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허브의 다양성

Encyclopedia of Herbs & Their Uses : the

Herb Society of America, Dorling Kindersley,

1995"라는 책에서는 1,000종 이상의 식물이 수록

되어 있다. 뇌신경계로의 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

도 많지만, 그 일부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또한 통상,

허브라고 하는 말은 식물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

외에 추출물이나 엣센셜오일 등도 포함해서 적용하

고 있다. 허브의 작용정도는 양귀비·코카·대마와

허브를유효성분으로하는식이보조재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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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허브란 파슬리, 살비아, 로즈마리, 타임 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원저자인 志村二三夫도 수년 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후생과학연구「신개발
식품 등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연구: 주임연구자는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池上幸江 部
長(現 大妻女子大學敎授)」에 참여하여 뇌를 대상으로 하는 신개발식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의 일이다. 일반인 대상의 서적(食材圖典:小學館)에도,「현재, 허브는 요리
에 맛을 내고, 음료로서, 혹은 단순히 야채로서 이용하거나, 화장품, 入浴劑 등에 이용
되는데, 냄새나 향미가 있는 유럽의 식물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허브는 원래, 단순히 『草』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역사적인 관
점에서 보면 허브는『약효가 있는 식물』로서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온 것이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표 1. 뇌신경계로의 작용을 지향하는 허브의 다양성

미국에서 다이어크리 사프리먼트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

일본에서 식품으로 취급되는 것

유효성·안전성 평가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유효성의 근거가 약한 것

인도사목
나물승마

은행
카바(표 3 참조)
서양고추나물

카모밀라
서양쥐오줌
서양산박하
패션플라워
가시오갈피
마늘
빌베리
블루베리
호프

마약 및 向精神藥取締法이나 대마取締法 등에 의해 소지·사용이 규
제되어 있는 것

양 귀 비
코 카
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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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통사람의 소지자체가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강렬한 것에서부터 유효성의 근거가 약한 것에 이르

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본에서 허브란 향초나 차,

자연식품의 이미지가 강하지만,「허브는 화학합성된

의약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은 큰 오해이다.

2. 식이 보조제

미국에서는 1994년에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DSHEA 라는 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식품·의약품과는 다른 카테코리의

식품으로서 식이보조제가 대두되었다. 식이 보조제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등의 성분을 1종류

이상 함유하지만, 글자 그대로 식사의 보조물질으로

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식품과 구분할 수 있는 형상(예를 들면, 의약품과

같은 정제나 캡슐 등의 형상) 이어야 한다. 식이 보

조제의 표시가 명기되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인

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효과 등의 일정한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미국식품의약품국(FDA)의 평가

를 받지 않은 것」,「질병의 진단·치료·예방용이

아닌 것」등의 명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으로서 이미 승인된 물질이 아니면, 식이 보조제로

서 취급한다. 일본에서는 호르몬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식이 보조제로 멜라토닌이나 갑상

선추출물(갑상선호르몬 농축) 등을 이용한 제품도 있

다. 허브성의 식이 보조제 가운데 주로 판매되고 있

는 것은 표 2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전체 판매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FDA에는 식이 보조제의 사용에 대한 건강

피해사례 데이타 베이스(The Special Nutritionals

Adverse Event Monitoring System: SN/AEMS)

가 있는데, 각 사례에는 제조·판매자 성명이 표기

되어 있다. 그 2,621건 가운데 184건은 사망 사례

이고, 성분이 특정되어 있는 제품에 의한 사망 사례

의 70% 이상이 허브와 관련이 있다. 특히, 에페드

린(마황속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하나, 혼합형 아

드레날린 작용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의

약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마황(Ephedradis tachya)

을 살 뺄 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많다.

3. 보건기능을 지향하는 허브성 식품

표 2의 허브성 식이 보조제 가운데도 고령사회·

스트레스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생활 관습병이나, 정

신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은행잎(뇌

표 2. 미국의 허브 판매고*

소매 판매고

1999년 1월- 8월(100만＄) 전년도와의 비(%)

1. 은행잎
2. 서양고추나물
3. 당 근
4. 마 늘
5. 톱 풀
6. 케비어
7. Pycnogenol**/ 포도씨
8. 크란베리
9. 서양쥐오줌 뿌리

10. 겁달맛이꽃
11. 빌벨리

102.745
78.095
60.158
54.661
29.673
11.594

8.629
8.252
5.950
6.190
4.488

- 6.0
- 23.3
- 15.6
- 11.4
37.8

7.1
1.1

21.3
- 3.2
1.6
1.7

* Blumenthal, Mo : Herbalgram 47, 64- 65(1999)을 바탕으로 작성
** French maritime pine의 껍질에서 얻은 특허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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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대사·인지기능개선,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개선),

