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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acterial Activity of Oriental Medicinal Herb Extracts against Skin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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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from 70 kinds of oriental medicinal herbs on four
strains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S. epidermidi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C. japonica,
C. sappan, R. javanica, R. tanguticum, and S. miltiorrhiza had an antibacterial activity on all the strains
used. Among these, C. japonica and R. javanica, which showed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were ex-
tracted with water, ethanol, methanol, and ethyl acetate for further study of antibacterial activ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oiled water extract of C. japonica had the best antibacterial activity.
Assuming that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C. japonica originated from berberine, which has been re-
ported many times, the berberine content of the boiled water extract of C. japonica was analyzed and
the result was 13.88%. To compare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berberine with that of other antibiotics,
berberine chloride and three other kinds of antibiotics were investigated, which showed that berberine
chloride had an antibacterial activity on KCCM 35494 S. epidermidis only when the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600 mg/l, and it did not show antibacterial activity in the other strain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boiled water extract of C. japonica on
the strains used in this study originated from high concentration of berberine or substances other than
berberine. Therefore, identification of the substance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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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를 통한 생활양상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

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항생제의 개발은 사람들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항생제의

개발은 현대 의학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서

페니실린이 도입된 1940년 이후 수많은 감염질환의 완치가

가능하여 졌으나 불과 60여 년 만에 항생제 내성의 광범위한

출현은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 실패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

고 있다[22].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항생제와 비교할 때 효과가 적어 아직까지 실용화되어 산업화

된 경우는 매우 미비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

재하는 천연물의 생리활성 성분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새로

운 항생제의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5-7,14,20].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물의 생리활성 성분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질병에 대한 약물

의 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8-11,19]. 그리고 약

물의 개발뿐 아니라 화장품소재, 식품첨가물과 염료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합성물질과 사료 중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3,4,6,

12,23,24]. 천연물 중 한약재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약재의 생리활성 성분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9,16-18,24].

본 연구자들도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분야 중에서

피부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염증과 관

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 상재균 중 피부

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는 Staphylococcus epi-

dermidis, S. aureus, Streptococcus pyogenes 등이 보고되어 있으

며, 특히 피부 여드름 유발 원인세균으로는 Propionibacterium

acnes가 알려져 있다. 여드름의 약물치료는 피지 과잉생산 억

제, 모낭벽의 과각화 방지, P. acnes의 증식억제 및 염증반응의

방지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는 여드름이 있는 부위

에 직접 발라주는 국소 요법제와 내복약을 통한 전신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erythromycin,

isotretinoin, benzoyl peroxide, vitamin A acid, triclosan 및

azelaic acid 등의 약물은 많은 부작용과 내성균주의 출현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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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oriental medicinal herbs for this study

Species Name (Part, recovery rate) Species Name (Part, recovery rate)

Areca catechu (Seed, 7)

Artemisia apiacea (Aerial part, 9)

Artemisia capillaris (Aerial part, 12)

Artemisia princeps (Leaf, Stem, 11)

Caesalpina sappan (Stem, 8)

Capsicum annuum (Fruit, green, 46)

Capsicum annuum (Fruit, red, 59)

Carthamus tinctorius (Flower, 6)

Chaenomeles sinensis (Fruit, 85)

Chelidonium majus (Aerial part, 11)

Chrysanthemum indicum (Flower, 49)

Cinnamomum cassia (Stem, 6)

Cirsium japonicum (All, 13)

Citrus unshiu (Fruit, 64)

Citrus unshiu pericarpium (Fruit, 35)

Clematis mandshurica (Root, 18)

Cnidium monieri (Fruit, 7)

Commelina communis (Aerial part, 6)

Coptis japonica (Root, 12)

Cornus officinalis (Fruit, 123)

Corydalis ternata (Stem, 2)

Crataegus pinnatifida (Fruit, 129)

Curcuma longa radix (Root, 29)

Curcuma longa Rhizoma (Root, 14)

Curcuma zedoaria (Root, 7)

Dianthus chinensis (Aerial part, 21)

Eclipta prostrata (All, 21)

Elsholtzia ciliata (All, 15)

