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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erobic growth-inhibiting and acaricidal activities

of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derived from Cyanachum

paniculatum oil and its derivatives against five intestinal bacteria

(Bifidobacterium bifidum, B. longum, Clostridium pefringens,

Escherichia coli and Lactobacillus casei) and Haemaphysalis

longicornis were examined. In the packet test against the larvae of

H. longicornis, none of the C. paniculatum oil exhibited acaricidal

activity, while the C. paniculatum oil showed only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five intestinal bacteria in the disc diffusion

method. Based on the inhibition zones and MIC values, 2',4'-

dimethoxyacetophenone, 2',5'-dimethoxyacetophenone, 2'-hydroxy-

4'-methoxyacetophenone,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2'-methoxyacetophenone, and 4'-methoxyacetophenone, containing

a methyl group on the acetophenone skeleton, possessed growth-

inhibiting activities against C. perfringens and E. coli. However,

acetophenone, 2'-hydroxyacetophenone, 4'-hydroxyacetophenone,

2',4'-hydroxyacetophenone and 2',5'-hydroxyacetophenone, which

contained a hydroxyl group on the acetophenone skeleton, had no

growth-inhibiting activity against intestinal bacteria.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and its derivatives

could potentially be developed as natural antimicrobial agents to

specific control of C. perfringens and E. coli.

Keywords Acaricidal activity · Antimicrobial activity · Cyanachum

paniculatum · Haemaphysalis longicornis · 2'-Hydroxy-5'-

methoxyacetophenone · Intestinal bacteria

서 론

인간의 장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며 장내 세균총

(intestinal microflora)이라 하여 장내 유익균 및 유해균이 일정

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1,2]. 이들은 다양한 효소 및 대사산물

을 생성하여 인체 내 영양분의 흡수, 면역체계의 유지, 세포증

식, 노화 현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3,4]. 장내 세균총의 대표적

인 유익균으로 알려진 Bifidobacterium spp.와 Lactobacillus

spp. 등은 정장작용 촉진, 유산균의 증식 및 항생물질을 생산하

여 숙주생물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는 반면[5,6], 독소, 부패산물

및 발암물질 생산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Clostridium spp.,

Escherichia coli 및 Staphylococcus spp. 등과 같은 장내 유해

균 또한 존재한다[7,8]. 이러한 이유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 파

괴를 막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 및 합

성 항균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무차별적으로 강한 항균력을 나

타내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무너지며 오남용으로 인한 저항

성 균주의 출현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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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 및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신종 감염병

이 출현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

후변화에 민감한 모기 및 진드기류에 의한 감염병들이 증가하

고 있다[1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주로 야외에서 서식하는 SFTS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1,12].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며 치료제가 지

금까지 없고 치사율이 12-30%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

다[13]. 전국적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참진드기에서 우점종으

로 89%의 분포율을 보였으며[14],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빈도가

높아 작은소피참진드기 방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식물 유래 추출물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활성, 살충활성 및 살비활성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

히 이루어져왔다[6,13,15,16]. 산해박(Cynanchum paniculatum)은

박주가리과(Asclepiadaceae)로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다년초이다. 산해박의 주요 성분으로는 acetophenones, alkaloids

및 steroids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용식물로써 치통, 두드러

기, 류마티스 관절염 및 심와부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전통적

으로 이용해 왔다[17,18]. 이러한 생리활성에도 불구하고 산해

박 정유 및 구성성분의 장내 미생물과 작은소피참진드기 대한

생물학적 활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산해박 정유의 집먼지진드기 2종

및 저장식품진드기에 대한 살비활성 연구[19]를 토대로 산해박

정유 및 GC-MS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구성성분의 장내 미생물

5종에 대한 생육억제활성 및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대한 살비활

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정유 추출

본 식물체는 수증기증류 추출법(steam distillation extraction)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산해박 뿌리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 음건하

