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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ngle extract of natural substances and the mixture of sin-
gle extracts of natural substances create a synergy effect to increase the antimicrobial activity. It also 
compares the previous researches to find out if the natural medicinal herbs' extract has antimicrobial 
activity on dandruff causative organism, Malassezia furfur. For the experiment on the mixture of single 
extracts of natural substances, the results are like following: 1. Staphylococcus aures's antibacterial activ-
ity is resistant to mixture of three natural substances. 2. Escherichia coil's antibacterial activity is re-
sistant to mixture with Coptidis rhizoma. 3. Candida albicans' antifungal activity is resistant to mixture 
with Chinese galls, which means the different results may be expected when tested with each germ. 
4. On the other hand, Malassezia furfur has no antifungal activity on the single extract of natural sub-
stances and shows weak antifungal activity, whose diameter is 3.20 mm when tested with the mixture 
of 50% of Coptidis rhizoma and 50% of Phytoncide. The resul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n the 
same eumycetes, C. albicans. That is because M. furfur has more lipophilic chemicaled cell walls than 
C. albicans does and it also consists of lamella layer, inner plasma membrane and intermediate multi-
ple layers.

Key words : Antimicrobial activities, Coptidis rhizoma, Chinese galls, dandruff, Malassezia furfur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3-850-1266, Fax : +82-53-850-1496

*E-mail : biomed@tk.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7. 748~756 DOI : http://dx.doi.org/10.5352/JLS.2015.25.7.748

서   론

비듬의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요 원인자로 표피의 

과다한 증식, 피지의 과다분비 및 곰팡이 중 호지성 진균에 

의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16]. 비듬생성의 주 원인균으로 알

려진 Malassezia는 피지를 먹이로 한다. 두피는 한선과 피지선

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Malassezia가 번식하기 좋은 환

경을 가지고 있다. 두피의 정상 균총의 46%를 차지하며 기후, 

땀, 음식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등의 생리적 요인에 

해서 모낭 내에서 과다하게 증식하게 된다. 정상 균총의 74%

가 넘었을 때 비듬이 생기기 시작하며 83% 이상 높아질 경우 

지루성피부염으로 발병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12]. 국내의 

연구로는 이[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Pityrosporum ovale, 균

종에 대한 대나무 기름(Bamboo Essential Oil)의 항균효과가 

규명되었고, 이[12]의 연구결과에서는 페퍼민트 (Peppermint), 

라벤더(Lavender), 자스민(Jasmine) 아로마오일에 대한 항균

효과가 규명되었다. 그 외에도 송지(Resina Pini)추출물[18], 

Dryobalanops aromatica 유래용뇌[11],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추출물[14], 백련(White Lotus) 추출물[3], 독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추출물[8], 은행잎으로부터 추출한 

Ginkgo boloba [13], 자몽종자추출물(Grape fruit Seed) [18]과 

유 등[17]의 6종 약용식물(의성개나리, 절굿대, 약모밀)추출물

에서 항균 효과 등이 선행 연구되었다. 항 산화와 항 진균 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배자와 황련의 효능과 성분을 살

펴보면 오배자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붉나무에 진딧물과의 오

배자 원충이 기생하여 만들어진 벌레집이다. 붉나무는 학명이 

Ruschinensis로서 우리나라 각지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분포하

며 붉나무 벌레집인 오배자는 문합, 백충창이라고도 말하며 

생김 모양에 따라 화부자, 목부자, 이부자, 부자라고도 불린다. 

이미 국내·외에서 오배자의 Helicobacter, Clostridium, Bacillus, 

Saccharomyces, Aspergillus 등에 대한 항균활성에 대한 연구 보

고가 있었으나,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와 Candida

에 Hexane, dichloromethane, methanol 및 물 추출물들 중 

methanol추출물만이 MRSA, C. albicans 및 기타 그람양성균

과 음성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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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ains and growth condition 

        Strains Character Growth condition Medium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Candida albicans

