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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피 추출물의 항균효과

최보람*, 강재구**, 강경희***

Antibacterial Effects of Extracts from Citrus Peels

Bo-ram Choi*, Jaeku Kang**, Kyung-hee Kang***

요  약  생약제제 중에서 귤피는 항산화작용, 순환기계 질병의 예방,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지질 저
하 작용, 면역 증강작용, 모세혈관 강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귤피 추출물이 치아우식
원인균으로 알려진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와 GTase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출물을 5, 

10, 20 mg/ml의 농도로 배지에 첨가한 후 S. mutans의 성장억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 colony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8 시간 후 측정하였을때 5 mg/ml에서 92%, 10 mg/ml에서 95%, 20 mg/ml

에서 99%의 높은 성장억제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추출물의 GTase 활성 저해율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
질수록 저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mg/ml에서는 42%의 강한 활성 저해 효과를 보였다. 

주제어 : S. mutans, 귤피, 항균효과, 성장, GTase

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dried orange peel in a medicine prepared from crude drugs has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ti-allergic, anti-bacterial, and anti-viral functions, prevents circulatory diseases, reduces lipids, 
improves immunity, and strengthens capillary vessel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dried orange peel extract on S. mutans causing dental caries, and its effects on GTase activation. The extract 
was put on the medium at the concentration of 5, 10 and 20 mg/ml and its effects on the inhibition of S. 
mutans growth were examined. Analysis found that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was, the more the number of 
colonies wa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ment after 8 hours, the extract displayed a high growth 
inhibition rate: 92% at a concentration of 5 mg/ml, 95% at a concentration of 10 mg/ml and 99% at a 
concentration of 20 mg/ml. Furthermore, the GTase deactivation rate by the extract was measured.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extract was, the more rapidly the deactivation rate increased. The deactivation rate of the 
extract was significant at 42% at a concentration of 5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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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아우식증은 치태 내 세균, 음식물, 타액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유발되는 구강질환의 가장 표 인 질환으로, 

구강 내에 상주하는 세균의 발효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젖산으로 인해 치아의 경조직이 탈회되어 유발된다[18].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으로는 Streptococcus mutans가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S. mutans는 구강 내에 상주

하여 치아 표면에 부착, 증식하여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소를 이용하여 젖산 생성 과정을 거쳐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 한 치면의 획득피막에 부착한 후, 

glucocyltransferase(이하 GTase)와 같은 당 이효소를 

생산하여 당을 합시키고 불용성 glucan을 생성한다. 

생성된 glucan은 치면에서 증식하는 다른 세균들이 치아

에 쉽게 결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아 우식증을 최종

으로 유발시킨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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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증을 방하기 해서는 주 원인균인 S. 

mutans에 항하는 항균성 물질을 사용하고, 치아표면에 

S. mutans의 부착과 불용성 glucan을 생성하는 GTase를 

억제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고되었다[10]. 치아우식증 

방에 한 연구는 다양한 추출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생제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안 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항균물질과 생약제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감귤류는 우리나라 과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

는 국내 제 1의 과일이다[4]. 귤피는 운향과(Ruta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귤(Citrus unshiu Markovich)의 성

숙한 과실의 과피(Citri Pericarpium)를 건조시킨 것으로, 

로부터 메스꺼움, 소화불량, 해수, 가래를 없애주고 

한 이뇨작용에도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1]. 귤피에는 flavonoid, alkolid, lignin, monoterpenoid, 

sesquiterpenoid, triterpenoid 등의 기능성 물찔을 다량으

로 함유하고 있어 연구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유해물질의 제거뿐 아니라, 항산화작용, 순환기계 질

병의 방, 항염증, 항알 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지질 

하 작용, 면역 증강작용, 모세  강화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Jung 등[9]은 귤피 추출물의 Alloxan 유도 HIT-T15 

세포에서의 산화  손상에 한 억제효과, Park 등[14]은 

귤피 발효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효소 활성 증가 효과, 

Hyon 등[7]은 제주산 감귤류 귤피의 항산화 활성, Eun 등

[5]은 귤피의 마우스에서의 면역세포 조 효과, Jung 등[8]

은 귤피의 항 염 효과에 해 보고하 다.

이처럼 귤피는 요한 생리  기능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유용자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귤피가 민간에서 치료제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차

와 가공식품 등으로 지 까지도 사용되고 있지만 구강세

균과 련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귤피 추출물이 치아우식 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와 GTase활성에 미치는 효과을 알아보

고 항균, 항우식 천연물질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추출물 준비

연구 재료는 국내(제주)산 100% 귤피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귤피가루 60 g과 ethanol 600 ml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동안 보 한 후에 음 를 1시간동안 

가해  뒤 vacuum여과기를 통과시켰다. 여과된 추출물

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된 귤피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은 1.25 g/ml의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한 상태로 냉

장 보 하여 사용하 다. 

