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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pecia cause psychological stress due to their effect on appearance. Thus, the global market size 
of the alopecia treatment products are growing quickly. Timosaponin A III is the well known active 
ingredient of Anemarrhenae Rhizom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binding affinity 
of timosaponin A III with finasteride (5-beta reductase antagonist) and minoxidil (androgen receptor 
antagonist) on the target protein active site by in silico computational docking studies. The three di-
mensional crystallographic structure of 5-beta reductase (PDB ID : 3G1R) and androgen receptor (PDB 
ID: 4K7A) was obtained from PDB database. In silico computational autodocking analysis was per-
formed using PyRx, Autodock Vina, Discovery Studio Version 4.5, and NX-QuickPharm option based 
on scoring functions. The timosaponin A III showed optimum binding affinity (docking energy) with 
5-beta reductase as -12.20 kcal/mol as compared to the finasteride (-11.70 kcal/mol) and with an-
drogen receptor as -9.00 kcal/mol as compared to the minoxidil (-7.40 kcal/mol). The centroid X, Y, 
Z grid position of the timosaponin A III on the 5-beta reductase was similar (overlap) to the finas-
teride, but the X, Y, Z centroid grid of the timosaponin A III on the androgen receptor was sig-
nificantly far from the minoxidil centroid position. These results significantly indicated that tim-
osaponin A III could be more potent antagonist to the 5-beta reductase and androgen receptor. 
Therefore, the extract of Anemarrhenae Rhizoma or timosaponin A III containing biomaterials can sub-
stitute the finasteride and  minoxidil and can be applied to the alopecia protecting product and re-
lated industri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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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두피에 성장하는 모발은 약 15만 개 정도로, 성장기

(anagen), 퇴행기(catagen), 및 휴지기(telogen)를 거쳐 성장 및 

탈락한다. 모발의 이러한 주기는 3 내지 6년에 걸쳐서 반복되

는데, 주기에 따라 하루 평균 50~100개의 모발이 정상적으로 

탈락한다[3]. 탈모(alopecia)의 명확한 이유와 작용 기전은 아

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현재까지 연구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업무 환경, 과

다한 음주와 흡연, 약물 복용, 수면 부족, 출산, 갱년기 장애, 

호르몬의 불균형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있다[14]. 

일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될 때에는 이마 또는 정수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된다. 

모발은 두피에 모근을 두고 혈액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데, 호르몬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모근 주변의 모세혈관이 

축소되고 모발이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면서 모발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러한 탈모 현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발

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탈모 방지제 및 

발모 촉진 성분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며 

그 관련 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12]. 

탈모 증상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제로

는 androgen receptor antogonist인 minoxidil을 예로 들 수 

있다. Minoxidil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으나, 복용 환자들 가

운데 부작용(side-effect)으로 발견된 증상이 바로 발모현상이

다. 그러나 minoxidil의 경우 장기 사용시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반, 두피 건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안면부 다모증과 

같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보고되면서 장기간 사용에는 부적합

한 것으로 밝혀졌다[11]. Minoxidil과 함께 머크(Merck)사에

서 개발한 propecia 주성분인 finasteride는 5-alpha-reductase

의 antogonist이다. 원래 5-alpha reductase는 남성호르몬 tes-

tosterone을 dihydrotestosterone (DHT)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인데, finasteride는 바로 5-alpha-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함

으로써 DHT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9]. Finasteride가 5-alpha 

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고 이로인해 DHT 생성이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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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the finasteride (A), minoxidil (B), 

and timosaponin A III (C).

되면, DHT가 agonist로 결합하는 androgen receptor 활성 또

한 감소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탈모 증상이 방지된다. 그러나 

finasteride의 경우 약물을 투여할 당시에는 약효가 유지되지

만,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수개월 후 탈모가 다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약물 가격 또한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우며, 장기 

복용시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도 발생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 성분들은 여러 가지 부작

용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장기적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 성분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천연물 추출 성분들 가운데 각종 호르몬 조절 및 관련 

질환에 연관된 phytoestrogen 성분들이 다량 함유한 지모

(Anemarrhenae Rhizoma) 추출 성분에[10]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지모 추출 성분은 오랫동안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

고, saponin을 중심으로 한 성분 연구와 neolignan 계열의 활

성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모의 주성분으로 지모의 뿌리 

줄기 쪽에 saponin이 약 6%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tim-

osaponin A I, A III, A IV와 timosaponin B I, B II 등이 검출되

었고 최근에는 anemarsaponin F, G 등 새로운 성분들이 꾸준

히 보고되었다[13]. 본 연구에는 in silico molecular autodock-

ing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 호르몬 조절 및 여성 질환 예방

을 위한 전통 약재로 널리 처방되어 온 지모 추출물에 존재하

는 대표적인 사포닌 계열의 단일 화학 성분 timosaponin A 

III 의 5-beta reductase와 androgen receptor에 대한 결합 친화

력(binding affinity) 및 결합 상호 기전을, 5-beta reductase의 

대표적인 길항제(antagonist)인 finasteride, 그리고 androgen 

receptor의 활성 억제제 minoxidil과 함께 비교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표적인 지모 추출물의 

