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학박사 학위논문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홍삼 및 
발효홍삼이 주요 약물대사효소 및 
약물수송단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시험 

 
Drug Interaction Study on the Effect of Red Ginseng and 

Fermented Red Ginseng on Major Drug Metabolizing 
Enzymes and Drug Transporter Protein in Healthy 

Volunteers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약리학 전공 

김  민  걸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홍삼 및 
발효홍삼이 주요 약물대사효소 및 
약물수송단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시험 

 

 

지도교수   장 인 진 

 

 

이 논문을 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약리학 전공 

김 민 걸 

 

김민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Drug Interaction Study on the Effect of Red 
Ginseng and Fermented Red Ginseng on 
Major Drug Metabolizing Enzymes and 

Drug Transporter Protein in Healthy 
Volunteers 

 
 

by 
Min-Gul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Medicine 

(Pharmacolog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14 
 
 

Approved by thesis committee: 
 

Professor Chairman 

Professor Vice Chairman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i 

 

초 록 
 

서론: 본 연구에서는 홍삼과 발효홍삼이 주요 약물대사효소인 cytochrome 

P450 (CYP) 및 약물수송단백인 P-glycoprotein (P-gp) 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약물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방법: 무작위배정, 공개, 교차시험으로 디자인되었다. 홍삼군과 

발효홍삼군에 각 15명씩 배정된 시험대상자에게 2주간 홍삼과 발효홍삼을 

복용하기 전과 후 caffeine, losartan, dextromethorphan, omeprazole, midazolam, 

fexofenadine을 투여하고 약동학 채혈과 채뇨를 실시하였다. 혈중 약물농도를 

측정하여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홍삼과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기하평균비의 90%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결과: 홍삼군 14명과 발효홍삼군 15명의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이들 중에 CYP2C9, CYP2C19, CYP2D6의 poor 

metabolizer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삼과 발효홍삼 섭취 전후 CYP1A2 

지표약물인 caffeine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 (90% 신뢰구간)은 0.870 

(0.805-0.940), 0.901 (0.830-0.979) 이었으며, CYP2C9 지표약물인 losartan의 

경우 0.871 (0.800-0.947), 0.774 (0.720-0.831), CYP2C19 지표약물인 

omeprazole의 경우 1.027 (0.938-1.123), 1.052 (0.925-1.197), CYP2D6 지표약물인 

dextromethorphan의 경우 1.373 (0.864-2.180), 1.150 (0.860-1.538), CYP3A4 

지표약물인 midazolam의 경우 0.824 (0.658-1.032), 0.816 (0.673-0.990)이었다. 

홍삼과 발효홍삼 섭취 전후 P-gp 지표약물인 fexofenadine의 AUClast의 

기하평균비는 0.963 (0.845-1.098), 1.322 (1.112-1.571)이었다. 

결론: 홍삼과 발효홍삼은 CYP2C19과 CYP2D6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CYP1A2, CYP2C9, CYP3A4를 억제하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아 임상적인 

의미는 없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홍삼은 P-gp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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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홍삼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P-gp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효홍삼을 digoxin과 같은 P-gp 기질약물과 병용 시 약물의 전신노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Cytochrome P450, P-glycoprotein, Red Ginseng, Fermented Red Ginseng 

학  번: 2006 – 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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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약용식물로서, 최근 20여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삼의 주요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은 다른 식물의 사포닌과 구별하여 ginsenoside라고 명명하며,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혈소판 응집 억제, 기억력 개선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말리지 않은 생인삼 상태인 수삼(fresh ginseng), 

수삼을 익히지 않고 햇볕이나 열풍 등의 방법으로 말린 백삼(white ginseng),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red ginseng)으로 구분된다. 수삼에 함유된 ginsenoside 

중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Rb1, Rb2, Rc의 경우 생체이용률이 5% 미만으로 

보고되는 등 수삼에 함유된 대부분의 ginsenoside들은 체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2-4). 반면 홍삼의 제조과정 중 demalonylation과 함께 

비당부의 C-20 당쇄의 이탈 또는 C-20 수산기 입체배위의 이성화가 

일어남으로서 화학성분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때 새롭게 생성된 Rh2 등 

홍삼 특유의 ginsenoside 대사산물들로 인하여 홍삼 특유의 약리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5, 6). 이들은  대사되기 전 ginsenoside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체이용률을 보인다(4). 따라서 수삼 또는 홍삼을 경구로 

섭취하였을 때 Rb1, Rb2, Rc 등의 ginsenoside는 장에서 장내미생물에 의해 

대사된 후, 체내 흡수가 원활한 활성성분인 Rh2, Compound K, 

protopanaxadiol(PPD)과 protopanaxatriol(PPT) 등 ginsenoside 대사산물 형태로 

주로 흡수된다. 그러나 개인간 장내미생물의 수와 조성, 활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ginsenoside의 흡수율에 개인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7),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미생물이나 효소를 활용하여 홍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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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발효시킴으로서 Compound K 등 흡수가 잘되는 형태의 ginsenoside 

함량을 높여 생체이용률을 개선한 발효홍삼이 개발되었다(8).  

최근 인삼 구성물인 ginsenoside의 cytochrome P450(CYP)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in vitro 연구 결과 대사 억제를 보일 가능성은 낮으나, 

ginsenoside Rc와 Rf는 CYP2C9과 CYP3A4 효소 활성을 의미있게 

상승시켰다(9). 또한 rat hepatocyte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인삼추출물이 

CYP2B1, CYP3A23, CYP1A2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0). 건강한 자원자가 

인삼제품(4% ginsenosides로 표준화) 100 mg을 2주간 섭취하였으나 CYP3A 

효소 활성에 변화가 없었으며(11),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원자와 

고령자가 인삼(5% ginsenosides로 표준화) 500 mg을 4주간 섭취하였으나 

CYP1A2, CYP2D6, CYP2E1, CYP3A4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2, 

13). 반면에 최근에 발표된 문헌에서는 건강한 자원자가 인삼(5% 

ginsenosides로 표준화) 500 mg을 4주간 섭취 시 CYP3A4 효소 활성을 

34%가량 유도되었다고 보고하였다(14). 

