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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의 발달과 연안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질병의 증가는 현재 우리나라

의 양식산업이 직면한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질병의 증가는 수산용 항생제의 사용증가

와 항생제의 남·오용에 따른 약제내성 발현균

주의 증가를 야기시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미생물유래 항생제나 합성항균제들의 효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약물로

는 치료가 힘든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있

다. 따라서, 오랫동안 임상에서 사용되어 그 안

전성과 효과가 증명된 약용식물과 같은 천연물

유래의 항균활성 또는 면역증강활성물질의 중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Cowan,

1999).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어종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비브리오병, 연쇄구균증, 에드

와드병, 활주세균증 등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보

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양식어종의

하나인 넙치에서의 에드와드병이나 비브리오병

은 해산양식어류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드와드병과 비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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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illarum에 대한 항균활성물질을 천연물로부

터 찾고자, 문헌자료나 민간의약에서 항균 또는

방부 활성이 보고된 생약들을 대상으로 항균활

성을 검색하여 활성생약을 발굴하고 이로부터

활성지향적인 분리기법에 의하여 활성물질을

추적 및 분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14 종

의 생약 추출물들의 항균활성을 검색하여, 몇 종

의 항균활성생약을 발굴하 다. 또한, 그 중 가

장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낸 Rhus verniciflua

Stokes (Anacardiaceae: 옻나무과)의 주피인 칠피

의 추출물에 대하여 활성지향적인 기법을 이용

하여 활성물질 1종을 분리하 다. R. verniciflua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chalcone, flavonoids 등의

페놀성 화합물이 분리·보고되어있고, 그 생리

활성으로는 최근에, R. verniciflua의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페놀성 화합물들의 anti-apop-

totisis, anti-proliferation, 항산화활성, 간세포보호

활성, 면역조절활성 (Choi et al., 2003; Jang et al.,

2005; Lee et al., 2002; Lee et al., 2003; Lee et al.,

2004; Son et al., 2005) 등에 관하여 활발히 보고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어류의 병원성 세균에 대

한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칠피 추출물에 대하여 활

성지향적인 분리기법을 적용하여 어류병원성

그람음성세균 E. tarda 및 V. anguillarum에 대한

항균활성물질로서 분리한 1종의 화합물의 분리

및 구조동정 결과와 각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생약재 및 실험세균

본 연구에 사용된 14종의 생약재, 백지 (Angel-

ica dahurica), 참당귀 (Angelica gigas), 당귀

(Angelica sinensis), 애엽 (Artemisia asiatica), 홍화

(Carthamus tinctorius), 황련 (Coptis japonica), 연

교 (Forsythia virisissima), 감초 (Glycyrrhiza

glabra),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금은화

(Lonicera japonica), 상백피 (Morus alba), 칠피

(Rhus verniciflua), 지유 (Sanguisorba officinalis)

및 황금 (Scutellaria bicalensis)은 서울에 소재한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각 생약의

표본은 본 연구실에 보관하 다. 실험에 사용된

세균은 총 5 균주로, 전남 여수, 경남 남해 및 통

소재 넙치 및 조피볼락 양식장의 병어에서

분리한 E. tarda와 V. anguillarum을 사용하 다

(Table 1). 이 균주들을 1.5% NaCl이 첨가된 50

ml의 멸균 brain heart infusion (BHI) broth에 접

종하고 25℃에서 100 rpm으로 진탕하면서 18시

간 배양하여 사용하 다.

생약 추출물의 제조

건조 및 조말한 생약 100 g을 80% methanol

(MeOH) 1 L로 90분씩 초음파추출 5회를 실시하

여 추출액을 모아 vacuum evaporator로 감압농

축하고 동결건조 후 항균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

로 사용하 다.

Table 1. Bacterial pathogens used for estimate of antibacterial activity

Designation of isolate
Origin

Fish Region Year

E. tarda YSF Flounder Yeosu 2000

E. tarda NHF Flounder Namhae 2004

E. tarda TYF Flounder Tongyoung 2003

V. anguillarum YSR Rockfish Yeosu 2000

V. anguillarum GS Rockfish Tongyou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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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활성의 측정

생약의 80% MeOH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균

활성은 disc-diffusion assay (Naviner et al., 1999)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생약 추출물 또는 분획

물을 75% ethanol 수용액에 녹인 후 membrane

filter (0.45 μm)에 여과한 것을 멸균된 직경 6

mm paper disc에 2 mg/disc의 농도로 흡착하여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이를 각 실험세균이 접종

된 agar plate에 올려 24시간동안 25 ℃에서 배양

하고 disc를 포함한 growth inhibition zone의 직

경을 측정하 다. Positive control로서는 광범위

항생제인 norfloxacin과 oxytetracycline의 ready-

made disc를 사용하 다.

