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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Coptis rhizoma is traditional herb in Korean medicine, and Pelargonium sidoides extract has been used 

for relief of acute bronchitis in Western medicin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ntibacterial effect of fusion 
formulation of Coptis rhizoma extract and Pelargonium sidoides extract against bronchial diseases bacteria.

Methods : Test sample, fusion formulation of Korean and Western medicine, was prepared by mixing Coptis rhizoma 
extract and Pelargonium sidoides extract at a ratio of 1:2 (w/w). Antimicrobial properties of test sample were 
determined by agar diffusion assay and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gainst bronchus diseases bacteria.

Results : In agar diffusion assay, the highest amount of test sample (4 ㎎/disk) exhibite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all microorganisms tested. Test sample showed the high activity for S. aureus (19.5 ㎜), C. diptheriae (16.5 ㎜), A. 
fumigatus (19.3 ㎜), F. nucleatum (22.7 ㎜) and Mycobactrium sp. (17.3 ㎜), whereas it showed a low activity for 
K. pneumonia (9.7 ㎜). The MIC value was determined as 250 ㎍/㎖ against C. diptheriae. Test sample showed 
better growth inhibitory effects against S. aureus and A. fumigatus with the MIC valus of 125 ㎍/㎖.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of fusion formulation of 
Korean and Western medicine, which was prepared with Coptis rhizoma extract and Pelargonium sidoide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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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vailable at http://www.formulastudy.com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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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52)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
오염은 천식, 기관지염, 만성폐쇄성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
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균이나 바이
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후염과 폐렴에서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와 Klebsiella pneumoniae (K. pneuminiae) 
등의 호흡기 세균이 분리되어 보고되었다1).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증상으로 기침과 가래를 동반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기도 분비물과 폐
기능 저하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2). 또한, 국
내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총 외래 진료건수 중 
18.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3), 의료비 지
출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
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발전적인 성
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생약제제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근
래에는 중국이 국가적 지원 하에 천연물 의약품 시장
에서 활발한 진출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과 
관련하여 생약 및 한약 제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약은 단일 제제로 
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방제라는 약물 복합 이론에 근거하여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였다4).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에는 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동일한 약재
들을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약물들이 배합되는가에 따
라 한약의 효능은 달라진다. 병증에 대한 한약의 약
리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재의 장점은 올리
고 단점은 낮출 수 있는 방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제의 우수성을 양방에 접목
함으로써 한․양방 융합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

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5).  
  黃連 (Coptidis rhizoma)은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의 여러해살이풀인 Coptis japonica Makino의 뿌리
줄기를 건조한 것으로서 濕熱을 제거하고 解毒효능이 
있어 消化不良, 胃炎, 腸炎, 腹痛, 嘔吐, 結膜炎 및 
角膜炎 등의 치료에 처방되어져 왔다6). 黃連 추출물
은 기도상피세포에서 mucin 유전자 발현 및 생성을 
억제하며7), 기도평활근 수축을 유발하는 PDE4를 억
제하는 작용8)이 있어 만성기도질환 치료에 거담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펠라고니움 시도이
데스 (Pelargonium sidoides)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륙 및 연안의 고산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급성 기관
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 鎭咳 또는 祛痰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현재, 펠라고니움 시도
이데스의 추출물은 칼로민 (Kalomin), 움카민 (Umckamin) 
시럽으로 급성 기관지염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0). 
하지만 움카민 계열 제품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에 3
주 이상 쓸 수 없으며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등 제약사항들이 있다. 이에 양방 의
약품에 한의학적 지식을 접목함으로써 단점은 최소화
하고 약리효능은 증대시키는 한․양방 융합제제를 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와 황련으로 
구성된 혼합물이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에 대하여 항
균 활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함으로써 한․양방 융합 의
약품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준비  
  황련과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로 구성된 한․
양방 융합제제 시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먼
저, 분쇄된 건조 황련 50 g에 정제수 500 ㎖을 가해 
80℃에서 3시간 열수추출하고 10 ㎛ 여과필터 (Sartorius)
로 여과한 다음 40-50℃ 조건에서 100 ㎖까지 감압

* Corresponding author : Sook Jahr Park.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1, Hanui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38610, Republic of Korea.