Malassezia furfur

Gram (+) Aerobes

Gram (-) Aerobes

Gram (+) Aerobes

37℃ Incubator

37℃ Incubator

25℃ Incubator

30℃ Incubator

Muller Hinton Agar

Muller Hinton Agar

Muller Hinton Agar

mLNA

황련의 효능과 성분으로는 황련(Coptidis rhizoma, Coptidis ja-

ponica Makino)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에 속하는 다

년생 초목으로서 주요성분은 isoquinoline계열, alkaloid인 

berberine이며, 이외에 coptisine epiberberlin, feluric acid, 

magnoflorine, palmatine, worenine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 황련을 ethyl alcohol로 추출하여 항 세균 활성을 검색한 

결과 황련이 B. cereus, S. aureus, V. parahaemolyticus 등 3종의 

균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생육저해환을 보였으며 항균, 항진

균 활성, 항 염증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수목이 

피톤치드를 생산하는 이유는 다른 식물에 대한 생성저해작용,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줄기나 잎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 유인, 

살충작용을 하거나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살균작용을 행

하는 등, 나무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항생물질이다. 이 항생물질은 특정한 균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고 인간의 신체에는 무리 없이 부드럽게 흡수된다고 했

으며, 이 항생물질은 화학합성 물질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은 휘발

성 방향성분을 말하며, 휘발성분들은 수십 종에서 200여 종에 

달하는 phenolics, terpenoid, alkanoid, phenylpropane, acep-

togenin, steroid 등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9]. 천연항균물

질을 검색, 분리하려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일 약재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

는 약용식물 및 한약재를 서로 혼합함으로써 항균력의 상승효

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약자원

의 항균성 물질은 세균에는 효과가 크지만 효모, 곰팡이 등에

는 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 생약자

원의 단독 추출물에서는 항균력이 적었더라도 추출혼합물에

서는 항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나, 항균성 물질이 추출된 후 

synergy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관중, 단삼, 

가자, 황금에 개미취, 계피 등을 혼합하여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B. subtilis, S. mutans, E. coli 및 Schizosaccharomyces spp.에 

대해서 단독 추출물보다 더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냈다고 하였

고, 황련과 감초혼합 추출물의 항균력이 황련을 단독으로 사

용하였을 때 보다 강했으며 위장관 내 흡수율도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세신, 황련, 호장근, 미역취씨 등 4종의 약용

식물을 각각 혼합하였을 경우 S. aureus에 항생제 내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 2, 5, 6, 19].  Azoles, Ketoconazole 

& Itraconazole은 항진균제로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성이 높고 비용이 비싸다. 따라서 더 경제적인 

항진균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고 되어온 

천연물질 중 강한 항균활성을 보이는 황련과 오배자, 지유, 

등심초를 선택하여 예비실험에서 S. aureus에 대한 항균활성

을 확인 한 결과 황련과 오배자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대상으로 항균

활성을 보기 위하여 원핵생물 중에서 Gram(+)인 병원성 식중

독 원인균 S. aurerus와 Gram(-)인 E. coli, 그리고 진핵생물 중

에서 C. albicans를 대상으로 항균활성을 보고자 하였고, 본 실

험의 목적인 비듬의 원인균 M. furfur를 대상으로 항균활성을 

본 후 항균활성이 우수한 황련과 오배자를 선택하여 각각 항

균활성을 시험한 후, 부유세균을 억제하고자 시판되고 있는 

(주)태극제약 에어메딕용액(대두추출물에 피톤치드가 혼합

됨)과 본 실험에 사용된 천연추출물인 황련, 오배자의 단독추

출물과 혼합물에서의 항균활성과 혼합추출물의 시너지 효과

를 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토대로 보다 

우수한 항균제를 생산하여 다양한 제품에 활용하고자 본 실험

을 진행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상 균주

항진균력을 보기 위한 예비실험용 대상 균주는 C. albicans, 

S. aureus, E. coli를 사용하였다. C. albicans, S. aureus, E. coli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분양 받은 임상 분리 균주를 사용하였고 Table 1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균주는 M. furfur (KCTC 7743)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생물자원센터(Biological Resource Center, 

KCTC)로 부터 분양 받았다.

