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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소목(Oaesalpina sappan L.)은 콩과(Legminosae)에 속하는 관목으로서 인도, 말레이시

아, 중국의 광서성, 광동성, 대만 등에 주로 분포한다. 심재는 적색으로 약용으로 사용되

며, 껍질과 열매로부터 적색소를 추출하여 염료로 사용한다. 소목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

구로는 혈관이완, 면역강화,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소목의 주성

분으로 flavonoid구조의 brazilin이 있으며, 공기중에 산화되어 brasilein이 된다. 이외의

성분으로 campestreol, stigmasterol, hematein, sappanin, β-sitosterol, α-L-phellandrene,

ocimene, 5-hydroxy-1,4-naphthoquinone, protosappanin A, B, E 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적색의 색소를 함유한 소목의 균종병 특이성을 규명하기 위해 황생포도상알

균과 대장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항산화효과를 검토하고 소목의 함유

성분들과의 구조적 생리활성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천연살균소독제로서의 개발에 기초자

료 제공 및 식품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소목(C. sappan L.)은 2010년 (주)옴니허브에서 건조 상태의 재료를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99% MtOH(Co. Daejung)로 추출 및 농축 후 MeOH에 1%로

용해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사용균주 및 배지

Gram 양성균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와 Gram 음성균 Escherichia coli (E.

coli)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균의 증

식과 항균력 측정을 위한 배지로는 Blood agar plate (BAP)(Asan, Korea)와 Brain Heart

Infusion (BHI) broth (Difco, USA)을 사용하였다.

S. aureus는 BAP와 mannitol salt agar (MSA)에 균주를 도말하여 집락을 확인한 후

BHI broth에 증식하여 사용하였으며, E. coli는 BAP와 MacConkey agar (MaC)에 균주

를 도말하여 집락을 확인한 후, BHI broth에 1일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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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 growth inhibition in broth

BHI 배지에 배양한 균액을 6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0.5로 조절하고, BHI에 10-7

희석하여 준비한다. Microplate(96well)에 소목추출물을 0, 1, 10, 100 μg/ml로 BHI에 계

열희석하여 100μl씩 분주하고 희석한 균액을 동량 분주하여 37℃ incubator에 18hr 배양

하였다. Negative control은 BHI 액체배지로 하였고, 6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assay

소목 추출물을 농도별 (0, 1, 10, 100, 200, 300, 500, 1000 μg/ml)로 희석한 후,

Microplate(96well)에 10μl씩 분주하고, DPPH(200μM),(Aldrich, USA)을 190μl를 첨가하였

다. 37℃ incubator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균효과

적색색소를 함유하는 소목의 MeOH추출물은 Gram 양성균 S. aureus에 대해서 100 μ

g/ml 농도에서 72.76%의 높은 항균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1, 10 μg/ml 농도에서는 유

의성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Gra 음성균인 E. coli에 대해서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

성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1.) 소목의 MeOH추출물이 Gram 양성균에 대해서

높은 항균효과를 나타낸 것은 함유성분중 brazilin 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세균

에 우수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적색색소를 함유한 소목의 원료 추출물을 천

연항균제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효과

소목의 MeOH추출물의 물질자체의 항산화효과를 검토한 결과, 100 μg/ml 농도에서

69.4%의 높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1 μg/ml 농도에서 15.2%, 10 μg/ml 농도

에서 42.1%의 유의성 있는 항산화효과를 나타냈다(그림1.).

a) 항균효과 b) 항산화효과

그림.1 소목추출물의 항균효과 및 항산화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