칠피로부터 활성물질의 분리 및 화학구조의 분석

칠칠피피 추추출출물물 및및 분분획획물물의의 제제조조

건조·조말한 칠피 1 kg을 80% methanol

(MeOH) 5 L로 90분씩 초음파추출 5회를 실시하

여 추출액을 모아 vacuum evaporator로 감압농

축하 다. 80% MeOH 추출물 (14.9 g)을 증류수

에 현탁한 후 극성을 높여가며 n-hexane, chloro-

form (CHCl3), ethylacetate (EtOAc), 수포화 n-

butanol (n-BuOH)로 순차적으로 분획을 실시하

여 총 5종의 분획물을 얻었다 (Fig. 1).

분분리리

칠피의 EtOAc 분획물 3.8 g을 MPLC system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Combi

Flash graduate, Isco, Inc., USA)을 이용하여

ODS(reversed phase C-18) 컬럼크로마토그래피

(solvent: 10% MeOH in water: 120 min → 20%

MeOH in water: 540 min → 30% MeOH in water:

300 min → 40% MeOH in water: 180 min → 50%

MeOH in water: 60 min → 60% MeOH in water:

120 min → 80% MeOH in water: 120 min →

100% MeOH: 60 min; flow rate: 40 ml/min;

column: 130 g RediSep reversed phase C-18

column, Teledyne Isco, USA)를 실시하여 8개의

소분획 (I~VIII)으로 나누었다. 각 소분획물에

어류병원성 그람음성세균 Edwardsiella tarda와 Vibrio anguillarum에 대한 칠피의 항균활성물질

Fig. 1.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of R. verniciflua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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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 가장 우

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낸 소분획 II (500 mg)에

대하여 Sephadex LH-20 (solvent: MeOH; column:

15×1300 mm)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여

불순한 상태의 화합물을 얻었고 이에 대하여

Sephadex LH-20 (solvent: MeOH; column: 15×

1300 mm)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

를 실시하여 순수하게 분리된 화합물 1 (110

mg)을 얻었다. 

화화학학구구조조의의 분분석석

화합물 1의 화학구조는 FT-IR (infrared spec-

troscopy, Perkin Elmer 1710 spectrophotometer,

UK),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JEOL

JNM ECP-400, Japan)과 EI-MS (masss spec-

troscopy, VG Trio II spectrometer, USA)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분리된 활성물질 (methyl gallate)의 항균활성 측정

Methyl gallate를 최소한의 DMSO에 용해 후

(최종 농도 0.2% 이하) 세균배양에 사용된 BHI

broth 배지에 2배 농도 구배로 희석하여 최종농

도, 2 mg/ml 부터 0.125 mg/ml까지의 5 가지 농도

에 대하여 세균증식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E. tarda YSF, E. tarda NHF, E. tarda TYF, V.

anguillarum YSR, V. 및 V. anguillarum GS, 총 6

균주의 세균을 미리 18시간동안 배양하여 108

CFU/ml로 조정한 후 시료와 동량 (1:1)으로 96-

well microplate에서 혼합한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 MAX 340, USA)에 넣고 25℃ 에서

약 20~24시간동안 배양하며 1시간 간격으로

620 nm에서의 흡광도 (optical density)를 측정하

여 세균의 증식 패턴을 관찰하 다 (Park et al.,

2003). 최소발육저지농도 (MIC)는 Langfield et

al. (2004)의 방법을 이용하여, 0.2 mg/ml의 p-

iodonitrotetrazolium violet (p-INT) 40 μL를 96

well plate에 넣고 2시간 동안 배양 후 INT for-

mazan의 생성에 의한 red color가 발색되지 않은

최소농도로 결정하 다. Positive control로는 E.

tarda와 V. anguillarum에 대하여 감수성을 나타

낸 norfloxacin을 사용하 다.

