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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hor experimented the influence of five herbal medicines, which are Lonicera 

japonica Thunb, Paeonia suffruticosa Andr.,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Gardenia jasminoides Ellis,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which are called ‘Chungyulyak(淸熱藥)’ on drug metabolizing enzyme 

cytochrome P450 3A4 in Human Liver Microsome. Above all,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herbal 

medicines can be assumed that herbs might have interactions with drugs, other herbs, alcohol and 

chemicals whether those are much better synergy effects than expected effects when the medicine was 

treated alone or not. As a result, we showed that all of five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had no CYP 

3A4 inhibition effect on 10, 20, 30, 40, 50㎍/㎖ doses in Human Liver Microsome. However, this result are 

mostly not enough to prove that PMT has a CYP 3A4 inhibition effect. Moreover, it is not that those 

rates showed that those herbal medicines have CYP 3A4 induction effect. In conclusion, the result could 

support that those herbal medicines are more safe than chemical drugs even if this is the basic step to 

prove that result. Therefore, more specific studies to support this result, which are Kinetic study, cell and 

animal study then finally until clinical research,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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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약물의 개발과 함께 장기간 다

제병용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

다. 이에 약물상호간 작용을 예측하여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약리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 Cytochrome P450 

(CYP450)는 steroid hormones, fatty acids, pro- 

staglandins과 같은 내인성 물질 및 외인성 물

질(특히 약물)의 산화적 대사(oxidative meta- 

bolism)에 관여함으로써 이들 물질이 소변이나 

담즙으로 쉽게 배설될 수 있도록 친수성 물질

로 전환시키는 헴(heme)을 함유한 효소군을 

일컬으며, 모든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된다.
1-2)

 

간에서 발현 되는 CYP 450 효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CYP 3A4 형태로써 erythro- 

mycin and cyclosporin등의 넓은 범위의 기질

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CYP 형태들 보다

도 더 많은 범위에 기질들에 반응한다.
3)

 CYP 

3A4 효소는 인간의 체내에서 모든 약물대사의 

50% 이상에 관여하며, 일본에서는 감포 약재

가 CYP와 같은 특정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고 있다.
4-5)

 또한, 소청룡탕과 그 성분들

의 효능을 밝히고, 그것들이 CYP 3A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등의 과

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6)

약물상호작용이란 한 약물의 효과가 앞서서 

혹은 동시에 투여된 다른 물질(다른 약물, 음

식물, alcohol 등)에 의해 측정 가능한 정도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며, 약물 상호작용의 결과

는 임상의가 원하는 형태로, 혹은 부작용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고혈압제와 이뇨제를 같이 투여

하면 혈압강하효과를 증강시키는 유익한 결과

를 초래하므로 임상적으로 약물상호작용의 효

과를 기대하면서 실제 병용투여 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warfarin 용량의 감소 없이 azapro- 

pazone이나 phenylbutazone을 병용 투여한 경

우에는 원치 않는 warfarin의 부작용으로 출혈

이 발생할 수 있다.
7)

 예전에는, 약물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빈번하

며, 그런 연구들과 더 불어 한약재와 한약재 

사이의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8)

 

특히, 서양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t. 

John's wort의 경우 CYP 3A4의 대표적인 

inducer로 작용을 하며, 이는 cyclosporine 과 

innadivir 같은 약물들과 약물 상호작용을 일

으켜 혈청 소멸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논문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9)

 St. John's 

wort와 더불어 아시아 인삼, 생강 등의 한약재 

역시 약물역학과 약물동학에 있어서 약물과 

한약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주

목되어 왔으며, 전통적인 약재의 작용을 이해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

 또한, CYP 

3A4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효소라 할 수 

있는 CYP 1A2, 2D6 등의 효소반응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보여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11)

 CYP 효소들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간 또는 쥐의 간에서 적출한 

세포미립체들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방법을 

이용하여 기질과 효소의 반응을 측정한다.
12)

 

UV형광측정계를 이용한 효소의 반응 역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CYP 1A1, 1A2

의 효소들을 측정할 때 많이 쓰인다.
13)