효능 성분인 timosaponin A III의 5-beta reductase와 an-

drogen receptor 대한 활성 억제를 확인하여 인체 적용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탈모 방지 효능을 가진 바이오 

신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In silico molecular docking 분석 

In silico molecular docking 비교 분석을 위해 사용한 soft-

ware module은 기존 선행 연구의 방법을 바탕으로, 2차원, 

3차원 구조 분석에 autodock vina PyRx (http://pyrx.source-

forge.net/home) [15]와 Discovery Studio 4.5 (이하 DS4.5) 

version [6], NX-QuickPharm program [4]을 활용하였다. 리간

드(ligand)인  finasteride (Fig. 1A), minoxidil (Fig. 1B), tim-

osaponin A III (Fig. 1C), dihydrotestosterone (Fig. 2B)와 결합

하는 타깃(target) 단백질 5-beta reductase (PDB ID: 3G1R)와 

androgen receptor (PDB ID: 4K7A)의 3차원 구조는 

http://www.rcsb.org에 등록되어 있는 3D PDB 구조를 활용

하였다[2, 5]. 특히 5-alpha reductase의 3D 구조는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finasteride가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하는 

5-beta reductase의 3D 구조를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5-beta 

reductase의 X, Y, Z centroid grid 지표값은 PyRx에서 X= 

-2.032, Y=-26.824, Z=-26.749으로, androgen receptor의 X, Y, 

Z centroid grid 지표값은 X=-21.5.8, Y=5.271, Z=-10.734으로 

설정하였다. In silico autodocking을 위한 최외각 dimension 

(Å)은 5-beta reductase의 경우 X= 63.266, Y=61.532, Z=65.732

의 범위 내에서, androgen receptor의 경우 X=68.111, Y=46.362, 

Z=69.278의 범위 내에서 virtual binding affinity profiling을 

적용하였다.  

화학구조 Pubchem CID  virtual binding affinity 

profiling

5-beta reductase 단백질의 antagonist인 finasteride (Pub-

chem CID: 57363), androgen receptor에 결합하는 minoxidil 

(Pubchem CID: 4201), dihydrotestosterone (Pubchem CID: 

10635), 그리고 timosaponin A III (Pubchem CID: 71306914) 

등 화학 성분들의 3차원(3D) 화학 구조는 Pubchem Com-

pound (https://www.ncbi.nlm.nih.gov/pccompound)에서 

제공 하는 3D 구조를 바탕으로 in silico autodocking 분석 실

험에 활용하였다. Virtual binding affinity profiling은 auto-

dock vina PyRx software를 활용하여 tubocurarine과 각 화학 

성분들의 5-beta reductase와 androgen receptor에 대한 bind-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3 309

A B

Fig. 2. In silico molecular 3D docking pattern of the finasteride (green color stick) and timosaponin A III (red color stick) on the 

5-beta reductase (grey line ribbon) (A) and dihydrotestosterone (yellow color stick), minoxidil (blue color stick), and tim-

osaponin A III (red color stick) on the androgen receptor (grey line ribbon) (B). In box, molecular surface shape feature 

of the each control antagonists were represented as light green color (finasteride) and light blue color (minoxidil), repectively.

ing affinity 정량값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molecular dynam-

ics 상호 작용 분석, 5-beta reductase와 androgen receptor의 

특정 아미노산들과 리간드 간의 상호작용(chemical inter-

action)종류, 결합 residue visualization, 및 결합 거리(Å) 분석

은 DS4.5과 NX-QuickPharm program을 활용하였다.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 이용하였으며, 반복 실험

을 통하여 얻은 모든 분석값은 Mean ± SEM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t-test를 실시

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p<0.05은 *로, p<0.01은 **로 표시하였다.

결과  고찰

5-beta reductase의 antagonist인 finasteride와 androgen 

receptor의 antogonist인 minoxidil, 그리고 지모 추출물에 함

유된 대표적 phytoestrogen이며 생리 활성 물질 timosaponin 

A III의 각각의 target protein에 대한 molecular docking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finasteride의 5-beta reductase 활성 부

위(active site)에 대한 3D molecular docking pattern은 Fig. 

2A에 있는 녹색 화학 구조물의 결합 pattern과 같았으며, 2D 

molecular docking pattern은 Fig. 3A와 같이 분석되었다. 