   Tel : +82-53-819-1298,  E-mail : haany@dhu.ac.kr
∙Received : October 25, 2017 / Accepted : November 7, 2017



박숙자 외 4인 : 황련과 Pelargonium sidoides 복합제제의 호흡기 감염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Park et al., Anti-bacterial effect of fusion formulation of Coptis rhizoma and Pelargonium sidoides on the growth of bronchial diseases bacteria

451

농축하였다. 이것을 분액깔때기 (Separatory funnel)
에 넣고 동량의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또는 디클로로메탄을 단독 또는 1종 이상으로 선택된 
용매로 순차적으로 2회 용매 분획한 후 비극성 유기
용매층은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층은 감압
농축 시킨 후 동결건조하여 최종 황련 분획물 7.5 g 
± 1.6 g을 획득하였다.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는 
11% 에탄올추출물로 칼로민을 시판중인 한국유나이티
드제약(주)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상기에 준비된 황련 
분획물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은 건조중량으
로 1:2로 배합한 후에 100 ㎎/㎖의 농도로 DMSO에 
녹여서 stock으로 준비하였으며, EtOH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사용 균주 및 배양 조건

  항균활성 측정을 위해 사용된 5종의 미생물은 기관지 
질환의 원인균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으로
부터 4종의 호기성균 (KCTC 1928, 3075, 6145, 2245)
과 각 1종의 혐기성균 (KCTC 2488) 및 진균 (KCTC 
1829)을 분양받아 각각 적합한 배지 조건에서 배양하
였다 (Table 1). 배양된 균은 장기 보존을 위해 glycerol
과 3:7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70℃에 보관하였다. 
냉동고에 보관된 stock 균주는 실험시작 3일 전에 2
회 이상 계대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30℃ 조건하
에서 배양하였다. 혐기성균은 anaerobic jar (2.5 L, Oxoid 
Co., USA)에 CO2 gas generator pack (Oxoid Co., 
USA)을 같이 넣고 배양하였다. 

Table 1. Microorganism for the experi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Name KCTC number Medium

Staphylococcus aureus 1928 Trypticase soy broth
Corynebacterium diptheriae 3075 Trypticase soy broth
Aspergillus fumigatus  6145 Trypticase soy broth
Klebsiella pneumonia 2245 Trypticase soy broth
Fusobacterium nucleatum 2488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
Mycobactrium sp. 1829 Nutrient broth with 1% starch

3. 한천 확산법 (agar diffusion test)에 의한 생육저
해환 (clear zone)의 측정

  한천 확산법으로 항균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미생물을 107 CFU/㎖의 농도로 준비하여 45℃로 유
지된 top agar 5 ㎖에 1 ㎖씩 가하여 잘 혼합한 후, 
agar plate (100 ㎜ × 20 ㎜)에 도말하였다. 시료는 
4, 2, 1, 0.5 ㎎/disk의 농도로 준비하여 8 ㎜ 직경의 
paper disk위에 올리고 대조군 (control) 위에는 EtOH를 
올려서 건조시켰다. Top agar가 마른 후에 plate 위
로 농도별로 시료가 적셔진 disk를 올리고 30℃에서 
배양하였다. 4종의 호기성균은 24시간, 1종의 혐기성
균은 48시간, 1종의 진균은 5일간 배양한 후에 생성된 
생육저해환의 지름을 micrometer (Mitutoyo, Kawasaki, 
Japan)로 측정하였다. 

4. 액체배지희석법 (broth dilution test)에 의한 최
소생장저해농도 (MIC) 측정

  최소저해농도 (MIC) 측정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된 4종의 호기성균을 106 CFU/㎖의 농도로 준비
하여 96 well plate에 200 ㎕씩 분주하였다. 시료는 

최고농도를 1000 ㎍/㎖으로 하여 0.5 ㎍/㎖까지 2배
씩 series로 희석 (stepwise 2-fold dilution)하여 
첨가하였다. 24시간 배양 후에, 분광광도계 (TECAN, 
Crailsheim, Germany)로 600 ㎚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고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 최저의 농도를 최소
저해농도로 결정하였다. 

5. 통계적 검정
  처치군간의 유의성은 윈도우용 SPSS 17.0을 사용
하여 one way analysis of varience (ANOVA),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최소유의차)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였다.