 Mi- 

dazolam은 LC/MS를 이용하여 CYP 3A4의 효

소반응을 측정하는 기질로써 많이 쓰이며, 

Midazolam은 NADPH와 수산화 반응을 일으

켜 1-OH' Midazolam이라는 대사물질을 산출

하게 되어 효소와 기질의 반응성을 측정 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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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열약에 속하는 금은

화, 목단피, 진피, 치자, 황금이 약재에 따라 그

리고 농도에 따라 Human Liver Microsome에

서 CYP 3A4 activit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청열약 5종은 옴니허브 

(Kyungbuk, Korea)에서 구입하여 100g 정량 

후 1L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15분씩 두 번, 

총 30분 동안 sonication 하였다. 그리고 Filter 

2 여과지(Whatman, Maidstone, England)를 이

용하여 감압여과 하였다. 이 여과액을 감압농축

기(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얻어진 농축액을 동결 건조하여(Freezedryer, 

Matsushita, Japan) 각각 35g, 20.5g, 36g, 21.5g, 

27.6g, 21g, 21.5g, 10g, 15g, 14.9g의 분말을 얻어

(수율 : 35.00%, 20.50%, 36.00%, 21.50%, 27.60%, 

21.00%, 21.50%, 10.00%, 15.00%, 14.90%) 농

도에 따라 40㎎/㎖ in DMSO의 stock으로부터 

stock과 DMSO의 양을 계산하여 희석하였다. 

(농도 : 10, 20, 30, 40, 50㎍/㎖)

2) Human Liver Microsome

최소 연령 10세부터 최고연령 70세까지의 

다양한 질환과 치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

상으로 남성 기증자 15명, 여성 기증자 7명의 

간에서 채취한 Microsome을 한독바이오테크 

(수입 : BD Biosciences)에서 구입하였다. 각각

의 Vial은 0.5㎖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

기에는 20㎎/㎖의 단백질이 250mM의 농도로 

sucrose안에 함유 되어있다. 보관은 항상 -80℃

의 Ultra low freezer(Sanyo, Japan)에서 항시 

실험 직전까지 보관하였으며, 실험하기 바로 

전에 꺼내어 실온에서 인위적인 열을 가하지 

않고 녹인 후 사용하였다. 

3)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된 chemical들(Dimethyl sul- 

foxide(DMSO), 1 M ketoconazole in DMSO : 

CYP 3A4 index inhibitor, 10mM midazolam in 

DMSO : CYP 3A4 substrate, 16uM Terfe- 

nadine : Internal standard, 1M Kpi buffer(pH 

7.4), 0.1M Glucose-6-phosphate(G-6-P), 10mM 

NADP+, 1u/㎖ Glucose-6-phosphate dehyd- 

rogenase(G-6-P dehydrogenase)등의 모든 시

약은 Sigma에서 구입하였다. 0.1% Acetic Acid, 

100% Methanol(HPLC grade), 100% Acetonitrile 

(HPLC grade), 0.1% Formic Acid의 용매는

Table 1. List of used herbal medicines in this study

No. Scientific name Herbal name Part of using Yield

1 LonicerajaponicaThunb 금은화, 金銀花 Flowers 35%

2 PaeoniasuffruticosaAndr. 목단피, 牧丹皮 Bark of roots 20.50%

3 FraxinusrhynchophyllaHance 진피, 秦皮 Bark of tree 36%

4 GardeniajasminoidesEllis 치자, 梔子 matured Fruits 21.50%

5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황금, 黃芩 Roots 27.60%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2권 제3호(2008년 12월)

102

Table 2. Information of donated patients for this study

J.C Baker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혹은 3차 증

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 모든 시약과 용

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대사유전체센

터에서 공급해주었다. Solid Phase Extraction을 

위한 Oasis SPE Kit는 웅기과학(Waters Korea 

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YP protocol

에 따른 실험을 위한 glass tubes, 1.5㎖ micro- 

tubes 그리고 LC/MS-MS에서의 Auto-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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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inserts와 vials 또한 KIST 대사유전

