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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추출액의 S. aureus KCCM12256과 V. parahaemolyticus KCCM11965에 대한
항균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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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medicinal plant extra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rude water and methanolic extracts of Sanguisorba officinalis Linne, Coptis chinensis Makino, and Portulaca oleracea Linne, 
among 31 kinds of medicinal plants, had strong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S. aureus and V. parahaemolyticus, with the 
methanolic extract more effective than the water extract. The methnolic and water extracts of S. officinalis Linne had strong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S. aureus and V. parahaemolyticus.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and V. parahae-
molyticus was observed with extracts of S. officinalis Linne at dilutions of 5 and 10%, respectively. The EtOAc, BuOH, and 
H2O fractions of the extract of S. officinalis Linne had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S. aureus and V. parahaemolyticus. 
Specifically, the fractions ha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at dilutions of 5, 2, and 1%, respectively. Regarding V. 
parahaemolyticus, the EtOAc, H2O, and BuOH fractions had antibacterial activities at dilutions of 5, 2, and 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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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식 문화 발달과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식품 전반에 걸

쳐 식중독균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미생물 작용에 의
해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처

리, 냉장, 냉동, 보존제 첨가, 방사선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열처리나 냉장 및 냉동법은 제품
질의저하, 저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사용
되고 있는 식품 보존제는 거의합성제로서 다량 사용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 보존료로서 benzoic acid, sorbic acid 및 염소제 등을

허용량 이하로 섭취할 경우 안전성은 입증되었지만, 지속적
으로 섭취하거나 이를 병용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는 체내 축적으로 인한 만성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등
의문제가있다고보고(Shin et al 1994, Bae et al 2005, Chang 

et al 2002)되어 있으며, 합성 보존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천연 항균 물질의 개발과 이용은 인공 합성 보존제의 사

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소비자 기피현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저장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좋은 방안으로 알려져 있으며(Jung & Cho 2003),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온 소금, 식초 등 일반 식품 소재 외에도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있다(Cho 
et al 2005).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천연 식물 소
재들에대한항균활성이검토되어왔으나(Shin & Shin 1995, 
Park & Kim 2006, Lim et al 2008, Park et al 2009), 천연 항
균 물질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능적인 측면에서 해

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항균력이 약하거나
항균 스펙트럼이 좁아 아직까지 천연 항균제로 개발되어 상

품화 된 제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An BJ 1999).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천연 소재로

부터 얻은 항균제를 첨가하여 식품 보존제로 이용함으로써

신선함과안전성을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독성이아주 낮

거나 거의 없는 항미생물제 개발이다(Choi & Rhim 2008, 
Ferrand et al 2000). 아울러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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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직접이용하기보다는이들식물이 함유하고있는활

성 물질을 탐색하여 신물질의 개발이 이용가치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et al 2006).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식물성 한약재 추출물 중 V. para-

haemolyticus와 S. aureus 등식중독유발균에대해우수한항균
활성을가지는한약재를선발하고, 선발된한약재추출물의농
도나분획물의항균활성등을검토함으로써천연식품보존제

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는 여정실, 황련, 계피, 지유, 황

금 등 31여종으로 대효제약에서 건조 상태의 것을 구입하였
으며, 중부대학교 한방제약과학과에서 감정하였다. 추출하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분쇄한 후에 4±1℃에서
냉장 보관한 다음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Table 1). 

2. 사용 균주 및 배지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Gram positive균인 Staphylococcus 

aureus KCCM12256과 Gram negative균인 Vibrio parahaemoly-
ticus KCCM11965로 한국종균협회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S. aureus는 Trypticase soy agar 그
리고 V. parahaemolyticus는 3% NaCl이 첨가된 nutrient agar
를 사용하였다. 

3. 한약재 추출액의 제조
물에의한추출은한약재분말 100 g에 1,000 mL의증류수

를 가하고 가압증기살균기(Dong Yang Scientific Co., Korea)
를 이용하여 120℃에서 30분간 끓인 다음 cheese-cloth로 1차
거른 후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하였다. 이것을 3,000  
rpm에서 원심분리시킨 후 상등액을 rotary vaccum evaporator 
(Buchii Co., Germ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 건조(Ilshin 
Co., Korea)하였다. MeOH를 용매로 추출한 경우도 물에 의
한 추출 방법과 같이 한약재 분말과 용매의 희석 비율을 1: 
10(w/v)으로하고, 실온에서 48시간동안정치한다음 cheese- 
cloth로 1차 거른 후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한 추출액
을 3,000 rpm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rotary vaccum 
evaporator를이용하여농축한후동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
한분말은냉동보관(—5±1℃)한후항균성실험에사용하였다.