서양고추나물(항우울증), 케비어(항불안)는 판매량이

크며 이 세 가지가 전체 허브의 40%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허브는 뇌에 작용한다고 하는 세일즈 포인

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격추출물이 독일에서 의

약품용으로 개발되었고, 많은 랜덤 비교임상시험이

나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메타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결과,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실증

되었다는 점이 인기가 많은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3월에 허브류의 규제가 완화

되어 식품으로 간주하는 제품수가 증가하였다. 더욱

이, 은행잎 및 서양고추나물은 그 밖의 5점(가시오

갈피, Echinacea, 톱풀, 엉겅퀴, 겹달맞이꽃)와 함

께, 당분간,「식품」이란 점이 명시되어, 의약품적

인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은 것은 캡슐이나 정제

등이라도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식이 보조제와는 다른데, 보통의 식품형상을 취하는

것에 규제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행잎 추출

물첨가 밥 을 제조·판매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더욱이, 2001년 3월에는 1971년부터 판매되어

온 의약품 범위의 기준이 대폭 수정(후생노동성의약

국장 통지: 의약발 242호) 되었다(표 3). 몇 가지

요점이 있으나 두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즉 1)

「식품」인 점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형상으로 보아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아닌 지의 판단

은 하지 않게 되었다. 2)「오로지 의약품으로서 사용

되는 성분체질(원재료) 리스트」가 예시되고 또한

참고로서「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않는 한

식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성분체질(원재료) 리스

트」가 예시되어, 다수의 허브가 먹을 수 없는 약으

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보건기능을 지향하는 허브성

신형식품의 개발이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식품으로서 인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취

급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이 허브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하에서 은행, 카바, 서양고추나물

의 예를 들었다.

4. 허브 취급의 어려움

4.1 은 행

중국에서는 은행은 생약으로서 5,000년의 역사가

있다. 한편, 1950년대 후반에 독일의 Schwabe사

는 잎을 원료로 플라보노이드(24%)와 테르페노이

드(6%)를 함유한 규격추출물(EGb761)를 개발하

였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EGb761은 20년 이상

전부터 의약품으로서 간흠성파행(間欠性跛行) 등의

표 4. 은행잎 추출물의 주요 성분과 그 작용

그 룹 명 함 유 량 주요 물질명 뇌·신경계 등에 미치는 작용*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22- 27%
quercetine
kaempferol
isorhamnetin

항산화, 라디칼(일산화질소 등)소거, 모노아민옥시다제저해
(kaenpferol, isorhamnetin), 신경세포보호

테르페노이드
(배당체)

5- 7%
ginkgolides

혈소판활성화인자[PAF] 拮抗藥(특히 ginkgolide B), 신
경세포보호(뇌순환기능개선/ 신경세포로의 PAF의 작용에 길
항), 항우울약유사작용(ginkgolide A)

bilobalide 항우울약 유사작용, 항간질작용, 약물대사요소활성의 상승

알킬페놀 〈5ppm ginkgolic acids 은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항원물질, 항불안(抱合 )

* 주로 동물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열거하였으며,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님
문헌 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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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순환장해, 뇌순환·대사개선에 사용되었으며,

랜덤 비교시험도 행해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잎

추출물이 알츠하이머증 환자의 인지기능개선효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메타 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의 작용기작이 거의 밝혀

지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독특한 작용

을 하는 다양한 성분(표 4)이 발견되었으며 그 효과

에는 복수성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에 따른 가벼운 소화기증상이나 피부증상 등

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지주막하출혈, 외상이

없는 아급성의 양측성 경막하혈종이나, 아스피린과

의 동시 복용에 따른 전안방(前眼房: 안구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공동)의 자연출혈 등,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활성화인자(platelet- activating

factor : PAF)의 강력한 항 ginkgolide B를 함유

하기 때문에 혈전형성저지라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반면, 지혈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혈우병 외의 혈

액응고장해 환자나, 아스피린과 더불어 항응고약이나

혈전용해약을 사용할 때는 의사의 엄밀한 지시가 필

요하다. 은행 피부병의 강력한 항원물질 ginkgolic

acids는 잎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5ppm

이하 농도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잎 제품이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있다는 보증은 없으며 또한

플라보노이드나 테르페노이드의 양적 기준도 없다.

유효성·안전성·품질 등의 확보가 시급하다.