Foeniculum vulgare (Fruit, 7)

Forsythia viridissima (Fruit, 31)

Gardenia jasminoides (Fruit, 44)

Gentiana scabra (Root, 52)

Isatis tinctoria (Root, 27)

Leonurus sibiricus (Aerial part, 9)

Ligustrum lucidum (Fruit, 26)

Lithospermum erythrorhizon (Root, 33)

Lonicera japonica (Flower, 45)

Lycium chinense (Fruit, 24)

Lycopus coreanus (Aerial part, 14)

Melia azedarach (Fruit, 21)

Mentha arvensis (Aerial part, 21)

Morus alba (Fruit, 64)

Nelumbo nucifera (Leaf, 12)

Oldenlandia diffusa (Leaf, 7)

Paeonia suffruticosa (Root, 22)

Perilla frutescens (Leaf, Stem, 21)

Persicaria tinctoria (Leaf, 2)

Phaseolus angularis (Seed, 0)

Phaseolus radiatus (Seed, 0)

Phellodendron amurense (Bark, 26)

Polygonum aviculare (All, 10)

Poncirus trifoliata (Fruit, 32)

Prunus mume (Fruit, 73)

Rheum tanguticum (Root, 89)

Rubus coreanus (Fruit, 8)

Ruhus javanica (Cocoon, 21)

Salvia miltiorrhiza (Root, 15)

Santalum album (Stem, 9)

Sasa japonica (Leaf, 11)

Saururus chinensis (Aerial part, 38)

Schisandra chinensis (Fruit, 99)

Schizonepeta tenuifolia (Flower, 5)

Scrophularia buergeriana (Root, 22)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25)

Sophora japonica (Flower, 24)

Spatholobus suberectus (Stem, 16)

Spirodela polyrhiza (Leaf, 16)

Taraxacum platycarpum (All, 18)

Thuja orientalis (Branch, 35)

Xanthium strumarium (Fruit, 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방 생약기술 및 다양한

약용 한방자원의 사용을 바탕으로 천연물 유래의 예방, 완화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를 사용하여 피부 염증에 관

여하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와 S. aureus를 대상으로 항균

활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피부 염증 유발 세균에 대한 한약재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의학 중 본초학을 바탕으로 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한약재를 선발하였다. 한약재의 구입은 대구시 수성구 상동

소재 대원약업사에서 생약제제로 포장되어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를 위한 추출물을 제조할 때 마다 구입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선발한 한약재 중 피부 염증 유발 세균에 대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를 선별하기 위하여 우선 메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한약재에 10배 량의 메탄올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3일간 정치하여 추출한 후 각각의 추출액을 여과(Filter paper

No. 2, Whatman, Japan)하였다. 회수한 메탄올 추출액은 소형

회전농축기(Rotary evaporator, Eyela, Japan)로 농축하고 솔

벤트 농축기(High throughput centrifugal evaporator,

Genevac, UK)를 이용하여 잔존 용매를 제거한 다음 추출물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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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회수된 추출물의 중량을 회수에 사용한 한약재의

중량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용매별 추출물의 제조

선발한 한약재의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피부 염증 유발

세균에 대한 항균성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를 선별하고 물, 에탄올, 메탄올과 에틸아세

테이트를 추출 용매로 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에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경우 앞서 준비한 메탄

올 추출물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물 추출물의

경우 10배 량의 3차 정제수를 가하여 85
o
C에서 2시간 정도 중탕

하고 대형회전농축기(Rotary evaporator, Buchi, Switzerland)

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Freeze dryer, Eleya, Japan)하여

회수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공시균주

Table 2의 세균을 공시균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미생물보존센

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와 항생제

내성균주은행(CCARM, Culture Collec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Microbes)에서 각각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공시균의 배양을 위하여 KCCM 35494 Staphylococcus epi-

dermidis는 Nutrient medium (0.3% beef extract, 0.5% pep-

tone, pH 6.8,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를 사용

하였으며 CCARM 3708 S. aureus, CCARM 3709 S. epi-

dermidis, CCARM 3710 S. epidermidis와 CCARM 3711 S. epi-

dermidis는 Brain heart infusion medium (0.77% calf brains,

0.98% beef heart, 1.0% dextrose, 0.5% sodium chloride, 0.25%

disodium phosphate, pH 7.4,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를 사용하였다.

