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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자 추출물의 어병 세균에 대한 항균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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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a Rhois was extracted with various solvents such as ethyl alcohol, ethyl acetate, n-hexane, and n-
butyl alcohol,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extracts were also tested. The ethyl acetate extracted Galla
Rhois showed high antibacterial activities and was the most effective extract, was further fractionated into 8
subfractions with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The subfractions 4 and 5 exhibited an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treptococcus iniae KCTC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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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양식장에서 세균성 질병이 발생하 을

경우나 어류의 이동·선별시 주로 항생제를 사

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항생제

를 사용한 양식 어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중에서 항생물질

을 대체할 수 있는 항균물질의 연구와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로서 생약재 48종에 대한 열수 및

알콜 추출물로부터 어류 질병 원인균 19종에 대

한 항균력 시험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개옻나

무, 오배자, 황련, 보골지, 지유, 육계, 상백피, 감초,

애엽 및 연교 등이 좋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오배자의 항균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Choi et al., 2004). 오배자

(Galla Rhois)는 붉나무 (Rhus javanica Linne)의

잎에 오배자 진딧물 (Melaphis chinensis Bell)이

산란함으로 인해 생긴 벌레집을 가리킨다. 한방

에서는 오배자의 수렴, 지혈, 해독, 항균, 항바이

러스 및 항진균 등의 효력을 이용하여 설사,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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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위궤양, 십이지궤양, 도한, 유정, 혈변, 혈뇨, 구

내염 등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생약학연구

회, 1994; 장과 이, 1998). 한편 오배자의 약효 성

분에 대한 연구로는 항암, 항세균, 항진균, 항산

화 성분, 자유라디칼 소거 효과와 항혈전 효과가

연구 검토되었고 이들 약효의 주성분은 methyl

gallate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and Kim,

1992; Kim et al., 1992;  Park et al., 1993; 정, 1996;

Cha et al., 2000; Song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오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항균력 시험을 수행하 다. 즉 어병 원

인세균에 대한 오배자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열수 추출물의 농도별 항균력 조사와 용매별

추출에 따른 항균력을 조사하 다. 또한 효능이

우수한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은 실리카겔 칼

럼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8개의 분획으

로 세분화시켰으며 각 분획들의 항균력을 조사

하 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시험에 사용한 오배자는 경상북도 대구 약

전시장내 생약판매상에서 구입한 한약 규격품

으로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세절하여 사용하

다. 이 식물의 표본은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

최혜승·김진숙·장대식·유 법·김이청·이주석

Table 1. Bacterial strains used for investig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Division Pathogen Representative

Edwardsiella tarda J2-27K 1

Edwardsiella tarda GY01 2

Edwardsiella tarda E4 3

Edwardsiella tarda FSW910410 4

Gram Edwardsiella tarda ET021202 5

negative Vibrio anguillarum YT85805 6

Vibrio anguillarum PT213-2 7

Vibrio anguillarum V. A 29 8

Vibrio anguillarum V5 9

Vibrio sp. V10 10

Lactococcus garviae L2 11

Lactococcus garviae B27-K 12

Lactococcus garviae YT-3 13

Gram 
Lactococcus garviae B24-1S 14

positive
Lactococcus raffinose KCTC 3509 15

Streptococcus paraberius KCTC 3651 16

Streptococcus iniae KCTC 3657 17

Streptococcus iniae BS20 18

Streptococcus iniae WKS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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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표본실에 보관 중이다 (표본번호 NFRDI-

003).

기기 및 시약

칼럼크로마토그래피용 고정상으로는 실리카

겔 60 (70-230 mesh, Merch)을 사용하 고, 추출

및 분획용 시약은 1급 용매를 사용하 으며, 그

외 각종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 다. 

시험 균주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표준균주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 어류 양식장에서 직접 분리한 세균으

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Automated Bacteria Iden-

tification System (Model S/N E9841)로 동정한 그

람 음성균 10균주와 그람 양성균 9균주 등 총

19균주를 사용하 다 (Table 1). 

