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忍冬의 忌鐵 및 伴鐵 抽出時 抽出物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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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changes of Caulis Lonicerae Japonicae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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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case of herbs decoction, the ceramic or earthware pots was recommended, but not the metals, 

particularly iron or aluminum, which could cause unknown chemical reactions. In Korean Medical classics, it has 

been known that some herbs including Caulis Lonicerae Japonicae (CL) were not recommended to boil with iron 

po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ysical changes of extracts of CL with or without iron.

Methods : CL was decocted with reflux cooling extraction system to prevent evaporation and volatilization. Content 

of polyphenol was detected by Folin-Denis method and the levels of loganin and chlorogenic acid were evaluated 

by UPLC.

Results : The color of extract with glass beads (GB) is yellowish brown, and the iron beads (IB) is blackish brown. 

Polyphenol and chlorogenic acid levels were reduced in IB extracts.

Conclusions : The color of extract was change to blackish brown, and polyphenol and chlorogenic acid levels were 

reduced in CL extract with iron. Therefore, iron pots is not suitable for CL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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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方劑의 用法은 煎法과 服用法으로 크게 나누어지
고, 煎法은 煎藥用具, 煎藥用水, 煎藥火候, 煎藥方法
의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煎藥用具에 대하
여, 先人들은 銀器가 가장 좋고, 磁器가 그 다음이다
(銀器爲上 磁者次之)라고 하였으며1) 銅, 錫, 鐵鍋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
는 약물을 달일 때 鐵器로 달이면 침전이 발생하여 
용해도가 떨어지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2)

  전탕용기에 따라 탕제의 색, 맛, 금속이온, 산염기
도 등을 지표로 연구한 결과, 鐵器에 달인 전탕액은 
外觀이 深紫色, 黑綠色, 紫黑色을 나타내었고, 山楂, 
苦蔘, 麻黃의 鐵器 전탕액은 녹슨 맛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方藥合編에서는 추출시 忌鐵해야 하는 약재는 桑白
皮, 桑枝, 桑寄生, 石菖蒲, 益母草, 木瓜, 香附子, 茜
根, 牡丹皮, 杜沖, 知母, 黃柏, 天門冬, 忍冬, 白馬
莖, 草龍膽, 桃奴, 骨碎補, 地骨皮, 猪苓 등 20종을 
제시하였으며, 忌銅약재로서 肉豆蔲를, 忌銅鐵약재로
서 地黃, 何首烏, 玄蔘, 柴胡, 沒石子 등을 제시하였
으며,5) 동의보감 湯液序例에서도 忌銅鐵藥을 제시하
였다.1)

  그러나, 한약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도 忌鐵약물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저자는 忌鐵약
물에 대한 초보적 연구로 忍冬의 忌鐵 및 伴鐵 추출
시 폴리페놀의 함량과 대한민국약전6) 및 선행연구결
과7)의 기준에 해당하는 loganin 및 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연구방법
1. 시료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약재 忍冬은 대원약업사(대구 수
성구 소재)에서 구입하였다. 忍冬의 균질성을 위하여 
약 300 g의 忍冬을 잘 혼합하고 분쇄기로 분쇄 후 

40 mesh 망체를 통과시킨 후 골고루 섞어 균질화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균질하게 분쇄된 시료 5 g을 정밀하게 칭량하여 검액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250 ml의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후 75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열
수 추출하였다. 추출시 용매증발 및 성분의 휘발에 
따른 추출물 농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환류냉각
추출장치를 이용하여 Water Bath (changshin-lab, 
C-WBD4)에서 105℃ 2시간 30분 중탕 추출 진행 후 
실온까지 방냉하여 원심분리 튜브에 옮겨 3000 ×g
로 원심분리(eppenderf, centrifuge5810R)한 후 상
등액을 취하여 pH (Mettler toledo, SevenCompact 
pH/lon S220)를 측정하고 공경 0.2 μm이하의 멤브
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폴리페놀, pH, 정량실험을 진
행하였다.
  약물 추출시 忌鐵에 대한 실험을 위해 위 시료에 
직경 1.587 cm의 철함유량이 96~97%인 베어링용 쇠
구슬(인천, 대한민국)을 구입하여 세척 후 건조하여 
각각 1~3개씩을 약재와 같이 넣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추출하였다(IB1~IB3, IB; Iron bead). 대조군에서
는 같은 크기의 유리구슬을 3개 넣어 추출하였다
(GB; glass bead). 추출시 사용한 쇠구슬의 무게는 
개당 16.42 ± 0.12 g, 유리구슬의 무게는 개당 5.78 
± 0.41 g이었다.

2. 분석 기기 및 시약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UPLC)는 Waters ACQUITYTM 
ultra performance LC system (USA)을 사용하였으
며, Waters ACQUITYTM photodiode array detector 
(PDA)와 HPLC 컬럼은 Waters ACQUITYTM BEH C18 
column (1.7 μm, 2.1 × 100)을 사용하였고, 
software는 Empower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Methanol (HPLC용, Junsei), 
acetonitrile (HPLC용, JT BAKER), 물(3차 증류수)
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표준품은 Sigma사
(USA) 및 ChemFaces사(China)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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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용액의 조제
  忍冬 시료의 정량에 사용된 표준품은 loganin, 
chlorogenic acid이며 위 표준품들을 칭량하여, 각각 
Methanol 1 ml당 1 μg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 
후, 위 표준원액 정량하여, Methanol로 ml당 1, 5, 
10 ng의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사용하였다. 표
준곡선의 결정계수(R2) 값은 위 표준물질 모두에서 
0.999 이상이었다.

