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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maranth, a red-colored tar dye, is usually used in foods, cosmetics, and pharmaceutics, its 
bioavailability and intestinal absorption have not previously been investig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armacokinetics properties and intestinal permeability of amar-
anth in rats following the intravenous and oral administration of this dye. Amaranth rapidly dis-
appeared from the plasma following the intravenous injection, with a half-life of 38.8 minutes. 
However, the plasma concentration of amaranth was increased to 400 minutes following the oral ad-
ministration of amaranth, and the absorption time and bioavailability of amaranth were calculated to 
be 356 minutes and 55.6%, respectively. This suggests that once amaranth exists in the gut, this dye 
may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bsorbed. Consistent with this result, the intestinal permeability of 
amaranth was comparable to atenolol, a marker compound of moderate permeability, and to one-third 
of caffeine’s intestinal permeability (a highly permeable compound). In conclusion, a significantly long 
absorption time and substantial intestinal absorption of amaranth was observed following the oral ad-
ministration of amaranth at a dose of 300 mg/kg in rats, despite the rapid elimination of this dye 
from the plasma. These results may suggest the necessity of a careful and limited use of amaranth 
dye when it is added to food, lip-care cosmetics, and orally administered pharmac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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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색소는 의약, 음식, 화장품에 착색제로 첨가하는 화합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 색소는 타르계 색소와 비타르

계 색소로 분류된다. 타르 색소는 1856년 콜타르(coal tar) 중에 

함유된 아닐린(aniline) 이란 물질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합성

에 성공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색에 따라 아조(azo; 오

렌지, 붉은색 계열), 잔텐계(zantin; 붉은색 계열), 인디고이드

계(Indigo; 청색 계열), 나프탈렌계(naphthalene), 트리페닐메

탄계(녹색 계열)등으로 분류된다[3]. 콜타르는 석탄을 높은 온

도에서 건류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검고 끈적한 액상 물질로

서, 여기서 ‘타르색소’라는 이름이 유래되어, 방향족 탄화수소

를 주원료로 하는 합성 착색료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3]. 원래는 섬유류의 착색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며 현

재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다[3, 5]. 그러나 소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에 장해를 일으키며, 알러지 뿐만 아니라 호르몬 이상과 발

암의 원인이 되는 등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부작용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3, 6, 10, 11, 15]. 또한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종양 또한 유발할 수 있어 2009년 2월 영국 

식품 기준청에서는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경고하거나 자발적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

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용 시럽제와 임산부용 철

분제 등에 첨가되던 타르색소가 언론을 통해 보고되면서 의약

품 및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

되었다[3, 6, 11]. 

Amaranth는 알루아 레드(allura red; 적색색소)와 비슷한 

타르색소의 아조계 염료로 정맥주사한 경우 90분이내에 투여

된 Amaranth의 80%가 담즙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4]. 또한 경구 투여 후에는 80%가 feces에서 회수되고 20% 

정도가 뇨에서 회수되었다[8]. 경구투여된 amaranth는 naph-

thionic acid로 대사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8, 9, 14, 16]. 종합하면, 체내 투여된 amaranth는 비교적 

빠르게 담즙을 통하여 체내에서 소실되며, 소량이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특성을 보인다. Amaranth의 한국인에서

의 일일 섭취량은 7.28 mg/day에 해당한다. 특히 청량음료, 

아이스크림류, 과자류에 다량 함유되어 13-19세의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7]. 그러나, 의약품 또는 화장

품에 첨가된 색소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구로 섭취된 amaranth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

는지 또는 흡수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타르 색소의 아조계 염료인 amaranth

의 약동학 특성과 경구투여된 amaranth의 위장관 흡수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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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시료

Amaranth(85-95%), caffeine, atenolol, lucifer yellow, hep-

arin,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마취제로 Zoletil 

(Virbac Korea, Seoul, Korea)과 lompun (Bayer Korea,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Saline은 중외제약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메탄올은 시약용으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제