항균․진균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과의 예비효과를 보기 위하여 Kirby- 

Bauer Method의거 S. aureus에는 페니실린 10IU/IE/UI (sensi 

disc, BD BBL, USA)를 사용하였고, E. coli에는 엠피실린 10㎍ 

(sensi disc, BD BBL, USA)를 사용하였다. C. albicans.와 M. 

furfur에 대한 항진균제 디스크는 25 μg 플루코나졸 디스크

(Difco, Oxoid, UK)와 8 mm paper disc (Toyo, Japan)를 사용

하여 에탄올 천연추출물을 각각 황련(25 μl/disc), 오배자(25 

μl/disc), Phytoncide (25 μl/disc)를 분주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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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4 kinds of natural plants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1

2

3

4

5

Hwyang-Ryeon

Obeja

Jiyoo

Deungshimcho

Phytoncide

Coptidis rhizoma

Chinese galls

Sanguisorbae Radix

Junci herba

Phytoncide

천연물질

본 실험에 사용된 4종의 천연물질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사용된 천연물질들은 대부분 한방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건

조된 상태로 대구소재 한약재료상에서 구입한 국산을 사용하

였다. 에탄올 추출 후 분말을 증류수와 DMSO에 녹여서 사용

하였다. 피톤치드는 현재 공기청정항균기(에어메딕, 태극제

약, KOREA)에 사용하는 항균용액을 사용하였다.

천연물질의 추출  농축

황련, 오배자, 지유, 등심초 분말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

북경산시 소재)에서 추출하였다. 황련, 오배자, 지유, 등심초를 

각각 1 kg을 3일간 60℃ 배양기에서 3일간 건조하였고, 실온에

서 에탄올로 2회 추출하였다. 추출 수율은 등심초 7.2%, 오배

자 62.8%, 지유 27.2%, 황련 21.5%였다. 나머지 잔여물을 필터

로 분리하였다(Toyo filter paper No. 2, Japan), 추출물은 vac-

uum rotary evaporator (Iwai C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시

킨 후 동결건조 하였다. 피톤치드는 부유세균을 억제하고자 

시판되고 있는 (주) 태극제약 에어메딕용액(대두추출물에 피

톤치드가 혼합됨)을 사용하였으며 이하 피톤치드(Phyton-

cide)라 하였다. 

배지

C. albicans의 디스크 확산법을 위한 Mueller-Hinton agar 

glucose methylene blue (MH-GMB) 배지 제조는 Mueller- 

Hinton broth 21 g, agar 15 g을 증류수 1 l에 녹여 배지를 

만들었다. methylene blue 염료 1g을 증류수 20 ml에 녹인 

것 100 μl와, glucose 20 g을 배지에 첨가하였다. 만들어진 배지

를 고압멸균기로 처리하고(121℃, 15 LB, 15분), 배양 접시에 

부어 평판 배지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MH-GMB 배지를 사용 

전까지 4℃에 보관하였다. M. furfur의 디스크확산을 보기 위

한 mLNA (modified Leeming-Notman Agar) 배지의 조성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제시한 배지조성대로 glucose 20 g/ 

L, Malt extract 50 g/l, Polypeptone 1 g/l, Bile salts (Oxoid) 

20 g/l, Tween 40 0.1 g/l, glycerol 0.02 g/l, Agar 20 g/l, 

distilled water 1l로 제조하였다.

방법

감수성 검사(susceptibility test)를 한 디스크 확산법

S. aureus, E. coli를 보기 위한 디스크 확산법은 Kirby-Bauer

방법을 이용하였고, Candida spp.와 M. furfur를 대상으로 한 

디스크 확산법은 NCCLS M44-A 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C. 

albicans는 Saboraud dextrose agar (SDA) 평판배지에 35℃, 

24시간 배양한 균주를 0.85% 식염수에 풀어 잘 섞은 후 0.5 

McFarland 탁도(spectrophotometer, 530nm)로 맞추어 균 농

도가 약 1~5×106 CFU/ml 되도록 하였다. M. furfur는 mLNA 

배지에서 30℃, 7일간 배양된 균을 0.85% 식염수에 풀어 잘 

섞은 후 0.5 McFarland 탁도(spectrophotometer, 530 nm)로 

맞추어 균 농도가 약 1~5×106 CFU/ml 되도록 하였다. 균액을 

소독된 면봉을 이용하여 MH-GMB 배지에 고르게 도말하고 

황련, 오배자, 등심초, 지유의 에탄올 추출액과 (주) 태극제약

에서 제품으로 판매되는 에어메딕항균기에 사용된 Phyton-

cide를 각각 농도의존적으로 제작한 디스크와 fluconazole 디

스크를 올렸다. 균을 접종한 배지는 35℃에서 배양하였고, 24

시간, 48시간 후에 균의 성장이 억제된 억제대의 크기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분리 동정된 S. aureus, E.coli 균주를 BAP agar와 MacConkey 