Ⅲ. 실험결과
1. 생육저해환 (clear zone) 형성에 대한 효과 
  황련과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로 구성된 한․양방 
융합제제 시료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에 대하여 항
균활성을 나타내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한천 확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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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육저해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먼저 4종의 호기
성 미생물에 대한 결과, K. pneumonia는 4 ㎎/disk의 
농도에서 9.3±0.5 ㎜의 생육저해환을 형성하였으나 
다른 농도에서는 항균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3종의 미생물(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
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전 농도에서 항균활성
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육저해환의 크기도 커졌으며, 4 ㎎에서 0.5 ㎎과 
비교하여 농도의존적으로 증가된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1). 각 미생물과 시료를 24시간 동안 
배양하였을 때, 4 ㎎/disk의 농도에서 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에 대하여 각각 19.5±0.4 ㎜, 

16.5±0.4 ㎜, 19.3±0.9 ㎜의 생육저해환이 형성되
었다 (Table 2).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 중에서 혐기성균인 F. nucleatum
과 진균인 Mycobactrium sp.에 대한 생육저해환 생
성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다 (Fig 2.). F. nucleatum에
서는 4, 2, 1, 0.5 ㎎/disk의 농도에서 22.7±0.9, 
18.7±1.2, 14.3±2.1, 11.3±1.2 ㎜의 생육저해환이 
형성되었고, Mycobactrium sp.에서는 0.5 ㎎/disk의 
농도에서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4, 2, 1 ㎎/disk
의 농도에서 17.3±0.9, 12.7±1.2, 9.2±0.2 ㎜의 
생육저해환을 형성하여 농도별 항균활성이 확인되었
다(Table 2). 

Fig. 1. Inhibitory effects of fusion formulation of Coptis rhizoma and Pelargonium sidoides on the growth 
of bronchus diseases bacteria.

        Paper disk (8 ㎜) with sample was loaded on the trypticase soy agar plate spreaded with each 
bacteria, and then the bacteria were incubated at 30℃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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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n the growth of bronchus diseases bacteria
Microorganism Diameter of clear zonea (㎜)

4 2 1 0.5 (㎎/disk)
S. aureus 19.5±0.4b 15.2±0.6 12.7±0.5 10.3±0.5  

C. diptheriae 16.5±0.4 12.3±0.5 9.7±0.5 -c
A. fumigatus 19.3±0.9 15.7±0.5 12.3±0.9 9.3±0.5
K. pneumonia 9.7±0.5 - - -
F. nucleatum 22.7±0.9 18.7±1.2 14.3±2.1 11.3±1.2

Mycobactrium sp. 17.3±0.9 12.7±1.2 9.2±0.2 -
 a Diameter of clear zone including disk diameter of 8.0 ㎜.  
 b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n=3) and were significant (p < 0.01) as compared to control 

that showed no clear zone.
 c '-' (not detected).

(A) (B)

Fig. 2. Inhibitory effects of fusion formulation of Coptis rhizoma and Pelargonium sidoides on the 
growth of F. nucleatum (A) and Mycobactrium sp. (B).

        (A) F. nucleatum was incubated at 30℃ for 48 h under anaerobic condition as described in 
Methods. (B) Mycobactrium sp. was incubated at 30℃ for 5 days. 

2. 최소저해농도 (MIC) 측정
  액체 배지 희석법 (broth dilution method)을 이용
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데 필요한 최소농도인 
MIC 값을 결정하였다. 한․양방 융합제제 시료는 최고
농도 1000 ㎍/㎖에서부터 최저농도인 0.5 ㎍/㎖까지 
2배씩 series로 희석하여 4종의 호기성 호흡기 감염 
원인균에 처리하였다. 30℃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배양액의 혼탁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600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 MIC 값을 결정하였다. K. pneumonia에 대한 
MIC 값은 실험에 사용한 전 농도범위(1000 ~ 0.5 ㎍/㎖)에
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지 않아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에 

대하여 각각 125 ㎍/㎖, 250 ㎍/㎖, 125 ㎍/㎖의 최
소저해농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이러한 결과는 
생육저해환의 크기로 항균활성을 살펴본 결과와 동일
한 것으로 한․양방 융합제제 시료는 K. pneumonia 
보다는 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에 
대하여 월등한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K. pneumonia (호기성, 24시간 배양)에 비하여 
더 큰 생육저해환을 형성하였던 F. nucleatum (혐기
성, 48시간 배양)과 Mycobactrium sp. (호기성, 5일 
배양)에 대한 한․양방 융합제제 시료의 MIC 값도 향
후에는 결정함으로써 두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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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fusion formulation of Coptis rhizoma and 
Pelargonium sidoides 

