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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leanolic acid and its derivatives are pentacyclic triterpene acids, which are produced in many

plants and herbs. These are considered safe and thus, oleanolic acid is now used for cosmetic and pharmaceutical

industry. Oleanolic acid affects peptidoglycan in cell wall of bacteria. Hence,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oleanolic

acid is not very obvious to Gram-negative bacteria such as Escherichia coli, Yersinia enterocolitica, Shigella flexneri,

and Shigella sonnei because the peptidoglycan is covered with outer membrane. However, oleanolic acid derivatives

showed improved antimicrobial activity to Gram-negative bacteria. For Gram-positive bacteria such as Staphylococ-

cus aureus and Listeria monocytogenes, oleanolic acid was very effective on reducing the cell counts of the pathogens.

In addition, the cytotoxicity of oleanolic acid for human cell lines was minimal. Therefore, oleanolic acid should be

considered as an antimicrobial food additive and a therapeutic agent to control foodborne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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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에 의해 발생한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인

한 질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가 함

께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많

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은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질병과 죽음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1). 따라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기 보다는 항생제만큼

세균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균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제

시되고 있다. 특히 현재 변화된 소비자 수용성과 적용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식용이 가능한 식물을 이용한 항

균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2).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은 많은 세균에 대해 억제 효과

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물질은 전통 의료에서 항균물질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식물들의 예로는, Rosmarinus

officinalis3), Lythrum salicaria4), Syzygium guineense5), Irvinga

gabonensis6), Newbouldia laevis7)가 있다. 식물은 phenol,

essential oil, alkaloid, terpene과 같은 항균성 물질 등 여

러가지 방향족 물질을 합성한다. Terpene은 isoprene의 기

본구조를 가지며, 다른 성분이 추가 될 경우 그것을 terpenoid

라고 한다8). Triterpenoid는 phytochemical 그룹으로 일반

적인 식물이나 과일에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약리적인 특

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oleanolic acid,

ursolic acid, betulinic acid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oleanolic acid는 과일과 약초에 존재하여 유해한 영향없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게 소비되어 왔고9), 비

교적 독성이 낮아 화장품이나 약품에 사용되어 왔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 oleanolic acid의 항균활성에 대해

검토하고 식품안전분야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Oleanolic acid

Oleanolic acid는 pentacyclic triterpene으로 유리산이나

triterpenoid saponin의 아글리콘 형태로 자연계에 흔히 존

재하면서3), 항산화11,12), 염증반응 억제13), 간 보호14), 위 보

호15), 암세포에 대한 독성16), 항 궤양17), 항고지혈증18) 등

에 대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19-21). 따라서 식중독 세균

을 제어하기 위해 oleanolic acid를 식품에 적용하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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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리활성 효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oleanolic acid

는 다양한 식품과 약용 식물을 포함하여 약 1,620개 이상

의 식물 종에서 분리 되는데22,23), 특히 정향 잎(Syzygium

aromaticum; 1.65 g/100 g 건조중량)24), 올리브 잎(Olea

europaea; 3.1 g/100 g 건조중량)25-27), 로즈마리 잎(Rosmarinus

officinalis; 1.23/100 g 건조중량)28-30) 등에서 추출 된다. 

항균 활성

Oleanolic acid의 항균활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결과는 주

로 식중독 세균보다는 일반 병원성 세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Streptococcus pneumoniae, Strepto-

coccus mutans, Mycobacterium tuberculosis 등과 같은 병

원성 세균의 생장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methicillin-resistant Staphylcoccus aureus (MRSA)나 van-

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등과 같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31-33). 

하지만, 항균활성은 균주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

면, Djoukeng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Syzygium guineense로

부터 추출한 oleanolic acid를 사용하여 Escherichia coli

NEU1006 에 대해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oleanolic acid

가 이 세균들에 대해 효과적인 항균활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5) Szakiel에 의하면 홍황초(Calendula officinalis)에서

분리한 oleanolic acid는 대조구에 비해 E. coli의 생장을

일정기간 저해하였다34).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oleanolic

acid에 대한 E. coli 균주별 저항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ontanay 등은 이러한 oleanolic acid에 대한 균

주별 항균활성 효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두 종류의 S.

aureus 균주(S. aureus ATCC25923, S. aureus ATCC29213)

에 대해 MIC를 측정한 결과, S. aureus ATCC25923은 MIC

가 64 µg/ml였고 S. aureus ATCC29213의 MIC는 32 µg/

ml로 나타나 균주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Hichri 등은 E. coli와 Salmonella Typhi에 대한 oleanolic

acid의 MIC를 측정한 결과 각각 95 µg/mL와 65 µg/mL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35). Szakiel 등은 그람음성세균[E. coli

(MIC = 35 µg/ml), Yersinia enterocolitica O:8 (MIC = 60

µg/ml), Klebsiella pneumoniae (MIC = 100 µg/ml), Klebsiella

oxytoca (MIC = 125 µg/ml), Shigella flexneri (MIC = 50 µg/

ml), Shigella sonnei (MIC = 55 µg/ml)]과 그람양성세균

[Listeria monocytogenes (MIC = 15 µg/ml), Staphylococcus

epidermidis (MIC = 15 µg/ml)]에 대해 oleanolic acid의 항

균활성을 비교한 결과 oleanolic acid는 그람양성세균에 대

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4). 하지만 Rivero-Cruz 등

의 연구에서 oleanolic acid와 그 유도체 간의 항균 활성

을 비교한 결과, 그람양성세균인 S. mutans에 대해 oleanolic

acid sodium salt의 항균활성이 oleanolic acid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람음성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에 대한 항균활성도 약 100배 정