항균성 시험 및 시료 조제

오배자의 열수 추출은 약탕기 (대웅 전동식

DWT 2800T)에 오배자 50 g과 증류수 1,500 ㎖

를 넣고 3시간 달여 식힌 후 진공 감압 여과하

여 엑스성분을 60℃ 온탕 수조에서 감압 농축한

후 Freeze Dryer FD (EYELA)로 동결 건조시켜

서 분말로 만들어 건조 중량을 측정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동결 건조한 시료는 -78℃의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각 실험에 사용하 다. 오

배자 열수추출 분말을 멸균증류수에 용해한 후

membrane filter (0.45 ㎛)로 여과한 것을 항생물

질검정용 8 ㎜ paper disc (ADVANTEC, D0811606)

에 흡습·건조시켜 1,250 ㎍/disc, 2,500 ㎍/disc,

5,000 ㎍/disc 및 10,000 ㎍/disc로 제작하여 농도

별 어병 세균 19균주에 대한 항균력 실험에 사

용하 다. 그리고 추출 용매에 따른 항균력의 차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오배자 40 g에 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에탄올을 각각 800 ㎖ 씩

가하여 24시간 진탕 추출한 다음 감압 농축하여

건조 분말로 만들었다. 이 분말을 disc당 약제의

함유 농도는 2,500 ㎍/disc 되도록 조정하여 19균

주의 시험 어병 세균에 대한 항균력 실험에 사

용하 다. 또한 항균 효능이 가장 우수한 에틸아

세테이트 추출물 8.9 g을 실리카켈 칼럼 (70-230

mesh, Ф 4 ㎝×20 ㎝)에 loading시켜 클로로포

름-메탄올 혼합용매 (5:1 → 0:1)로 용출하 다.

TLC 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출물들은 합하여 최

종적으로 8개의 분획 (분획물1~분획물8)으로

나누었으며 각 분획물을 2,500 ㎍/disc가 되도록

조정한 다음 어병 세균 Streptococcus iniae

KCTC 3657에 대한 항균력 시험에 사용하 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oxytetracycline (30 ㎍/disc)을

사용하 다. 

결 과

오배자 열수 추출물의 농도별 항균력을 조사

한 결과 Fig. 1과 같이 추출액의 농도가 높을수

록 양호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Edward-

siella tarda GY01, Vibrio sp. V10 및 Lactococcus

raffinose KCTC3509 균주에 대한 오배자 열수추

출물의 저지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19균주 중

oxytetracycline 에 감수성 균주가 6개인데 비해

오배자 열수추출물로 제작한 디스크를 사용한

시험 결과, 1,250 ㎍/disc는 8균주, 2,500 ㎍/disc는

9균주, 5,000 ㎍/disc는 9균주 및 10,000 ㎍/disc는

12균주로 농도가 높을수록 감수성을 갖는 균주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배자 추출 용매별 어병세균에 대한 항균력

오배자 추출물의 어병 세균에 대한 항균 효능

Fig. 1. Size of growth inhibition zones with different con-
centrations of water- extracted Galla Rhois (Obaeja) on fish
pathogenic bacteria. *, Name of bacterial strains are
referred at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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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는 Fig. 2와 같다. 즉, 에탄올 추출물에

서 15균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 16균주,

부탄올 추출물에서 12균주 및 헥산 추출물이 7

균주에 항균력을 나타내어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한 오배자가 가장 항균력이 양호하 다. 

오배자의 추출 용매별 어병 세균에 대한 항균

력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인 에틸아세

테이트 추출물을 실리카겔 칼럼 크로마토그래

피를 실시하여 8개의 분획물로 나눈 후 각각의

S. iniae KCTC3657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즉, 분획물 4와 5에서 각각

17 ㎜의 저지대를 나타내어 항균력이 가장 양호

하 으며 다음이 분획물 3과 7로 각각 14 ㎜, 이

어서 분획물 1, 2, 8이 각각 12 ㎜의 저지대를 나

최혜승·김진숙·장대식·유 법·김이청·이주석

Fig. 2. Antibacterial activities of Galla rhois (Obaeja) extracts on the fish pathogenic bacteria. Four different solvents, ethyl
alcohol (EtOH), hexane, ethylacetate (EtAOc) and buthyl alcohol (BuOH) were used for extraction. *, Name of bacterial
strains are referred at Table 1.