2.2 사용 균주 및 배양

S. mutans KCTC 3065를 분양받아 Brain Heart 

Infusion (BHI, Difco, USA) 액체배지에 37℃ 배양기에

서 2일간 2회 계  배양하여 사용하 다. 

2.3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 측정

추출물을 5, 10, 20 mg/ml 농도로 희석한 후 실험군 

BHI 액체배지 5 ml에 각각 첨가하 고 control에는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각각의 배지에 2회 계  배양시킨 

S. mutans 균주를 20 µl씩 종하여 37℃ 배양기에서 배

양하면서 2, 4, 6, 8, 10, 12 시간 간격으로 Sampling 하여 

흡 도 값을 측정하 다. 흡 도는 분 도계에서 600 

nm로 측정하 고 모든 실험군은 3개씩 반복하여 평균값

을 내었다. 

2.4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수 측정

추출물을 5, 10, 20 m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실험군 

BHI 액체배지 5 ml에 각각 첨가하 고 control에는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각각의 배지에 2회 계  배양시킨 

S. mutans 균주를 20 µl씩 종하 다. 종 후 37℃ 배양

기에서 배양하면서 8, 12시간 간격으로 100 ㎕씩 

Sampling 하여 멸균증류수에 10(-6)배로 희석한 후 agar 

plate에 종하 다. 그 후 37℃에서 3일 동안 배양 후 귤

피가루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이하 CFU)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군은 

3개씩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추출물에 의한 S. 

mutans의 성장 억제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억제율 (%) = ( 조군의 세균수 - 추출물 함유균의 세

균수)×100/ 조군의 세균수

2.5 추출물의 GTase 저해활성 측정

S. mutans 배양액을 4℃에서 4,500 rpm으로 5분간 원

심분리 시킨 후 상징액을 취하여 여과지(whatm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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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귤피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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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귤피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곡선

NO. 2)로 여과시킨 후 조효소액 안정화를 하여 10N 

NaOH를 이용하여 pH 7.0으로 조정하 다. 그 후 시료액 

총무게의 0.02%에 해당하는 soduim azide를 첨가하여 

GTase 조효소액을 제조하 다. 조효소액 0.5 ml에 2% 

sucrose 1 ml와 추출물의 농도별 시료 0.05 ml를 첨가하

고 37℃, 20 시간동안 배양시킨 후 vortex하고 흡 도 

660 nm에서 측정하 다. control에는 추출물 신 증류수

를 0.05 ml 첨가하 고, Blank에는 2% sucrose 신 증류

수를 첨가하 다. 모든 실험군은 3개씩 반복하여 평균값

을 측정하 다. 조군과 비교한 추출물 함유군의 GTase 

활성 해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해율 (%) = ( 조군의 흡 도 - 추출물 함유균의 흡

도)×100/ 조군의 흡 도

3. 결과

3.1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귤피가루 추출물을 5, 10, 20 mg/ml 농도로 BHI 액체

배지 5 ml에 각각 첨가하여 균주와 함께 배양하여 시간

에 따라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의 흡 도 값에 비

교 했을 때 5 mg/ml의 추출물을 넣은 실험군은 큰 변화

가 없었으며, 10 mg/ml의 추출물에서는 6시간부터 흡

도 값이 조군과 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20 mg/ml의 추출물에서도 흡 도 값이 조군과

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1].

3.2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수

귤피가루 추출물을 5, 10, 20 mg/ml 농도로 BHI 액체

배지 5 ml에 각각 첨가하여 시간에 따라 배양 한 다음, 

멸균증류수에 10(-6)배로 희석하여 agar plate에 종 후, 

OD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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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mg/ml)

8 hour 12 hour

log10 CFU/ml Inhibition rate (%) log10 CFU/ml Inhibition rate (%) 

0      9.17±0.13 0      9.52±0.18 0

5 8.09±0.06* 92.05±1.08 8.38±0.18* 92.83±2.82

10 7.78±0.35* 94.78±5.11 7.81±0.32* 97.88±1.27

20 6.92±0.39* 99.33±0.43 7.23±0.46* 99.34±0.49

* p<0.05

<표 1> 귤피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억제율                   
Mean±SD

균주의 성장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해 CFU 값과 조

군에 한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실험군 모두 유

의한 변화를 나타냈다(p<0.001). 농도가 높을수록 colony

의 수가 히 어드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그림 

2]. 12시간 경과 후, 조군에서는 9.52±0.18 log10 

CFU/ml 귤피추출물 5 mg/ml 첨가한 배지에서는 8.38± 

0.18l log10 CFU/ml, 10 mg/ml 첨가한 배지에서는 7.81± 

0.32 log10 CFU/ml, 20 mg/ml 첨가한 배지에서는 7.23± 

0.46 log10 CFU/ml 으로 나타났다<표 1>. 한 성장억제

율을 측정한 결과, 귤피추출물 5 mg/ml 첨가한 배지에서

는 92.83±2.82%, 10 mg/ml 첨가한 배지에서는 97.88± 

1.27%, 20 mg/ml 첨가한 배지에서는 99.34±0.49%로 나

타났다.