도 증가하였다. 이는 oleanolic acid sodium salt 극성의 증

가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36). 따라서, oleanolic

acid의 유도체를 사용할 경우 그람음성세균에 대한 oleanolic

acid의 항균활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Capel

등 또한 Mucor rouxii를 이용한 biotransformation를 통해

oleanolic acid 유도체를 합성한 후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

과, Actinomyces naeslundii,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

comitans, Enterococcus faecalis, P. gingivalis, Prevotella

nigrescens에 대해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

다21). 따라서, oleanolic acid sodium salt를 E. coli, Y.

enterocolitica, Shigella와 같은 그람음성 식중독 세균에 적

용할 경우 현재 연구된 항균활성보다 좀 더 높은 항균활

성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Ren 등은 oleanolic

acid의 유도체인 ursolic acid를 사용하여 oleanolic acid가

E. coli의 biofilm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37). 또한 NaCl과 oleanolic acid를 병합하여 사

용할 경우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식중독 세균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8). 

Woldemichael 등은 oleanolic acid가 methicillin-senstive

S. aureus (MIC = 8 µg/ml)뿐만 아니라 MIC가 다소 높기

는 하지만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MIC =

64 µg/ml)에 항균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39). 또한 S.

aureus에 대한 ursolic acid (MIC: 8 µg/ml)의 항균활성을

oxacillin (MIC: < 1 µg/ml)과 비교한 결과, S. aureus를 제

어하기 위한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ursolic acid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L. monocytogenes에 대한

chloramphenicol의 MIC (4.5 µg/ml)와 oleanolic acid의 MIC

(15 µg/ml)를 비교한 결과, L. monocytogenes를 제어하기

위한 대체 항균물질로서 oleanolic acid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4). 

세포독성

Fontanay 등의 연구에 의하면 oleanolic acid와 oleanolic

acid 유도체(ursolic acid, betulinic acid)는 human keratino-

cytes (HaCaT)와 human pulmonary embryonic fibroblasts

(MRC-5)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어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

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1). 이외에도 human normal liver

cell line (QZG, L-02)에 대해서도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대사산물로 생성되는 H2O2는 DNA 손상을 유

발할 수 있는데, oleanolic acid와 ursolic acid가 H2O2에 의

한 leukemic cell line (L1210, K562, HL-60)의 DNA 손상

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41). Horiuchi 등은 oleanolic

acid의 항균효과가 이미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

약품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 성분의 독성이 낮으며, 실

제로도 중국에서 oleanolic acid는 사람의 간질환을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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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경구로 복용하는 약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람의 감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3,32).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람 세포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 oleanolic acid를 사람이나

식품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항균기작

Oleanolic acid가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세균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oleanolic acid의 항균 기작을 분석하는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단순히 세균 세포를 사멸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병원성 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Grudniak 등은 oleanolic acid와 ursolic acid가 E. coli의

cysteine regulon과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leanolic acid를 0.15 × MIC, 0.3 ×

MIC 농도를 사용하여 E. coli에 처리한 결과 cysteine regulon

발현이 저해되었고, stress에 의해 나타나는 DnaK 합성이

약하게 유도되었다42). 또한 oleanolic acid는 세포모양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Szakiel 등의 연구에서 보면, 0.7 × MIC

의 oleanolic acid농도에 노출된 E. coli는 oleanolic acid가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PBP3 (penicillin binding protein 3)

단백질에 영향을 주어 세포의 모양이 길어졌고, 반대로

Bacillus megaterium은 PBP2에 대한 oleanolic acid의 영향

때문에 세포의 모양이 짧아졌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oleanolic acid는 세포벽을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4).

Kurek 등은 oleanolic acid와 ursolic acid가 L. mono-

cytogenes의 peptidoglycan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43). L. monocytogenes가 oleanolic acid에 노출되었을 때

L. monocytogenes가 Triton X-100, lysozyme에 더 민감해

졌으며, 세포벽의 자가분해가 억제되었고 이로인해 peptido-

glycan turnover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peptidoglycan의 손

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oleanolic acid의 표적은

peptidoglycan 대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막이 peptidoglycan층을 감싸고 있는 세포벽 구조를 가

지고 있는 그람음성세균에 대해서는 그람양성세균에 비해

oleanolic acid의 항균활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32). 

요  약

Oleanolic acid는 다수의 식물 종에서 분리 되어 왔고 주

로 유해한 영향이 없는 과일과 약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현재는 화장품이나 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Oleanolic acid

는 peptidoglycan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petidoglycan이

세균외막에 덮여있는 그람음성세균인 E. coli, Y. entero-

colitica, S. flexneri, S. sonnei와 같은 세균에는 뚜렷한

oleanolic acid 항균활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oleanolic

acid의 유도체를 사용할 경우 그람음성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도 증가하였다. 반면 S. aureus와 L. monocytogenes와

같은 그람양성세균의 경우 peptidoglycan층이 세균외막에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oleanolic acid에 매우 민감하였다.

또한 oleanolic acid는 사람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에서도

그 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

제어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

들은 식품에 적용되거나 항생제 대체를 위한 치료목적으

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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