여 분쇄기를 이용하여 마쇄하였다. 3,000 mL의 둥근 플라스크

에 마쇄한 산해박 뿌리 200 g과 증류수 2,000 mL을 혼합하여

교반한 후에 100 oC 열을 가하였다. 다른 한쪽에는 둥근바닥플

라스크에 hexane 300 mL를 넣고 냉동 순환수조(VTRC-640,

JEIO 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정유 성분이 포함된 기

체를 hexane이 담긴 플라스크에 포집 될 수 있도록 5시간동안

연속 추출하였다. 추출 후 hexane층만 분획여두로 분리하여

hexane층에 남은 소량의 수분을 무수황산마그네슘(MgSO4)을 이

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를 회전식 감압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 Model: N-3NM, EYELA, Tokyo, Japan)로 30 oC

에서 감압농축 후에 순수한 정유성분을 얻었으며 실험을 위해

4 oC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시험약제

Acetophenone, 2',4'-dihydroxyacetophenone, 2',5'-dihydroxyaceto-

phenone, 2',4'-dimethoxyacetophenone, 2',5'-dimethoxyacetophenone,

2'-hydroxyacetophenone, 4'-hydroxyacetophenone, 2'-hydroxy-

4´-methoxyacetophenone,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4'-hydroxy-3'-methoxyacetophenone, 2'-methoxyacetophenone,

4'-methoxyacetophenone, myristic acid 및 palmitic acid를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사 및 Tokyo Chemical

Industry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균주

산해박 뿌리의 수증기 증류 추출법을 통해 얻어진 정유 및 그

구성성분의 생육억제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3종 장내 유익균으

로 Bifidobacterium bifidum KACC 20601, Bifidobacterium

longum KCCM 11953 및 Lactobacillus casei KACC 12413

을 선발하였고, 2종 장내 유해균으로는 Clostridium pefringens

KCCM 12098 및 Escherichia coli KCCM 12199을 선발하여

한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장내 미

생물에 알맞은 생육조건 배지인 BHI 및 MRS broth를 사용하

여 혐기성 배양기(HIRAYMA, Tokyo, Japan)로 80% N2+15%

CO2+5% H2의 조건에서 37 oC, 48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항균활성 검정

산해박 정유성분의 장내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검정은 Lim 등

[20]의 생물검정법에 따라 디스크확산법(disc diffusion method)

으로 검정하였다. BHI 및 MRS broth에 2일간 혐기 배양한 각

각의 장내 미생물 배양액을 멸균된 EG agar (Eiken chemical,

Tokyo, Japan) plate에 100 µL를 도말하였다. 그 후, 산해박 정

유 추출물 및 시험약제를 20-10 mg씩 취해 메탄올 200 µL에

용해한 후, paper disc (advantec, 8 mm diameter and 1 mm

thickness, Toyo Roshi, Tokyo, Japan)에 분주하였다. Paper

disc를 각각의 균이 도말된 EG agar 배지 표면에 올려놓고,

37 oC에서 48시간 혐기 배양한 후, 생육저지환(inhibition zone)

의 크기를 측정하여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

최소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장내 미생물 균주에 대한 최소저해농도는 Mann과 Markham[21]

의 방법에 따라 broth-dilution method를 응용하여 수행되었다.

멸균된 액체배지에 균 희석액 1 mL과 시료 10 mg/mL를 초기

농도로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첨가한 후 4시간 마다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600 nm)를 측정하면서 48

시간동안 37 oC에서 혐기 배양하였다. 상기 실험을 통하여 생육

저해 농도곡선 상에서 균의 생장이 검출되지 않은 최소농도를

MIC로 설정하였다.

진드기 채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작은소피참진드기는 2018년 5월부터 10월

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상관 저수지 및 전라북도 전주

시 전주천 인근 풀숲에서 채집하였다. 진드기 채집방법으로는

천(가로 150 cm×세로 100 cm)으로 조사지역의 수풀을 쓸어내리

는 flag method를 사용하여 채집하였다. 채집한 진드기는 실체

현미경을 통해 Yamaguti 등[22]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류

동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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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활성 검정

산해박 정유성분의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 및 약충 대한 살비

활성 검정은 Stone과 Haydock [23]의 packet test로 검정하였다.

