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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부르는 치아 우식증(齒牙 齲蝕症)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구강 내 질병의 하나로서 국내

에서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그 이환율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치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구강 내에 

서식하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가 섭취

하는 식품의 일부가 치아나 치아 사이에 남아 있게 되면, 

이중에 함유된 당질이 충치 원인균들이 가지고 있는 gluco-

syltransferase(GTase)에 의해 점착성이 강하고 불용성인 

glucan이 생성되어 치아 표면에 부착하게 되고, 이 glucan에

서 균이 증식하면서 각종 유기산을 생성하여 치아 표면의 

enamel질을 분해하여 충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충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주로는 Streptococcus 

mutans가 알려져 있으며(3), 충치의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치아를 깨끗하게 닦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인균의 증식 억제도 중요시 되어야 할 

수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약에 각종 항균물질을 첨가하

거나,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xylitol과 같은 세균 증식 억제 

물질 등을 껌이나 사탕류에 첨가하여 이용하기도 하며, 인체

에 무해하고 충치 원인균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효과가 있는 

천연 물질을 찾으려는 연구들도 행하여지고 있다(4,5).

한편, 해조류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그 기능성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6,7).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활성물질들로서는 할로

겐 화합물, diterpene 및 triterpene계 화합물, phenol/tannin

류, 지방산화합물 등이 보고되어져 있으며(8-14),
 이는 항산

화활성, 항암, 항충치작용, 항혈액응고, 항염증활성, 항균활

성 및 면역조절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8). Lee 등(19)은 해조류 추출물로부터 구

취 억제 활성을 검색하여 대황으로부터 구취 저해효과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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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tibacterial substance to the Streptococcus mutans,  a causative bacterium for decayed teeth,  was 
isolated from the dried sea mustard, Undaria pinnatifida,  and identified by GC and GC/MS. Aceton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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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1) and those methyl esters moved to 0.95.  They were identified as the same unsaturated fatty acid, 
C18:4,n⁃3 (3,6,9,12⁃octadecatetraenoic acid, stearidonic acid) compared relative retention times (15.5 min) with 
authentic fatty acid on the GC chromatogram. It was further confirmed unambiguously on the GC/MS giving 
molecular ion peak at m/z 290 which coincided with its methyl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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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바 있으며 대황 추출물의 충치원인균,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성과 이 균이 생성하는 GTase 활성 저

해효과를 보고하 다. Kim과 Lee(20)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취한 각종 해조류의 80% ethanol 추출물이 S. mutans의 

증식에 미치는 향을 검색한 바, 다시마, 미역 등에서의 항

충치활성을 보고하 다. 이에 다시마 및 미역의 아세톤 추출

물로부터 S. mutans에 대한 항균활성을 재검토하고, 미역으

로부터 항균활성물질을 분리, 정제하여 GC와 GC/MS에 의

하여 동정하 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건조 미역(Undaria pinnatifida)은 부산시 기장군에서 양

식하여 수확한 것을 자연 건조하여 시판중인 원형이 보존된 

특급 마른 미역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시험 균주 및 배지 

실험에 사용한 균주 Streptococcus mutans KCTC 3300

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은행실에서 분양받았으며, 

세균 배양 및 보존에는 brain heart infusion medium(BHI, 

Difco Lab., USA)을 사용하 다. 

항균활성의 측정 

미역의 acetone 추출물 및 각 용매 획분의 항균활성은 

Lorian법(21)을 개량하여 측정하 다. 즉, BHI broth를 조제

하여 5 mL씩 시험관에 분주하고 121oC에서 15분간 멸균시

켰다. 한편, 별도로 증균시켜 둔 S. mutans 배양액 10 μL를 

BHI broth에 무균적으로 첨가하고 이를 35oC에서 12시간 

배양하여 균수가 106 CFU/mL 되도록 하 다. 여기에 시료 

용액은 건조 미역 30 g 추출물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0.8 

cm의 paper disk(thick, Toyo Roshi, Japan)에 흡습시킨 후 

건조시켜 각 시험관에 넣어 35oC에서 72시간 배양하여 배양

액의 흡광도를 660 nm에서 spectrophotometer(Shimadzu 

UV-160A, Shimadzu Inc, Japan)로 측정하 다. 이때 동일 

농도마다 3개의 시험구를 사용하 으며, S. mutans의 증식 

억제 여부는 대조구와 시험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환

산하여 저해율을 표시하 다. 