4.2 카 바

남태평양의 섬들에 전해오는 카바 음료는 동명의

후추과의 식물(Piper methysticum)의 뿌리줄기로

만들어지며, 사교나 의례에 사용되는데 도취감를 가

지지만, 알콜음료와는 다르고 기분을 가라앉히고,

온화한 분위기를 준다. 생약으로서의 카바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일본에서도 2차세계대전 이전에 요도

감염의 치료약 원료로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관심은 추출물의 항불안작용으로서 구미에서는 유효

성·안전성을 인정한 랜덤 비교임상시험이 많이 이

루어졌다. 메타분석에서도 불안증상의 치료에 카바

추출물은 유효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불안장해의

약물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나

삼환계(三環系) 항우울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장기간

에 걸쳐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후 복용을 중지하면

이탈(離脫)증상이 나타나므로 남용이나 중독(嗜癖),

또는 내성 등이 문제가 된다. 三環계 항우울제에는

항아세칠콜린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있지만, 통상량

의 카바 추출물로는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장기간의 대량복용은 생선비늘의 버짐과 같

은 가역적인 피부증상을 일으킨다. 통상량으로도 全

身性 접촉피부염 등의 건강피해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킨슨 발증

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카바의 관여가 의심되는 간

장해 증상의 예가 독일과 스위스에서 30명에 이른

다는 보고가 있으며(2001년 11월), 유럽 각 국에

서는 카바제품의 판매정지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2001년 3월 후생노동성의약국장 통

지(醫藥發242호)에 있어서, 카바는 의약품 리스트

에 예시되어 있다. 다만, 식품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2002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

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3 서양고추나물

서양고추나물의 개화기에 수확된 식품체지상부의

유성추출물은 항염 및 치유의 허브로서 중세부터 평

판이 높았다. 한편, 근년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불

안, 항우울, 수면장해의 개선을 목적으로 알콜/ 물

등에 의한 추출물이 복용되고 있다. 품종, 재배지,

수확시기 등은 식물체의 성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배조건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한 특징적 성분인

hypericin류의 함유량을 0.3%로 추출물이 규격화

되어 있다. 서양고추나물 추출물의 랜덤 비교임상시

험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메타분석에 의해서도 중간

정도의 우울증에 대한 유효성, 부작용이 적음이 확

인된 바 있다.

우울증은 보통의 정신장해로서, 일본인의 10%

이상이 우울증 혹은 우울한 상태로 보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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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하면, 우울증은「마음의 감

기」와 같은 것으로「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선입

관을 가지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마음의 감

기」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증

상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이나 우울한 상태에는 가끔

능력상실이나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의 괴로운 상

황이 따라다니고, 방치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의사 처방 없이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서양고추

나물 추출물이 광명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편, 목초지에서 자라는 서양고추나물를 대량으

로 섭취한 가축이 강한 태양광성을 쬐여 광선과민증

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광증감작용을 가진

hypericin류가 그 원인물질이다. 사람에도 광과민

증의 예가 일부 있다. 의약물과의 상호작용면에서의

부작용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서양고추나물 추출물

은 약물대사의 주요 효소인 시토크롬 P450, 특히

서브타입의 CYP3A4 및 CYP1A2를 유도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디나빌(抗免疫不全 바이

러스약)이나 시크로스포린(면역억제약) 등의 약물에

의한 혈중농도의 저하를 일으키므로 위험하다.

최근 hyperforin은 항우울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근거는 hyperforin 함유량이 다른 추출물

WS5572(〉5%) 및 WS5573(0.5%)를 가지고 임

상시험에서 용량비례 반응관계가 나타났으며(그림

1),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hyperforin의 유효성이 확

인된 결과에 의한다. 그렇다면, 서양고추나물 추출물

을 이용한 제품의 hyperforin 함유량은 어떤지를 분

석하였다. 랜덤 비교임상시험에서의 사용 예가 많은

Jarsin 300과 비교하면, 1일 섭취량의 기준을 바탕으

로 산출한 1일 당의 hyperforin 섭취량은 적은 것은

3% 정도이며, 대부분이 10% 미만이었다(그림 2. 미

발효 data). 건강식품 등에는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시판제품의 함유량이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전반

적으로 함유량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우울증환자가

이용해서 효과가 없으면, 증상을 점점 악화시킬 우려

가 있다. 또한 건강식품으로서 판매되는 서양고추나물

과 혼돈되기 쉬운 고추나물(Hypericum erectum)에서

는 hyperforin이 검출되지 않는다(그림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적이나 인터넷에 서양고추나물을 고

추나물이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종의 식물로서 단순히 서양자가 있고 없음 이상의

차이가 있다.