결 과

1. 생약 추출물의 항균활성

주요 어류병원성 그람음성세균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갖는 생약을 선발하기 위하여 14종의 생

약의 80% MeOH 추출물들의 E. tarda YSF 및 V.

anguillarum YSR에 대한 항균활성 검색을 실시

하 다 (Table 2). 그 결과, 감초, 칠피 및 지유의

각 추출물이 E. tarda YSF 와 V. anguillarum YSR

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중, 칠피

추출물이 14 종의 생약 추출물 중 가장 높은 항

균활성을 나타내었다.

2. 칠피 추출물로부터 활성지향적인 분리기법에 의한

항균활성물질의 분리

22..11.. 칠칠피피 추추출출물물의의 각각 유유기기용용매매 분분획획물물의의 항항균균

활활성성

칠피 추출물에 대하여 활성지향적인 분리기법

을 이용하여 활성분획을 탐색하고 활성물질을

분리하고자 유기용매의 극성을 높여가며 순차

적으로 분획을 실시하 다 (Fig. 1). n-hexane,

CHCl3, EtOAc, n-BuOH 및 물분획물의 총 5가지

분획물에 대하여 2 mg/disc의 농도로 E. tarda

YSF 와 V. anguillarum YSR에 대한 항균활성을

검색하 다. 그 결과, EtOAc 분획물에서 두 세균

에 대한 항균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CHCl3

및 n-BuOH 분획물도 높은 항균활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2). 

22..22.. EEttOOAAcc 분분획획물물로로부부터터 활활성성분분획획물물의의 추추적적

및및 활활성성물물질질의의 분분리리

칠피 추출물의 분획물 중 E. tarda YSF와 V.

anguillarum YSR에 대하여 가장 높은 항균활성

을 나타낸 EtOAc 분획물에 대하여 활성지향적

인 분리기법을 적용하여 활성물질을 분리하고

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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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medicinal plant extractsa)

a) The concentration of extracts loaded on disc was 2 mg/disc.
b) Diameter of inhibition zone: no inhibition: -; 7~10 mm: +; 11~15 mm: ++; 16~20 mm: +++; 21~25 mm: ++++

생약명 (plants)
Bacterial Strains

E. tarda YSF V. anguillarum YS

백지 (Angelica dahurica) - -

참당귀 (Angelica gigas) - -

당귀 (Angelica sinesis) - -

애엽 (Artemisia asiatica) - -

홍화 (Carthamus tinctorius) - -

황련 (Coptis japonica) - -

연교 (Forsythia viridissima) - -

감초 (Glycirrhiza glabra) ++ ++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 -

금은화 (Lonicera japonica) - -

상백피 (Morus alba) - -

칠피 (Rhus verniciflua) +++ +++

지유 (Sanguisorba officinalis) + ++

황금 (Scutellaria bicalensis) - -

Oxytetracycline (30 μg/disc) ++++ -

Norfloxacin (10 μg/disc) ++++ ++++

Fig.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fractions from R. verniciflua bark extract. All fractions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2 mg/disc. H: n-hexane fraction; C: CHCl3 fraction; E: EtOAc fraction; B: n-BuOH fraction; W: aqueous fraction. OTC: 30
μg/disc oxytetracycline; Nor.: 10 μg/disc nor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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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reverse phase silica gel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총 8개의 소분획으로 나누었다. 이 소

분획물에 대한 항균활성 검색 결과, 소분획물 II

가 E. tarda YSF와 V. anguillarum YSR에 대하여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나머지

소분획물들 중 소분획물 I, IV 및 VI도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3). 이에,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보인 소분획물 II로부터 활성물질을

분리하고자 Sephadex LH-20 컬럼크로마토그래

피를 반복 수행하여 화합물 1을 분리하고 정제

를 실시하 다. 

22..33.. 활활성성물물질질의의 화화학학구구조조의의 분분석석 및및 동동정정

분리 및 정제된 화합물 1은 MS, IR 및 1H-

NMR을 이용한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하 다. 화

합물의 성상 및 분광학적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

다: Amorphous colorless powder; C8H8O5; EI-MS

(m/z) (relative intensity): 184 [M+] (89), 153 [M-

OCH3] (100), 125 [M-OCH3-CO] (50); IR (neat)

max. (cm-1): 3375, 1680, 1610; 1H-NMR (400

MHz, CD3OD): δ3.78 (3H, s, -OCH3), 7.03 (2H, s,

H-2, H-6).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여 methyl-3,4-5-

trihydroxybenzoate 즉 methyl gallate로 결정하

고 그 결과를 문헌치 (Kashiwada et al., 1986)와

비교하여 methyl gallate로 동정하 다 (Fig. 4). 