KNU-2016-2-56호)을 받아 수행되었다. 실험동물은 ㈜샘타코 

(Osan, Korea)로부터 구입한 Sprague-Dawley rat(수컷, 체중 

301±31 g, 8-9주령)을 사용하였다. 사육 환경은 시험의 전 기간 

동안 온도 22±2℃, 상대습도 50±10%로 설정되었으며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 사료의 자유 섭취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약동학 실험  amaranth 정량

SD rat을 약물 투여 전날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zoletil 

50 mg/kg와 lompun 5 mg/kg를 근육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수술판에 고정하여 대퇴 동맥에 catheter를 연결하였다. 마취

에서 회복한 뒤 amaranth 300 mg/kg 용량(2으로 경구용 

zonde를 이용하여 랫드에 경구 투여하였다. 그 후 catheter를 

연결한 대퇴 동맥에서 약물투여 후 20, 40, 60, 90, 120, 240, 

360, 480분 그리고 24시간에 혈액 300 μl을 채취하였다. 480분

까지는 수술판에 고정하여 채혈하고, 수술부위를 봉합한 뒤 

메타볼릭케이지에 옮겨 24시간에 복대동맥에서 채혈하였다. 

채혈이 끝난 쥐는 경추탈골로 희생하였다. 

정맥 주사 실험에서는 zoletil 50 mg/kg와 lompun 5 mg/ 

kg를 근육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수술판에 고정하여 대퇴 정맥

과 동맥에 catheter를 연결하였다. 마취에서 회복한 뒤 amar-

anth 40mg/kg/1 ml 용량으로 대퇴정맥에 투여하고 대퇴동맥

을 통하여 약물투여 후 3, 5, 10, 15, 20, 30, 45, 60, 90, 120분에 

혈액 300 μl을 채취하였다. 이때 채혈은 수술팜에 고정하여 

수행하였고, 채혈이 끝난 쥐는 경추탈골로 희생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

을 분리한 후 혈장과 메탄올을 80 μl씩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10분동안 vortexing한 후 원심 분리하여 다시 상층을 분리하

였다. 검량선은 메탄올에 희석한 amaranth 표준용액을 이용

하여 1, 2.5, 5, 10, 25, 50, 100, 200, 1,000 μM용액을 제조하고, 

표준시료와 시료는 UV-VIS Spectrophotometer을 이용하여 

5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혈장 중 amaranth의 

농도를 정량하였다.

Amaranth의 약동학 파라미터는 WinNonlin 2.0(Pharsight, 

Mountain View, CA, USA)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즉, 곡선하

면적(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zero to the last sampling time; AUClast)은 the linear tra-

pezoidal method로 산출하였으며, 소실반감기(half-life; t½)는 

소실상에서의 기울기로부터 산출되었다. 최고혈중농도(the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Cmax)와 Cmax 도달시간인 

Tmax는 혈중농도 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결정하였다[1]. 

장  투과도 평가

위장관 투과도 평가는 본 연구실에서 확립된 방법을 사용하

였다[12]. SD rat은 마취시킨 후 수술 판에 끈으로 고정시키고 

복부를 정중선을 따라 절개하고 소장을 적출하여 ice-cold sal-

ine으로 3회 씻어주었다. 떼어낸 장관에서 jejunum, upper 

ileum, lower ileum 부위의 조직을 잘라 미리 37℃로 데워 놓

은 diffusion chamber의 pin에 mucosal 쪽을 아래로 하고 se-

rosal 쪽이 pin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끼우고 반대편 

chamber를 연결한 뒤,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pH 7.4)를 mucosal 측과 serosal 측에 각각 1 ml씩 가하고 95% 

O2와 5% CO2의 혼합가스를 chamber에 140회/1분으로 유지

하도록 틀어준 후 점막투과 전기 저항이 안정화되도록 30분간 

유지하였다. Mucosal 측에서 serosal 측으로의 투과를 연구하

는 경우, mucosal 측에 amaranth 1 mM을 가한 후 30분마다 

400 μl의 시료를 취하고, 37℃로 데워 놓은 HBSS 완충액을 

400 μl 보충하였다. Serosal쪽에서 mucosal 쪽으로의 투과를 

연구하는 경우 amaranth 1 mM이 포함된 HBSS 완충액 첨가

와 시료 채취는 반대로 수행하였다.  