체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2. 방법

1) Cytochrome P450 Cassette Assay

먼저 3차 증류수를 138㎕× 200[150(=샘플 개

수, 즉 같은 샘플을 3번 반복해서 실험하기 때

문에 하나의 샘플×3이 되고, 5가지 dose를 측정

하기 때문에 5 한약재×반복 횟수(3회)× 5 dose

= 150가 된다.) + 6(Control 수+Ketoconazole 수)

+ 44(extra)] 정도 준비하고, Kpi-buffer도 역시 

20㎕× 200으로 준비한다. 이 때, 1mM Keto- 

conazole과 10mM midazolam은 실온에서 녹인 

후 voltexing 해 놓는다. 각각의 Glass tube에 알

아보기 편하게 Labeling을 한 다음, pre-mixture 

(3차 증류수 27600㎕+ 1M Kpi buffer 4000㎕ 

+ 10mM midazolam 200㎕)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pre-mixture를 준비해놓은 glass tube들

에 159㎕씩 넣어준다. Control로 지정한 3개의 

glass tube들에는 1㎕의 DMSO를, Negative 

Control로 지정한 3개의 glass tube들에는 1㎕

의 1mM Ketoconazole을 넣고, 다른 tube들에

는 각각에 들어가야 할 농도의 한약재를 각각 

1㎕씩 넣는다. Ultra low freezer에서 Human 

Liver Microsome을 꺼내어 실온에서 녹인 후, 

각각의 glass tube에 10㎕씩 넣고 voltexing한

다. 그런 다음 5분간 37℃ water bath에서 pre- 

incubation 시킨다. 그 사이에 ice bucket에 ice

를 가득 채운 후, on ice에서 NADPH Genera- 

ting System(NGS)을 만든다. 0.1M G-6-P, 10 

mM NADP+, G-6-P dehydrogenase를 2 : 1 : 

0.0045의 비율로 넣고 voltexing하여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 주의할 점은 G-6-P 

dehydrogenase의 효소 활성을 떨어뜨리지 않

기 위하여 반드시 ice bucket 내에서 mixture

를 만들어야 하며, 또한 G-6-P dehydrogenase

가 들어가는 양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0.1M 

G-6-P와 10 mM NADP+의 첨가량을 늘려주

어 enzyme activity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5분간의 pre-incubation이 

끝나면, 순서에 따라 각각 30㎕의 NGS를 넣고 

voltexing하여 다시 30분간 waterbath에서 in- 

cubation 시킨다. 그 사이 enzyme activity를 

중지시키기 위한 stop solution을 만든다. 0.1% 

Acetic acid에 나중에 LC/MS-MS에서 찍은 

peak가 제대로 나왔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Internal Standard로써 0.16uM로 Methanol에 

녹아있는 Terfenadine을 넣어준다. 이 때, Ter- 

fenadine이 들어가는 final concentration은 0.16uM

이 되므로 계산하면, 400㎕의 Acetic Acid ×

200 [150(=샘플 개수+ 6(Control수+Ketoconazole 

수) + 44(extra)] + 80000㎕× 0.01 (0.16uM Final 

concentration / 16uM stock) = 800㎕의 I.S(ter- 

fenadine in MeOH)를 넣고 voltexing해준다. 

30분 incubation이 끝나면, 처음 NGS를 넣었

던 순서에 맞추어서 stop solution을 넣어준다. 

그 후 Solid Phase Extraction(SPE) 과정을 거

쳐 N₂Evaporator에서 MeOH을 증발시킨 후, 

0.1% Formic Acid 와 100% Acetonitrile이 85 : 

15의 비율로 만들어진 solution을 1.5㎖ micro- 

tube들에 각각 50㎕씩 넣고, 5분간 격렬한 vol- 

texing을 한 후 LC/MS-MS용 insert가 들어있

는 Auto-sampling vial에 그대로 옮긴 후 LC/ 

MS-MS API 2000(Agilent, U.S.A)을 이용하

여 각 sample들의 metabolite산출 반응을 측정

하였다.

