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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 

북아시아에 널리 자생하는 운향과 (Rutaceae) 의 

산초나무 (Zanthoxylum) 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이들 수종에는 각종 신미, 정유성분 및 유지가 함 

유되어 있어1,2 옛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된 전통적인 향신료, 약용, 제유용으로 널리 사용 

되어 왔다.외 초피에 관한 연구로는 신미성분인 

sanshool-I,II 의 분리 및 구조결정,5,6 정유의 성분 

확인 및 항균효과,7,8 정미성분 분석,9,10 방향성분 

의 확인,11 steroid 조성,12 alkaloid 존재 확인13 및 

어독성분 동정14 등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주로 지질, 당, 아미노산 및 정유 

등의 조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15,16 
초피 외에 Zanthoxylum 의 성분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나17-21 박테리아 증식의 억제효 

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많은 초피에서 약 성분이 검출되고 

천 연의 약품, 천 연향신료로 이 용개 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한 천연보존제로도 이용되고 있 

다.끄-26 천연에 존재하는 보존제, 즉 항균물질에 

대한 연구는 각종 한약재의 추출물,27-30 향신료의 
추출물31-33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균 (bacteria) 을 죽이기 위해 한가지 항균물질을 

계속 사용하면 균들이 같은 항균물질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존의 

항균물질이 알려져 있다하여도 새로운 항균물질 

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직 사 

용하고 있지 않은 초피의 과피로부터 항균성 물 

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실 험

초피의 과피로부터 항균성분의 분리 및

항균성조사

초피 과피의 항균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과피 200g 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곱게 갈은 후 2L 비 

이커에 담고 물 1 L 를 넣고 하루동안 교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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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물을 제거한 후 초피만 걸려낸다. 걸려진 

초피를 2 L 비이커에 넣고 hexane 1 L 를 넣어 다시 

하루 동안 교반한다. Hexane 층에서 초피만 건져 

낸다. 초피를 걸러낸 용액을 모아서 rotary evapo
rator 를 이용하여 용액을 감압 농축시킨다. 이 용 

액을 silicagel 이 들어있는 column을 통과시켜 불 

순물을 걸러낸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 를 이용 

하여 휘 발 농축시키고 high vacuum으로 남아있는 

유기용매를 완전히 제거시킨다. 이 물질을 va
cuum 흐卜에서 Kugelrohr 에 넣고 물질의 끓는점 차 

를 이용하여 100oC 이하, 100 〜 200oC, 200oC 〜 
300oC, 300oC 이상으로 조건으로, 휘발된 기 체를 

차례로 응집한다. 온도별로 증류되어 나온 물질 

각각에 대해 항균성 시험을 한다. 각각을 항균성 

시험을 한 결과 100oC 이하, 100 ~ 200oC 에서 항균 

성이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물질들을 TLC 
(Hexane : Ethyl acetate = 5 : 1), (Hexane : Ethy
lacetate = 10 : 1) TLC 로 확인한 결과 100oC 이하, 
100〜200oC 이하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이 몇 가지 있음을 TLC 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이중 100oC 이하 물질을 (Hexane : Ethyl acetate 
= 5 : 1) 조건으로 column 을 통과시켜 5개의 비이 

커에 각각 100 mL 씩 받은 후 농축시 켜 각 추출액 

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해 배양한 식중독균들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 P. aeruginosa)^ 항 

균조사를 한다.

Afii 항균성분의 분리 및 (초피 + Afii)
혼합액의 항균성 조사

Afri(1 kg) 를 잘게 부순 후에 플라스크에 넣고 

여 기에 MeOH 를 1 L 를 넣고 3 일정도 교반한 다음 

용액을 분리한 후 rotary evaporator 를 이용하여 휘 

발, 농축시킨다. 농축된 액을 추출액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해 배양한 식중독균들(S. aureus, E. 
coli, S. typhimurium, P. aeruginosa)^ 항균력 시 험 

을 한다. 초피 과피 추출물과 Afri 추출한 액을 1:1 
비율로 혼합한 액을 만들고 이 혼합액을 배양한 

식중독균들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 P. 
aeruginosa) 에 항균조사를 하였다.