기존에 인삼의 상호작용을 평가한 임상시험들은 4 – 5% ginsenoside로 

표준화한 인삼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들과는 ginsenoside의 조성 및 함량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삼제품보다는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에서 함량이 높은 Compound K, Rh2 

등의 ginsenoside 대사산물이 CYP2A6, CYP2C9과 CYP3A4 등의 효소 활성을 

억제하였으며(15), ginsenoside 최종 대사산물인 PPD과 PPT 역시 CYP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었다(16).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홍삼 또는 발효홍삼 

제품 섭취 시 CYP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ginsenoside 대사산물들이 P-gp를 억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7-19). 그러나 

홍삼과 발효홍삼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고 이들 각자의 약동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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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in vitro 결과를 in vivo 로 외삽함에 있어 기전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홍삼과 발효홍삼이 다양한 

약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임상시험을 수행해야만 상호작용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홍삼과 발효홍삼이 

주요 약물대사효소인 CYP1A2, CYP2C9, CYP2C19, CYP2D6, CYP3A4와 

약물수송단백인 P-gp에 미치는 영향을 cocktail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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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전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었으며,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과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자원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자원자가 참여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스크리닝 검사 당시 만 20세 이상이고 55세 이하이고, 

체질량지수(BMI)가 17.5 ~ 30.5 kg/m2이며, 체중이 45 kg 이상인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첫 회 투여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체검사, 활력징후, 심전도 및 검사실검사 등을 시행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원자를 시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혈액, 신장, 내분비, 폐, 위장관, 심혈관, 간, 정신, 신경 또는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제외되었으며, 21 drinks/주 (1 drink=와인 5 ounces(150 ml) 또는 맥주 12 

ounces(360 ml), 증류주 1.5 ounces (45 ml))를 초과하는 정기적 알코올 

섭취력이 있는 자, 하루 20개피를 초과하는 흡연자는 제외되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첫 회 투여 전 30일 이내에 약물 대사효소를 현저히 

유도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첫 회 투여 전 10일 또는 반감기 5배 (둘 중 더 긴 기간) 이내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을 복용한 자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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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배정, 공개, 교차시험으로 디자인되었다 (Figure 1). 시험 

참여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스크리닝번호 순서에 따라 

홍삼군 또는 발효홍삼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홍삼군과 발효홍삼군에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시험에서 

탈락되는 시험대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험대상자로 대체하지 않았다.  

 

 

Figure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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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홍삼농축액(10 ml, 고형분 64%, 홍삼정 

에브리타임, 정관장, Seoul,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발효홍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효홍삼추출액(70 ml, 고형분 3%이상, 발효홍삼액 진, 

웅진식품,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주요 약물대사효소인 CYP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nje cocktail로 알려진 지표약물을 

사용하였다. 즉, CYP1A2 지표약물로 caffeine (200 mg, Vivarin, Meda Consumer 

Healthcare Inc., Marietta, USA), CYP2C9 지표약물로 losartan (50 mg, 코자 정, 

MSD Korea Ltd., Seoul, Korea), CYP2C19 지표약물로 omeprazole (20 mg, 로섹 

캅셀, AstraZeneca Korea, Seoul, Korea), CYP2D6 지표약물로 dextromethorphan 

(15 mg, Robitussin Long-Acting CoughGels, Pfizer Inc., New York, USA), CYP3A4 

지표약물로 midazolam (7.5 mg, 도미컴정, Roche Korea,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은 동일한 날에 투약을 진행하였다. 약물수송단백인 P-

gp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약물로 fexofenadine (30 mg, 

알레그라정, Handok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였으며, 

fexofenadine과 Inje cocktail 지표약물들과의 상호작용 여부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간격을 두고 투약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시험대상자는 임상시험 수행일 1일 전 (Day -1) 오후 4시경 

임상시험센터 연구병실에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식수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1일  

(Day 1) 오전 8시경 시험대상자들에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caffeine 

200 mg (1정), losartan 50 mg (1정), dextromethorphan 30 mg (2캡슐), omeprazole 20 

mg (1캡슐), midazolam 7.5 mg (1정)을 물 240 ml와 함께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전후 1시간동안에는 투여 시 제공되는 물을 제외한 별도의 식수 

섭취는 제한하였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시간 동안은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투여 후 4시간째 (오후 12시경)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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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후 10시간째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식수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2일 (Day 2) 오전 8시경 시험대상자들에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fexofenadine 30 mg (1정)을 물 240 ml와 함께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전후 1시간동안에는 투여 시 제공되는 물을 제외한 

별도의 식수 섭취는 제한하였다. Fexofenadine 투여 후 4시간 동안은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투여 후 4시간째 (오후 12시경)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투여 후 10시간째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3일 (Day 3) 오전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시험대상자들은 퇴원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4일 (Day 4) 오전 

8시경 임상시험센터에 방문하여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배정된 군에 따라 

홍삼농축액 1포 또는 발효홍삼추출액 1포를 투여한 후,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수행일 제5일부터 제14일까지 복용할 제품을 제공하여 매일 오전 

8시경 홍삼농축액 1포 또는 발효홍삼추출액 1포를 섭취하고 이를 

섭취기록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14일 (Day 14) 오후 4시경 임상시험센터 연구병실에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식수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15일 (Day 15) 오전 8시경 

시험대상자들에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caffeine 200 mg (1정), losartan 50 

mg (1정), dextromethorphan 30 mg (2캡슐), omeprazole 20 mg (1캡슐), midazolam 

7.5 mg (1정)을 물 240 ml와 함께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1시간 전부터 

투여 후 1시간까지는 투여 시 제공되는 물을 제외한 별도의 식수 섭취는 

제한하였다. 투여 후 4시간 동안은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투여 후 

4시간째 (오후 12시경)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투여 후 10시간째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식수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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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수행일 제16일 (Day 16) 오전 8시경 시험대상자들에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fexofenadine 30 mg (1정)을 물 240 ml와 함께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1시간 전부터 투여 후 1시간까지는 투여 시 제공되는 

물을 제외한 별도의 식수 섭취는 제한하였다. 투여 후 4시간 동안은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투여 후 4시간째 (오후 12시경)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투여 후 10시간째 (오후 6시경)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17일 (Day 17) 오전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시험대상자들은 퇴원하도록 하였다. 임상시험 수행일 제18일 (Day 18) 오전 

8시경 임상시험센터에 방문하여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약동학 채혈 및 채뇨 

CYP 지표약물인 caffeine, losartan, omeprazole, dextromethorphan, midazolam 

및 그 대사체의 혈중농도측정을 위한 채혈은 임상시험 수행일 제1일 및 제 

15일 투약직전 및 투약 후 0.25, 0.5, 1, 1.5, 2, 3, 4, 5, 6, 8, 10, 12, 24 시간에 

이루어졌다. P-gp 지표약물인 Fexofenadine의 혈중농도측정을 위한 채혈은 

임상시험 수행일 제2일 및 제 16일 투약직전 및 투약 후 0.5, 0.75, 1, 1.5, 2, 3, 

4, 6, 8, 12, 24, 48 시간에 이루어졌다. 각각 약 6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EDTA 

tube에 담았으며, 채혈된 혈액은 즉시 4℃에서 10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된 혈장은 3개의 eppendorf tube에 나누어 담아 

분석 전까지 -70℃ 이하의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Losartan, dextromethorphan 및 그 대사체들의 요중농도측정을 위한 채뇨는 

임상시험 수행일 제1일 및 제 15일 투약 후 0 - 4, 4 - 8, 8 - 12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채뇨된 검체는 각각 양을 측정한 후, 20 ml를 취하여 분석 

전까지 -70℃ 이하의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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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시료 분석 

Caffeine과 paraxanthine, midazolam과 1-hydroxymidazolam, fexofenadine의 

혈중농도와 dextromethorphan과 dextrorphan의 혈중 및 요중농도는 Agilent 

1100 HPLC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와 4000 QTRAP (AB SCIEX, 

Foster City,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osartan과 EXP3174의 

혈중농도와 omeprazole과 5-hydroxyomeprazole의 혈중 및 요중농도는 Agilent 

1200 HPLC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와 API4000 (AB SCIEX, Foster 

City,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홍삼과 발효홍삼의 주요 

유효성분인 Compound K의 혈장 농도는 Agilent 1200 HPLC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와 API4000 (AB SCIEX, Foster City,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8). 