공시균은 37
o
C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으며 4

o
C에서 보관

하여 주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고 실험 2일전 다시 계대 배양

하여 균을 활성화 시킨 후 사용하였다.

항균성 조사

한약재 추출물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 하루 전

공시균을 접종하여 37oC, 24시간 배양하고 7,805× g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균체를 회수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균수를

첨가하여 현탁 하였으며 잔존 배지성분과 공시균의 생육과정

Table 2. Antibacterial activity investigated strains in this study

Strain No. Strain name Sources

CCARM 3708

CCARM 3709

CCARM 3710

CCARM 3711

KCCM 35494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epidermidis

Clinical isolated

Clinical isolated

Clinical isolated

Clinical isolated

Clinical isolated

에서 세포 외로 방출되는 물질 등을 제거하고자 3번 반복하여

준비하였으며 1.5±0.5×108 cells/ml로 균수를 조정하여 사용

하였다.

선발한 한약재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메탄올 추출물

을 이용한 선행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

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를 선별하고, 선별한 한약재를

열수, 에탄올, 메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을 제조하여

조사하였다.

추출물은 추출 시 사용한 용매를 이용하여 g/ml의 농도로

현탁 하였으며, 0.2μm filter (Minisart RC 25, Sartorius,

Germany)를 사용하여 제균하여 사용하였다.

항균성은 한천평판확산법(Agar diffusion method)을 이용

하여 조사하였으며 지름 6 mm paper disc (Advantec, Japan)

에 각각의 추출물 20 μl를 점적한 후 무균상태에서 충분히 건

조하여 추출용매에 의한 공시균주의 생육저해 가능성을 차단

한 후 배양하여 조사하였다. 추출물이 나타내는 항균성 여부

는 공시균의 생육이 억제되면서 형성되는 생육저지환(Clear

zone)의 크기로 확인하였으며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를 최종 선별하였다.

또한 Purifier®Biological Safety Cabinet (Labconco®, USA)

를 사용하여 공시균의 접종 등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선별 한약재의 항균성 물질 확인

항균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한약재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분석은 UPLC (Ultr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aters, USA)를 이용하였으며 사용 용매는

모두 특급을 사용하였다. 증류수는 탈이온 처리하였으며 사용

전 0.2 μm filter (Minisart RC 25, Sartorius, Germany)로 여과

하여 사용하였다. 물질의 확인은 표준품으로 농도구간을 설정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조사하였다

(Table 3).

항생제와의 항균성 비교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의 추출물과 CCARM

균주가 감수성을 가진다고 보고된 항생제 중 clindamycin hy-

drochloride (Sigma, USA), erythromycin (Sigma, USA)과 tetra-

cycline (Sigma, USA)를 이용하여 항균성을 비교하였다.

Table 3. Operation conditions for UPLC analysis

Parameter Conditions

Column

Solvent system

Flow rate

Detector

Injector volume

ACQUITY UPLC®BEN C18 Column

(2.1×100 mm)

0.1% formic acid in 100% ACN, 0.1%

formic acid in H2O

0.4 ml/min

PDA 345 nm

2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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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bacterial activity of oriental medicinal herbs methanol extract

Species Name
Strains

KCCM 35494 CCARM 3708 CCARM 3709 CCARM 3710 CCARM 3711

C. japonica
C. sappan
P. amurense
P. suffruticosa
R. javanica
R. tanguticum
S. baicalensis
S. chinensis
S. miltiorrhiza
T. orientali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mm, ++ : <20 mm, +++ : <30 mm.