5. 결 론

은행, 카바, 서양고추나물는 유효성에 대한 과학

적 근거로부터 보면 허브 중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

그림 2. 서양고추나물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등(#1- #7)의 1일당 섭취되는 Hyperforin 및
Hyperforin 류의 양(Jarsin 300에 대한 비율)
HPLC로 측정한 해당물질의 함유량 및 각 제품의
1일 섭취량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1. Hyperforin 함유량이 다른 서양고추나물
추출물의 우울증상 개선효과

Laakmann et al. : Pharmacopsychiatry 31, Suppl.
1, 54- 59(1998)을 참조하여 작성

프라세보

Hami l ton의 우울
증 상평가척도가
저하된 피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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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하고

특히 안전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작년 4월에

제도화 된 보건기능식품제도에서는 원료의 영양성분

기능이나 보건용도의 표시 등이 가능한 식품이 규격

기준형의 영양기능식품과 개별허가형의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양자(보건기능식품)에 해

당하지 않는 이른바 건강식품일지라도 일반 식품으

로서 제조·판매는 가능하다.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

가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은 크게 차이가 있다. 허

브는 표면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가

지고 있으며 규격기준형에는 친숙해질 것 같지도 않

다. 우선은 당면, 개별허가형의 특정보건용식품에서

의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아름

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다」라는 비유는 아니지만,

소비자 및 제조·판매자의 모두에 있어서도 不用意

하게 손을 내밀면 가시에 찔릴 가능성이 허브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식품으로서의 허브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나 소비자 상담원의 육성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보고는 평성 1998- 2000년도 후생과학연구

「신개발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주임연

구자: 池上幸江)」에 있어 조사연구를 기초로 집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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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양고추나물 및 고추나물를 이용한 허브차의 HPL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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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추나물/ St . John ' Wort

허브

고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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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厚生省通知「허브의 취급에 대해서」(1998년 3월)에 따른 형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허브류(카바는 제외)

영 명 확인 혹은 시사된 효능·효과 Pubmed 키워드
햄덤비교임상시험의

메타분석**
유 효 성 분

에키나케아
(뿌리,지상부)

Echinacea
비특이적 면역기능 賦活작용,
보통 감기의 예방·치료에 유
효

Echinacea 1
각종 다당, 당단백징, 알카로이드, 플라
보노이드가 함유되어있지만 단일물질이
유효성분인 것으로 알려진 예는 없다.

가시오갈피
(뿌리)

Siberian
Ginseng

신체/정신적 피로회복, 면역 조
절작용, 당뇨병에 유효

Eleutherococcus or
Siberian ginseng"

3
(2건은유효성에부정적)

가시오갈피는 인삼과 유사하여, ginseno-
side로서 분류되는 종들의 사포닌을 함유
한다.

톱 풀
(열매)

Saw Palmetto
양성전립선비대에 유효 尿路증
상 개선

Saw palmetto or
Serenoa or
Permixon

5
식물스테롤( - sittosterol 등)을 함유한
지용성추출물이 주로 이용된다.

엉겅퀴
(종자)

Milk Thistle 간기능장해 개선
Siybum marianum

or Milk thistle
0

Siymarin: 3종의 플라보노리구난
(silibinin, silicristin, silidanin)을
함유한 혼합물

은행잎
Ginkgo Biloba
Leef

뇌순환대사개선, 말초순환개선,
間歇性跛行 개선, 알츠하이머병
에 유효

Ginkgo 9 표 4 참조

서양고추나물
(꽃, 지상부)

St. John's Wort
항우울·불안 개선
수면장해 개선

Hypericum or
St. John's wort

9
Hypericin류(hypericin, pseudohyper-
icin)혹은 hyperforin

겹달맞이꽃
(잎, 줄기,
뿌리, 종자)

Evening
Primrose

아토피성피부염,
월경전증후군에 유효

Evening primrose
2

(1건은월경전증후군에
대한유효성에부정적)

겹달맞이꽃류( -리놀렌산을 함유)

카 바
(뿌리줄기)*

Kava
항불안작용,
항스트레스작용

Kava or Piper
methysicum

3
Kawain, methysticin, yangonin 외

카바락톤

* 2001년3월 후생노동성통지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카바뿌리는 오로지 의약품으로서 사용되는 성분으로 list-up되었다. 다만, 이미 건강식
품으로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미국국립의약도서관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Pubmed에서의 히트 數. 프블리케이션 타입으로서 메타분석과의 기재가 있는 것을 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