초피 추출액을 이용한 항균성 세정제 제조

먼저 상온에서 점증제인 PEG-400을 1% 칭량 

하여 용매인 Ethan이에 녹이고 바이오계면활성제 

인 CDEG 2.70%와 음이온계면활성제인 SLS(28%) 
2.70%와 SLS(30%) 33.30%를 각각 넣어 녹인 후 

바이오계면활성제인 amlne oxide(30%) 4.80%와 

AOS(35%) 14.50%를 칭량하여 넣는다. 후에 pH 
를 조정 흐卜기 위해서 citric acid 을 0.30% 투입한 후 

방부제인 parmet이를 0.05% 넣은 후 초피추출물 

을 투입하여 잘 혼화한다. 향 1.12%를 첨가한 후 

색소를 소량 넣는다. 그리고 변색 방지제인 APC 
0.05%를 넣은 후 증류수를 넣어 잘 혼화하여 전 

체 함량 100%를 맞춰서 세정액을 만들었다. 세정

Table 1. Prescription of Cleansing Solution.

No. 원료명 화학명 함량 (%) 비 고

1 PEG-400 점증제 1.00
2 Ethanol 용제 2.00
3 CDEG 비이온계면활성제 2.70
4 SLS(28%) 음이온계면활성제 15.00
5 SLS(30%) 음이온계면활성제 33.30
6 Amlne Oxide(30%) 비이온계면활성제 4.80
7 AOS(35%) 비이온계면활성제 14.50
8 Citric Acid PH 조정제 0.30
9 Parmetol 방부제 0.05

10 향 1.12
11 색소 소량

12 APC 변색방지제 0.05
13 즈 m 스 증류수 26.20

합 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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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처방은 Table 1과 같다.

결과 및 고찰

초피 과피 추출물의 항균도 검정

초피의 껍질로부터 추출한 액을 이용하여 항 

균성을 조사해 보았다. 초피 가루로부터 항균성 

성분이 포함된 부분을 다양한 유기용매와 column 
separation 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유기용매는 

methanol, methylene chloride, hexane, ethyl acetate, 
Acetonitrile 을 사용하였다. 초피 100 g 에 각 유기 

용매 500 mL 를 넣고 상온에서 2 일간 교반한 후 

유기용매만 취해서 rotary evaporator 로 감압농축 

하고 column filter 한 후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 

다. 이렇게 추출한 초피 추출액의 항균성을 조사 

한 결과 methan이추출물에서는 항균력이 없었고,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에 대해서만 항균력이 나타났다. Hexane추출물 

은 시료 량이 너무 작아 배지표면에 직접 주입하 

는 실험만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도 황색포도상구 

균에 대해서 항균력이 나타났다. Acetonitrile 추출 

물은 시료점도가 높아, 50% 용액으로 제조하여 

진 행 하였는데 결과는 황색 포도상구균(S. aureus、) 
에서만 항균효과가 나타났다. Ethylacetate용매로 

부터 추출한 추출물은 황색포도상구균  (S. aureus), 
살모넬라(S. typhimurium) 에 서 항균력 이 있 었 지 

만 대장균 0. coli)에서는 효과가 미약하였고, 녹 

농균(P. aerugi泌sa)에서는 항균효과가 없었다 

(Table 2).
초피 과피로부터 유기용매의 극성과 비극성의 

세기에 따라 용매별로 추출한 후 항균성을 조사 

한 결과 ethyl acetate 에서 어느 정도 항균성을 보 

여주었으나 계속해서 항균성을 증가시키 기 위해 

서 이번에는 항균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유 

기물질인 것을 착안하여 물을 이용하여 무기물 

질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유기용매의 극성과 

비극성을 이용하여 비극성 용매들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column filter 하여 항균성을 조사하였 

고, 극성인 용매들로 분리한 후 column filter 하여 

항균성을 조사하였다. 물로 걸러내고 hexane 으로 

추출한 액의 항균성은 황색포도상구균  (S. aureus) 
대장균(E. coli), 살모넬라(S. typhimurium)에서는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나 녹농균 (P. aeruginosci)^ 

대 해서는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Table 2.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using organic solents.