결과 및 고찰

메탄올 추출물의 회수율 및 항균성

선발한 한약재의 메탄올 추출물의 회수율은 Table 1과 같이

조사되었다. 70종의 한약재 중 산수유와 산사의 경우 120%

이상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고추 외 7종의 경우 50% 이상의

회수율을 그리고 빈랑자 외 57종은 50% 미만의 회수율을 나타

내었다. 특히 적소두와 녹두의 경우에는 0%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회수율의 산정 시 소수점의 한 자리에서 반올림한 본

연구자의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메탄올에 의하여 한약

재의 성분 추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전배양액으로부터 회수하여 준비한 공시균주 현탁액 100

μl를 첨가하여 만든 고체배지에 각각의 메탄올 추출물 20 μl를

점적한 paper disc를 얹고 37
o
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육저

지환의 생성 유․무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KCCM 35494 S.

epidermidis는 메탄올 추출물 중 황련, 소목, 황백, 오배자, 대황

과 단삼에 의한 생육저지환이 형성되었으며, 이 중 황련(24

mm)과 오배자(22 mm)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

타내었다. CCARM 3708 S. aureus의 경우 황련, 소목, 오배자,

대황, 황금과 단삼에 의한 생육저지환이 형성되었으며, 황련

추출물에서 18 mm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CCARM 3709 S. epidermidis는 소목, 황련, 목단피, 황백, 오배

자, 대황, 단삼, 오미자와 측백엽에 의한 생육저지환이 형성되

었으며, 황련 추출물에서 22 mm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

타내었다.

CCARM 3710 S. epidermidis는 황련, 소목, 황백, 목단피, 오

배자, 황금, 단삼과 측백엽에 의하여 생육저지환이 형성되었

고, 황련 추출물에서 24 mm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

었으며 CCARM 3711 S. epidermidis는 메탄올 추출물 중 황련,

소목, 황백, 황금, 오미자, 단삼, 오배자와 대황에 의한 생육저

지환이 형성되었고, 황련 추출물에서 22 mm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소목의 경우 성분 중 brazillin에 의한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낸다는 권 등[15] 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황금의 경우 김 등[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다양한 미생물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낸다

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추출 시 사용한 용매의 차

이 또는 한약재 중 항균성분의 함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메탄올 추출물 중 한가지 이상의 공시균주에 대하여 항균성

을 나타내는 한약재는 황련, 소목, 황백, 목단피, 오배자, 대황,

황금, 오미자, 단삼과 측백엽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시균주 모두에 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는

황련, 소목, 오배자, 대황과 단삼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하였

다(Table 4).

용매별 추출물의 회수율 및 항균성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성 조사에서 모든 공시균주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황련과 오배

자를 선별하여 재료 및 방법과 같이 용매별 추출물을 제조하

였을 때의 회수율은 Table 5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항균력은

Fig. 1과 같았다.

황련은 열수, 에탄올과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항균성을 나타

Table 5. Recovery rate of C. japonica and R. javanica by different

kinds of solvents extract

Solvent Recovery rate (%)

C. japonica

Water

Ethanol

Methanol

Ethyl acetate

15.0

1.0

10.0

0.1

R. javanica

Water

Ethanol

Methanol

Ethyl acetate

71.2

19.0

21.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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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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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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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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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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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2

3 4

21

CCARM 3711 KCCM 35494

(B) R. javanica

Fig. 1. Antibacterial activity of different kinds of solvent extracts on skin pathogenic bacteria. (1) : water extract, (2) : ethanol

extract, (3) : methanol extract, (4) : ethyl acetat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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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romatogram of water extract

of C. japonica by UPLC.

내었으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는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열수 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항균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메탄올 추출물도 열수

추출물과 거의 유사한 항균성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메탄올 추출물의 약 50% 수준의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A).

황련 열수 추출물의 항균성은 KCCM 35494 S. epidermidis에

대하여 28 mm의 생육저지환을 형성하여 가장 우수한 항균성

을 나타내었으며, CCARM 3708 S. aureus에 대하여 15 mm로

가장 낮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오배자는 황련과는 달리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도 공

시균주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물 중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며 황련의 결과

와 같이 메탄올 추출물도 열수 추출물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

한 수준의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메탄올 추출물의 70-80% 수준의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오배자의 메탄올 추출물의 다양한 분

획을 이용하여 가축질병 균주에 대한 우수한 항균성을 확인하

였다는 최[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공시균주에 대한 오배자 열수 추출물의 항균성은 KCCM

35494 S. epidermidis에 대하여 20 mm의 생육저지환을 형성하

여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나 CCARM 3708 S. aur-

eus에 대하여 13 mm로 가장 낮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선별된 한약재의 용매별 추출물의 항균성은 황련 열수 추출

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피부 염증 유발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가장 우수한 한약재로 황련을 최종

선별하였다.