2) Solid Phase Extraction

Stop solution으로 enzyme activity가 멈춘 

glass tube들의 샘플을 SPE용 96 well plate에 

filtration하기 전에 먼저 MeOH로 activation을 

시켜주어야 한다. SPE용 96 well plate를 SPE 

cassette위해 장착시키고, 그 밑에는 waste tray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2권 제3호(2008년 12월)

104

를 넣어 장착시킨다. 사용될 샘플의 수(total 

81개)만큼의 well 각각에 1㎖의 MeOH 넣고 

sealing tape pad를 이용하여, 마개를 막은 후, 

펌프를 켜서 압력을 걸어주면 MeOH이 filter

를 통해 나오게 되고, 이로써 activation이 된 

것이다. 그 후, 0.1% Acetic Acid 각 1 ㎖로 

같은 방법으로 2차 activation을 시켜주고, 각

각의 well에 sample을 정확히 넣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sample들을 filter를 

통해 투과시킨다. 그러면, filter에는 샘플 중 

원하는 파트 들 만이 남아 있게 되고, 0.1% 

Acetic Acid 각 1㎖로 두 번의 washing을 해준 

다음, 1㎖의 HPLC grade(purity 99%) MeOH을 

각 well에 넣어주고 sealing후 압력을 가하여 

elution시킨다. 이 때 샘플을 받기 위하여 waste 

tray를 96 well sample collection plate로 교체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받은 sample들을 정교

하게 pipetting하여 조심스레 1.5㎖ microtube

들에 옮긴 후, N₂Evaporator를 이용하여 eva- 

poration시켜주면 원하는 샘플만 남게 된다.

III. 결 과
1. CYP 3A4 효소반응으로 인한 

  Midazolam의 변환

Cytochrome P450 3A4 substrate인 Mida- 

zolam은 CYP 3A4 enzyme activity가 일어나

게 되면, midazolam이 1-OH-midazolam으로 

바뀐 metabolite를 내어 놓게 된다(Figure 1.).

2. CYP 3A4 Assay 전체 도식

  (Figure 2.)

3. 다섯 가지 청열약의 CYP 3A4 

  enzyme activity 

(1) 금은화(Lonicera japonica Thunb)와 

   CYP 3A4 enzyme activity

먼저, Human Liver Microsome과 Kpi buffer 

그리고 3차 증류수가 섞여있는 glass tube에 

DMSO 1㎕ 넣어주고 이는 Control로 사용되었 

Figure 1. Structural change of midazolam can occur when midazolam has interaction with 

NADPH generating system on 37℃ incubation. 1'-hydroxymidazolam can be pro- 

duced according to the enzyme activity with CYP 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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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tal scheme of CYP cassette assay CYP cassette assay, 

which was used in this study for LC/MS-MS method, 

was illustrated by the one scheme as above.

다. CYP 3A4의 대표적인 inhibitor로 알려져 

있는 1mM로 희석된 Ketoconazole 역시 1㎕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준비된 glass tube에 

넣어 Negative Control로써 금은화(Lonicera ja- 

ponica Thunb)과 비교하였다. 금은화는 먼저 

40㎎/㎖ stock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계

산을 통하여 10, 20, 30, 40, 50㎍/㎖의 농도로 

DMSO로 희석하였다.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금은화 역시 준비된 각각의 glass tube에 1㎕

씩 넣어주었다. 그 후 NADPH generating sys- 

tem으로 효소활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1M G- 

6-P, 10 mM NADP⁺와 G-6-P dehydrogenase

을 섞은 솔루션을 넣어준다. 결과는 LC/MS- 

MS시스템을 통해 수치화 되어 나오게 되고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2권 제3호(2008년 12월)

106

세 번의 반복실험에 의해 나온 결과의 평균값

을 구해준다. 이 때 DMSO는 control로 쓰였으

므로 100%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mM 

Ketoconazole과 10～50㎍/㎖의 금은화가 일으

킨 대사반응의 수치는 control을 100%로 놓았

을 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Figure 3.와 같은 차

트로 나타내었다. 억제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

한 실험을 하였으나, 모든 농도에서 control보다 

억제율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enzyme activity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CYP 

3A4 enzyme activity에 대한 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한약재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Figure 3.).