 

유전자형 분석 

유전자형 분석은 PyroMark ID (Biotage AB, Uppsala, Swede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YP2C9*2, CYP2C9*3, CYP2C19*2, CYP2C19*3 유전자는 Pyro-

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였고 CYP2D6*5 유전자는 PCR 방법을 이용하였다.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의 ginsenosides 함량 분석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에서 Rb1, Rb2, Rc, Re, F2, Rg1, 20(S)-Rg3, 20(R)-Rg3, 

20(S)-Rh1, 20(S)/20(R)-Rh2, 20(R)-Rh1/Rd/F1, Compound K, Compound O, 

Compound Y 등의 ginsenoside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Ginsenoside 함량 분석은 

GX-281 HPLC System UV/VIS (Gilson, Inc., Middleton, WI, USA)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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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ymmetry C18 (4.6 x 250, 5 μm particle size, Waters 

Corporation, Milford, MA, USA) 컬럼을 사용하였으며, distilled water과 

acetonitrile을 사용하여 기울기 용리 모드로 물질을 분리하였다. 

 

약동학 평가 

개별 약동학 파라미터는 비구획 모델(noncompartmental model)을 

적용하였으며, Phoenix™ WinNonlin version 6.3 (Pharsight Corporation, Sunnyvale, 

CA, USA)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최고혈중농도(Cmax)와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은 관측된 값을 사용하였고, 측정이 가능한 마지막 

채혈시점까지의 혈중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rea under the concentration-time 

curve, AUClast)은 선형 사다리꼴 방법(linear trapezoidal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소실속도상수(z)는 개별 혈중농도-시간 그래프의 log-linear 

plot으로부터 선형회귀분석법(linear regression)에 의해 구하였으며 

소실반감기(t1/2)는 ln(2)를 소실속도상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무한시간대까지의 혈중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UCinf)은 마지막 측정 가능 

농도(Clast)값을 이용하여 아래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CYP 지표약물의 metabolic ratio는 혈중 모체(parent)와 대사체(metabolite) 

간의 AUC의 비(AUClast, metabolite/AUClast, parent)로 산출하였다. 또한 CYP2C9과 

CYP2D6 지표약물의 urinary metabolic ratio는 요중 모체(parent)와 

대사체(metabolite) 간의 배출량의 비(Ae parent/Aemetabolite)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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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연령, 신장, 체중을 비롯한 음주와 

흡연 여부 등 인구학적 정보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약동학 평가항목의 통계적 분석은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한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유의수준 5%로 

검정하였으며, 홍삼 또는 발효홍삼 섭취 전에 대한 섭취 후의 기하평균비의 

점추정치와 90%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으며, 

시험대상자수가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모수적 검정법인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수행하였다. 개체 내 변동계수(CVw)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평가 기준은 홍삼 

또는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의 각 CYP 지표약물들의 metabolic 

ratio와 fexofenadine의 AUClast를 이용하여 90% 신뢰구간이 0.70 – 1.43의 

설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CYP 지표약물들의 

metabolic ratio와 fexofenadine의 AUClast의 개체 내 변동계수를 25% 이내라고 

가정하였을 때(20), 14명의 시험대상자로 최소 90% 검정력으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으로 기각할 수 있는 범위이다.  

따라서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15명의 시험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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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시험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전자형 분포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이 시험대상자로서 선정되어 무작위배정 

절차에 의해 각 군에 배정되었다. 이 중 홍삼군에 배정된 1명의 

시험대상자가 중도에 동의철회 의사를 밝혀 탈락되었고, 최종적으로 29명의 

시험대상자가 계획한 대로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였다(Figure 2). 

 

 

Figure 2. Subject allocation and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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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홍삼군과 발효홍삼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Parameters (unit) 
Sequence group 

Total (n=30) p value 
RG (n=15) FRG (n=15) 

Age (years) 24.53 ± 1.92 25.60 ± 2.61 25.07 ± 2.32 0.213* 

Height (cm) 173.87 ± 5.68 177.15 ± 4.90 175.51 ± 5.47 0.101* 

Weight (kg) 68.92 ± 9.08 71.91 ± 12.32 70.41 ± 10.74 0.457* 

BMI (kg/m2) 22.76 ± 2.44 22.83 ± 3.11 22.80 ± 2.75 0.943* 

Sex (Male/Female) 15/0 15/0 30/0 - 

Smoke (Yes/No) 5/10 6/9 11/19 0.705† 

Alcohol (Yes/No) 12/3 13/2 25/5 0.624† 

Caffeine (Yes/No) 6/9 4/11 10/20 0.439†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Independent t test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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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29명의 시험대상자들의 CYP2C9, CYP2C19 그리고 

CYP2D6 유전자분석 결과, 유전적으로 poor metabolizers 라고 알려진 

CYP2C9*2/*2, *2/*3 또는 *3/*3인 자와 CYP2C19 *2/*2, *2/*3 또는 *3/*3인 

자, CYP2D6 *5/*5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2. Genotypes and allele frequencies of CYP2C9, CYP2C19, and CYP2D6 
 Genotype No (frequency, %) 

CYP2C9 *1/*1 27 (93.1) 

 *1/*3 2 (6.9) 

CYP2C19 *1/*1 22 (75.9) 

 *1/*3 7 (24.1) 

CYP2D6 *1/*1 29 (100) 

 Gene deletion 0 (0)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의 ginsenosides 함량 

본 연구에 사용한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의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다음과 같다. 홍삼에 비해 발효홍삼 제품에서 Compound 

K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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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insenosides contents in red ginseng and fermented red ginseng products 

Contents 

Red Ginseng Product 
Fermented Red Ginseng 

Product 

Amount 
(mg/ml) 

Total amount 
(10 ml) 

Amount 
(mg/ml) 

Total amount 
(70 ml) 

Rb1 2.90160 29.01599 0.02769 1.93800 

Rb2 0.46333 4.63328 0.04690 3.28273 

Rc 1.56812 15.68123 0.02405 1.68352 

Re 0.85755 8.57548 0.05981 4.18694 

F2 0.01173 0.11728 - - 

Rg1 0.45920 4.59201 0.03541 2.47903 

20(S)-Rg3 0.29453 2.94532 0.04029 2.82025 

20(R)-Rg3 1.14962 11.49619 0.27199 19.03929 

20(S)-Rh1 1.50417 15.04165 0.07975 5.58284 

20(S)/20(R)-Rh2 0.00244 0.02445 0.00014 0.01004 

20(R)-Rh1/Rd/F1 0.06530 0.65298 0.01645 1.15118 

Compound K 0.00604 0.06045 0.00148 0.10349 

Compound O 0.00687 0.06873 - - 

Compound Y 0.59716 5.97157 0.04631 3.24147 

Protopanaxadiol(S) 0.01292 0.12921 0.04577 3.20361 

Protopanaxadiol(R) 0.02069 0.20691 0.05123 3.58581 

Protopanaxatriol(S) 0.11039 1.10394 0.17186 1.7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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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또는 발효홍삼 제품 섭취 후 혈중 Compound 
K의 약동학 양상 