Timosaponin A III의 5-beta reductase 활성 부위에 대한 3D 

pattern은 Fig. 2A에 있는 적색 화학 구조물의 결합 pattern과 

같았으며, 2D pattern은 Fig. 3B와 같이 분석되었다. Fig. 2A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finasteride가 결합하는 부위의 X,Y,Z 

centroid grid 좌표와 timosaponin A III의 X,Y,Z grid 좌표는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overlap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A box안에 있는 finasteride의 surface shape feature (밝

은 연두색)의 공간에 timosaponin A III의 centroid grid가 교

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nasteride는 5-beta reductase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6개의 아미노산(LEU311, TYR132, TYR 

58, GLU120, TYR 26, TRP 230)들과 상호작용을 하였으며(Fig. 

3A), 5-beta reductase에 대한 최대 binding affinity 값은 

-11.70 kcal/mol (Table 1), 그리고 총 10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

(Fig. 4A) 형성을 통하여 5-beta reductase에 결합하여 antago-

nist로 작용함을 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tim-

osaponin A III는 5-beta reductase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11개

의 아미노산(LYS273, PRO221, ILE271, SER220, TYR219, 

TYR58, SER169, TYR26, TRP230, MET313, TRP140)들과 상호

작용을 하였으며(Fig. 3A), 5-beta reductase에 대한 최대 bind-

ing affinity 값은 -12.20 kcal/mol (Table 1)으로 finasterid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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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nding affinity of the finasteride, minoxidil, and timosaponin A III on the target protein active site

Max binding affinity
(kcal/mol)

Average binding affinity
(kcal/mol)

SEM (n = # of 
binding mode)

Finasteride on the 5-beta reductase
Timosaponin A III on the 5-beta reductase
Minoxidil on the androgen receptor
Timosaponin A III on the androgen receptor

-11.70
-12.20
 -7.40
 -9.00

 -9.84
-10.68
 -6.47

   -8.42**

±0.95(n=9)
±1.14(n=5)
±0.50(n=9)
±0.29(n=9)

*p<0.05 , **p<0.01  

A B

C D

Fig. 3. In silico molecular 2D docking pattern of the (A) finasteride (green color stick) and (B) timosaponin A III (red color stick) 

with 5-beta reductase amino acids. (C) minoxidil (blue color stick) and (D) timosaponin A III (red color stick) with androgen 

receptor amino acids.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결합친화력을 나타내었고 총 18가지 종

류의 다양한 화학 결합(Fig. 4A) 형성을 통하여 5-beta reduc-

tase에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Minoxidil의 androgen receptor 활성 부위에 대한 3D mo-

lecular docking pattern은 Fig. 2B에 있는 파란색 화학 구조물

의 결합 pattern과 같았으며, 2D molecular docking pattern은 

Fig. 3C와 같이 분석되었다. Timosaponin A III의 androgen 

receptor 활성 부위에 대한 3D pattern은 Fig. 2B에 있는 적색 

화학 구조물의 결합 pattern과 같았으며, 2D pattern은 Fig. 

3D와 같이 분석되었다.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inox-

idil가 결합하는 부위의 X,Y,Z centroid grid 좌표와 tim-

osaponin A III의 X,Y,Z grid 좌표는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B box안에 있는 minoxidil의 sur-

face shape feature (밝은 하늘색)의 공간에 timosaponin A III 

의 centroid grid가 교차되지 않고 X grid와 Z grid 좌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noxidil은 an-

drogen receptor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2개의 아미노산(LYS 

861, GLU793)들과 상호작용을 하였으며(Fig. 3C), androgen 

receptor 에 대한 최대 binding affinity 값은 -7.40 kcal/mol 

(Table 1), 그리고 총 3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Fig. 4B) 형성을 

통하여 androgen receptor 의 antagonist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timosaponin A III는 androgen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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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r graph represents the number of chemical interactions and bonds between ligands and the target protein active site. 

(A) The numbers of the chemical bonds between the ligands and 5-beta reductase. (B) The numbers of the chemical bonds 

between the ligands and androgen receptor protein.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6개의 아미노산(ILE914, PRO913, VAL 

818, GLN824, ILE835, PHE856)들과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Fig. 3D), androgen receptor에 대한 최대 binding affinity 값

은 -9.00 kcal/mol (Table 1)으로 minoxidil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결합친화력을 나타내었으며 총 9가지 종류의 화학 결

합(Fig. 4B) 형성을 통하여 androgen receptor 에 작용함을 확

인하였다. 