황련의 항균성 물질 확인 및 항생제와의 항균력 비교

황련의 경우 함유하고 있는 berberine에 의한 항균성이 이

미 많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들은

조사 결과가 berberine에 의한 것이라 가정하고 황련 추출물

중 berberine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표준품(25, 50, 100 mg/l)

과 동일한 머무름 시간에서(6분) berberine peak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출물의 berberine 함량은 13.88% (138.8 mg/g)로

조사되었다(Fig. 2).

Berberine에 의한 항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erberine

chloride (Wako, Japan)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비교를 위

하여 CCARM 균주가 감수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3종의 항생

제를 사용하여 100 mg/l의 농도로 표준품과 항생제를 준비하

여 한천평판확산법으로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 berberine에 의

한 항균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clindamycin hydro-

chloride는 CCARM 3710 S. epidermidis에서, erythromycin은

CCARM 3708 S. aureus와 CCARM 3710 S. epidermidis에서,

tetracyclin은 CCARM 3711 S. epidermidis와 KCCM 35494 S.

epidermidis에 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100 mg/l에서 1,000 mg/l의 농도로 각각 100 mg/l의

농도로 샘플을 준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 CCARM 3710 S. epidermidis에 대한 clindamycin hydro-

chloride와 CCARM 3708 S. aureus와 CCARM 3710 S. epi-

dermidis에 대한 erythromycine은 1,000 mg/l의 농도에서도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etracycline의

경우에는 600 mg/l 이상의 농도에서 CCARM 3711 S. epi-

dermidis에 대한 항균성은 나타내었으나 생육저지환의 크기가

<11 mm 이하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KCCM 35494 S. epi-

dermidis에 대한 항균성은 1,000 mg/l에서도 나타내지 않았다.

Berberine chloride의 경우 600 mg/l 이상의 농도에서

KCCM 35494 S. epidermidis에 대한 항균성은 나타내었으나

다른 공시균주에 대한 항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황련

열수 추출물 중 berberine의 함량을 계산하여 1,000 mg/l이

되도록 조정한 후 berberine chloride와 비교한 결과 Fig. 3에

서와 같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황련 열수 추출물의

항균성이 berberine에 의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공시균주에 대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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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 compare the antibacterial activity between (1) berber-

ine chloride (1,000 mg/l), (2) C. japonica (1,000 mg/l) and

(3) C. japonica boiled water extract on KCCM 35494 S.
epidermidis.

볼 때 1,000 mg/l 이상의 농도에서 항균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berbeine 이외 다른 물질에 의하여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황련 메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항균성이

우수하였으며 berberine chloride를 사용하였을 때 메탄올 추

출물보다 2배 높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장 등[8]의

결과와 상이하였으나 사용한 균주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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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약재 추출물의 피부 염증 유발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유영은
1
․박은영

1
․정대화

1
․변성희

2
․김상찬

1,2
․박성민

1
*

(
1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2
한의학과)

한약재 70종의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4종의 Staphylococcus epidermidis와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를 조사

한 결과 모든 공시균주에 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는 한약재는 황련, 소목, 오배자, 대황과 단삼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낸 오배자와 황련을 물, 에탄올, 메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를 추출 용매로 하여 추출물

을 제조하고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 황련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한 항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련의 항균

성은 berberine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열수 추출물 중 berberine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3.88%로 조사되었다.

Berberine에 의한 항균성과 다른 항생제와의 항균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berberine chloride와 3종의 항생제를 이

용하여 조사한 결과 600 mg/l 이상의 berberine chloride 농도에서 KCCM 35494 S. epidermidis에 대한 항균성만

나타내었으며 다른 공시균주에 대한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한 공시균주에 대한 C. ja-

ponica 열수 추출물의 항균성은 고 농도의 berberine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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