홍삼군과 발효홍삼군에 배정된 30명의 시험대상자 중 연구를 끝까지 

참여한 29명을 대상으로 홍삼 또는 발효홍삼 제품 섭취 후인 15 – 17일에 

혈중 Compound K 농도를 측정하였다. 2주간의 반복투여에도 불구하고 

축적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투여간격에 비해 Compound K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으로 생각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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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compound K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and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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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cytochrome P450과 P-glycoprotein에 미치는 
영향 

홍삼군에 배정된 15명의 시험대상자 중 계획서에 따라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14명을 대상으로 약동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중 

dextromethorphan의 약동학 파라미터 산출하는 과정 중 3명에서 

소실기울기를 적절하게 산출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약동학 파라미터인 

AUCinf, t1/2 항목 분석에서 해당 시험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홍삼군에서 CYP 지표약물인 caffeine, losartan, omeprazole, dextromethorphan, 

midazolam과 각각의 대사체 그리고 P-gp 지표약물인 fexofenadine의 

약동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요약하였다. 또한 각 CYP 

지표약물에 대한 metabolic ratio와 urinary metabolic ratio는 각각 Table 5, 6에 

요약하였다. CYP 지표약물과 각각의 대사체 및 fexofenadine의 평균 혈장 

농도-시간 양상은 Figure 4 ~ 9에 나타내었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caffe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930 (0.842-1.026), 1.110 (1.028-1.198), 1.136 

(1.040-1.241) 이었으며, 대사체인 paraxanth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988 (0.871-1.122), 0.966 (0.870-1.072), 1.075 

(0.829-1.394) 이었다. Caffeine과 paraxanthine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90% CI)는 0.870 (0.805-0.940)로서 이는 홍삼 섭취가 CYP1A2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losart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782 (0.689-0.886), 0.867 (0.799-0.941), 0.870 

(0.804-0.942) 이었으며, 대사체인 EXP3174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813 (0.694-0.952), 0.755 (0.673-0.84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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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9-0.849) 이었다. Losartan과 EXP3174 간의 metabolic ratio와 8시간 urinary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871 (0.800-0.947), 3.015 (0.864-

10.51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섭취가 CYP2C9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omeprazol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868 (0.697-1.080), 0.919 (0.814-1.037), 0.914 

(0.812-1.028) 이었으며, 대사체인 5-hydroxyomeprazol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882 (0.737-1.056), 0.943 (0.877-1.014), 

0.939 (0.881-1.001) 이었다. Omeprazole과 5-hydroxyomeprazole 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90% CI)는 1.027 (0.938-1.123)로서 이는 홍삼 섭취가 

CYP2C19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dextromethorph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920 (0.791-1.070), 0.915 (0.605-1.383), 

1.073 (0.882-1.306) 이었으며, 대사체인 dextrorph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1.078 (0.963-1.206), 1.256 (1.114-1.417), 

1.249 (1.114-1.400) 이었다. Dextromethorphan과 dextrorphan간의 metabolic 

ratio와 8시간 urinary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1.373 

(0.864-2.180), 0.341 (0.147-0.794)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섭취가 CYP2D6 

효소 활성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개체 내 변동계수가 크고, 비모수적 

검정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CYP2D6 효소는 사람에서 

유도되지 않는 점(21, 22)을 고려할 때 CYP2D6 효소를 유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midazolam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947 (0.756-1.186), 1.128 (1.000-1.27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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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263) 이었으며, 대사체인 1-hydroxymidazolam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784 (0.578-1.064), 0.929 (0.724-1.193), 

0.978 (0.776-1.232) 이었다. Midazolam과 1-hydroxymidazolam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90% CI)는 0.824 (0.658-1.03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섭취가 CYP3A4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fexofenad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CI)는 각각 0.890 (0.681-1.162), 0.963 (0.845-1.098), 0.963 

(0.847-1.09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섭취가 P-gp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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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CYP1A2 Caffeine Cmax (ng/mL) 14 6222.390 6692.315 0.930 (0.842-1.026) 14.84  0.2676 

  Tmax (h) * 14 1.000 0.500 - - 0.1172 

  AUClast (h∙ng/ml) 14 55992.298 50454.827 1.110 (1.028-1.198) 11.45  0.0245 

  AUCinf (h∙ng/ml) 14 62684.476 55189.165 1.136 (1.040-1.241) 13.26  0.0419 

  t1/2 (h) 14 6.883 6.186 - - 0.2166 

 Paraxanthine Cmax (ng/mL) 14 1444.349 1461.249 0.988 (0.871-1.122) 19.15  0.8201 

  Tmax (h) * 14 6.000 8.000 - - 0.8223 

  AUClast (h∙ng/ml) 14 23834.978 24682.645 0.966 (0.870-1.072) 15.71  0.5016 

  AUCinf (h∙ng/ml) 14 45216.336 42057.145 1.075 (0.829-1.394) 40.27  0.8552 

  t1/2 (h) 14 17.784 13.983 - - 0.2166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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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CYP2C9 Losartan Cmax (ng/mL) 14 175.037 223.918 0.782 (0.689-0.886) 18.95  0.0166 

  Tmax (h) * 14 2.000 1.500 - - 0.5117 

  AUClast (h∙ng/ml) 14 529.387 610.345 0.867 (0.799-0.941) 12.24  0.0166 

  AUCinf (h∙ng/ml) 14 538.921 619.146 0.870 (0.804-0.942) 11.81  0.0134 

  t1/2 (h) 14 2.180 2.121 - - 0.5830 

 EXP3174 Cmax (ng/mL) 14 457.168 562.545 0.813 (0.694-0.952) 23.92  0.0906 

  Tmax (h) * 14 4.000 4.000 - - >.999 

  AUClast (h∙ng/ml) 14 2872.813 3804.345 0.755 (0.673-0.847) 17.31  0.0017 

  AUCinf (h∙ng/ml) 14 3017.862 3973.704 0.759 (0.679-0.849) 16.83  0.0017 

  t1/2 (h) 14 5.169 4.955 - - 0.2412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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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CYP2C19 Omeprazole Cmax (ng/mL) 14 626.256 721.784 0.868 (0.697-1.080) 33.65  0.5016 

  Tmax (h) * 14 3.000 2.500 - - 0.0557 

  AUClast (h∙ng/ml) 14 1449.431 1577.179 0.919 (0.814-1.037) 18.23  0.5016 

  AUCinf (h∙ng/ml) 14 1464.539 1602.250 0.914 (0.812-1.028) 17.75  0.4263 

  t1/2 (h) 14 0.993 1.133 - - 0.4631 

 5-hydroxyomeprazole Cmax (ng/mL) 14 109.126 123.689 0.882 (0.737-1.056) 27.38  0.2412 

  Tmax (h) * 14 3.000 2.500 - - 0.1289 

  AUClast (h∙ng/ml) 14 319.016 338.141 0.943 (0.877-1.014) 10.86  0.1531 

  AUCinf (h∙ng/ml) 14 337.876 359.675 0.939 (0.881-1.001) 9.56  0.0676 

  t1/2 (h) 14 1.298 1.368 - - 0.8552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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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CYP2D6 Dextromethorphan Cmax (ng/mL) 14 3.334 3.623 0.920 (0.791-1.070) 22.84  0.5416 