4. 실험 균주의 준비
Nutrient agar 사면 배지에서 배양한 공시균주의 1백금이

를 취하여 nutrient broth 배지에 접종한 다음 37±1℃에서 24

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5. 항균 활성 검정
Nutrient agar 및 Trypticase soy agar 배지를 petri dish에 분

주하여 굳힌 다음, 공시 균주의 활성화 된 배양액 0.1 mL를
주입하고삼각유리막대로 배지 위에활성화된배양액이 골

고루 퍼지도록 도말하였다. 동결 건조된 한약재 추출 분말을
살균수로 희석한 후 pore size 0.45 μm membrane filter를 통
과 시킨 다음 멸균된 paper disc에 흡수시켰다. 이것을 균주
가 도말된 plate 표면에 올려놓은 후 V. parahaemolyticus는
37±1℃, 그리고 S. aureus는 30±1℃ incubator에서 48시간 동
안배양한 다음 disc 주위에 생성된 clear zone의직경(mm)을
측정하여 항균 활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6. 추출물의 농도 및 분획별 항균 활성
추출물의 농도별 항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동결 건조된

MeOH 추출물에 멸균수를 첨가하여 10, 5, 2 및 1%액(w/v)
을 조제한 다음 농도별 항균 활성을 조사하였다. 추출 한약
재의 동결 건조 분말은 Fig. 1과 같이 분획하였다. 동결 건조
분말 20 g에 증류수 400 mL를 가하여 극성이 다른 용매인
n-hexane, ethyl acetate(EtOAc), ethyl ether(EtOEt), n-butanol 
(n-BuOH)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분획하였다. 극성에 의해
얻어진 분획생성물들은 rotary vaccum evaporator를 이용하
여용매를 완전히 제거시키고동결 건조하여 분말을만든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tract

n-hexane/H2O

n-hexane
Fraction

H2O 
Layer

EtOEt/H2O

EtOEt 
Fraction

H2O 
Layer

EtOAc/H2O

EtOAc 
Fraction

H2O 
Layer

n-Butanol/H2O

n-Butanol
Fraction

Aqueous
Fraction

Fig. 1. Procedure of various solvent fraction from freeze- 
drying powder of medicinal plan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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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추출물의 항균 활성
항균력이 우수한 천연 항균 물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31종

의 한약재를 물과 MeOH를 용매로 추출하여 Gram positive
균인 S. aureus와 Gram negative균인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항균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물로 추출을 했
을 경우, 지유와 황금 추출물이 S. aureus와 V. parahaemoly-
ticus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항균 활성을 보였다. MeOH로
추출을했을경우에는또한 저백피, 단삼, 백미, 지유, 황련의
추출물은 S. aureus에 대해서는 항균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중 황련과 지유 추출물의 항균 활성이 높았다. 
또한, 자소엽, 현초, 저백피, 지유, 마치현, 목과, 황련, 삼

백초, 청호, 호미초, 황금의 추출물이 V.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 항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마치현 추출물의 항균 활성이 가장 높았다(Table 1). 특히 지
유 추출물은 물 및 MeOH 추출에서 모두 V. parahaemoly-
ticus와 S. aureus에 대하여 강한 항균활성을나타났다. 산사, 
황련, 측백, 창출 및 석창포(Oh et al 1998), 황련, 오배자, 지
유, 단삼, 황금(Cha et al 2008), 황련 전탕액의 Staphyloco-
ccus aureus(Seo HS 2007) 및 지유 추출물의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및 Staphylococcus epidermidis(An et 
al 2004)에 대한 항균 활성이 보고된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
도 지유와 황련 추출물은 물 및 메틸 알콜 추출에서 V. 
parahaemolyticus와 S. aureus에 대하여 강한 항균 활성을 나
타내어 기존의 보고들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Choi et 
al(2005)은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항균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V. parahaemolyticus
와 S. au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은 물보다도 MeOH 추출물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유 추출물의 농도별 항균 활성
31종의한약식물중가장높은항균활성을보였던지유추

출물을 선발하여 병원성과 독소 생산으로 식중독 및 피부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S. aureus와 장염을 일으
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는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농
도별 항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 aureus에 대해서
는 5% 농도까지는 항균성이 인정되었으나, 2% 이하의 농도
에서는거의항균력이나타나지않거나, 없었다. 반면에 V. pa-
rahaemolyticus에 대해서는 10% 농도까지는 비교적 항균 활
성이 인정되었으나, 5% 농도에서는 거의 항균 활성이 나타
나지 않거나 없었다(Table 2 및 Fig. 2).
지유 추출물의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및