산해박 정유 추출물을 ethanol과 Triton X가 포함된 증류수에

희석시켜 제조된 다양한 농도(1, 3 및 5%)의 시료를 250 µL 취

한 후, 가로 5 cm×세로 10 cm 크기로 자른 filter paper (chmlab

group, 90 mm diameter, Barcelona, Spain)에 분주하였다. 시료

를 처리한 filter paper는 fume hood에서 20분간 건조한 후,

filter paper를 반으로 접어 양쪽을 집게(bulldog clip)로 막고 열

린 한 쪽 입구를 통해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 및 약충을 각각

20마리씩 넣어 봉하였다. 암조건의 incubator에 온도 27±1 oC,

상대습도 70±10%에서 24시간 경과 후 움직이지 않는 개체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살비율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각 시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

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12.0, Chicago, IL, USA)을

통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수증기 증류추출법을 통하여 얻어진 산해박 뿌리 정유 추출물

의 장내 미생물 5종에 대한 항균활성 및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대한 살비활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산해박 정유는 장내 유

해균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inhibition zone이 20.0

mg/disc에서 각각 11.3 및 13.1 mm로 나타났으며, 유익균 3종

(B. bifidum, B. longum 및 L. casei)에 대해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산해박 정유성분의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대한 살비활성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실험한 농도인 1.0, 3.0

및 5.0%에서 유충과 약충에 살비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GC-MS 분석을 통해 검출된 정유 구성물질 4'-hydroxyaceto-

phenone, 2',5'-hydroxyacetophenone, 2'-hydroxy-5́ -methoxyacetophenone,

4'-hydroxy-3'-methoxyacetophenone, myristic acid 및 palmitic

acid의 장내 미생물 5종에 대한 항균활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산해박 정유의 구성성분 중에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또한 유익균 3종을 제외한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10.0 mg/disc에서 각각 12.1 및 12.0 mm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4'-hydroxyacetophenone, 4'-hydroxy-3'-methoxyaceto-

phenone, myristic acid 및 palmitic acid는 장내 미생물 5종에

대하여 어떠한 항균활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에 따

르면 산해박 정유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이외에도 살

비활성, 항염작용 및 항당뇨 활성 등과 같은 생리활성이 밝혀

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24-26]. 약용식물로부터 유래한 많은 생

리활성물질들은 장내 미생물에 대해 생리활성 있다는 연구 결

과가 있으며[20,27], Yang 등[28]은 백리향속의 Thymus tosevii

및 구성성분인 myrtenol이 장내 유해균 C. difficile,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항균활성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산해박 정유에서 유래된 구성성분 중에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2'-hydroxy-5'-methoxyacetophenone에 대하여 유도체 10종

(acetophenone, 2'-hydroxyacetophenone, 4'-hydroxyacetophenone,

2'-methoxyacetophenone, 4'-methoxyacetophenone, 2',4'-dihydroxy-

acetophenone, 2',5'-dihydroxyacetophenone, 2',4'-dimethoxy-

acetophenone, 2',5'-dimethoxyacetophenone 및 2'-hydroxy-4'-

methoxyacetophenone)을 선발하여 구조에 따른 장내 미생물 5

종에 대한 항균활성의 셍리활성 및 구조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Table 1 Antimicrobial and acaricidal activities of essential oil of C. paniculatum against intestinal bacteria and Haemaphysalis longicornis

Sample

Inhibition zone diameter (mm, mean±SE)a Mortality (%)

Conc.
(mg/disc)

B. bifidum B. longum C. perfringens E. coli L. casei
Conc.
(%)

H. longicornis

larvae nymph

C. paniculatum oil 20.0 -b - 11.3±0.61 13.1±0.60 -

1.0 - -

3.0 - -

5.0 - -

Negative control (Only solvent) - - - - - - - - -

aThe diameter of the paper discs (8 mm) is included. No inhibitions (<8 mm diameter)
bNo activity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major components derived from C. paniculatum oil against intestinal bacteriaa

Sample
Conc.