  Tmax (h) * 14 2.500 2.000 - - 0.0938 

  AUClast (h∙ng/ml) 14 17.351 18.962 0.915 (0.605-1.383) 68.09  0.1353 

  AUCinf (h∙ng/ml) 11 50.160 46.740 1.073 (0.882-1.306) 25.83  0.1230 

  t1/2 (h) 11 6.461 7.589 - - 0.2783 

 Dextrorphan Cmax (ng/mL) 14 13.663 12.679 1.078 (0.963-1.206) 16.88  0.2476 

  Tmax (h) * 14 2.000 1.500 - - 0.0098 

  AUClast (h∙ng/ml) 14 68.626 54.630 1.256 (1.114-1.417) 18.14  0.0031 

  AUCinf (h∙ng/ml) 14 74.824 59.926 1.249 (1.114-1.400) 17.21  0.0012 

  t1/2 (h) 14 3.519 3.145 - - 0.7609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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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CYP3A4 Midazolam Cmax (ng/mL) 14 38.961 41.142 0.947 (0.756-1.186) 34.57  0.5016 

  Tmax (h) * 14 1.000 0.500 - - 0.4375 

  AUClast (h∙ng/ml) 14 104.053 92.276 1.128 (1.000-1.271) 18.03  0.0906 

  AUCinf (h∙ng/ml) 14 110.390 97.664 1.130 (1.011-1.263) 16.74  0.0785 

  t1/2 (h) 14 2.670 2.274 - - 0.0906 

 1-hydroxymidazolam Cmax (ng/mL) 14 30.405 38.766 0.784 (0.578-1.064) 48.01  0.1189 

  Tmax (h) * 14 1.000 1.000 - - 0.7539 

  AUClast (h∙ng/ml) 14 50.507 54.344 0.929 (0.724-1.193) 38.60  0.5416 

  AUCinf (h∙ng/ml) 14 57.949 59.247 0.978 (0.776-1.232) 35.58  0.7148 

  t1/2 (h) 14 0.823 0.655 - - 0.0052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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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ffect of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After RG Before RG 

P-gp Fexofenadine Cmax (ng/mL) 14 76.787 86.283 0.890 (0.681-1.162) 41.52  0.4143 

  Tmax (h) * 14 1.750 2.00 - - 0.6213 

  AUClast (h∙ng/ml) 14 509.561 528.949 0.963 (0.845-1.098) 19.79  0.4263 

  AUCinf (h∙ng/ml) 14 526.744 546.832 0.963 (0.847-1.095) 19.32  0.4631 

  t1/2 (h) 14 4.910 5.481 - - 0.0785 

Values are presented by geometric mean and geometric mean ratio (90% confidence interval). 

AUCinf,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0 extrapolated to infinity; AUClast,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

time curve from time 0 to the last measurable time; CI, confidence interval; Cmax,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P-gp, P-glycoprotein; RG, red ginseng; t1/2, elimination half-life; Tmax, Time to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 Tmax was presented by median 
†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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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red ginseng on metabolic ratio of CYP probe drugs 

Enzyme Analyte ratio n After RG Before RG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CYP1A2 Paraxanthine : Caffeine 14 0.426 0.489 0.870 (0.805-0.940) 11.62 0.0012 

CYP2C9 EXP3174 : Losartan 14 5.427 6.233 0.871 (0.800-0.947) 12.61 0.0023 

CYP2C19 5-hydroxyomeprazole : Omeprazole 14 0.220 0.214 1.027 (0.938-1.123) 13.50 0.5416 

CYP2D6 Dextrorphan : Dextromethorphan 14 3.955 2.881 1.373 (0.864-2.180) 78.23 0.6257 

CYP3A4 1-hydroxymidazolam : Midazolam 14 0.485 0.589 0.824 (0.658-1.032) 34.60 0.0785 

Metabolic ratio = AUClast of metabolite / AUClast of parent 

AUClast,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time 0 to the last measurable time; CI, confidence interval;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RG, red ginseng 
*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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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red ginseng on urinary metabolic ratio of CYP2C9 and CYP2D6 probe drugs 

Enzyme Analyte ratio n After RG Before RG 

Geometric mean ratio, 

After RG: Before RG 

(90% CI) 

CVw 

(%) P value* 

CYP2C9 ([Losartan]/[EXP3174]) 0-4 in Urine 14 49.139 8.826 5.568 (0.838-36.997) 3922.84  0.1937 

CYP2C9 ([Losartan]/[EXP3174]) 0-8 in Urine 14 22.986 7.625 3.015 (0.864-10.518) 562.47  0.1040 

CYP2C9 ([Losartan]/[EXP3174]) 0-12 in Urine 14 2.507 1.407 1.782 (0.799-3.977) 179.25  0.1040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4 in Urine 
13 0.113 0.367 0.309 (0.123-0.775) 216.02  0.8552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8 in Urine 
13 0.123 0.361 0.341 (0.147-0.794) 181.76  0.0494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12 in Urine 
14 0.134 0.298 0.450 (0.235-0.860) 124.77  0.2958 

Urinary metabolic ratio = Ae of parent / Ae of metabolite 

Ae, cumulative amount of drug excreted in the urine; CI, confidence interval;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RG, red 

ginseng 
* Wilcoxon Signed-Rank test 



２９ 

 
 

 

 
 

Figure 4.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caffeine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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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losartan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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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omeprazole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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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dextromethorphan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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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midazolam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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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fexofenadin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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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홍삼이 cytochrome P450과 P-glycoprotein에 
미치는 영향 

발효홍삼군에 배정되어 계획서에 따라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15명을 

대상으로 약동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중 dextromethorphan의 약동학 

파라미터 산출하는 과정 중 2명에서 dextromethorphan의 모든 채혈시점의 

농도가 LLOQ 미만으로 측정되어 약동학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명에서 혈중 dextromethorphan의 소실기울기를 적절하게 산출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약동학 파라미터인 AUCinf, t1/2 항목 분석에서 해당 

시험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발효홍삼군에서 CYP 지표약물인 caffeine, losartan, omeprazole, 

dextromethorphan, midazolam과 각각의 대사체 그리고 P-gp 지표약물인 

fexofenadine의 약동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요약하였다. 또한 

각 CYP 지표약물에 대한 metabolic ratio와 urinary metabolic ratio는 각각 Table 

8, 9에 요약하였다. CYP 지표약물과 각각의 대사체 및 fexofenadine의 평균 

혈장 농도-시간 양상은 Figure 10 ~ 15에 나타내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caffe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90% 신뢰구간)는 각각 1.002 (0.857-1.171), 1.128 (0.997-1.277), 

1.165 (1.002-1.356) 이었으며, 대사체인 paraxanth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979 (0.906-1.057), 1.017 (0.943-1.096), 1.432 

(1.125-1.823) 이었다. Caffeine과 paraxanthine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는 0.901 (0.830-0.979)로서 이는 발효홍삼 섭취가 CYP1A2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losart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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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평균비는 각각 0.974 (0.797-1.190), 1.048 (0.887-1.239), 1.047 (0.887-1.237) 

이었으며, 대사체인 EXP3174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832 (0.694-0.997), 0.811 (0.684-0.963), 0.813 (0.687-0.963) 이었다. 