agar 평판배지에서 각각 Loop로 배양한 집락을 취하여 0.85% 

식염수에 풀어 잘 섞은 후 0.5 McFarland 탁도(spectrophoto-

meter, 530nm)로 맞추어 균 농도가 약 1~5×106 CFU/ml 되도

록 하였다. 이 균액을 소독된 면봉을 이용하여 MH-GMB 배지

에 고르게 도말하고 G(+)균에 대한 항생제는 페니실린 디스크를 

올렸고, G(-)균에 대한 디스크는 암피실린 디스크를 올렸다. 균을 

접종한 배지는 35℃에서 배양하였고, 24시간, 48시간 후에 균의 

성장이 억제된 억제대의 크기를 mm단위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 사용한 천연물질 중 단일추출물과 추출혼합물을 

이용, 원핵생물인 S. aureus와 E. coli, 진핵생물인 C. albicans와 

M. furfur는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각 균주 당 5개의 

같은 배지에 각 12가지 물질들의 항균실험(susceptibility test)

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SPSS 20.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two-way ANOVA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Scheff 의 검정법을 이용하여 p<0.05 수준

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항균성 실험

예비 항균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천연추출물 황련, 오배

자, 지유, 등심초 4가지로 Gram 양성균인 황색포도상알균(S. 

aureus)에 대해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가

지 식물 중에서 황련, 오배자가 에탄올추출물에서 가장 우수

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Gram(+)인 병원성 식 독 원인균 S. aureus에 한 황

련, 오배자, 피톤치드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활성

식중독 원인균 황색포도알구균(S. aureus)에 항균활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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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liminary antibacterial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of 

some herbs for S. aureus. (mm) 

Natural plants D.W. DMSO

Coptidis rhizoma

Chinese galls

Sanguisorbae radix

Junci herba

Oxacillin

18

12

 9

 7

17

18

12

 9

 0

17

Fig.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diffusion) of natural plants 

for microbes.

Fig.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clear zone) of natural plants 

for microbes.

장 우수한 황련(C. rhizoma), 오배자(C. galls)의 에탄올 추출물

과 피톤치드(Phytoncide의 농도 20%, 50%)를 각각 단일 추출

물과 혼합물을 실험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단일추출물 중 

황련(22.00 mm)과 오배자(20.00 mm) 피톤치드(Phytoncide 20 

%, 18.00 mm), (Phytoncide 50%, 19.40 mm)로 항균활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물에서는 황련과 오배자(10.40 mm), 

황련과 피톤치드20%(19.80 mm), 오배자와 피톤치드 농도 

20%(16.20 mm), 황련과 피톤치드50%(25.40 mm), 오배자와 

피톤치드 농도50%(18.40 mm)추출혼합물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추출물20%(9.40 mm), 황

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추출물50%(3.40 mm)에서는 항균활

성이 낮았다. 따라서 황색포도알구균(S. aureus)에 대하여 4종

의 단일추출물과 추출혼합물의 항균활성이 우수하였으며 대

조로 사용된 항생물질 Kirby-Bauer법에서 제시한 그람양성균

에 대한 항생제로 사용한 페니실린의 항균력(21.40 mm)과의 

비교에서도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추출물20%(9.40 mm),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추출물50%(3.40 mm)은 페니실린

에 비해 항균활성이 낮았으나 이를 제외한 물질에는 우수한 

항균활성을 보였고, 페니실린과 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 단일추출물과 2가지 추출물의 혼합물은 비슷

한 항균활성을 보였으나 3가지 혼합물에서는 상승효과를 기

대하였지만, 오히려 항균활성이 저하된 결과를 보였다. 

Gram(-)인 E. coli 에 한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 에탄

올 추출물의 항균활성

E. coli에 항균활성이 가장 우수한 황련(C. rhizoma), 오배자

(C. galls)의 에탄올 추출물과 피톤치드(Phytoncide농도 20%, 

50%)를 각각 단일 추출물과 혼합물을 실험한 결과는 Fig.   