4. 시료의 정량
  PDA의 분석 파장은 loganin은 230 nm, chlorogenic 
acid는 330 nm에서 분석하였다. Column의 온도는 
실온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는 0.1% Formic acid를 함유한 acetonitrile
과 물의 혼합액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으로 분
석하였다. 시료는 2 μl를 주입하였으며, 유속은 0.4 
ml/min이었다. 분석결과로, 머무름 시간에 의해 정
성확인을 하였으며, 피크면적법으로 정량하였다. 

Table 1. Mobile Phase Condition of UPLC
Time 

(minutes) 0.1% FA/Water (%) 0.1% FA/Acetonitrile (%) Flow rate (mL/min)
0 98 2 0.40

1.0 98 2 0.40
2.0 90 10 0.40
4.0 70 30 0.40
7.0 50 50 0.40
9.0 30 70 0.40
10.0 10 90 0.40
12.0 0 100 0.40
14.0 98 2 0.40
16.0 98 2 0.40

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FA; Formic acid 

5. 폴리페놀 함량 측정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응용한 Lee 등
의 방법8)에 따라 측정하였다. 추출물 1 ml에 2 N 
Folin시약(Sigma, USA) 1 ml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3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 1 ml을 서서히 가
하였다. 이 혼합액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다
음 UV spectrophotomet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tannic acid
를 이용하여 작성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
고, 이때 tannic acid의 농도는 20, 40, 60, 80, 
100 μg/ml로 조제 후 측정하였다.

6. 통계
  GB 추출군에 대한 IB 추출군의 통계적 유위성은 
student t-test로 평가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이 0.05 또는 0.01 미만을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Ⅲ. 결과
1. 추출물의 성상변화
  鐵鍋에 달인 약액의 외관은 沈紫色, 黑綠色, 紫黑
色을 나타낸다라는 이전의 보고에3) 근거하여, 본 연
구에서는 먼저 忍冬의 忌鐵 및 伴鐵시 추출액의 외관
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GB추출물은 외관상 
황갈색(Hex code #6c3b24)을 나타내었으나, IB3 추
출물의 외관은 흑갈색(Hex code #372e2e)을 나타내
었다(Fig 1A). 구슬의 외관에 있어서 GB의 경우는 
추출전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나, IB의 경우 추출
후에는 쇠구슬의 외관이 맑지 않고 또한 표면이 회색
으로 변화되었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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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IB3

A) Color of Extract

B) Color of 

Iron Bead

Before Extract

After Extract

Fig. 1. Color of Extracts and Beads
       (A) The color of extract with glass beads is yellowish brown (Hex code #6c3b24), and the color 

with iron beads is blackish brown (Hex code #372e2e). (B) The color of glass beads was not 
changed, but the color of iron beads was changed to gray.

2. pH 변화
  대다수의 한약재는 유기산類, 플라보노이드, 알칼
로이드, 아미노산, 탄닌 및 기타 페놀류 등을 함유하
고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Fe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약액의 변색, 혼탁, 침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다량의 탄닌산은 철과의 반응을 통해 탄닌산제1철(鞣
酸亞鐵)을 생성하기도 한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각 추출물의 pH를 pH meter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GB 추출물은 4.580 ± 0.017, IB1, IB2, IB3는 
각각 4.657 ± 0.006, 4.683 ± 0.021, 4.737 ± 
0.012를 나타내어 추출물의 산성도 유의하게 완화되
었다(Fig. 2). 

Fig. 2. The Change of pH on The Extracts
pH of the extracts was measured with 
pH meter.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GB, ** p < 0.01. GB; 
glass bead, IB; Iron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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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페놀함량의 변화
  폴리페놀은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가 치환되어 
있는 이차 대사산물로, 전자를 수용하는 메카니즘이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리
활성으로는 항산화효과, 항암효과, 항염증효과 등 다
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9) 이러한 관계로 忍冬의 忌
鐵 및 伴鐵 열수 추출시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하
였다. GB 추출액의 폴리페놀 함량은 69.71 ± 4.18 
μg/mg이었으나, IB1, IB2, IB3는 각각 45.65 ± 
2.87, 23.24 ± 3.54, 17.37 ± 3.67 μg/mg으로 
GB대비 65.49, 33.33, 24.9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철구슬 수의 증가에 따라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Fig. 3).