(2) 목단피(Paeonia suffruticosa Andr.)와 

   CYP 3A4 enzyme activity

Human Liver Microsome과 Kpi buffer 그리

고 3차 증류수가 섞여있는 glass tube에 DMSO 

1㎕ 넣어주고 이는 Control로 사용되었다. 

CYP 3A4의 대표적인 inhibitor로 알려져 있는 

1mM로 희석된 Ketoconazole 역시 1㎕을 앞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준비된 glass tube에 넣

어 Negative Control로써 목단피(Paeonia su- 

ffruticosa Andr.)과 비교하였다. 목단피는 먼저 

40㎎/㎖ stock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계

산을 통하여 10, 20, 30, 40, 50㎍/㎖의 농도로 

DMSO로 희석하였다.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목단피 역시 준비된 각각의 glass tube에 1㎕

씩 넣어주었다. 그 후 NADPH generating sys- 

tem으로 효소활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1M G- 

6-P, 10mM NADP⁺와 G-6-P dehydrogenase

을 섞은 솔루션을 넣어준다. 결과는 LC/MS- 

MS시스템을 통해 수치화 되어 나오게 되고 

세 번의 반복실험에 의해 나온 결과의 평균값

을 구해준다. 이 때 DMSO는 control로 쓰였으

므로 100%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mM 

Ketoconazole과 10～50㎍/㎖의 목단피가 일으

킨 대사반응 수치는 control을 100%로 놓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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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YP 3A4 inhibition rate of Lonicera japonica Thunb in Human Liver Microsome. Each 

dose of Lonicera japonica Thunb compared to DMSO as a control and Ketoconazole 

(Ket.) as an outstanding inhibito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n=3).



조희찬 외 3인：청열약 수종의 Cytochrome P450 3A4 효소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107

Houttuynia cordata  Thunb.

0

50

100

150

200

250

con ket 10 20 30 40 50

concentration(ug/ml)

in
hi

bi
tio

n(
%

)

Figure 4. CYP 3A4 inhibition rate of Paeonia suffruticosa Andr. in Human Liver Microsome. 

Each dose of Paeonia suffruticosa Andr. compared to DMSO as a control and 

Ketoconazole as an outstanding inhibito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n=3).

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Figure 4.와 같은 차트

로 나타내었다. 10㎍/㎖에서 미세하게 억제 하

였으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값이며, 다

른 모든 농도에서 컨트롤에 비해 억제되지 않

았으므로, CYP 3A4 enzyme activity에 대한 

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 목단피도 역시 

한약재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추론 할 수 있다(Figure 4.).

(3) 진피(Fraxinus rhynchophylla Hance)와 

   CYP 3A4 enzyme activity

Human Liver Microsome과 Kpi buffer 그리

고 3차 증류수가 섞여있는 glass tube에 DMSO 

1㎕ 넣어주고 이는 Control로 사용되었다. CYP 

3A4의 대표적인 inhibitor로 알려져 있는 1mM

로 희석된 Ketoconazole 역시 1㎕을 앞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준비된 glass tube에 넣어 

Negative Control로써 진피(Fraxinus rhyncho- 

phylla Hance)과 비교하였다. 진피는 먼저 40㎎/ 

㎖ stock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계산을 

통하여 10, 20, 30, 40, 50㎍/㎖의 농도로 DMSO

로 희석하였다.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진피 역

시 준비된 각각의 glass tube에 1㎕씩 넣어주

었다. 그 후 NADPH generating system으로 

효소활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1M G-6-P, 10mM 

NADP⁺와 G-6-P dehydrogenase을 섞은 솔루

션을 넣어준다. 결과는 LC/MS-MS시스템을 

통해 수치화 되어 나오게 되고 세 번의 반복

실험에 의해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구해준다. 

이 때 DMSO는 control로 쓰였으므로 100%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mM Ketoconazole

과 10～50㎍/㎖의 진피가 일으킨 대사반응 수

치는 control을 100%로 놓았을 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Figure 5.와 같은 차트로 나타내었다. 