4과 같다. 단일추출물에서는 황련(0.00 mm)은 항균활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피톤치드(Phytoncide 20%, 7.40 mm), (Phy-

toncide 50%, 8.40 mm)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오배자(19.40 

mm)는 항균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련과 오배자

(17.00 mm), 오배자와 피톤치드20%(16.00 mm), 오배자와 피

톤치드50%(16.40 mm),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20%(15.00 mm),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50%(12.40 mm)으로 항균활성이 높았으

며 황련과 피톤치드20%(0.00 mm), 황련과 피톤치드50%(0.00 

mm)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 coli에 대한 피톤

치드(피톤치드 20%, 피톤치드 50%)용액에서는 농도 의존적으

로는 유의한 항균 활성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E. coli에는 

오배자 단일추출물과 오배자가 혼합된 추출물질에서 항균활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로 사용된 항생물질은 Kirby-Bauer

법에서 제시한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생제로 사용한 엠피실린

의 항균력(20.00 mm)과의 비교에서 황련(0 mm), 황련과 피톤

치드20%, 황련과 피톤치드50%에서 내성이 있었고 오배자 단

일추출물과 오배자가 혼합된 추출물질에서 대조군으로 사용

된 엠피실린과의 항균활성 비교에서는 감수성이 있었다. 

C. albicans 에 한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 에탄올 추출

물의 항균활성

진핵생물인 C. albicans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가장 우수한 

황련(C. rhizoma), 오배자(C. Galls)의 에탄올 추출물과 피톤치

드(Phytoncide 농도 20%, 50%)를 각각 단일 추출물과 혼합물

을 실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단일추출물에서는 황련(25.00 

mm), 피톤치드20%(10.60 mm), 피톤치드50%(12.80 mm)에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오배자(0.00mm)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혼합물에서 황련과 오배자(15.40 mm), 황련

과 피톤치드20%(19.00 mm), 황련과 피톤치드50%(20.80 mm)

으로 항균활성이 높았으며 오배자와 피톤치드20%(0.00 mm), 

오배자와 피톤치드50%(0.00 mm),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20%(5.20 mm),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 50%(0.00 mm)로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C. albicans는 천연물질 



        a: Coptidis rhizoma, b: Chinese galls, c: Phytoncide 20%, d: Phytoncide 50%, e: Penicillin   
        ab: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ac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20%, bc: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bc: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d: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50%
        bd: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abd: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Fig. 3. Antimicrobial activity for Staphylococccus aureus (100 mg/ml).

        a: Coptidis rhizoma, b: Chinese galls, c: Phytoncide 20%, d: Phytoncide 50%, e: Penicillin   
        ab: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ac: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20%, bc: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bc: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d: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50%
        bd: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abd: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Fig. 4. Antimicrobial activity for Escherichia coli (10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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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ptidis rhizoma, b: Chinese galls, c: Phytoncide 20%, d: Phytoncide 50%, e: Penicillin   
        ab: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ac: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20%, bc: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bc: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d: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50%
        bd: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abd: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Fig. 5. Antimicrobial activity for Candida albicans (100 mg/ml).

황련이 NCCLS M44-A에서 제시한 대조약물인 Fluconazole

과 비교하였을 때 농도의존적 감수성(≥19 mm)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판독하였다. 대조로 사용

된 항진균제는 NCCLS M44-A법에서 제시한 C. albicans균에 

대한 항진균제로 사용한 Fluconazole (39.00 mm)의 항균력 

비교에서 황련, 황련과 피톤치드20%, 황련과 피톤치드50%는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련과 오배자, 단일추출물

인 피톤치드 50%는 농도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감수성이 있

었으며 단일추출물과 오배자가 혼합된 물질에서는 내성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 furfur 에 한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 에탄올 추출물

의 항균활성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M. furfur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가장 

우수한 황련(C. rhizoma), 오배자(C. galls)의 에탄올 추출물과 

피톤치드(Phytoncide농도 20%, 50%)를 각각 단일 추출물과 

혼합물을 실험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단일추출물에서는 황

련(C. rhizome, 0.00 mm), 오배자(C. galls, 0.00 mm)와 피톤치

드(Phytoncide농도 20%, 50%, 각각 0.00 mm)에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출혼합물인 황련과 피톤치드 농도50% 