Fig. 3.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in The Extracts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in the 

extracts based on tannic acid as a 
standar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GB, ** p < 0.01. GB; 
glass bead, IB; Iron bead

4. 주요성분의 변화
  Loganin은 忍冬의 지표성분으로서, 정량시 건조 
忍冬덩굴은 loganin (C17H26O10:390.38)을 0.1%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대한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제
2019-11호)>.6) Loganin은 忍冬을 포함하여 金銀花, 
山茱萸, 馬錢子, 敗醬根등에 포함되어 있으며,10,11) 
loganin은 항염증효과12), 항산화효과 및 세포보호효
과를 나타나며13), 또한 hippocampus와 frontal cortex 
에서 acetylcholinester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건
망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
서 loganin의 함량은 GB에서는 210.91 ± 2.51 ppm

이었으며, IB1, IB2, IB3는 각각 202.45 ± 6.62, 
205.09 ± 10.17, 208.55 ± 1.34 ppm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Fig. 4A). 
  Chlorogenic acid는 杜沖, 山査, 金銀花, 예르바 
마테(Yerba Mate)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11,15,16) chlorogenic 
acid는 항고지혈, 항당뇨, 항박테리아, 항산화, 항염
증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의 함량은 GB에서는 100.18 ± 
2.08 ppm이었으며, IB1, IB2, IB3는 각각 89.10 ± 
2.68, 89.71 ± 2.28, 87.53 ± 1.48 ppm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Chlorogenic acid는 伴鐵의 경우 
10~13%정도의 함량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4B). 
A)

B)

Fig. 4. Contents of Loganin and Chlorogenic Acid 
in Extracts

        The Extracts were analyzed for its loganin 
(A) and chlorogenic acid (B) content using 
UPL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GB, ** p < 0.01. GB; glass 
bead, IB; Iron bead. 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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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방제학의 근거에 
따라 鐵器抽出이 권장되지 않는 忍冬에 대한 伴鐵추
출물의 평가를 위하여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忌鐵
해야 하는 이유는 약물을 달일 때 鐵器로 달이면 침
전이 발생하여 용해도가 떨어지고 추측하기 어려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치료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 이전의 연구
로 鐵器에 달인 전탕액은 外觀이 深紫色, 黑綠色, 紫
黑色을 나타내었고, 山楂, 苦蔘, 麻黃의 鐵器 전탕액
은 녹슨 맛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方藥合編에서는 추출시 忌鐵해야 하는 약재로 忍
冬, 桑白皮, 桑枝, 桑寄生 등 20종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忍冬에만 국한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추출물의 외관은 glass beads (GB)를 넣어 
추출한 추출물은 황갈색(Hex code #6c3b24)을 나타
내었으나, iron beads 3개(IB3)를 넣고 추출한 추출
물은 흑갈색(Hex code #372e2e)을 나타내었다. 이는 
Ming과 Huang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3) 추출물
의 색상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ex code를 병
기하였다. 추출물을 2ml의 tube에 넣고 디지털 카메
라로 촬영한 후 정중앙 부분의 색을 https://www. 
color-hex.com/에서 확인하여 hex code를 구하였
다. 구슬의 외관에 있어서도 IB를 넣어 추출한 경우
에는 쇠구슬의 표면이 회색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약재에는 대부분 유기산類,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아미노산, 탄닌 및 기타 페놀류 등을 함
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Fe와 화학반응을 철
의 표면을 변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pH에 있
어서도 IB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물의 산성도
도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재속의 산
성분과 철의 반응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폴리페놀은 flavonoids, anthocyanins, lignans, 
catechins, tannins, isoflavones, resveratrols 등
을 총칭하며, 식물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18) 
폴리페놀의 하이드록실기는 다양한 화합물과 쉽게 결
합하는 특성으로 항산화 및 항암, 항염 효과를 나타
낸다.9) IB 추출액에서 폴리페놀의 함량은 IB의 숫자
(1~3)가 증가함에 따라 GB대비 각각 65.49, 33.33, 

24.92%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페
놀이 항산화, 항암, 항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忍冬 추출시 폴리페놀을 적절히 추출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철(忌鐵)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忍冬에는 lonicerin, luteolin, tannin, alkaloid 
등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9), 지표성분으로 
<대한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제2019-11호)>6)에서는 
loganin을 0.1% 이상 함유, <생약관련 공정서 규격 
비교 연구(중국약전 제Ⅰ부 약전 및 음편)>7)에서는 
chlorogenic acid를 0.01% 이상 함유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loganin 및 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평가하였다.
  Loganin은 항염증효과, 항산화효과, 세포보호효과 
및 항건망효과를 나타나며,12-14) chlorogenic acid는 
항고지혈, 항당뇨, 항박테리아, 항산화, 항염증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 loganin의 
함량은 GB를 넣어 추출한 추출물과 IB 1~3를 넣어 
추출한 추출물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chlorogenic acid의 경우는 IB를 넣어 추출
한 추출물에서 GB를 넣어 추출한 추출물에 비교하여 
약 10~13%정도의 함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성분 
분석 결과는 loganin 및 chlorogenic acid에 국한하
여 진행하였으나, 인동추출물의 효과가 다성분의 복
합적인 작용이므로 향후 성분변화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忌鐵/伴鐵 추출물에 대한 초보
적인 연구로, 향후 추출물의 수율, 다양한 성분의 함
량변화 및 이에 따른 약리효과, 약물배합시 해당성분
의 추출비율 변화, 伴鐵時 독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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