3. Methyl gallate (화합물 1)의 항균활성

분리된 methyl gallate의 E. tarda와 V. anguil-

larum의 증식에 미치는 향과 MIC를 측정하

다. E. tarda YSF, E. tarda NHF 및 E. tarda TYF와

V. anguillarum YSR 및 V. anguillarum GS를 사용

하여 각 균주의 증식에 대한 methyl gallate의

향을 관찰하 다 (Fig. 5). 세 균주의 E. tarda와

두 균주의 V. anguillarum의 normal control은 20

시간의 배양 동안 각각 유사한 증식패턴을 나타

내었다. 이에 methyl gallate를 농도별로 가했을

때, E. tarda의 경우, 2 및 1 mg/ml의 농도에서, 배

강소

Fig. 4.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 1 (methyl gallate)
isolated from R. verniciflua.

Fig. 3.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ubfractions from EtOAc fraction of R. verniciflua bark extract. All subfractions were treat-
ed at the concentration of 2 mg/disc. OTC: 30 μg/disc oxytetracycline; Nor.: 10 μg/disc nor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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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 2시간에서 약 30%의 세균증식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배양 후 4시간부터는 세균의 증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0.5, 0.25 및 0.125 mg/ml에서도 유의

성 있는 세균증식억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V. anguillarum의 두

균주에 대해서도 methyl gallate를 2 및 1 mg/ml

으로 처리하 을 때, 배양 후 2시간에서 약 20%

정도의 세균증식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도 증식억제 효과가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또한, p-INT용액을 이용하여 MIC를 측정한

결과, E. tarda의 경우 세 균주에서 모두 1 mg/ml

에서부터 INT formazan의 red color가 전혀 발색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data not shown) 각 균

주에 대한 methyl gallate의 MIC는 1 mg/ml로 결

정되었다. E. tarda와 세균증식 억제패턴에서 유

사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V. anguillarum 균주들

에 대한 MIC도 1 mg/ml로 측정되었다.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norfloxacin의 경우, E. tarda에

비하여 V. anguillarum 균주들에 대해서 더욱 높

어류병원성 그람음성세균 Edwardsiella tarda와 Vibrio anguillarum에 대한 칠피의 항균활성물질

Fig. 5. Inhibitory effects of methyl gallate on growth of E. tarda YSF (A), E. tarda NHF (B), E. tarda TYF (C), V. anguil-
larum YSR (D), and V. anguillarum GS (E). 



234

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각 균주들에 대한

MIC는 E. tarda 균주들에 대해서는 50 μg/ml, V.

anguillarum에 대해서는 25 μg/ml로 나타났다. 

고 찰

식물체가 보유하고 있는 2차대사산물 (또는

phytochemicals)의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의 항

균물질들이 세균성 감염증 치료를 위하여 기존

의 항생제에 대한 대체물질 또는 병용물질로서

제시되고 있다 (Sato et al., 1995; Liu et al., 2001).

지금까지 밝혀진 식물체에 존재하는 항균물질

로는 alkaloids, flavonoids, terpenoids, phenolics,

quinines, 정유성분 등 다양한 구조의 화합물들

이 있다 (Cowan, 1999). 본 연구에서는 육상식물

로부터 어류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물질

을 분리하고자, 주요 어류병원성 그람음성세균

인 E. tarda와 V. anguillarum에 대하여 생약 추출

물의 항균활성을 검색하여 그 결과로써, 감초,

지유 및 칠피의 추출물이 항균활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 중 가장 높은 항균활성

을 나타낸 칠피 추출물에 대하여 활성지향적인

분리기법을 적용하여 활성물질로서 페놀성 화

합물인 methyl gallate를 분리·동정하고 항균활

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E. tarda와 V. anguillarum에 대하

여 항균활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감

초는 Glycyrrhiza glabra 또는 G. uralensis (Legu-

minosae)의 뿌리로서 전통적으로 항궤양, 거담,

이뇨, 완하, 진정, 해열, 항균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오고 있는 생약이다 (Jung et al., 1990). 근래

