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헬리코박터 일로리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박테리아는한국인의 65 %에서 발견되고[1,2], 사람의

상피와 련된 액층에 서식하는 그람 음성 나선형 세

균으로만성 염 소화성 궤양의 주요 병원인자로알

려진 가장 강력한 험 인자다. 한 H. pylori가 세균들

에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체이다

헬리코박터 파 로리균에 대한 약용식물  항균 과

재 1, 숙2, 박 숙2*

1남 대학  학과 수, 2남 대학  간 학과 수

Antibacterial effect of medicinal plants 

against Helicobacter pylori 

Jae-Hyeok Lee1, Jeong-Suk Kim2, Jeong-Sook Park2*

1Prof., Dept. of Emergency Medical Rescue, Nambu University
2Prof.,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32종의 약용식물에 한 헬리코박터 이로리 항균효과를 살펴보기 해서

디자인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약용식물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H.pylori 활성에 한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32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사용하 고 Amoxicillin sodium (150mg/ml,일동제약)과 메트로니다졸 (Metronidazol,

50mg/ml)을 조군으로 사용하 다. 투명한 역의 면 을 측정하고 그 면 이 더 큰 크기가 H. pylori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의 결과, 고련피 억제 값은 372.90mm2로 가장 높았고, 둘째, 오배자 358.30mm2, 그리고 청호

348.32mm2 이었다. 양성 조군인 Metronidazole (50mg / ml CJ) 값은 503,29mm2이었다. 향후 H. pylori 억제를 해 다양

한 약용식물의 항균소재개발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어 : 헬리코박터 이로리, 약용식물, 메트로니다졸, 고련피, 오배자, 청호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ntibacterial effect of Helicobacter pylori against 32 medicinal 

plants commonly used as health foods. The medicinal plants used in this study were 32 kinds of medicinal plant 

extracts using the disk diffusion method for H. pylori activity, which can be eaten every day by everyone. 

Amoxicillin sodium (150 mg / ml, Ildong Pharmaceutical) and Metronidazole 50 mg / ml) was used as a control 

group. We measured the area of the transparent area and evaluated that the larger the area, the more effective it 

is for H. pylori.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lear zone of inhibition was highest at 372.90mm2, second was 

358.30mm2, and Chungho was 348.32mm2. The positive control group, Metronidazole (50 mg / ml CJ), was 503,29 

mm2.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antimicrobial materials of various medicinal plants is expected to be effective 

for the inhibition of H. pyl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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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에헬리코박터 일로리제균요법에 심이높아

지고 있으며 치료제인 항생제의 내약성과부작용에 의료

계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균요법에서 사용되는 항

생제로 amoxicillin clarithromycin 추천되고 있으나

약제내성으로 인하여[5,6]. metronidazole, tetracycline,

fluoroquinolones, rifamycins과 함께 다른 치료법도 제안

되고 있다[7-9]. 그러나 이와 같은 항생제 치료의 경우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균의 생성과 치료 환자의 약물

에 한 응의 어려움등 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효과

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환자의 20%정도는 치료에 실

패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이에 기존의 항생제

요법의 치료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 이며 새로운

제균요법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약용 식물 특히 우수한 항균활성을 갖고

있는 약용식물을 심으로 H. pylori 에 한 항균 활성

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항

균력을 보이는 마늘(Allium sativum)[12,13]과 치자

(Gardeniae Fructus)[14], 익모 (Leonuri Herba)[15,16]

등도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2종의 약용식물과 제균요법에 사용

되는항생제의H, pylori에 한항균력을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 연 방법

2.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약용식물 우엉, 양배추, 당근, 무,

드비트, 로콜리, 흑미, 감자, 단호박, 표고버섯, 신선 ,

일 등은 유기농 원료를 시 에서구입하여 사용하 으

며 계피, 유백피, 뽕잎(상엽), 오이풀, 쇠비름, 매실, 연근,

소엽, 녹차잎, 참쑥(애엽), 개똥쑥(청호), 후박, 천마, 곽향

은 세화당( 주 역시)에서 규격품을 구입하여 정 히

감정 후 사용하 다.

2.2 추출 및 시료

구입한각 시료를 40oC에서 열풍 건조 후상기에서 수

득한 건조된 원료(1kg) 질량의 3배(v/w)에 해당하는

100% 에틸알콜을 가하여 50oC에서 48시간 추출 후 여과

하고 이를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으며 각 sample 2g을 60% ethanol 15ml에 녹여

150mg/ml의 농도로 만들어 2℃ 이하에서 냉장 보 후

사용하 다.

조군으로 Metronidazol (50mg/ml,CJ), Amoxicillin

sodium (150mg/ml,일동제약), 시 주사제를 희석이나

농도 조 없이 그 로 사용하 다.

2.3 헬리코박터(H. pylori) 배양

H. pylori Sydney strain( SS1-Passed-4') 균주를 경

상 학교 헬리코박터 균주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10%

horse serum이 첨가된 Brucella Broth(BD, USA) 한천배

지에 종 후, 10% CO2 100% 습도가 유지되는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한후 매 실험마다 1일간(24h)배양된

H. pylori를 1.0×106 colony-forming unit(CFU)의 균수

를 실험에 사용하 으며 매 실험 시 미경으로 검경하

여 오염의 여부를 확인하 다.

2.4 Paper Disc Diffusion

H. pylori 균주를 10% horse serum이 첨가된 루셀

라한천 배지 이트에 1.0×106 colony-forming

unit(CFU)의 균수를 도말(streak)하고 멸균된 종이디스

크(지름0.8 mm)에 50μL씩 3회 흡수시킨 후 건조하여 디

스크에 배치 한 후 10% CO2, 100% 습도가 유지되는 항

온기에서 48h 배양한 후 Imag J 로그램을 이용하여

clear zone의면 과 Paper Disc 면 을 측정하여총면

에서 Paper Disc면 을 제외한 값을 비교하여 면 이 넓

을수록 H. pylori에 한억제력이 우수한것으로 평가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32  약용식물  H. pylori에 대한 항균 과

48시간 배양에서 32종 약용식물의 H. pylori에 한

항균효과는 Table 1, Fig. 1과 같다.