Amaranth의 위장관 투과도(the apparent permeability; 

Papp)는 amaranth의 수송속도 (V, pmol/cm2·min)를 가해준 

초기 amaranth 농도와 diffusion chamber의 표면적 (A)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o

1
d
d

ACt
QPapp ×=

 [1].

    

결과  고찰

Amaranth의 약동학 특성

정맥주사한 뒤 amaranth의 혈중농도는 multi-exponential 

decay를 보이고 있다(Fig. 1). 즉, 초기에는 혈중에서 빠른 소실

을 보이고 있지만 30분 이후에는 소실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다른 조직으로의 조직분포가 

나타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1987년 Phillips 등이 발표

한 조직분포 결과에서 amaranth는 신장과 위장, 소장, 대장에 

경구투여 후 72시간까지 축적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8]. 이 

결과는 조직으로의 분포 및 축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

면, 본 연구에서의 정맥 투여 후 multi-exponential deca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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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 of amaranth in rats af-

ter oral administration of amaranth at a dose of 300 

mg/kg in rats. Closed circle presented as mean ± SD 

(n=5).

Table 2.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amaranth after oral ad-

ministration of amaranth at a dose of 300 mg/kg in 

rats

Parameters (Mean ± SD, n=5)

Cmax (mg/ml)

Tmax (min)

AUC24h (mg∙min/ml)

MRT (min)

BA (%)

50.3±14.6

408±107

28177±17340

402±161

55.6

Fig. 1.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 of amaranth in rat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amaranth at a dose of 40 

mg/kg in rats. Closed circle presented as mean ± SD 

(n=6).

Table 1.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amaranth after intra-

venous injection amaranth at a dose of 40 mg/kg in 

rats

Parameters (Mean ± SD, n=6)

C0 (mg/ml)

AUC2h (mg∙min/ml)

AUC∞ (mg∙min/ml)

t1/2 (min)

MRT (min)

CL (ml/min/kg)

Vss (ml/kg)

507±136

5364±1880

6753±3380

38.8±6.9

46.1±9.5

6.96±2.7

349±63

보이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8, 14]. 또한 소화 효소의 작용

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에 장해를 일으킨다는 amaranth의 

독성[3, 11]과도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Amaranth의 소실 클리어런스는 6.96±2.7 ml/min/kg이고 

분포용적은 349±63 ml/kg로 소실은 작고 분포성은 높지 않은 

약물이다. 이는 정맥주사한 amaranth가 대사 등의 소실과정

을 거치지 않고 투여용량의 80% 이상이 모약물로 담즙으로 

배설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4]. 

다음은 amaranth의 흡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300 mg/kg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후 24시간 동안의 혈중농도 변화를 측정

하였다. 경구투여된 amaranth는 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고 24시간째 초기농도이하로 감

소하였다(Fig. 2). 특히 최고 혈중농도(Tmax)는 나타내는 시간

이 408±107분으로 지속적으로 흡수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Table 2). 경구투여 및 정맥주사 후의 mean resi-

dence time (MRT) 차이로부터 산출된 amaranth의 평균 흡수 

시간은 약 6시간으로 계산되었다[2]. 이는 amaranth의 흡수가 

일반적인 약물과는 달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흡수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경구투여 후 Tmax가 408±107분

으로 매우 늦게 나타나고 혈중 amaranth농도도 8시간까지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Fig. 2). 

또한 정맥주사와 경구투여시 혈중 area under the curve 

(AUC)로부터 산출한 amaranth의 생체이용률은 55.6%이다. 

이 결과는 경구투여된 amaranth가 위장관내에서 흡수가 잘되

어 혈중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첨

가물로서 섭취된 amaranth는 약동학 특성으로부터 위장관에

서 흡수가 잘되고 지속적으로 흡수되므로 혈중 amaranth의 

농도가 정맥주사보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

작용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maranth의 장  투과도

위장관에서서 흡수량과 지속적인 흡수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의 흡수에 관여하는 소장부위를 공장(jejunum), 

회장 상부(upper ileum), 회장 하부(lower ileum)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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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pparent permeability coefficients (Papp) of amaranth 

in rat intestinal segments. Vertical bar presented as mean 

± SD (n=3).