3.3 추출물의 GTase 활성 저해 효과

농도별 귤피가루 추출물이 S. mutans가 생성하는 

GTase 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추출물을 첨

가하지 않은 조군에 하여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흡 도 값이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물

을 0.3125 mg/ml 처리한 경우 해율은 8.8±3.8%, 0.625 

mg/ml 처리한 경우 해율은 9.7±3.0%, 1.25 mg/ml 처

리한 경우 해율은 25.9±1.0%, 2.5 mg/ml 처리한 경우 

해율은 30.9±3.3%, 5 mg/ml 처리한 경우 해율은 

41.6±2.2%로 나타났다<표 2>.

<표 2> GTase 활성저해율       
Mean±SD

농도(mg/ml) OD600 Inhibition rate (%)

0 0.54±0.11 -

0.3125 0.49±0.02 8.8±3.8

0.625 0.49±0.02 9.7±3.0

1.25 0.40±0.01 25.9±1.0

2.5 0.37±0.02 30.9±3.3

5 0.32±0.01 41.6±2.2

4. 고찰

치아우식증 등을 방하기 한 방법으로 치약의 주성

분에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고 구취를 발생시키는 구강내

의 미생물에 해 살균작용을 하거나 그 사작용을 지

시키는 작용을 하는 방부살균제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부살균제는 방부력의 

하 는 불활성화를 방지하기 하여 방부살균제를 과

다하게 첨가함으로 인하여 구강 막을 자극하여 물집 

는 홍반 등을 야기시키거나 추신경장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각종 살균제들과 각종 식물추출물을 치약 조성물에 배합

하여 사용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2][3], 라그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균체외 효소 GTase의 활성 

억제효과가 빈약하거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함으로 소비자가 그 

효능을 인지하며 못하여 제품에 한 신뢰성을 얻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제 1의 과일인 감귤의 껍질은 요한 생리  

기능물질들을 함유하고 유용한 연구자원이다. Yoo 등

[17]은 귤피 100 g당 무기질 함량은 칼륨 3029±110 mg, 

칼슘 705±20 mg, 마그네슘 495±10 mg으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철, 아연 순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하 으며, Yang 등[16]은 귤피 추출물이 팩탠계 통

의 다당류에 기인한 높은 장 면역활성을 나타낸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귤피추출물이 치아우식원인균

으로 알려진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와 GTase활성

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귤피가루 추출물을 5, 10, 20 mg/ml 농도로 배지에 각

각 첨가하 을 때 10 mg/ml과 20 mg/ml에서 흡 도 값

이 조군과 격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CFU를 측정

한 결과 추출물을 첨가하 을 때 colony 수가 확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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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12시간 후에 Sampling 

한 경우, 조군 비 5 mg/ml에서 92.83%, 10 mg/ml에

서 97.88%, 20 mg/ml에서 99.34%의 억제효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귤피 추출물은 S. mutans의 성장을 억

제하는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Lee 등[12]은 Helicobacter pylori에 한 귤

피의 항균활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Shin 등[29]은 식

독균인 Listeria monocytogenes 균주에 하여 clear 

zone diameter가 15mm 이상으로 뚜렷한 항균성이 확인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추출물 첨가에 따른 GTase 활성억제효과를 알아보기 

한 실험 결과, 추출물을 첨가하 을 때 GTase 활성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물을 

0.3125 mg/ml 처리한 경우 해율은 8.8±3.8%, 0.625 

mg/ml 처리한 경우 9.7±3.0%, 1.25 mg/ml 처리한 경우 

25.9±1.0%, 2.5 mg/ml 처리한 경우 30.9±3.3%, 5 mg/ml 

처리한 경우 41.6±2.2%로 나타나 그 효과는 추출물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 으며 5 mg/ml에서는 약 42%

의 강한 활성 해 효과를 보 다. Kim and Kim[11]은 

귤피 추출물이 tyrosinase 해 활성을 27.5% 나타낸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Jung 등[8]은 귤피 추출

물이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TNF-α의 분비를 억제함으로

써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볼 때 귤피는 항균  항우식 

활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천연물질로서 이용가치가 클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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