(mg/disc)

Inhibition zone diameter (mm, mean±SE)b

B. bifidum B. longum C. perfringens E. coli L. casei

4'-Hydroxyacetophenone

10.0

-c - - - -

4'-Hydroxy-3'-methoxyacetophenone - - - - -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 - 12.1±0.83 12.0±0.73 -

Myristic acid - - - - -

Palmitic acid - - - - -

aCultured on Eggerth-Gagnon agar at 37oC for 2 days in an atmosphere of 80% N2, 15% CO2, 5% H2
bThe diameter of the paper discs (8 mm) is included. No inhibitions (<8 mm diameter)
cN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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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Methoxyacetophenone는 C. perfringens 및 E. coli

에 대해 10.0 mg/disc에서 각각 17.3 및 14.3 mm의 inhibition

zone으로 유도체 중에서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4'-

Methoxyacetophenone은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각

각 16.1 및 13.6 mm의 inhibition zone이 나타냈으며, 장내 유

익균 B. bifidum (11.5 mm)에 대해서도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2',4'-Dimethoxyacetophenone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C. perfringens

에 대해서만 11.0 mm로 inhibition zone 값을 나타냈으며, 2',5'-

dimethoxyacetophenone은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서

각각 14.0 및 11.0 mm의 inhibition zone이 나타냈다. 2'-Hydroxy-

4'-methoxyacetophenone의 경우에는 E. coli에 대해서만 11.0

mm의 inhibition zone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cetophenone, 2'-

hydroxyacetophenone, 4'-hydroxyacetophenone, 2',4'-hydroxy-

acetophenone, 2',5'-hydroxyacetophenone은 5종 장내 미생물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Hydroxy-5'-methoxyaceto-

phenone 및 유도체 10종 중에 항균활성을 보인 6개 화합물은

acetophenone의 구조에서 작용기(functional group)와 관련성을

나타냈다. Acetophenone 구조에 methyl group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장내 유해균에 대해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나, hydroxy

group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 5종에 대해 아무런 생

육억제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각각의 장내 미생물 균주에 대한 2'-hydroxy-5'-methoxyaceto-

phenone 및 그의 유도체 10종의 최소저해농도(MIC)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2'-Methoxyacetophenone과 2'-hydroxy-5'-methoxy-

acetophenone은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MIC를 측정

한 결과, 모든 균주에 대하여 5.0 mg/mL을 나타냈으며, 4'-

methoxyacetophenone 및 2',5'-dimethoxyacetophenone은 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각각 5.0 및 10.0 mg/mL의

MIC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4'-methoxyacetophenone은 장내 유

익균 B. bifidum (10.0 mg/mL)에 대해서도 MIC 값을 나타내었

다. 2',4'-Dimethoxyacetophenone은 C. perfringens에 대해서만

10.0 mg/mL의 MIC 값을 나타냈으며, 2'-hydroxy-4'-methoxy-

acetophenone의 경우에는 E. coli에 대해서만 10.0 mg/mL의

MIC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cetophenone, 2'-hydroxyaceto-

phenone, 4'-hydroxyacetophenone, 2',4'-hydroxyacetophenone 및

2',5'-hydroxyacetophenone은 5종 장내 미생물에 대해 10.0 mg/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ies of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and its derivatives against intestinal bacteriaa

Compound
Conc.