Table 3. Intestinal apparent permeability (Papp) of marker com-

pounds in 3 different intestinal segments

Papp

[☓10-6 cm/s]

Region

Jejunum Upper ileum Lower ileum

Lucifer yellow

Atenolol

Caffeine

0.68±0.32

3.00±1.19

33.95±2.05

0.56±0.14

5.26±0.93

44.11±8.89

0.89±0.18

6.26±1.58

44.65±14.76

amaranth의 위장관 투과도를 평가하였다. 흡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장관 흡수평가방법으로 잘 확립되어있는 us-

sing chamber system을 사용하였다[4, 12].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aranth의 투과는 회장 상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회장하부와 공장에서도 흡수가 나타났다. Amar-

anth의 투과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약물의 투과도가 높은 약물

과 낮은 약물을 함께 평가하여 비교하였다(Table 3). Caffeine

은 위장관 투과도가 매우 높은 약물이여, 이 약물은 위장관에

서 100% 흡수된다고 알려져있다[4]. Lucifer yellow는 위장관 

투과도가 낮은 물질로 이 약물의 위장관 흡수율은 10%이내이

다[4]. Atenolol은 중간정도의 투과도를 나타내는 약물로 이 

약물의 위장관 흡수율은 30%로 알려져있다[13]. 지표물질의 

투과도와 비교했을 때 amaranth는 caffeine 투과도보다는 작

고, atenolol과 비교하면 공장에서의 투과도는 유사하고, 회장

에서의 투과도는 높게 나타났다(Fig. 3; Table 3). 이 특성은 

amaranth의 경우 소장 하부도 내려갈수록 투과도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흡수되므로 경구투여시 Tmax가 늦게 나타나는 원

인이 될 수 있으며, amaranth의 생체이용율이 55.6%로 위장관

에서의 흡수성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maranth는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높은 편이며 소장하부

에서 투과도가 소장 상부보다 높게 나타나서 오랫동안 위장관

에서의 흡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경구

투여된 amaranth는 혈중에 고농도로 오랫동안 유지되므로 독

성 및 위장관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amaranth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서의 개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색소로 첨가되는 인공색소의 경우에도 위장관 흡수 특성 및 

약동학 특성을 평가하고,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높은 첨가물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1일 허용량 또는 

첨가량에 관리를 통하여 첨가물 또는 색소에 의한 부작용 위

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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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색식용색소인 아마란스의 약동학 특성  장  투과도 연구

한유진․구수 ․남소정․강윤주․권미화․송임숙*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적색 아조류 타르색소인 아마란스는 인공식용색소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경구로 복용하였을 때 위장관 흡수율이나 흡수특성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마란스

의 정맥투여 또는 경구 투여 후 약동학 특성을 평가하고 diffusion chamber system을 이용하여 위장관 흡수율 

및 투과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맥투여된 아마란스는 38.8분의 소실반감기로 빠르게 혈중에서 소실된다. 그러

나 경구투여된 아마란스는 생체이용률도 55.6%로 높은 위장관 흡수율을 나타내며 408분까지 혈중농도가 증가하

고 24시간까지 혈중에 남아있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마란스의 위장관 흡수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의 흡수부위를 공장, 회장사부, 회장하부로 나누어 위장관 투과도를 

평가하고 투과성이 잘 알려진 지표물질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아마란스의 위장관투과성은 투과도가 매우 높은 

caffeine의 1/3정도의 투과도를 보이고, 중등도의 투과도를 보이는 atenolol과 유사한 투과도를 나타내었으며 회장 

상부에서의 투과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아마란스는 경구투여된 뒤 지속적으로 흡수되며 흡수율도 

50% 이상을 보이므로, 식품, 립케어 화장용품, 경구용 의약품에 아마란스 등의 색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첨가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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