(3.20 mm)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황련과 오배자(0.00 mm), 황

련과 피톤치드 농도20%(0.00 mm), 오배자와 피톤치드20% 

(0.00 mm),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20%(0.00 mm), 오배자

와 피톤치드50%(0.00 mm), 황련과 오배자와 피톤치드50% 

(0.00 mm)로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M. furfur의 

항균활성을 보기 위해 대조로 사용된 항진균제는 NCCLS 

M44-A법에서 제시한 Fluconazole의 항균력(33.20 mm)과의 

비교에서 황련과 피톤치드 50%에서 내성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일추출물 및 추출혼합물 모두에서 M. furfur

에 대한 항균활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 에탄올 추출물인 

황련, 오배자와 (주)태극제약 에어메딕 용액인 피톤치드 20%, 

피톤치드 50%와의 혼합물의 항균활성의 확산결과는 Table 4 

(Fig. 1)와 같고 억제대의 결과는 Table 5(Fig. 2)와 같다.

균주별 천연추출물의 효과  통계학  유의성 검증

단일추출물과 추출혼합물이 각 균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해본 결과 eukaryote인 C. albicans와 M. furfur는 단일추출물 

평균(10.20 mm), 추출혼합물(8.69 mm), 대조로 사용한 Fluco-

nazole (27.65 mm)로 단일추출물과 추출혼합물과의 효과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대조군인 Fluconazole에 비해 천연추출물

의 효과는 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rokaryote인 S. aureus와 E. 

coli는 단일추출물(14.35 mm), 추출혼합물(12.84 mm), Kirby- 

bauer 법에서 제시한 대조로 사용한 G(+) 대조용 페니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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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ptidis rhizoma, b: Chinese galls, c: Phytoncide 20%, d: Phytoncide 50%, e: Penicillin   
        ab: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ac: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20%, bc: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bc: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20%, ad: Coptidis rhizoma + Phytoncide 50%
        bd: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abd: Coptidis rhizoma + Chinese galls + Phytoncide 50%

Fig. 6. Antimicrobial activity for Malassezia furfur (100 mg/ml).

Table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diffusion) of natural plants for microbes                                       (unit: mm)

Strain a b c d e a+b a+c b+c a+b+c a+d b+d a+b+d

C. albicans

S. aureus

E. coli

M. furfur

 0.00 

 0.00 

28.80 

14.60 

17.80 

 0.00 

 0.00 

21.6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00 

 0.00 

 0.00 

25.40 

21.20 

19.40 

 0.00 

 0.00 

22.20 

0.00 

0.00 

0.00 

0.00 

 0.00 

 0.00 

25.20 

22.80 

18.20 

 0.00 

 0.00 

25.60 

3.60 

0.00 

0.00 

0.00 

Table 5.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clear zone) of natural plants for microbes

Strain A B C D E A+B A+C B+C A+B+C A+D B+D A+B+D

C. albicans

S. aureus

E. coli

M. furfur

25.0

22.0

 0.0

 0.0

 0.0

20.0

19.4

 0.0

10.6

18.0

 7.4

 0.0

12.8

19.4

 8.4

 0.0

39.0

21.4

20.0

33.2

15.4

10.4

17.0

 0.0

19.0

19.8

 0.0

 0.0

 0.0

16.2

16.0

 0.0

 5.2

 9.4

15.0

 0.0

20.8

25.4

 0.0

 3.2

 0.0

18.4

16.4

 0.0

 0.0

 3.4

12.4

 0.0

(21.4 mm), G(-) 대조용 엠피실린(20.00 mm)로 단일추출물과 

추출혼합물과의 효과는 비슷하였으며 대조군에 비에 천연추

출물의 효과는 낮았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본 실험에서 보고자 하였던 M. furfur는 같은 eukar-

yote인 C. albicans와의 비교에서 C. albicans (12.32 mm), M. 

furfur (2.78 mm)로 C. albicans가 M. furfur에 비해 천연추출물

의 항균활성 효과가 있으며 M. furfur에는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천연한약재 추출물이 비듬원인균인 M. furfur에 

항균활성이 있는지를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였고, 천연물질

의 단일추출물과 단일추출혼합물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항균활성을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먼저 황

련, 오배자, 등심초, 지유 4가지가 항균활성이 있다는 연구결

과에 기초하였고, 일반적으로 생약자원의 항균성 물질은 세균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7 755