즉, timosaponin A III 는 5-beta reducatase의 antagonist인 

finasteride과 androgen receptor antogonist인 minoxidil에 비

해 우수한 결합 친화력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각 target 

단백질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들과 상대적으로 더 많

은 개수의 결합 형성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상호작용

을 이루어 단백질 활성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동양의학 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지모 추출에 함유된 

각종 phytoestrogen 성분들은 전통적으로 호르몬 조절 및 호

르몬 불균형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널리 활용되었다[10]. 

기존 연구 보고에서 saponin 성분들을 과량 함유하고 있는 

약재의 경우 androgen receptor의 활성을 down regulation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Timosaponin A III와 유사 sap-

onin 계열인 soyasaponin I과 kaikasaponin III이 5-alpha re-

ductase 활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

며[8],  Hideaki 등의 선행 연구에서 지모 추출물을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cis-hinokiresinol이 5-alpha 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그러므로 soyasaponin I, 

kaikasaponin III 및 cis-hinokiresinol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하여 timosaponin A III 또한 탈모 유발 관련 단백질의 활성

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timosaponin A 

III를 함유하고 있는 지모 추출물의 모발 관리 기능 성분으로 

산업적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 된다. 단,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in silico 상에서 결합 

확인 뿐만 아니라 timosaponin A III가 실제로 5-beta reduc-

tase의 활성을 억제 및 androgen receptor에 대한 결합 여부를, 

향후 추가적인 in vitro 실험에서 검증하게 된다면 더욱 명확히 

timosaponin A III의 탈모 방지 효능 성분으로서의 뛰어난 활

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표적인 지모 추출물 효능 

성분인 timosaponin A III이 5-beta reductase와 androgen re-

ceptor 두 가지 탈모 기전 관련 단백질 모두에 대하여, 기존에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어 온 finasteride와 minoxidil에 비해 

유사하게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작용 및 결합친화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minoxidil 보다 훨씬 뛰어

난 androgen receptor 활성 조절 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탈모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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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5-alpha reductase 활성에 의해 유발되는 DHT 

생성과 down stream에 위치하는 androgen receptor 신호전달 

과정으로 기인하는 탈모 현상 발생 기전에 timosaponin A III

가 매우 우수한 조절 신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임상 실험을 바탕

으로 지모 추출물 또는 지모 추출물 내에 존재하는 tim-

osaponin A III를 비롯한 다양한 phytoestrogen들을 효과적으

로 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명확한 작용 기전과 

피부 안전성이 확보된 탈모 방지 기능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성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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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In silico 약리학  분석을 통한 티모사포닌 A III의 5-베타 리덕타아제 단백질  안드로겐 수용

체 단백질 활성 부 에 한 결합 친화도 비교 연구

김동찬*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탈모증상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래서 탈모 방지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Timosaponin A III는 지모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saponin 계열

의 생리 활성 효능 성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5-beta reductase 단백질 길항제(antagonist) finasteride, androgen re-

ceptor 단백질 길항제 minoxidil, 그리고 지모 추출물의 효능 성분 timosaponin A III의 각각의 타깃 단백질 활성 

부위에 대한 친화도 분석 실험을 in silico 컴퓨터 분자결합 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5-beta reductase 및 

androgen receptor 의 3차원 구조 정보는 PDB database (5-beta reductase PDB ID: 3G1R / androgen receptor 

PDB ID:4K7A)를 활용하였다. In silico 결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PyRx, Autodock Vina, Discovery Studio 

Version 4.5, and NX-QuickPharm 프로그램을 각 분석 조건에 따라 활용하였다. 5-beta reductase 활성 부위에 

대한 timosaponin A III의 최대 결합친화도는 -12.20 kcal/mol으로 나왔으며 이는 -11.70 kcal/mol으로 분석된 fi-

nasteride의 5-beta reductase 활성부위에 대한 결합 친화도 보다 훨씬 더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drogen receptor 활성 부위에 대한 timosaponin A III의 최대결합친화도 또한 -9.00 kcal/mol으로 -7.40 

kcal/mol의 minoxidil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결합친화도 값을 나타내었다. Finasteride와 timosaponin A III의 

5-beta reductase 단백질 활성 부위에 대한 X,Y,Z Grid 값은 유사한 좌표로 분석되었으나 minoxidil과 tim-

osaponin A III의 androgen receptor 활성 부위에 대한 X,Y,Z centroid grid 좌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이 확인 되었다. 즉, timosaponin A III는 minoxidil이 androgen receptor에 결합하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단백질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5-beta 

reductase 길항제 finasteride와 androgen receptor 길항제 minoxidil보다 지모 추출물 생리 활성 물질인 tim-

osaponin A III가 보다 더 효율적인 길항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모 추출물 또는 tim-

osaponin 계열이 함유된 효능 성분은 탈모 방지 효능 및 모발 건강 개선을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및 신물질 연구 

개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