No. Sample name
'、、시험균 
di sk 유무、、、 S.aureus E.coli S. typhimurium P.aeruginosa

A MeOH 초피 Disk 02) -1) - - -
(100% soln.) Disk X 3) - - - -

B CH2CL 초피 Disk 0 12 - - -
(100% soln.) Disk X 형성됨 - - -

C Hexane 초피 
(100% soln.)

Disk 0
Disk X 형성됨 - - -

D EtOAc 초피 Disk 0 12 - 9 -
(100% soln.) Disk X 형성됨 형성됨 형성됨 -

E ACN 초피 Disk 0 14 - - -
(50% soln.) Disk X 형성됨 - - -

Table 3.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in hexane.

시료내역
농^
농도

시험균 S.aureus E.coli S.typhimurium P.aeruginosa

Hexane 으로 100% soln. 10 10 10 -
추출한 원액 50% soln. 11 10 16 -

*1 +d : 저지대 미세 형성, 8 mm < 저지대 직경 < 9 mm (Disk 8 mm 포함). *2 - : 저지대 형성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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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in ethylacetate

Sample name 시험균 
disk 유무 S.aureus E.coli S.typhimurium P.aeruginosa

SA1(EtOAc 초피) Disk 0 1) 17 15 17 18
(100% soln.) Disk X 2) 형성됨 형성됨 형성됨 형성됨

1) paper disk 를 배지표면에 얹은 후, 그 위에 시료주입 (저지대 크기 측정가능)
2) paper disk 없이, 배지표면에 바로 시료주입 (저지대 크기 측정불가능하고 저지대 형성 유무만 판정가능 — 

이유: 배지표면에 시료 주입 후 그 액이 일정한 크기로 퍼지지 않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크기는 측정이 불가능 함)

각각의 모든 경우를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물 

로 걸러내고, 다음에 비극성 용매인 Hexane 을 이 

용하여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극성용매인 ethyl 
acetate 로 걸러내어 column 으로 걸러내어 나온 부 

분이 단순히 ethyl acetate 로만 추출한 것보다 항 

균성 이 뛰 어 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Table 4 
에서와 같이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대장균 

(E. coli), 살모넬라(S. typhimurium), 녹농균(尸. aeru- 
gi"osa) 에서 항균효과가 잘 나타났다.

여기서 좀 더 순수하고 항균력이 좋은 물질의 

부류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여 무기 

물질을 걸러낸 후 hexane 추출물과 ethyl acetate 추 

출물을 silicagel 을 이용하여 column 분리를 해서 

각각 항균력 테스트를 하였다.
먼저 hexane 추출물을 얻고자 rotary evaporator 

를 이용하여 용액을 감압농축 시킨다. 이 용액을 

silicagel 을 이용하여 이물을 한번 걸러낸 후 용매 

를 rotary evaporator 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high 

vacuum 으로 남아있는 유기용매를 완전히 제거 

시킨 후 이 물질을 Kugelrohr에 넣고 물질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좀 더 순수하게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oC 이하, 100 〜 200oC, 200oC 〜 300oC, 
300oC 이상으로 조건을 setting 하여 휘발된 기체 

를 차례로 응집한다. 분류시킨 후 각각을 항균성 

test 를 한 결과 100oC 이하, 100 〜 200oC 에서 끓는 

점을 가진 물질은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과 

대장균 (E. coli) 에서 항균성이 뛰어났으나 끓는점 

이 200oC 를 넘어선 물질에선 항균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Table 5).
그러므로 100oC 이하, 100 〜 200oC 의 이 두가지 

물질을 이용하여 좀 더 항균력을 가진 순수한 물 

질 의 부류를 찾기 위해 서 (hexane : ethyl acetate = 5 
: 1), (hexane : ethyl acetate = 10 : 1) 전개용매를 이 

용하여 TLC 확인한 결과 100 oC 이하, 100 〜 200 oC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이 몇 가지 있 

음을 TLC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중 100oC 이

Table 5.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in hexane depend on temperature.

시료내역
시험균 

온도
S.aureus E.coli

100 °C 이하 항균력좋음 항균력좋음

Hexane 으로 100 ~ 200 oC 항균력좋음 항균력좋음

추출한 후 증류한 액 200 ~ 300 oC x x
300 oC 이상 x x

Table 6.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1 st hexane extract, 2nd column separation.

