약

(Seoul, Korea))에 의뢰하여 100 ℃에서 1 시간 30분 탕한 후 

추출액을 여과지로 여과하고 진공회 증발기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수율은 15.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HMC05

Pharmaceutical 
name

Scientific name Dose(g)

半夏 Pinelliae ternate Ten. Ex Breitenb. 90

白朮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120

天麻 Gastrodia elata Blume 60

陳皮 Citrus unshiu Marcow. 60

茯苓 Poria cocos Wolf 90

山楂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C.K. 

Schneider
90

稀薟 Siegesbeckia pubescens Makio. 90

黃連 Coptidis japonica Makino 90

Total 690

2. 시험동물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계는 SD(Sprague-Dawley) 계통의 

SPF(특정병원균 부재(SPF)의 7주령 된 암(158.81~168.32 g), 수

(190.55~213.00 g) 흰쥐로서 (주) 한바이오링크(충북, 음성)로부

터 분양받아 1주일간의 순화사육 기간 동안에 증상 찰 등을 시

행하여 정상 인 동물만 시험에 사용하 다. 

3. 사육환경

    시험은 구카톨릭 학교 바이오안정센터(경북, 경산)의 바

이오안정센터 SPF실험동물실 사육실 II에서 실시하 다. 사육환

경은 온도 23 ± 3℃, 상 습도 55 ± 10%, 조명시간 12 hr (08:00

등 ~ 20:00 소등),  조도 150-300 Lux의 사육환경에서 

polysulfone 사육상자(260W × 420L × 150H mm)에 순화  

찰기간 모두 3마리 이하로 사육하 다.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

도, 습도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온‧습도 측정기에  의하

여 10분마다 측정되었으며 환기회수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 으로 측정되었다. 시험기간  실험동물실의 환경은 식품

의약품 안 청고시 ‘비임상시험 리기 ’5)에 하여 수행되었으

며 온도, 습도의 설정치에서 4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았다.

    사육상자는 시험번호  동물번호를 기입한 개체 식별카드

를 부착하여 식별하 다. 사료는 (주) 퓨리나(USA) 사로부터 공

받은 방사선 조사로 멸균된 실험동물용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 으며, 물은 지하수를 자외선 살균기  미세여과장치

로 소독한  후 물병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시험자들

은 모두 고압증기멸균(121℃, 15분)된 작업복과 보호장구를 착용

하 다.

4. 시험군의 구성과 투여량

    시험군의 구성은 실험실 환경에서 1주간 응시킨 실험동

물을 조군과 시험물질 HMC05 투여군으로 나 어 각 군은 

암, 수 각각 5마리로 하 다. 동물의 군 분리는 시험물질 2,000 

mg/kg 투여에서 사망한 시험계가 없는 비시험의 결과와 투

여 개시 일의 체 과 순 화한 체 을 이용하여 무작 법으

로 구분하 다. 시험물질의 투여는 8-12시간 식시킨 후 오  

에 경배부 피부를 고정하고 속제 경구투여용 존데를 이용

하여 사람에 한 임상 정 경로로서 강제 경구투여 하 다. 투

여액량은 투여당일에 측정한 체 을 기 으로 10 ml/kg으로 1

회/1일 투여하 다. 조군은 멸균증류수(주, 외제약)만을 투

여하 다.

    본 시험물질의 투여량의 설정은 한약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 ’ (고시 제 2005-60호)6) 에는 

한계용량에 한 기 이 없기 때문에 OECD Guideline7)과 

Principles and Methods of Toxicology
8)을 참조하여 비시험의 

한계용량인 2,000mg/kg를 투여량으로 설정하 다.

5. 찰  검사항목

 1) 일반증상

    투여  기간에 걸쳐 1일 1회 투여 직후의 일반증상을 찰

하 다. 일반증상의 찰은 사망여부, 증상의 종류, 발 일  증

상의 정도를 개체별로 기록하 다. 

 2) 체 변화 

    체 측정은 입수 시, 군 분리 시, 투여  , 투여 후 1, 3, 7, 

14일에 측정하 다. 

 3) 부검소견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째 되는 날 체 을 측정하고 ether로 

흡입 마취하여 치사시킨 다음 외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 으로 해부소견을 찰하 다. 

6. 통계 처리

    SPSS 12.OK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test)를 

통해 시험군의 독성지표를 조군과 비교하 다. 

결    과

1. 사망동물  최소치사량

     시험기간 동안 조군을 포함한 HMC05 투여 시험군에

서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Table 2). 따라서 본 시험에서 휜

쥐의 개략치사량은 2,000 mg/kg 이상으로 사료된다.  

Table 2. Mortality in rats after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HMC05.

Sex
Dose Days after dosing Final 

Mortality
a)

(mg/kg)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al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0/52,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Femal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2,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a) Values are expressed as dead number/total number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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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증상

     시험기간 동안 HMC05 투여 시험군에서 자발  운동, 호

흡율의 증가  부검  안구검사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찰되

지 않았다.  

Table 3. Incience of Clinical Signs in rats after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HMC05.

Sex
Dose
(mg/kg)

Signs observation

Appears  
 normal

Prone   
position

Decrease of 
locomotive 
activity

Decreased  
respiration 
rate

Lacrimation

Male
0 5/5* 0/5 0/5 0/5 0/5

2,000 5/5 0/5 0/5 0/5 0/5

Female
0 5/5* 0/5 0/5 0/5 0/5

2,000 5/5 0/5 0/5 0/5 0/5
  

*;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Number of animals examined.