Staphylococcus epidermidis에 대한 0.5 mg/disc 및 1 mg/disc 
농도에서의 항균 활성(An et al 2004), 40여종의 한약재 중

오배자의 S. epidermidis(0.5%와 1% 농도)와 S. gallinarum 
(1% 농도)에 대한 항균 활성(Choi & Chang 2009) 그리고 항
균활성은추출물의 농도및 양에 의존한다(Seo HS 2007) 보
고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대상균주의 상이함이나 처리 농도
의 상이함에 따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겠으나, 본 실험에
서도 상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유 추출 분획물의 항균 활성
지유 추출물을 극성이 다른 유기용매인 n-hexane, EtOEt, 

EtOAc, n-BuOH 및 물로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항균 활성을
조사한결과, 지유 MeOH 추출물의 Hexane층과 EtOEt층은 S. 
aureus와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항균력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EtOAc, BuOH 및 H2O 층은 S. aureus와
V. parahaemolyticus에대하여항균활성이있었으며, S. aureus
에 대하여는 EtOAc층보다 BuOH 및 H2O 층이 약간 우수하
였고, V.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는 반대로 BuOH 및 H2O
층보다 EtOAc층이 오히려 항균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나, 대상균주간에효과가다르게나타났다(Table 3 및 Fig. 3).

Bae et al(2005)은 천초근의 methanol 추출물에서 항균 활
성이가장잘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ethylacetate, chloroform, 
petroleum ether, 증류수 순이며, 특히 천초근의 methanol 추
출물은 Bacillus cereus와 Pseudomonas aeruginosa에서 더 두
드러지게증식이억제되며, 성장억제효과는 72시간동안지
속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오미자 열매의 MeOH 추출 분
획물 중 EtOAc 층(Lee et al 2001), B. subtilis와 V. parahae-
molyticus에대한산국의 chloroform 분획물(Nam & Yang 1997)
이 항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결
과들로 미루어 볼 때 본 실험 결과도 공시 균주에 대해 항균

활성을나타내는 항균 물질이서로 상이함에 따라 추출 분획

물의 항균 활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자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지유 추출 분획물의 희석 농도별 항균 활성
지유추출분획물중항세균활성이높게나타난 EtOAc 층, 

BuOH 층및 H2O 층의희석농도별항균활성을조사한결과, 
S. aureus에 대해서는 EtOAc 층은 5% 희석 농도까지는 항균
활성이 인정되었으나, BuOH 층은 2% 희석 농도 그리고

H2O은 1%의 희석 농도에서도 항균 활성이 인정되었다. V.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는 EtOAc 층은 1% 희석 농도까지
는항균력이나타났으나, H2O 층은 2% 희석농도그리고 BuOH 
층은 5% 희석 농도까지만 항균력이 나타나, 지유 추출 분획
물의 항균 활성은농도 의존적으로감소됨을보였다(Table 4, 
Fig. 4 및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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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bacterial activities of water and MeOH extract of medicinal plant extract against V. parahaemolyticus and 
S. aureus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olvent

Water MeOH

SA1) VP SA VP

Lonicera japonica Thunberg 金銀花(금은화) -
2)

- - +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o 紫蘇葉(자소엽) - + - ++

Cirsium japonicum De Candole 大薊(대계) - - - +

Thuja orientalis Linne 側柏葉(측백엽) - - - +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麥門冬(맥문동) - - - -

Houttuynia cordata Thunberg 魚腥草(어성초) - + - +

Geranium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玄草(현초) - - + ++

Allium fistulosum Linne 蔥白(총백) - + - -

Ailanthus altissima Swingle 樗白皮(저백피) - - ++ ++

Leonurus sibiricus Linne 益母草(익모초) - - - +

Salvia miltiorrhiza Bunge 丹蔘(단삼) - + ++ +

Cinnamomum cassia Blume 桂皮(계피) - - + +

Portulaca oleracea Linne 馬齒莧(마치현) - - - +++

Litchi chinensis Sonnerat 荔枝核(여지핵) - - + +

Gentiana scabra Bunge 龍膽(용담) - - - -

Sanguisorba officinalis Linne 地楡(지유) ++ ++ +++ ++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木瓜(목과) - + - ++