에 이로부터 분리된 flavonoids와 isoflavonoids

의 methicillin-resistant Staphylcococcus aureus 등

의 병원성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보고되었다

(Fukai et al., 2002; Li et al., 1998). 지유는 San-

guisorba officinalis (Rosaceae)의 지하부로서 전

통적으로는 항출혈, 항염증의 목적으로 사용되

어 오던 생약으로 (Jung et al., 1990), 이의 에탄

올추출물이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및

Pseudomonas aeruginosa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koska et al.,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이 두 생약은

본 연구에서 항균활성이 검증된 E. tarda와 V.

anguillarum 뿐만 아니라 그람양성 어류병원균

에도 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 Choi et al. (2004)은 다양한 생약재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수종 어병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검색결과를 보고하 는데, 그 중 지유

추출물의 경우, 두 용매 조건에서 모두 E. tarda

와 V. anguillarum에 대한 유의성 있는 항균활성

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는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 감초 추출물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E. tarda와 V. anguil-

larum에 대한 항균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생약재의 추출용매로 사

용한 80% MeOH과 에탄올이나 물과의 추출력

의 차이에도 기인할 뿐 만 아니라, 항균활성 검

색 시 사용한 배지의 종류, 배지의 양 및 세균수

의 차이가 실험결과에 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 tarda와 V. anguillarum 에 대

하여 뛰어난 항균활성을 나타낸 칠피의 추출물

에 대하여 활성지향적인 분리기법을 적용하

다. 극성에 따라 나눈 유기용매분획물 중 EtOAc

분획물이 가장 항균활성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CHCl3과 수포화 n-BuOH 분획물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최근에, Kim et al. (2002)은 칠피의

EtOAc 추출물이 sortase 즉, 그람양성균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세균의 표면단백질을 부착시키

는 transpeptidase로서의 역할을 하는 효소에 대

한 유의성 있는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그람양성

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기대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칠피 추출물의 EtOAc 분획물이

그람음성병원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병의 원인이 되는

Streptococcus나 Staphylococcus와 같은 그람양성

병원균에도 항균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

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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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칠피로부

터 분리된 화합물 중 항균활성 물질로서 분리된

화합물은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 칠피의

EtOAc분획물로부터 항균활성물질로서 분리된

methyl gallate는 단순 페놀성 화합물로서 지금까

지 다양한 식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 만 아니

라, 이에 관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

다. 보고된 생리활성은 주로 항산화작용으로 산

화적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활성 (Whang et al.,

2005; Hsieh et al., 2004), 항암활성 (Fiuza et al.,

2004) 등이 보고되어 있고 이 외에도 몇 종의 병

원성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Ahn et al. (1998)은 오배자로부터 methyl gallate

를 분리하 는데, 이는 몇 종의 Clostridium속 세

균과 Streptococcus, Staphylococcus속 세균

Escherichia coli 등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 다. 1, 5 및 10 mg/disc 농도에서의 저

지대의 크기가 10-20 mm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MIC인 1 mg/ml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

나,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그람 음성균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에, Stapleton et al. (2004)는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의

oxacillin에 대한 내성이 methyl gallate를 포함하

여 gallate 구조를 포함한 녹차의 탄닌계열의 성

분들이 oxacillin과 병용투여 했을 때, 단독 투여

시와는 달리 oxacillin에 대한 MRSA의 내성을

역전시킨다고 보고하 다. 이 결과는 methyl gal-

late가 다양한 병원성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보

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항균활성을 나

타내지 못하는 세균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항생

제와 병용 투여시에 항생제의 효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항균활성생약으로 검증된 칠피와

이로부터 분리된 항균활성물질인 methyl gallate

는 어류의 세균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후보물질로서 개발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어류 병원성 그람음성세

균인 E. tarda 및 V. anguillarum에 대하여 14 종

의 생약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검색하 다. 그 결

과, 감초, 지유 및 칠피 추출물이 항균활성을 나

타냄을 밝혔다. 그 중, 가장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낸 칠피 추출물에 대하여 활성지향적인 분

리기법을 적용하여 활성분획물인 EtOAc분획물

로부터 항균활성물질 1종을 분리하고 페놀성 화

합물인 methyl gallate로 동정하 다. methyl gal-

late는 실험에 사용된 E. tarda 및 V. anguillarum

의 균주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저해하 으며

이에 대한 MIC는 모두 1 mg/ml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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