3. 체 변화 

    HMC05 투여에 의한 14일 동안의 체  변화를 찰하 다. 

체  증가에 있어서 수컷 조군과 시험군은 각각 131.78 ± 8.34 

g과 125.33 ± 3.79 g으로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한 암컷 조군과 시험군은 각각 62.64 ± 6.85 g과 61.44 ± 1.47g

으로 증가된 체 에 있어서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 >0.05, Table 4, 5).

Table 4. Body weight changes in rats after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HMC05.

Body Weights (g)
Sex

Male Female

Dose(mg/kg) 0 2,000 0 2,000

0 day 223.93±8.06 226.21±5.74 167.32±1.79 1667321±4.09

1day 251.95±10.28 251.58±5.64 183.14±4.62 184.06±4.85

3day 270.21±10.07 270.89±5.14 192.76±2.77 195.23±6.01

7day 304.83±8.96 303.39±7.42 208.61±4.07 207.08±4.89

14day 355.71±16.40 351.54±9.53 229.96±8.63 228.65±5.56

Gain 131.78±8.34 125.33±3.79 62.64±6.85 61.44±1.47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aen ± S.D.

4. 육안  부검소견

    수컷  암컷 조군과 시험군 모두의 부검에서 육안 으로 

이상이 있는 개체는 찰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Gross findings in rats after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HMC05.

Sex
Dose
(mg/kg)

Gross observation

Gross findings Death Survivors

Male
0 No gross findings 0/0 5/5*

2,000 No gross findings 0/0 5/5

Female
0 No gross findings 0/0 5/5

2,000 No gross findings 0/0 5/5

*;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Number of animals examined.

고    찰 
 

    HMC05는 Clinical Handbook of Internal Medicine9)에 수록

된 半夏白朮天麻湯의 처방을 기본으로  동력학 조 에 한 

연구를 통해 최 의 조성과 비율로 개발되었다10). 그 조성은 半

夏, 白朮, 天麻, 陳皮, 茯苓, 山楂, 豨薟, 黃連의 약재로 구성되었

으며, 구성 비율은 1.5 : 2 : 1 : 1 : 1.5 : 1.5 : 1.5 ; 1.5로 조성되어 

있다. 본 처방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고

압과 동맥경화의 방  치료 등 심 질환의 치료를 목표

로 구성된 천연물 복합제제(특허제 10-0577674호/ 10-0787174호)

로 특허 등록을 통해 HMC05로 명명하 다. 

    HMC05의 유효성에 한 연구로는 휜쥐 흉부 동맥의 

확장을 통한 항고 압 효능과 기 1)
  apoE-/- 생쥐에서의 항 

동맥경화 효능2)
  그 기   시험방법 확립을 통하여 

hesperidin, coptisine, palmatine  berberine의 지표성분
3)
을 보

고하 다. 

    한편 최근 한의약의 안 성에 한 논란이 이따 씩 제기되

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 독성 연구는 

한의약의 안 성 확보는 물론 한약제제개발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  고시

에 근거한 한약재/한약제제의 단회 경구투여 독성 연구로는 암

수 휜쥐에서 麻黃11)의 개략치사량이 5,000 mg/kg 이상, 십 보

탕
12) 역시 5,000 mg/kg 이상으로 개략치사량이 보고된 바 있다 .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2003-17호 의약품등의 

안 성 유효성 심사에 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HMC05의 

안 성 시험의 일환으로 휜쥐에서의 단회경구투여에 의한 독성

을 조사하고자 하 다. 시험물질 HMC05의 단회경구투여에 의

한 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조군과 시험물질 2,000 mg/kg의 

용량으로 암수 SD 5마리씩 1회 경구 투여하여 14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검을 통한 육안  찰을 수행하 다. 

    HMC05의 단회 경구투여 독성시험에서 시험 기간을 통하여 

사망한 동물은 없었으며, 일반증상에서도 HMC05의 투여와 

련된 자발운동 하, 호흡수 감소 등 어떠한 이상 증상도 찰되

지 않았다. 한 체 변화 역시 시험기간 암수 모두에서 시험군

과 조군의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5), 부검에서도 

특이한 이상 소견이 찰되지 않았다. 즉 HMC05의 단회경구투

여에 의한 독성지표인 사망률, 체 변화, 일반증상  이상병변

이 발견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설치류/비설치류에서의 

반복투여 독성시험을 통한 안 성 확립과 임상시험을 통한 새로

운 한의약 복합제제로서의 개발이 기 된다. 

결    론

    시험물질 HMC05의 휜쥐에서의 단회경구투여에 의한 독성

을 조사하기 하여 조군과 시험물질 2,000 mg/kg의 용량으

로 암수 SD 5마리씩 1회 경구 투여하여 14일간의 사망률, 일반증

상, 체 변화  부검을 통한 육안  찰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시험  기간 동안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일반증상에

서도 HMC05의 투여와 련된 어떠한 이상증상도 찰되지 않

았다. 시험기간 동안 체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암수 모두에서 시

험군과 조군의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부검 결과 

어떠한 이상 병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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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험물질 HMC05는 단회경구투여독성

시험에서 안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략치사량(ALD)은 한

계량인 2,000 mg/kg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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