Pulsatilla koreana Nakai 白頭翁(백두옹) - - + +

Coptis chinensis Franch 黃連(황련) + - +++ ++

Sophora flavescens Aiton 苦蔘(고삼) - - - -

Agastache rugosa (Fischer et Meyer) O. Kuntze 藿香(곽향) - - - +

Prunella vulgaris Linne var. lilacina Nakai 夏枯草(하고초) - - - +

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edt 蒲公英(포공영) - - - +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山椒(산초) - - - +

Cynanchum atratum Bunge 白薇(백미) - - ++ +

Ligustrum lucidum Aiton 女貞實(여정실) + + - -

Saururus chinensis Baill. 三白草(삼백초) - - - ++

Artemisia annua Linne 菁蒿(청호) - - - ++

Embelia parviflora Wall. 虎尾草(호미초) - - - ++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紫根(자근) - - - +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黃芩(황금) ++ ++ - ++

1) SA : S. aureus  VP : V. parahaemolyticus
2) Antibacterial activity(size of clear zone:mm) —: none, +: under 10.0, ++: 10.1～15.0, +++: above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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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 officinalis extract 
against V. parahaemolyticus and S. aureus

Concentration(%) S. aureus V. parahaemolyticus

10 ++1) ++

5 + ±

2 ± ±

1 — ±

1) Antibacterial activity(size of clear zone : mm) — : none, ± : slightly, 
+ : under 10.0 ++ : 10.0～15.0.

Fig. 2. Antibacterial activity with a dilution concentra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against V. parahaemolyticus and S. 
aureus.
The 10, 20 and 0 were 10, 5 and 0% dilution concentra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V : V. parahaemolyticus,  S : S. aureus.

Table 3. Antibacterial activities with a fraction of S. offi-
cinalis extract against V. parahaemolyticus and S. aureus

Fraction S. aureus V. parahaemolyticus

Hexane — —

EtOEt — —

EtOAc ++ +++

BuOH ++ ++

H2O ++  +

Fig. 3. Antibacterial activities with a fraction of S. offi-
cinalis extract against V. parahaemolyticus and S. aureus.
E : EtOAc, B : Butanol, W : H2O, C : control, V : V. para-
haemolyticus, S : S. aureus.
A dilution concentration of each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was 10%.

Table 4. Antibacterial activities with a dilution concen-
tration of a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against V. pa-
rahaemolyticus and S. aureus

Fraction Concentration(%) S. aureus V. parahaemolyticus

EtOAc 

10 ++1) ++

 5 + ++

 2 ± +

 1 — +

BuOH

10 ++ ++

 5 ++ +

 2 + —

 1 — —

H2O

10 ++ ++

 5 ++ ++

 2 + +

 1 + —

1) Antibacterial activity(size of clear zone : mm) — : none, ± : 
slightly, + : under 10.0, ++ : 10.0～15.0

Fig. 4. Antibacterial activities with a dilution concentra-
tion of a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against V. pa-
rahaemolyticus.
The 10, 20, 50 and 100 were 10, 5, 2 and 1% dilution concen-
tration of a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E, B, W and C were an EtOAc, butanol, water and control, res-
pectively.

Fig. 5. Antibacterial activities with a dilution concentra-
tion of a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against S. aureus.
The 10, 20, 50 and 100 were 10, 5, 2 and 1% dilution con-
centration of a fraction of S. officinalis extract.
E, B, W and C were an EtOAc, butanol, water and control, res-
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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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식품 보존제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

하고자 31종의 한약재 추출물 중 S. aureus와 V. parahaemo-
lyticus 등 식중독 유발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활성을 가지는
한약재를 선발하고, 선발된 한약재 추출물의 농도나 분획물
의 항균 활성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과 메틸알콜을 용매로추출하여 S. aureus와 V. parahae-

molyticus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지유, 황련 및 마
치현 등이 강한 항균 활성을 가지며, 물보다는 메틸알콜 추
출액의 항균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유의 물
및 메틸알콜 추출물 모두 S. aureus 및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강한 항균 활성이 있었다.
지유 추출물은 S. aureus에 대해서는 5% 희석 농도까지

항균 활성이 인정되었으나, V.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는
10% 희석 농도까지 항균 활성이 인정되었다.
지유 추출물의 EtOAc, BuOH 및 H2O 분획물은 S. aureus

와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항균 활성이 있었으며, S. 
aureus에 대해서는 EtOAc 분획물은 5%, BuOH 분획물은 2% 
그리고 H2O 분획물은 1% 희석 농도까지 항균 활성이 인정
되었으며, V.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는 EtOAc 분획물은
1% 희석 농도, H2O 분획물은 2% 그리고 BuOH 분획물은
5% 희석 농도까지 항균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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