억제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

나, 10～50㎍/㎖ 모두 컨트롤에 비해 억제되지 

않았으므로, CYP 3A4 enzyme activity에 대한 

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한약재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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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YP 3A4 inhibition rate of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in Human Liver Microsome. 

Each dose of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compared to DMSO as a control and 

Ketoconazole as an outstanding inhibito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n=3).

과를 유추할 수 있다(Figure 5.).

(4) 치자(Gardenia jasminoides Ellis)와 

   CYP 3A4 enzyme activity

Human Liver Microsome과 Kpi buffer 그리

고 3차 증류수가 섞여있는 glass tube에 DMSO 

1㎕ 넣어주고 이는 Control로 사용되었다. CYP 

3A4의 대표적인 inhibitor로 알려져 있는 1mM

로 희석된 Ketoconazole 역시 1㎕을 앞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준비된 glass tube에 넣어 Ne- 

gative Control로써 치자(Gardenia jasminoides 

Ellis)과 비교하였다. 치자는 먼저 40㎎/㎖ stock

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계산을 통하여 

10, 20, 30, 40, 50㎍/㎖의 농도로 DMSO로 희

석하였다.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치자 역시 준

비된 각각의 glass tube에 1㎕씩 넣어주었다. 그 

후 NADPH generating system으로 효소활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1M G-6-P, 10mM NADP⁺와 

G-6-P dehydrogenase을 섞은 솔루션을 넣어

준다. 결과는 LC/MS-MS시스템을 통해 수치

화 되어 나오게 되고 세 번의 반복실험에 의해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구해준다. 이 때 DMSO

는 control로 쓰였으므로 100%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mM Ketoconazole과 10～50㎍/ 

㎖의 치자가 일으킨 대사반응 수치는 control

을 100%로 놓았을 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Figure 6.와 같은 차트로 나타내었다. 억제작용

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여, 20, 30㎍/

㎖에서 컨트롤에 비해 50% 미만의 결과값인 

41% 와 34%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

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CYP 3A4 enzyme 

activity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치자는 CYP 3A4 

억제에 있어서 좋은 한약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6.).

(5)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과 

   CYP 3A4 enzyme activity

Human Liver Microsome과 Kpi buffer 그리

고 3차 증류수가 섞여있는 glass tube에 D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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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YP 3A4 inhibition rate of Gardenia jasminoides Ellis in Human Liver Microsome. 

Each dose of Gardenia jasminoides Ellis compared to DMSO as a control and 

Ketoconazole as an outstanding inhibito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n=3).

1㎕ 넣어주고 이는 Control로 사용되었다. CYP 

3A4의 대표적인 inhibitor로 알려져 있는 1mM

로 희석된 Ketoconazole 역시 1㎕을 앞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준비된 glass tube에 넣어 Ne- 

gative Control로써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와 비교하였다. 황금은 먼저 40㎎/㎖ 

stock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계산을 통

하여 10, 20, 30, 40, 50㎍/㎖의 농도로 DMSO

로 희석하였다.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황금 역

시 준비된 각각의 glass tube에 1㎕씩 넣어주

었다. 그 후 NADPH generating system으로 효

소활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1M G-6-P, 10mM 

NADP⁺와 G-6-P dehydrogenase을 섞은 솔루

션을 넣어준다. 결과는 LC/MS-MS시스템을 

통해 수치화 되어 나오게 되고 세 번의 반복

실험에 의해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구해준다. 

이 때 DMSO는 control로 쓰였으므로 100%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mM Ketoconazole

과 10～50㎍/㎖의 황금이 일으킨 대사반응 수

치는 control을 100%로 놓았을 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Figure 7.와 같은 차트로 나타내었다. 

억제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여, 

50㎍/㎖을 제외한 10～40㎍/㎖ 모두 컨트롤에 

비해 억제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50% 미만의 

억제율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CYP 3A4 

enzyme activity에 대한 유의성은 없다고 판단

이 된다. 또한, 한약재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Figure 7.).