Melia azed-arach var.japonica Makino가 372.90mm

로 항균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Melaphis

chinensis (Bell) Baker가 358.30mm, Artemisia annua L.

348.32mm2, Prunus mume Sieb. et Zucc. 326.12mm2,

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 for. acanthiformis

MAKINO 324.39mm2, Eugenia caryophyllata

Thunb.(Merr. et Perry) 292.63mm, Ulmus davi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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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chon var. japonica Nakai 289.43mm2, Cinnamomum

cassia 262.13mm,2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247.40mm2, Solanum tuberosum 239.02mm2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련피Meliaeez edarach는 청열조습(淸熱燥濕)

범주에 속하며 항균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

고 되고 있으나, 세균성, 진균성 기생충성 질염의 치료

제로사용하여왔다[17]. 특히고련피의성분에는toosendanin,

triterpenes, kulinone, mersosin, fraxinellone gedunin 등

이 있어 살충, 항원충효과가 탁월하여 항균 방충조성

물의 필수 약재로 보고되고 있다[18]. 한 오배자

Melaphis chinensis (Bell) Baker는 열수추출물과에탄올

추출물이 구강미생물에 항균효과가 있으며[19], 그 외의

항균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0,21]. 오매

Prunus mume Sieb. et Zucc.는 인 자바이러스 억제

와 항균효과가 강하며[22], 계피Cinnamomum cassia항

균활성에 한 연구도 보고 되고 있다[23].

Fig. 1. Antibacterial effect of 32 medicinal plants 

extracts as clear zone of inhibition (mm2) 

against H. pylori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s for 48h.

3.2 항균  항균 과

일반 으로H. pylori에 한 제균요법은 proton pump

inhibitor, amoxicillin, clarithromycin 조합의 3제를 1주

에서 2주 정도 투여하고 1차 치료가 실패하면 proton

pump inhibitor, bismuth, metronidazole tetracycline

조합의 4제로 2차 치료를 한다[24].

조군으로 사용한 Amoxicillin sodium (150mg/ml,일

동제약)은 97.65mm2로Melia azedarach L.79.58mm보다

약간 높았으나 약제내성에 의해 유의할만한 억제력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Metronidazol (50mg/ml, CJ)은

503,29mm2로 나타났으며 Table 2와 같다. Amoxicillin

No. Name
clear zone of
inhibitionr(mm2)

1 Solanum tuberosum 239.02

2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247.40

3
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 for.
acanthiformis MAKINO

324.39

4 Teucrium veronicoides 176.05

5 Camellia sinensis O.Kuntge 155.40

6 B. vulgaris var. rubra D.C. non L. 120.67

7 Daucus carota var. sativa 177.96

8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191.64

9 Raphanus sativus L(Leaves) 147.33

10 Lentinula edodes 182.36

11 Angelica keiskei 192.28

12 Arctium lappa 197.73

13 Cucurbita maxima 154.46

14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105.88

15 Rheum coreanum NaKai 231.94

16 Melia azedarach L. 79.58

17 Boswellia carterii Birdw. 153.06

18 commiphora myrrh 132.91

19 Artemisia capillaris 171.81

20
Melia azed-arach var. japonica
Makino

372.90

21
Perilla frutescens BRIT. var. crispa
DECNE

218.62

22 Jeffersonia dubia 187.31

23 Melaphis chinensis (Bell) Baker 358.30

24 Artemisia annua L. 348.32

25 Machilus thunbergii 293.52

Table 1. Antibacterial effect of 32 medicinal plants 

extracts as clear zone of inhibition (mm2) 

against H. pylori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s for 48h

26 Portulaca oleracea L. 235.60

27 Morus alba L. 227.64

28
Eugenia caryophyllata Thunb.(Merr.
et Perry)

292.63

29 Prunus mume Sieb. et Zucc. 326.12

30
Ulmus davidiana planchon var.
japonica Nakai

289.43

31 Cinnamomum cassia 262.13

32 Sanguisorba officinalis L. 2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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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은 penicillin binding proteins (PBPs)의 변이 는

beta-lactamase라는 효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국내 보고

에 따르면 amoxicillin 내성균연구에서 pbp1A 유 자 돌

연변이가 H. pylori의 amoxicillin 내성 발 에 기여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25].

Antibiotics
clear zone of inhibition

(mm2)

Amoxacillin (AMX) 97.65

Metronidazol (MTZ) 503.29

Table 2. Antibacterial effect of Antibiotics as clear 

zone of inhibition (mm2) against H. pylori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s for 48h.

Fig. 2. Antibacterial effect of 32 Antibiotics as clear 

zone of inhibition (mm2) against H. pylori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s for 48h.

4. 결론

32종의 약용식물의 H. pylori에 한 항균 효과를 연

구한 결과 Melia azed-arach var.japonica Makino가

372.90mm로항균력이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Melaphis

chinensis (Bell) Baker가 358.30mm, Artemisia annua L.

348.32mm2로 MTZ의 억제력 503.29mm에 비해 74.09%,

71.11%, 69.20%의 H. pylori의 억제력을 보여주었다. 특

히 AMX는 H. pylori억제력이 내성에 의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H. pylori를 억제하는 제균요법이 항생제와

같은 문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시 에서 약용식물을

이용한건강식품을통하여 H. pylori 억제 소재로서 개발

가치가 있으며,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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