Antibacterial 
            ＝
activity (%)

O.D. of control－O.D. of sample ×100
O.D. of control

항균물질의 추출, 분리 및 정제 

항균물질은 건조 미역(10.4 kg)을 분쇄기로 잘 분쇄한 다

음, 2배량의 acetone을 가하여 교반, 추출하고 Toyo No.2 

여지(Toyo Roshi Kaisha, Ltd., Japan)로 여과하 다. 잔사

는 2배량의 acetone으로 2회 더 추출하여 여액을 합한 다음 

vacuum evaporator(Büchi R-114, Büchi, Switzerland)로 

감압 농축하여 점액성의 조추출액을 얻었다. 조추출액은 

Fig. 1과 같이 1 L의 80% MeOH과 hexane으로 분배하여 

hexane 획분을 분취하고, 80% MeOH 획분은 순차적으로 

CHCl3, BuOH, 수용성 획분으로 용매 극성별로 분획하 다. 

이중 항균성이 강한 CHCl3 획분을 염기성 alumina col-

umn(60×1 cm, id., Aluminoxide 90, Merck, Germany)에서 
1% NH4OH-MeOH(1:1)로 용출한 다음, silica column(20× 
1 cm, i.d., Kiegelgel 60, Merck, Germany), ODS col-

umn(20×1 cm, i.d., 2.4 mL/min)으로 순차 정제하 다. 이 

때 각 column에서 사용한 용매는 column 부피의 3배량으로 

각각 용출하 다. 최종적으로 Develosil ODS-7 column 

(20×1 cm, i.d., Nomura Chemical Co., Japan, 유속: 1 
mL/min)에서 90% MeOH을 용매로 UV 254 nm에서 mon-

itoring 하면서 항균성 있는 3개의 물질 S-1(10 mg), S-2(90 

mg), S-3(60 mg)을 각각 분리하 다.

항균물질의 methyl ester화 

정제한 항균물질 S-1, S-2 및 S-3 각각의 1/2량에 12% 

BF3/MeOH 용액 2 mL를 가하고 100
oC에서 10분간 가열하

여 methyl ester화 하 다. 여기에 포화식염수 5 mL를 가하

고, 이어서 iso-octane 1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methyl es-

ter 유도체들을 iso-octane 층으로 이행시켰다. Iso-octane 

층은 따로 분리하여 질소 기류 하에서 농축한 다음 hexane 

1 mL 용액으로 조제하 다.

항균물질의 TLC

항균물질 및 methyl ester 유도체들은 silica plate(Kiegelgel 

60 F254, Merck, Germany)를 이용하여 hexane-diethyl 

ether-acetic acid(80:30:1) 혼합용매로 전개하 으며, 검출

은 건조 후 50% sulfuric acid/EtOH을 분무하여 120oC로 가

열하여 갈색 반점의 Rf값을 계산하 다. 대조 시료로서는 

대두유 및 대두유의 0.5 N NaOH로 가수분해하여 얻은 지방

산 획분을 사용하 다.

항균물질의 GC 및 GC/MS 분석

정제된 항균물질의 methyl ester화물을 일반적인 지방산 

분석에 사용하는 승온 조건에서 GC로 분석하 다(22). 분석

기기는 supelcowax-320 capillary column(30 m×0.32 mm 
i.d.)이 장착된 Shimadzu GC-17A(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FID로 검출하 다. 지방산 methyl ester 

표준품은 진주조개에서 분리한 지방산을 methyl ester화 한 

것을 사용하 다. 한편, 항균물질의 methyl ester 유도체 약 

30 mg을 항균물질 정제에 사용한 ODS column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분리, 정제하여 GC/MS(Jeol JMS-700, Japan)