Losartan과 EXP3174 간의 metabolic ratio와 8시간 urinary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774 (0.720-0.831), 3.916 (1.183-12.96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홍삼 섭취가 CYP2C9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omeprazol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892 (0.747-1.066), 0.931 (0.812-1.067), 0.936 

(0.819-1.069) 이었으며, 대사체인 5-hydroxyomeprazol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945 (0.859-1.039), 0.979 (0.918-1.045), 1.050 

(0.961-1.147) 이었다. Omeprazole과 5-hydroxyomeprazole 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는 1.052 (0.925-1.197) 로서 이는 발효홍삼 섭취가 CYP2C19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dextromethorph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849 (0.688-1.047), 0.907 (0.681-1.209), 0.869 

(0.638-1.184) 이었으며, 대사체인 dextrorphan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1.024 (0.876-1.198), 1.044 (0.926-1.176), 1.042 (0.932-1.164) 

이었다. Dextromethorphan과 dextrorphan간의 metabolic ratio와 8시간 urinary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1.150 (0.860-1.538), 1.079 (0.566-2.058)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홍삼 섭취가 CYP2D6 효소 활성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개체 내 변동계수가 크고, 비모수적 검정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CYP2D6 효소는 사람에서 유도되지 않는 

점(21, 22)을 고려할 때 CYP2D6 효소를 유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midazolam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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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평균비는 각각 0.873 (0.732-1.041), 1.157 (1.022-1.309), 1.138 (1.007-1.285) 

이었으며, 대사체인 1-hydroxymidazolam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0.750 (0.583-0.966), 0.944 (0.805-1.107), 0.924 (0.791-1.080) 

이었다. Midazolam과 1-hydroxymidazolam간의 metabolic ratio의 기하평균비는 

0.816 (0.673-0.99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홍삼 섭취가 CYP3A4 효소 

활성을 억제하나 그 크기가 작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발효홍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fexofenadine의 혈중 Cmax, AUClast, 

AUCinf의 기하평균비는 각각 1.180 (0.979-1.422), 1.322 (1.112-1.571), 1.307 

(1.110-1.54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홍삼 섭취가 P-gp 활성을 억제하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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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CYP1A2 Caffeine Cmax (ng/mL) 15 6206.203 6193.919 1.002 (0.857-1.171) 24.60  0.4212 

  Tmax (h) * 15 0.500 0.500 - - 0.5024 

  AUClast (h∙ng/ml) 15 51314.971 45481.292 1.128 (0.997-1.277) 19.39  0.2524 

  AUCinf (h∙ng/ml) 15 57490.588 49335.031 1.165 (1.002-1.356) 23.87  0.2293 

  t1/2 (h) 15 6.939 5.497 - - 0.0181 

 Paraxanthine Cmax (ng/mL) 15 1464.896 1496.824 0.979 (0.906-1.057) 11.97  0.9014 

  Tmax (h) * 15 6.000 8.000 - - 0.4058 

  AUClast (h∙ng/ml) 15 24561.395 24151.161 1.017 (0.943-1.096) 11.70  0.8469 

  AUCinf (h∙ng/ml) 15 53877.894 37622.878 1.432 (1.125-1.823) 38.90  0.0479 

  t1/2 (h) 15 20.703 11.846 - - 0.0067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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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CYP2C9 Losartan Cmax (ng/mL) 15 201.357 206.740 0.974 (0.797-1.190) 31.97  0.9668 

  Tmax (h) * 15 1.500 1.500 - - 0.4883 

  AUClast (h∙ng/ml) 15 541.687 516.699 1.048 (0.887-1.239) 26.45  0.4212 

  AUCinf (h∙ng/ml) 15 548.613 523.857 1.047 (0.887-1.237) 26.31  0.3894 

  t1/2 (h) 15 1.940 1.861 - - 0.8469 

 EXP3174 Cmax (ng/mL) 15 387.657 466.072 0.832 (0.694-0.997) 28.76  0.2769 

  Tmax (h) * 15 4.000 3.000 - - 0.2500 

  AUClast (h∙ng/ml) 15 2500.060 3082.080 0.811 (0.684-0.963) 27.09  0.0413 

  AUCinf (h∙ng/ml) 15 2613.067 3212.424 0.813 (0.687-0.963) 26.76  0.0479 

  t1/2 (h) 15 5.079 4.924 - - 0.1514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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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CYP2C19 Omeprazole Cmax (ng/mL) 15 512.797 574.698 0.892 (0.747-1.066) 28.18  0.3894 

  Tmax (h) * 15 3.000 2.000 - - 0.0488 

  AUClast (h∙ng/ml) 15 1257.700 1351.108 0.931 (0.812-1.067) 21.47  0.3894 

  AUCinf (h∙ng/ml) 15 1281.690 1369.503 0.936 (0.819-1.069) 20.89  0.3894 

  t1/2 (h) 15 1.215 1.186 - - 0.8040 

 5-hydroxyomeprazole Cmax (ng/mL) 15 75.583 80.007 0.945 (0.859-1.039) 14.90  0.3373 

  Tmax (h) * 15 3.000 3.000 - - 0.0283 

  AUClast (h∙ng/ml) 15 239.033 244.051 0.979 (0.918-1.045) 10.04  0.2769 

  AUCinf (h∙ng/ml) 15 283.859 270.368 1.050 (0.961-1.147) 13.82  0.7615 

  t1/2 (h) 15 2.716 1.971 - - 0.1070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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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CYP2D6 Dextromethorphan Cmax (ng/mL) 13 3.421 4.032 0.849 (0.688-1.047) 30.77  0.0398 

  Tmax (h) * 13 2.000 2.000 - - 0.3438 

  AUClast (h∙ng/ml) 13 17.140 18.890 0.907 (0.681-1.209) 42.86  0.7354 

  AUCinf (h∙ng/ml) 11 43.514 50.077 0.869 (0.638-1.184) 41.79  0.4131 

  t1/2 (h) 11 7.006 7.540 - - 0.4648 

 Dextrorphan Cmax (ng/mL) 13 12.005 11.721 1.024 (0.876-1.198) 22.72  0.7998 

  Tmax (h) * 13 2.000 2.000 - - 0.1309 

  AUClast (h∙ng/ml) 13 60.260 57.742 1.044 (0.926-1.176) 17.20  0.4973 

  AUCinf (h∙ng/ml) 13 66.148 63.497 1.042 (0.932-1.164) 15.98  0.7869 

  t1/2 (h) 13 3.432 3.920 - - 0.7869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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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CYP3A4 Midazolam Cmax (ng/mL) 15 43.618 49.950 0.873 (0.732-1.041) 27.84  0.2769 

  Tmax (h) * 15 0.500 0.500 - - 0.0391 

  AUClast (h∙ng/ml) 15 118.749 102.676 1.157 (1.022-1.309) 19.38  0.0637 

  AUCinf (h∙ng/ml) 15 125.665 110.472 1.138 (1.007-1.285) 19.08  0.0833 

  t1/2 (h) 15 2.955 3.304 - - 0.3591 

 1-hydroxymidazolam Cmax (ng/mL) 15 42.235 56.292 0.750 (0.583-0.966) 40.86  0.0754 