시료내역
시험균

유출순人^^^^^^^ S.aureus E.coli

Hexane 으로 추출한 후 증 
류한 액을 다시 컬럼 분리 

하여 5개의 비이커에 순서

비커1 x x
비커2
비커3

항균력좋음

항균력좋음

항균력좋음

항균력좋음

대로 받음 비커4 x x
비커5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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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물질을 (hexane : ethyl acetate = 5 : 1)의 전개용 

매의 조건으로 Column 분리를 해보았다. Column 
에서 유출되는 순서대로 비커에 각각 100 mL 씩 

받았다. 5 개의 beaker 를 이용하여 총 500 mL 를 받 

았다. 각각을 농축시켜 각 추출액의 항균성을 조 

사하기 위해 배양한 식중독균들 (S. aureus, E. coli) 
에 항균조사를 하였다.
유출되는 순서대로 비이커 1번, 4번, 5번에선 

항균력 이 나타나지 않았고, 비이커 2번과 비이 커 

3번에선 항균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Table 6).
Ethyl acetate 추출물을 얻고자 rotary evaporator 

를 이용하여 용액을 감압농축 시킨다. 이 용액을 

silicagel 을 이용하여 이물을 한번 걸러낸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 를 이용하여 날리고 high vacuum 
으로 남아있는 유기용매를 완전히 제거시킨 후 

이 물질을 Kugelrohr 에 넣고 물질의 끓는점 차를 

이용하여 좀 더 순수하게 분류하게 하기 위해서 

100oC 이하, 100〜200oC, 200oC〜300oC 조건을 

setting하여 휘 발된 기 체를 차례 로 응집 한다. 분류 

시킨 후 각각을 항균성 test 를 한 결과 100oC 이하 

에 서 끓는점 을 가진 물질 에서 는 황색포도상구균 

(S. aureus)과 대장균(E. coli)에서 미세한 효과가 

있었지만, 100 ~ 200oC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S. 
aureus)과 대장균(E. coli)에 대해서 항균효과가 

아주 좋았으며, 200 ~ 300oC에서는 어느 정도 항 

균성 이 있었다 (Table 7).
초피 추출원액 의 항균성 과 Afri 추출원액 으로 

부터의 항균성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초 

피 추출 원액과 Afri 추출원액을 섞어서 항균성을 

조사해보았다.

초피추출물 (SA1) 과 Afri 에서 추출한 액 (SA2) 을 

1:1 비율로 혼합한 액을 만들고 이 sample 을 편의 

상 SA3 이라고 하였다. SA3 을 배양한 식중독균들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 P. aeruginosa)^ 

항균조사를 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대장균(E. coli), 살 

모넬라(S. typhimurium), 녹농균(P. aeruginosa)^ 

서 항균성이 어느정도 좋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Table 8).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산업화를 

위해 실제 우리가 만든 초피원액 그리고 초피와 

Afri 원액의 혼합 원액을 가지고 세정제에 넣어 

항균성을 조사하기 로 하였다.

초피 과피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성 세정제

본 실험의 목적은 행주 , 도마, 식기 등 각종 주 

방기구에 발생하기 쉬운 세균에 대해 효과적인 

항균작용을 하는 초피액을 첨가하여 종전의 일 

반적 인 액 상세 제 의 개 념 에 항균개 념 까지 추가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초피 추출액으로 부터 항균성이 입증되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세정제에 첨가 

하여 항균성을 알아보고 산업화의 자료를 얻기 

로 하였다.
초피 과피 추출물을 이용한 세정제를 제조하 

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처방한다. 상온에서 에탄 

올에 점증제를 용해시킨다. 여러 종류의 계면활 

성제를 넣은 후 pH 조정제를 이용하여 일정한 pH 
를 맞추고, 방부제를 넣는다. 그 다음에 초피 과피 

물을 농도를 달리하며 투입한다. 계속하여 향, 색

Table 7.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in ethylacetate depend on temperature.