Table 2. Antibacterial activities of fractions from the ethyl acetate-extracted Galla Rhois (Obaeja) against Streptococcus
iniae KCTC3657 

Fraction Concentration (㎍/disc) Zone diameter (mm)

1 2,500 12

2 〃 12

3 〃 14

4 〃 17

5 〃 17

6 〃 11

7 〃 14

8 〃 12

Chloramphenicol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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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으며 양성 대조구로 사용한 클로람페니

콜은 25 ㎜를 나타내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오배자 열수 추출물의 농도별 항

균력은 추출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 오배자 추출물을 어류 양식

현장에 적용할 경우, 질병 발생의 강약 정도에

따라 생약재의 투여량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Nho et al. (1989)는 인산 성분 추출방법에 관

한 연구에서 메탄올 추출 방법이 백삼의 poly-

acetylene 성분을 최대로 추출하는 조건인 것을

밝혔다. 임 (1999)은 해조류로부터 헥산, 메탄올

및 물 추출액을 대상으로 어병 세균에 대한 항

균력을 비교한 결과, 참보라우무의 메탄올 추출

물이 가장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나 열수 추

출물은 전혀 항균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

다. 손 (1999)은 오미자, 구기자 및 인삼의 에탄

올, 메탄올 및 물 추출물 중에서 오미자는 에탄

올 추출물이 메탄올 및 물추출물에 비해 강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고 하며 구기자는 열수 추

출물이 보다 높은 항균력을 가지며, 인삼은 항균

력이 없다고 하 다. Mok et al. (1994)은 단삼의

경우 물, 부탄올, 메탄올, 아세톤 또는 헥산 추출

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력이 1.5배 이

상 강한 것으로 보고하 다. Park et al. (1995)은

상백피의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에서 강한 항균

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생약재는 물과 알콜 등 추출 방법에 따라서 항

균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약재마다 적절

한 추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항균 활성의 연

구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오배자 추출 용매별 항균력 실험에서 에틸아

세테이트로 추출하 을 때 19종류의 어병 세균

중 16균주에 항균력을 나타내어 가장 항균력이

양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배자의 에탄올

추출물이 E. coli 외 6종의 세균에 대하여 광범위

하고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Oh et al,

2002) 오배자가 S. aureus, B. subtilis, E. coli, K.

pneumonia 및 Ps. aerginosa 등에 탁월한 항균 활

성을 나타냈으며 (장 등, 1993), Listonella anguil-

larum, Lactococcus garvieae에 대해 오배자가 높

은 항균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 보고 (Jo et al.,

2002)를 뒷받침해주지만 균주에 따라 최적의 추

출 용매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용매를 이용한 생약재의 추출법은 대량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을때 산업화가

가능하여 양식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배자의 가장 우수한 항균 효능을 보인 에틸

아세테이트 추출물을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여 8개의 분획물로 나눈 후 S. iniae

KCTC3657에 대한 항균력 시험을 조사한 결과

분획물 4와 5에서 가장 양호한 항균력을 나타내

었다. 추후 이러한 분획물은 어병 치료제로서 연

구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분획물에 들어있는 항균 활성 물질의 분리

와 구조 규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요 약

오배자는 한방에서 지사제 또는 지혈제로 이

용되는 약재로 화학요법제와 유사한 효능을 갖

는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항암제로서의 가능성

에 대한 연구, 의학 분야에서 항산화 성분, 항혈

전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류 질병 분야에서도 이런 특성을 적용하여 치

료가 어려운 세균성 질병이나 바이러스성 질병

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추출

농도별, 추출 용매별 및 칼럼크로마토그래피법

에 의해 얻어낸 분획물의 항균력을 시험하여 다

음의 결과를 얻었다. 

어병 원인 세균에 대한 오배자 열수 추출액의

농도별 항균력은 1,250 ㎍/disc가 8균주, 2,500 ㎍

/disc가 9균주, 5,000 ㎍/disc가 9균주,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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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가 12균주에 항균력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

적으로 나타났다.

오배자 추출 용매별로는 에탄올 추출물이 15

균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이 16균주, 부탄올

추출물이 12균주, 그리고 헥산 추출물이 7균주에

항균력을 나타내어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

을 때 가장 항균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실리카겔 칼럼 크로

마토그래피법을 실시하여 얻어낸 8개의 분획물

로 Streptococcus iniae KCTC3657에 대한 항균력

을 시험한 결과, 분획물 4와 5가 가장 우수한 활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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