  Tmax (h) * 15 0.517 0.500 - - 0.1758 

  AUClast (h∙ng/ml) 15 69.474 73.587 0.944 (0.805-1.107) 25.09  0.6387 

  AUCinf (h∙ng/ml) 15 74.221 80.311 0.924 (0.791-1.080) 24.63  0.4543 

  t1/2 (h) 15 0.678 0.728 - - 0.5614 

See Table footnotes on last page of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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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pharmacokinetics of probe drugs and their metabolites 

Cocktail Analyte 
Pharmacokinetic 

parameter 
n 

Geometric mean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After FRG Before FRG 

P-gp Fexofenadine Cmax (ng/mL) 15 84.767 71.851 1.180 (0.979-1.422) 29.62  0.2583 

  Tmax (h) * 15 2.000 2.000 - - 0.7771 

  AUClast (h∙ng/ml) 15 594.590 449.875 1.322 (1.112-1.571) 27.33  0.0181 

  AUCinf (h∙ng/ml) 15 611.566 467.806 1.307 (1.110-1.540) 25.86  0.0181 

  t1/2 (h) 15 4.725 4.899 - - 0.4543 

Values are presented by geometric mean and geometric mean ratio (90% confidence interval). 

AUCinf,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0 extrapolated to infinity; AUClast,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

time curve from time 0 to the last measurable time; CI, confidence interval; Cmax,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FRG, fermented red ginseng; P-gp, P-glycoprotein; t1/2, elimination half-life; Tmax, Time to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 Tmax was presented by median 
†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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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metabolic ratio of CYP probe drugs 

Enzyme Analyte ratio n After FRG Before FRG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CYP1A2 Paraxanthine : Caffeine 15 0.479 0.531 0.901 (0.830-0.979) 12.90 0.0413 

CYP2C9 EXP3174 : Losartan 15 4.615 5.965 0.774 (0.720-0.831) 11.21 0.0151 

CYP2C19 5-hydroxyomeprazole : Omeprazole 15 0.190 0.181 1.052 (0.925-1.197) 20.25 0.3303 

CYP2D6 Dextrorphan : Dextromethorphan 13 3.516 3.057 1.150 (0.860-1.538) 43.38 0.2439 

CYP3A4 1-hydroxymidazolam : Midazolam 15 0.585 0.717 0.816 (0.673-0.990) 30.73 0.1514 

Metabolic ratio = AUClast of metabolite / AUClast of parent 

AUClast,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time 0 to the last measurable time; CI, confidence interval;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FRG, fermented red ginseng 
*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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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fermented red ginseng on urinary metabolic ratio of CYP2C9 and CYP2D6 probe drugs 

Enzyme Analyte ratio n After FRG Before FRG 

Geometric mean ratio, 

After FRG: Before FRG 

(90% CI) 

CVw 

(%) P value* 

CYP2C9 ([Losartan]/ [EXP3174]) 0-4 in Urine 15 8.270 3.734 2.215 (0.735-6.671) 422.93  0.6788 

CYP2C9 ([Losartan]/ [EXP3174]) 0-8 in Urine 15 9.060 2.314 3.916 (1.183-12.965) 556.77  0.2293 

CYP2C9 ([Losartan]/ [EXP3174]) 0-12 in Urine 15 0.973 0.792 1.228 (0.685-2.204) 113.31  0.1688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4 in Urine 
15 0.120 0.105 1.144 (0.618-2.117) 122.44  0.5995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8 in Urine 
15 0.120 0.111 1.079 (0.566-2.058) 131.94  0.1354 

CYP2D6 
([Dextromethorphan]/Dextrorphan]) 

0-12 in Urine 
15 0.161 0.140 1.152 (0.679-1.955) 98.25  0.3028 

Urinary metabolic ratio = Ae of parent / Ae of metabolite 

Ae, cumulative amount of drug excreted in the urine; CI, confidence interval; CVw,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FRG, 

fermented red ginseng 
*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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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caffeine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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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losartan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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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omeprazole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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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dextromethorphan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５０ 

 
 

 

 
 

Figure 14.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midazolam and its 
metabolit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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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ean (SD)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fexofenadin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fermented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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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내약성 결과 

홍삼, 발효홍삼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복용한 29명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였다. 홍삼군에서 10명의 

시험대상자에서 23건, 발효홍삼군에서 11명의 시험대상자에서 23건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이상반응은 dizziness 21건, euphoric mood 19건, 

somnolence 3건, headache 1건, nausea 1건, dry eye 1건이었으며, CYP 지표약물 

또는 P-gp 지표약물을 투여한 후 5분 ~ 3시간 사이에 이들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홍삼 또는 발효홍삼 섭취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dizziness, euphoric mood, somnolence 와 

같은 증상은 CYP3A4 지표약물인 midazolam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은 모두 경증이었으며, 이상반응을 보인 모든 시험대상자는 

후유증없이 회복되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 진행 

중 시행된 신체검사, 활력징후, 검사실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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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cocktail 기법을 이용하여 홍삼과 발효홍삼이 다섯 가지 

주요 CYP 효소와 P-gp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Cocktail 

기법은 여러 대사효소와 수송단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지표약물을 이용하여 유도/억제 효과를 평가한다. 각 

지표약물들은 대사효소 또는 수송단백에 특이적이고, 서로 상호작용이 

없음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충분히 검증된 지표약물로 

구성된 cocktail 조합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Pittsburgh 

cocktail(23)과 Cooperstown cocktail(24)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 국내 

여건에 맞게 개선한 Inje cocktail(25)이 소개되었다. 수많은 천연물 소재들이 

P-gp와 같은 efflux protein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26), 기존의 알려진 

cocktail 조합에는 P-gp와 같은 약물수송단백에 대한 지표약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CYP 효소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nje cocktail 

조합을 사용하였다. 또한 P-gp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기 위하여 CYP 

cocktail 투여일과 별도의 일정에 P-gp 기질인 fexofenadine을 투여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기존에 cocktail 기법으로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또는 요중 모체와 대사체 농도를 이용한 metabolic ratio로 

상호작용 여부를 평가하였다. 최근 2012년에 European Medicines Agency에서 

발표된 Guideline on the Investigation of Drug Interactions 

(CPMP/EWP/560/95/Rev.1 Corr*) (27) 에서는 지표약물의 혈중 약물 농도-시간 

곡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경구) 청소율이나 AUC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모체와 대사체 간의 농도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그 이유로는 모체와 대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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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가 효소 활성에 대한 효과를 실제 정량적 수치를 대부분 제시하지 

못하고, 그 비가 대사체의 청소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혈중 약물 농도-시간 곡선을 통해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의 1일 권장량을 2주간 섭취토록 하여 CYP 효소를 충분히 

유도 또는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CYP 지표약물인 caffeine, losartan, omeprazole, 

dextromethorphan, midazolam은 각각의 CYP 효소에 의해 특정한 대사체로 

대사된다. Caffeine은 CYP1A2 효소에 의해 paraxanthine으로 대사되며, 

CYP1A2 효소는 caffeine 대사의 95%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29), caffeine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CYP1A2 지표약물이다. Losartan은 주로 간에서 CYP3A4, 