IV. 고 찰
생체내의 약물상호작용은 약물을 필요로 하

는 환자들에 있어서 아주 미세한 차이부터 생

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의 큰 범위

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식수준이 올라가면서, 약물의 

사용과 처방과 함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는 분야가 약물상호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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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YP 3A4 inhibition rate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in Human Liver Microsome. 

Each dose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compared to DMSO as a control and 

Ketoconazole as an outstanding inhibito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n=3).

CYP450는 1958년에 Klingenberg와 Garfinke

가 microsome을 NADH와 dithionide(hydro- 

sulfide)으로 환원시킨 후, 일산화탄소를 통과

시키면 450nm에서 최대흡광도를 나타내는 색소

가 있음을 발견한 후, 1962년에 Omura와 Sato

가 이것이 cytochrome형의 heme단백질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이를 CYP450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17)

 주로 간세포의 내부원형질의 망상구

조(endoplasmic reticulum)의 막에 존재하며, 

소장, 신장, 폐, 뇌에도 소량 존재한다.
18)

 약물

대사 효소로 알려진 CYPs 효소는 외부로부터 

흡수된 이물질을 다양한 화학적 반응으로 대

사 전환물질로 바꾸어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MDR(Multi Drug Resistance) 효소와 마찬가

지로 간, 신장, 위장, 폐 등 신체의 다양한 조

직에 존재하여 외부의 이물질에 대하여 신체

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조직에 따라 

존재하는 isoform이 다양하다.
19)

본 실험에서는 CYP450의 많은 isoform들 

중에 간에서의 가장 많이 발현되며, 간에서의 

약물대사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CYP 3A4 반

응성을 Human Liver Microsom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근 한약재 역시 약물상호작용에 큰 이슈

가 되고 있으므로, 한약재 중 청열약의 대표적

인 다섯 가지 ; 금은화, 목단피, 진피, 치자, 황

금이 약물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험해보았다. 금은화, 목단피, 진피, 치

자, 황금은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

다. 동의보감
15)

 문헌에서 금은화, 진피, 치자, 

황금을, 중약대사전
16)

 문헌에서 목단피를 발췌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약재를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금은화(인동〈忍冬, 겨우살이덩굴〉)는 성질은 

약간 차고[微寒] 맛이 달며[甘] 독이 없다. 오

한과 신열이 나면서 몸이 붓는 것과 열독, 혈

리 등에 쓰며 5시(五尸)를 치료한다. 이 풀은 

덩굴로서 늙은 나무에 감겨 있는데, 그 덩굴이 

왼쪽으로 나무에 감겨 있으므로 좌전등(左纏

藤)이라 한다. 겨울에도 잘 시들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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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동초(忍冬草)라고도 한다. 꽃이 누른 것

과 흰 것의 2가지가 있으므로 금은화(金銀花)

라고도 한다.『입문』지금 사람들은 이것으로

써 옹저 때 열이 나고 번갈증이 나는 것과 감

기 때 땀을 내는 데 써서 다 효과를 본다.『속

방』목단피(牧丹皮, 모란뿌리껍질)는 성미는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서늘하다. 약효와 주치

는 열을 내리고 혈분에서 熱邪를 제거하며 혈

액 순환을 조절하고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있

다. 열이 혈분에 들어간 증. 發斑, 경간, 토혈, 

비출혈,  변혈, 骨蒸勞熱, 월경중지, 癥瘕, 癰瘍, 

타박상을 치료한다. 배합과 금기는 혈허하고 寒

한 자, 임신부 및 월경이 과다한 환자는 복용

에 주의해야 한다. 진피(秦皮, 물푸레나무껍질)

는 성질은 차며[寒] 맛은 쓰고[苦] 독이 없다. 