(mg/disc)

Inhibition zone diameter (mm, mean ± SE) b

B. bifidum B. longum C. perfringens E. coli L. casei

Acetophenone

10.0

-c - - - -

2'-Hydroxyacetophenone - - - - -

4'-Hydroxyacetophenone - - - - -

2'-Methoxyacetophenone - - 17.3±2.24 14.3 ±0.71 -

4'-Methoxyacetophenone - 11.5±0.61 16.1±1.35 13.6±0.61 -

2',4'-Dihydroxyacetophenone - - - - -

2',5'-Dihydroxyacetophenone - - - - -

2',4'-Dimethoxyacetophenone - - 11.0±0.36 - -

2',5'-Dimethoxyacetophenone - - 14.0±1.36 11.0±0.51 -

2'-Hydroxy-4'-methoxyacetophenone - - - 11.0±0.36 -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 - 12.1±0.83 12.0±0.73 -

aCultured on Eggerth-Gagnon agar at 37oC for 2 days in an atmosphere of 80% N2, 15% CO2, 5% H2
bThe diameter of the paper discs (8 mm) is included. No inhibitions (<8 mm diameter)
cNo activity

Table 4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values of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and its derivatives against intestinal bacteriaa

Compound
MIC (mg/mL)b

B. bifidum B. longum C. perfringens E. coli L. casei

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Hydr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4'-Hydr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Methoxyacetophenone >10.0 >10.0 5.0 5.0 >10.0

4'-Methoxyacetophenone >10.0 10.0 5.0 10.0 >10.0

2',4'-Dihydr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5'-Dihydr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4'-Dimeth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5'-Dimethoxyacetophenone >10.0 >10.0 5.0 10.0 >10.0

2'-Hydroxy-4'-methoxyacetophenone >10.0 >10.0 >10.0 10.0 >10.0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10.0 >10.0 5.0 5.0 >10.0

aCultured on Eggerth-Gagnon agar at 37oC for 2 days in an atmosphere of 80% N2, 15% CO2, 5% H2
bMIC values <10.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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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농도에서의 혼탁도와 대조구의 혼탁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MIC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항균활성 검정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이전의 연구에서

화합물의 구조적 특성이 항균효과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27-31].

본 연구를 통해 산해박 정유에서 유래된 2'-hydroxy-5'-methoxy-

acetophenone 및 그 유도체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대해 살비활

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장내 유익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내 유해균에 대해 선택적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정장작용 효과 및 선택적 항균제 개발 가능성을 보였다.

초 록

산해박 뿌리 정유 추출물에 대한 장내 미생물 5종(Bifidobacterium

bifidum, B. longum, C. perfringens, E. coli 및 L. casei)의

항균활성 및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의 살

비활성을 검정하였다. 산해박 정유는 20.0 mg/disc에서 유해균 2

종(C. perfringens 및 E. coli)에 대해 항균활성을 확인하였으나,

작은소피참진드기에는 살비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GC-MS 분

석을 통해 얻어진 구성성분 중에 2'-hydroxy-5'-methoxyaceto-

phenone이 유해균 2종에 대해서 10.0 mg/disc에서 각각 12.1 및

12.0 mm의 inhibition zone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로 인하여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유도 화

합물들의 구조에 따른 항균활성을 검정하고자 acetophenone 계

열 유도체 10종(acetophenone, 2'-hydroxyacetophenone, 4'-

hydroxyacetophenone, 2'-methoxyacetophenone, 4'-methoxy-

acetophenone, 2',4'-dihydroxyacetophenone, 2',5'-dihydroxyaceto-

phenone, 2',4'-dimethoxyacetophenone, 2',5'-dimethoxyacetophenone

및 2'-hydroxy-4'-methoxyacetophenone)과 비교 실험한 결과,

methyl group이 포함된 acetophenone 유도화합물에서는 유해균

2종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장내유익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hydroxyl group이 포함된

acetophenone 유도화합물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 항균 활성

이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해박 정유와

구성성분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및 그 유도체는

천연 장내 세균총 개선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산해박 · 살비활성 · 작은소피참진드기 · 장내미생물

· 항균활성 · 2'-Hydroxy-5'-methoxyacetophe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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