CYP2C9, UGT 효소에 의해 대사되며, 이중 약 14%가 CYP2C9 효소에 의해 

EXP3174가 생성된 후 신장으로 배설된다(30, 31). 따라서 모체의 혈중 노출 

변화가 CYP2C9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Omeprazole은 주로 간의 CYP2C19 효소에 의해 5-hydroxyomeprazole로 

대사된 후 CYP3A4 효소에 의해 다시 5-hydroxyomeprazole sulfone으로 

대사된다(32, 33). Omeprazole은 대사과정이 복잡하고, 그 자체가 CYP2C19의 

inhibitor인 동시에 CYP1A2의 inducer로 알려져 있어 CYP2C19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Dextromethorphan은 

CYP2D6 효소에 의해 dextrorphan으로 대사되고 이후 CYP3A4 효소에 의해 

3-hydroxymorphinan으로 대사되거나 UGT에 의해 dextrorphan glucuronide가 

된다(34). CYP3A4 지표약물인 midazolam은 주로 CYP3A4 효소에 의해 1-

hydroxymidazolam로 대사되며, 이후 UGT에 의해 glucuronidation 되므로(35-

37), midazolam의 청소율을 통해 CYP3A4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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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ley et al.은 건강한 자원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에서의 검체 

채취방식의 phenytyping 기법을 이용하여 CYP1A2, CYP2D6, CYP2E1, 

CYP3A4 활성을 평가한 임상시험에서 5% ginsenosides로 표준화된 인삼 

제품(500 mg, three times daily, 28 days)이 CYP1A2, CYP2D6, CYP2E1, CYP3A4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2, 13). 또한 Anderson et al.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6-β-OH-Cortisol/Cortisol Ratio를 이용하여 CYP3A 활성을 

평가한 임상시험에서 4% ginsenoside로 표준화된 인삼 제품(100 mg, twice 

daily, 14 days)이 CYP3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1). 반면에 

Malati et al.은 12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midazolam 투약 후 

24시간동안 채혈을 통해 혈중 midazolam의 AUC를 산출하여 CYP3A4 

activity를 평가한 임상시험에서 5% ginsenosides로 표준화된 인삼 제품(500 

mg, twice daily, 28 days) 복용 시 CYP3A4 지표약물인 midazolam의 AUC가  

34%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4).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CYP 효소 중 

CYP1A2, CYP2C9, CYP3A4 효소가 홍삼 제품과 발효홍삼 제품 섭취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CYP2C19, CYP2D6 효소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인삼제품에 비해 홍삼 제품과 발효홍삼 제품에는 ginsenoside 대사산물인 

Rh2, Compound K, PPD, PPT 등의 함량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수행된 여러 in vitro 연구들에서 인삼에 존재하는 ginsenoside인 Rb1, Rb2, Rc, 

Re, Rg1은 CYP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그 대사산물인 Rh2, 

Compound K, PPD, PPT는  CYP1A2, CYP2C9, CYP3A4 효소들을 억제하고 

CYP2C19, CYP2D6 효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9, 10, 15, 16, 38, 39)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홍삼 제품과 

발효홍삼 제품을 권장량으로 섭취 시 CYP1A2, CYP2C9, CYP3A4 효소 활성 

억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해당 CYP 기질약물과 병용하더라도 임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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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약물수송단백인 P-gp는 수삼의 주요 ginsenoside인 Rb1, Rb2, Re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장내미생물에 의한 ginsenoside 대사산물인 

Compound K, Rh2, PPD, PPT에 의해 억제된다고 알려졌다(17-19). 반면 기존에 

수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인삼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fexofenadine의 Cmax와 

AUC가 각각 9%, 16% 감소하여 P-gp를 일부 유도할 가능성을 보였다(14). 

이번 연구에서는 P-gp 기질약물인 fexofenadine을 사용하여 P-g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홍삼 섭취 전후 fexofenadine의 AUClast의 변화가 

없었으나, 발효홍삼의 경우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fexofenadine의 AUClast가 

32% 상승하여 P-gp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수삼을 홍삼으로 

그리고 홍삼을 발효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 중에 P-gp를 억제하는 

Compound K, Rh2, PPD, PPT 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Fexofenadine을 P-gp 지표약물로 널리 사용되나(40, 41), 

fexofenadine은 P-gp 이외에 OATP1B1, OATP1B3, MRP2의 기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P-gp 특이적인 지표약물로서 fexofenadine을 이용함에는 

한계점도 존재한다(42). 따라서 발효홍삼이 fexofenadine의 disposition에 

관여하는 다른 약물수송단백들에 영향을 줌으로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존에 인삼제품으로 진행된 연구들과 이번 연구 결과 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홍삼/발효홍삼의 

가공 과정에서 기존 인삼 제품과 조성이 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인삼은 

약리작용이 다른 수많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삼을 가공하여 홍삼과 

발효홍삼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성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홍삼과 발효홍삼은 약물대사효소와 약물수송단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인삼 제품과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 인종 간의 차이에 의해 



５７ 

연구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 

반해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삼의 주요 유효성분인 

ginsenoside는 주로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대사된 후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ginsenoside의 대사 및 흡수에 있어 장내미생물의 구성과 활성도에 

따른 동서양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이번 연구 결과 홍삼과 발효홍삼은 CYP2C19과 CYP2D6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CYP1A2, CYP2C9, CYP3A4를 억제하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아 임상적인 의미는 없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홍삼은 P-gp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발효홍삼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P-gp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효홍삼을 digoxin과 같은 P-gp 기질약물과 병용 시 

약물의 전신노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반질환, 

병용약물과 같은 혼란변수를 최소화하여 약물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홍삼과 발효홍삼을 다른 약물들과 

병용투여 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홍삼과 발효홍삼 제조 공정에 따라 

제품마다 일부 조성이 다르므로 모든 홍삼 제품과 발효홍삼 제품에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달리 홍삼과 발효홍삼 제품은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고용량의 상호작용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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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We assessed the drug interaction profile of red ginseng (RG) and 
fermented red ginseng (FRG)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major cytochrome P450 
(CYP) enzymes and P-glycoprotein (P-gp). 

Methods: This was a randomized, open-label, crossover study. Caffeine, losartan, 
dextromethorphan, omeprazole, midazolam and fexofenadine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RG or FRG administration for 2 weeks. Plasma and urine samples 
were collected and tolerability was assessed.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calculated, and the 90% confidence intervals of the geometric mean ratios of the 
parameters were determined from the logarithmically transformed data using an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In all, 29 healthy male subjects were evaluated. Genetically poor metabolizers 
were not detected in the participants. RG has no relevant effects on the in vivo activity 
of the major CYP enzymes and P-gp in humans. FRG has no relevant effects on the in 
vivo activity of the major CYP enzymes but inhibitory effect on the in vivo activity of 
the P-gp in human. 

Conclusions: Therefore RG has no relevant potential to cause respective CYP 
enzymes or P-gp related interaction and FRG has relevant potential to cause respective 
P-gp related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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