간의 오랜 열기로 두 눈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아픈 것과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낫게 하며, 눈에 생기는 푸른 예막․흰 

예막을 없앤다. 눈을 씻으면 정기를 보하고 눈

을 밝게 한다. 열리(熱痢)와 부인의 대하, 어린

이의 간질을 치료한다. 치자(梔子, 지지)는 성

질은 차며[寒] 맛이 쓰고[苦] 독이 없다. 가슴

과 대소장에 있는 심한 열과 위 안에 있는 열

[胃中熱氣], 그리고 속이 답답한 것[煩悶]을 주

로 치료한다. 열독을 없애고 五淋을 낫게 하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하고 5가지 황달을 낫게 하

며 소갈을 멎게 한다. 입 안이 마르고 눈이 붉

어지며 붓고 아픈 것과 얼굴까지 벌개지는 비

사증과 문둥병․창양(瘡瘍)을 낫게 하고, 자충

의 독을 없앤다. 수태음경에 들어가며,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을 

낫게 하고 폐화(肺火를) 사한다.『탕액』황금

(黃芩, 속서근풀)은 성질은 차고[寒] 맛이 쓰면

[苦] 독이 없다. 열독(熱毒)․골증(骨蒸)․오한

과 신열이 잦은 것을 치료하고 열로 나는 갈

증을 멎게 하고, 황달․이질․설사․담열(痰

熱)․위열(胃熱)을 낫게 한다. 소장을 잘 통하

게 하고, 유옹․등창․악창과 돌림열병[天行熱

疾]을 치료한다. 속이 마르고 퍼속퍼석하기 때

문에 폐 속의 화(火)를 사(瀉)할 수 있고, 담을 

삭게 하고 기가 잘 돌게 한다. 수태음경에 들어

가며, 뿌리가 가늘고 단단한 것은 하초의 병을 

낫게 하고 대장의 화(火)를 사한다.『입문』

이 다섯가지 약재가 약물 상호작용의 어떤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의 첫 단계로 Human 

Liver Microsome에서의 반응성을 각각의 농도 

10, 20, 30, 40, 50㎍/㎖에서 측정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CYP450 

activity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C/MS-MS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치자는 모든 농도에서 control 보다 높은 억

제율을 보였으며, 30㎍/㎖에서 최고로 34% 정

도까지의 억제율을 보이면서 CYP 3A4 억제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한약재로 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한약재들은 컨트롤 보다 낮은 억제

율을 보이고 있어 CYP 3A4를 억제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이 결과들이 CYP 

3A4유도(induction)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치상으로 컨트롤 보다 증가함을 보였지만, 

CYP 3A4의 유도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으로의 실험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약재의 반응성을 시간별로 정확

히 측정하여 판독하는 Kinetic Study를 비롯하

여, 세포에서의 RNA, 단백질 레벨 측정, 동물 

실험을 통한 각각의 조직들에 대한 RNA, 단

백질 레벨 측정 등의 전 임상 단계 실험이 먼

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들을 토대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여 한약재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정도

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CYP450에 

존재하는 약물의 양과 CYP450에 대한 약물의 

친화도 뿐만 아니라 나이, 영양상태, 질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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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CYP450에 의한 대사경로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in 

vitro, in vivo상에서 뿐만 아니라 임상을 통해

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열약의 대표적인 단미 한

약재로 잘 알려져 있는 금은화, 목단피, 진피, 

치자, 황금의 다섯 가지 한약재가 10, 20, 30, 

40, 50㎍/㎖의 다양한 농도에서 약물상호작용

에 크게 관여가 되며, 특히 간에서 크게 반응

성을 나타내는 CYP 3A4에 대한 반응성을 알

아보았다. CYP 3A4 억제제로 잘 알려져 있는 

Ketoconazole과 함께 비교 실험 하여 어느 정

도 CYP 3A4 억제에 대해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농도가 50%의 억제율을 

산출시키지 못하였으며, Ketoconazole뿐만 아

니라, 컨트롤로 사용한 DMSO 보다도 높은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n=3). 이 결과는 CYP 3A4

가 유도되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하지만, 다섯 가지 한약재들이 약물상호작용

에 있어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Kinetic Study를 통하여 Human 

Liver Microsome에서의 반응성을 좀더 구체적

으로 알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

포 실험을 통하여 in vitro 데이터를 확보하고, 

동물 실험을 통하여 in vivo데이터를 확보하여 

전 임상단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그 후 임상실험을 통하여 한약재의 안정

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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