시료내역 I=혀균

온도
S.aureus E.coli

. _ _ 100 oC 이하
Ethyl acetate 로 주출한 후 ^or
증류한 액 100 ~ 200 C
° 200 〜300 oC

미세 한 효과 미세 한 효과

효과 아주 좋음 효과 아주 좋음

효과 있음 효과 있음

Table 8.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Afri extracts

시료내역
시험균 S.aureus E.coli S.typhimurium P.aeruginosa

SA3（ 초피+Afri） 18.5 16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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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ti-bacterial test condition of cleansing solution.

접종균수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2.90 X 104 cfu/plate
1.06 X 105 cfu/plate

시 료 농 도 100% soln.
Disk size 8mm-diameter(ADVANTEC, Japan)

시험조건
시료 주입량 

배 양 온 도

50卩L
37 oC

배 양 시 간 24 시간 배양 후 판정

Table 10. Results of anti-bacterial test of Zanthoxylum Piperitum extracts as cleansing solu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it: mm)

시험균 
시료농도'^^ E.coli S.aureus 시험균

시료농도^''^^ E.coli S.aureus

SA1 의 0.1% - 17.81 SA2 의 0.1% - 19.89
SA1 의 0.5% - 20.88 SA2 의 0.5% - 20.10
SA1 의 1.0% - 19.25 SA2 의 1.0% - 21.62
SA1 의 3.1% - 17.76 SA1 0.1% + SA2 0.1% +d 20.57
SA1 의 5.1% - 18.54 SA1 0.5% + SA2 0.5% +d 22.35

+d : 저지대 미세 형성, 8mm < 저지대 직경< 9mm (Disk 8mm 포함). - : 저지대 형성되지 않음.

소, 변색 방지 제, 증류수를 넣고 rpm 500으로 1 시 

간 교반한 후, 잘 혼합된 액을 용기에 담아 세정 제 

로 만들었다.
세정제 처방에 초피 과피 추출액 함량, Afri 함 

량, (초피 + Afri)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후 

황색포도상구균 (S. awre"s) 과 대장균 (E. c<*) 에 대 

하여 항균성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초피를 넣어 

만든 세 정제 를 methan이로 희석시킨 후 이 샘플을 

0.45 卩m membrane filter 로 여과하였다. 여과한 액 

을 멸균된 여과 paper disk 에 시료를 주입하였다. 
Disk size 는 8mm-diameter (ADVANTEC, Japan) 을 

사용하였고, 균 배양온도는 37oC, 50(1L 시 료를 주 

입 하여 24시 간 배양 후 판정하였다 (Table 9).
먼저 초피 과피 (SA1, Ethyl acetate 추출물)를 세 

정제 처방 시 함량 변화시 키면서 실 험하였다. 농 

도는 세정제 속에 SA1 을 0.1%, 0.5%, 1.0%, 3.1%, 
5.1% 함유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Afri (SA2) 로 추출원액을 세정제 처 

방 시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농도는 

세정제 속에 SA2 를 0.1%, 0.5%, 1.0% 함유하게 만 

들었다.
마지막으로 초피 과피 (SA1) 와 Afri(SA2) 로 추 

출원액 혼합액 (SA3) 을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실 

험하였다. 농도는 세정제 속에 (SA1 0.1% + SA2 
0.1%), (SA1 0.5% + SA2 0.5%) 함유하게 만들었다.

초피 과피 추출액, Afri 추출액 각각을 넣어 만든 

세정 제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S. aureus) 에 대해 

서는 항균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장균 (E. colz) 에 

대해서는 항균효과가 없었다. (초피+Afri) 혼합액 

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에서 항균 효 

과가 나타났으나, 대장균 (E. colZ) 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Table 10).

결 론

본 연구는 천연항균제 개발의 일환으로 항균 

효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피의 과피를 여 

러 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항균물질을 추출하여, 
식중독균들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 P. 
aeruginosa)에 항균조사를 하였고, 항균력 이 뛰 어 

난 부분을 세정제에 넣어 항균성 세정제로 응용 

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초피 과피 추출물에 어느 정도 항 

균성을 밝혀졌지만 앞으로 세정제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또한 항균성은 최근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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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만큼 초피의 항균효과를 식품 또는 의약품에 적 

용시키는 연구도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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