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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Glycyrrhiza uralensis) 추출물의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진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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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세계적으로 선천성▪후천성 면역 결핍증, 장기이식, 당뇨병, 악정종양환자 등의 면역결

핍환자가 증가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에 의한 감염이 중요시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회감염

효모양 진균인 Candida spp.는 피부점막,호흡기,소화기 등을 포함한 인체 여러 부위에 정

상균 무리로 존재하는데, 환자의 면역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

우 기회감염을 일으킨다. 병원성 진균에 의한 기회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항진균제가 개발

이 확대되어 세포막 ergosterol에 직접 작용하는 amphotericin B, ergosterol 합성을 억제

하는 voriconazole, 세포벽의 β-glucan 합성을 억제하는 caspofungin, micafungin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항진균제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용에 제

한이 있다.

감초 (Glycyrrhiza uralensis)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주로 중국 동북부, 몽골

이 원산지이며 최근 한국에서도 약초로서 재배되고 있다. 주성분으로 Glycyrrhizin,

Liqcoumarin, Liquiritin, Isoliquiritin, Isoliquiritigenin 등이 보고되었다. 최근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angiogenesis 효과가 밝혀졌고, Herpersvirus의 활성을 억제시켜 Kaposi

sarcoma의 형성을 감소시키는 anti-viral effect가 규명되었고 Helicobacter pylori 의 활

성을 억제시켜 각종 위장질환의 치료제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모양 진균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합성항진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천

연물소재인 감초추출물을 이용하여 anti fungal effect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감초(G. uralensis.)는 2010년 (주)옴니허브에서 건조 상태의 재료를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99% MtOH(Co. Daejung)로 추출 및 농축 후 MeOH에

10mg/ml로 용해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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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균주 및 배지

효모양진균의 대표균주로 Candida albicans 를 사용하였으며 Sabouraud dextrose

agar (SDA)에 균주를 도말하여 48시간 후 계대배양하였으며, Sabouraud dextrose broth

(SDB) 에 48시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최소 억제 농도, MIC)

SDB에 배양한 균액을 6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0.5 X 104cfu/ml까지 맞추어

SDB에 희석하였다. 96well plate에 천연추출물을 농도별로 SDB에 계열희석하여 100μl씩

분주하고 희석한 균액을 동량 분주하여 37℃ incubator에 48hr 배양하였다. Negative

control은 SDB 액체배지로 하였으며, 6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감초추출물의 농도별 항균효과

감초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최소억제농도를 확인해본 결과, 10 μg/ml 부터 항진

균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농도에 따라 항진균효과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추출물 최대농도인 1000 μg/ml에서 64.8%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ED50은

440.9 μg/ml로 나타났다(그림1.a)

감초추출물의 시간별 항균효과

감초추출물의 항균효과를 시간별로 확인하기 위해 ED50의 농도인 440.9 μg/ml 으로

처리한 결과, 8시간 까지는 큰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8시간 이후 항균효과를 나

타내더니, 24시간에는 30% 정도의 항균효과를 나타냈다(그림1.b).

a) 농도별 효과 b) 시간별 항진균효과

그림1. 감초추출물의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진균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