에는 효과가 크지만 효모, 곰팡이 등에는 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 생약자원의 단독 추출물에서

는 항균력이 적었더라도 추출혼합물에서는 항균활성이 강하

게 나타나, 항균성 물질이 추출된 후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관중, 단삼, 가자, 황금에 개미취, 계피 

등을 혼합하여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B. subtilis, S. mutans, 

E. coli 및 Schizosaccharomyces spp.에 대해서 단독 추출물보다 

더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냈다고 하였고, 황련과 감초 혼합 추

출물의 항균력이 황련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강했으

며 위장관 내 흡수율도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세신, 

황련, 호장근, 미역취씨 등 4종의 약용식물을 각각 혼합하였을 

경우 S. aureus에 항생제 내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 

5, 6, 19].

부유세균증식억제를 위하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

태극제약 에어메딕항균기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피톤치드

(Phytoncide)를 농도의존적으로 실험하였다. 먼저 원핵생물인 

병원성 세균 G(+) 균인 S. aureus와 G(-)인 E.coli, 진핵생물인 

C. albicans로 항균활성을 실험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은 황련과 

오배자를 선택하여 에어메딕 항균기에 사용하고 있는 피톤치

드와 비교하여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황련은 S. 

aureus와 C. ablicans에만 항균활성이 있었고, 오배자는 S. aur-

eus와 E. coli에만 항균활성이 있었다. 피톤치드에서는 S. aur-

eus에 감수성이 있었고, C. albicans와 E. coli는 농도의존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혼합물에서 S. aureus는 

3가지 혼합한 천연물질에서 항균활성이 내성이 있었으며 E. 

coli는 황련과의 혼합물에서 내성이 있었고 C. albicans는 오배

자와 혼합물에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균주에 따라 

항균활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 furfur는 단일추출

물에서 전혀 항균활성이 없었고, 혼합물에서는 황련과 피톤치

드 50% 혼합물에서 3.20 mm의 직경으로 미약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천연물질에 따라서 항균활성 물질

이 다르고, 균주에 따라 항균활성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 황련과 감초의 경우 추출혼합물에

서 우수한 항균활성을 보인 결과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황련과 오배자, 피톤치드의 단일추출물 보다 추출혼합물에서 

반드시 항균활성이 더 우수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같은 진균인 C. albicans와 M. furfur와 비교하여 볼 때 

항균활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M. furfur가 C. 

albicans에 비하여 세포벽이 지방친화성 성분을 지니고 있고 

라멜라층, 원형질내막, 중간 다층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10]. 추후 비듬을 예방하기 위하여 천연물 추출의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M. furfur균에 기존 사용하던 azole계열

이 포함된 천연추출물을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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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황련(Coptidis rhizoma), 오배자(Chinese galls), 피톤치드 혼합물(Phytoncide)이 비듬균

(Malassezia furfur)에 미치는 향

김정희1․조용권1․김병 1․곽승 1․김종국2․이은경3․조혜경4․김극 4*

(1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보건의과학과, 2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3한국한방산업진흥원, 4대경대
학교 임상병리과)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된 천연물 중 항균활성이 가장 좋은 황련, 오배자, 피톤치드(Phytoncide)가 단일추

출물과 추출혼합물 일 때 M. furfur의 항균활성 차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비듬균에 

대한 천연한방추출물의 항균활성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출혼합물에서 S. aureus는 3가지 혼합한 천연물질에서 항

균활성이 내성하였으며 E. coli는 황련과의 혼합물에서 내성하였고 C. albicans는 오배자와 혼합물에서 내성이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균주에 따라 항균활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 furfur는 단일추출물에서 전혀 항균활

성이 없었고, 혼합물에서는 황련과 피톤치드 50% 혼합물에서 3.20mm의 직경으로 미약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이

는 같은 진균인 C. albicans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M. furfur가 C. albicans에 비하여 

세포벽이 지방친화성 성분을 지니고 있고 라멜라층, 원형질내막, 중간 다층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Phamaceutical Invesigation 25, 188.

20. Yoon, G. R. 2009. Anti-inflammatory effect of Coptidis 

rhizoma. Thesis for the Degree of M.S. of Sangi Universit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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