Microorganism MIC (㎍/㎖)
S. aureus 125a 

C. diptheriae 250
A. fumigatus 125
K. pneumonia >1000

 a Values represent an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Ⅳ. 고찰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병원체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인체의 건강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한 호흡
기계의 감염은 혼재된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감염원을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항생
제 남용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
의 주요 원인균에는 S. aureus, K. pneumoniae 등이 
있으며11), Mycobactrium sp., 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 K. pneumonia, F. nucleatum 등은 
기관지 질환자의 객담에서 분리되는 대표적인 균들이
다12). 최초의 항생제인 penicillin을 비롯하여 임상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들은 세균성 감염질환에 
효과적이었으나 무분별한 사용증가로 인한 저항성이 
나타나고 있으며13), S. aureus의 경우는 penicillin에 
대해 약 90% 정도의 내성률을 나타내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4).   
  급성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진해거담
제에는 acetylcystaine, levodropropizine 같은 합성
의약품과 아이비엽,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 
등의 천연물 유래 의약품 등이 있으며, 합성의약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일수록 천연물 생약성분에 기
인한 진해거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물 유래 양약에 대한 관심은 약품사용에 있어 제
한사항은 최소화하고 약리효능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상된 치료제 개발로 연결되고 있으며, 시
판중인 양약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약효를 증진시키고
자 하는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아이비엽 
단일제제로 시판되던 푸로스판 시럽에 청열조습(淸熱
燥濕)의 역할을 하는 한약재인 황련을 더하여 담을 
제거하는 효능을 향상시킨 시네츄라 시럽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생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
데스는 민간요법에서 상처, 위장장애,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데 사용되어져 왔으며, 병원성 세균이 점막
세포에 점착하는 것을 억제하고 담의 배출을 촉진하
는 효과로 시럽제, 정제의 형태로 개발되어 졌다9). 
황련은 열기를 식히고 습기를 제거하는 효능을 지닌 
한약재로6,15) 항염16), 항균17), 항산화18), 피부재생 활
성19) 등이 보고되어져 있다. 황련의 항균작용은 광범
위한 미생물에 대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황련의 증량
에 따른 전탕액이 S. aureus에 대하여 농도의존적인 
항균활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20). 황련
에는  berberine, coptisine, palmatine, worenine, 
jateorrhizine, magnoflorine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21), 항균작용에 관련된 대표적 성분은 berberine
이다. 황련 물추출물에서 분리된 구성성분 화합물 중
에서 berberine이 대장균에 대해 가장 강력한 항균활
성을 보였으며22), 사람의 장내 세균들인 C. perfringens
과 C. paraputrificum에 대한 berberine의 항균 효
과도 알려져 있다23). 또한 berberine이 기관지 표면
의 뮤신 (mucin)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뮤신의 분비
를 직접적으로 억제시킨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7). 따
라서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단일제제에 황련 추출물
을 융합함으로써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수
행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펠라고니움 시도이
데스 추출물과 황련 추출물을 융합한 시료를 사용하
여 6종의 호흡기 질환 원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확
인하였다. 특히, S. aureus와 A. fumigatus에 대한 
항균활성이 우수하였다.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와 황
련 융합시료는 2 종의 균에 대하여 모두 125 ㎍/㎖의 
MIC를 나타내었다.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와 황련으로 구성된 융합시
료는 한의학의 약물배합 이론인 方劑에 기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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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는 君臣佐使의 약물배합 원리에 따라 독성은 
감하고 약효는 올림으로써 최적의 치료효과를 창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단일제제는 급성 기관지염에만 처방해야 되고 치료기
간이 3주 이내로 제한되며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
용하면 안 되는 제한사항들이 있다. 여기에 淸熱燥濕
藥인 黃連을 배합함으로써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약리
효능 증진 및 제한사항 개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와 황련
의 융합 시료가 호흡기 질환에 관여하는 원인균들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급성 
기관지염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호흡기 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황련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로 구
성된 한․양방 융합제제 시료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
에 대하여 항균작용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한․양
방 융합제제 시료는 실험에 사용된 6종의 미생물에 
대하여 농도의존적인 생육저해환을 형성함으로써 항
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S. aureus, C. diptheriae, 
A. fumigatus에 대한 최소저해농도 (MIC)는 각각  
125 ㎍/㎖, 250 ㎍/㎖, 125 ㎍/㎖으로 측정되어 K. 
pneumonia에 비하여 항균활성이 우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황련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로 구성된 한․양
방 융합제제의 만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활용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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