로 EI mode에서 분석하 다. 이 때 column은 DB-5 capil-

lary column(60 m×0.32 mm, i.d., Agilent Tech, Colorado, 
USA)을 사용하 으며, 50

oC에서 230oC까지 승온 조건

(5oC/min)에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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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각 획분별 항균활성

미역 acetone 추출물을 hexane, CHCl3, BuOH, water로 

극성에 따라 분획한 결과, 극성이 가장 낮은 hexane층의 잔

사가 68 g으로 가장 많았으며, water층이 가장 적었다. 이는 

아세톤 추출물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염분이 석출되

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건조 미역 30 g 상당량의 추

출액의 항균활성은 CHCl3 획분이 73.2%로 가장 높았고, 

hexane층도 62.0%로 비교적 높았으나, BuOH층과 수용성 

획분은 거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항균활성물질은 CHCl3

에 잘 녹는 성분으로 추정되었다(Fig. 1). 

각 칼럼에서의 항균활성

항균활성이 가장 큰 CHCl3 획분은 염기성 alumina col-

umn 상에서 CHCl3:MeOH(1:1) 혼합 용액으로 중성 물질을 

용출시키고, 흡착된 물질은 1% NH4OH:MeOH(1:1)로 용출

시킨 결과, 1% NH4OH:MeOH(1:1) 혼합용액에서 81.1%의 

활성이 나타나 이 물질은 산성물질로 추정되었다(Fig. 1). 

이 획분은 농축 후, silica column에서 chromatography를 

행하 다. Silica column에서는 CHCl3:MeOH(95:5) 획분에

서 97.1%로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냈으며, CHCl3: 

MeOH(9:1)에서도 68.7%로 비교적 높은 항균활성이 나타났

다(Table 1). 항균 활성이 가장 높은 CHCl3:MeOH(9:1) 획분

은 농축하여 ODS column에서 50%, 70%, 85%, 100% 

MeOH로 극성을 높여가며 용출시킨 결과, 85% MeOH 획분

에서 96.4%로 가장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이 획분은 Develosil ODS-7 column에서 90% MeOH을 

이동상 용매로 하여 HPLC상에서 UV 254 nm에서 monitor-

ing 하면서 분취한 결과, 36분대에 적은 peak 부분(C-11)에

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Fig. 2A). 이 획분은 다시 농축하

여 최종적으로 Develosil ODS-7 column상에서 95% MeOH

을 이동상으로 하여 chromatogram에 나타난 peak의 형태를 

                     Dried sea mustard (10.4 kg)

 Homogenized
 Extracted with acetone (2 volumes, 2 volumes twice)
 Filtrated and evaporated (195 g)

 Hexane (68 g, activity 62.0%)   80% MeOH 

  CHCl3 (14 g, 73.2%)   40% MeOH 

             BuOH (24 g, 5.5%) Water (6.5 g, 0.0%)

 Basic alumina column (60×1 cm, i.d.)

  1% NH4OH:MeOH (1:1) (5.71 g, 81.0%)  CHCl3:MeOH (1:1) (4.0 g, 13.6%)

 Silicic acid column (20×1 cm, i.d.)

     CHCl3 CHCl3:MeOH
(95:5) 

CHCl3:MeOH
(9:1)

CHCl3:MeOH
(7:3)

CHCl3:MeOH
(1:1)

MeOH

 ODS Q3 column (20×1 cm, i.d., 2.4 mL/min)

50% MeOH 70% MeOH 85% MeOH MeOH 

 Develosil ODS-7 column
 (20×1 cm, i.d.)
 90% MeOH, 1.4 mL/min, UV: 254 nm)

   C-11 fraction

 Develosil ODS-7 column
 (20×1 cm, i.d.) 
 95% MeOH, 1.4 mL/min, UV: 254 nm)

    S-1 (10 mg)    S-2 (90 mg)     S-3 (60 mg)

Fig. 1.  Partition and isolation procedures of antibacterial substances from sea mustard.
Activity means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extract equivalent to 30 g of dried sea must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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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bacterial activity of each fractions on the 
silicic acid column and ODS column 

Silica column ODS column

Fraction
Inhibitory 
activity (%)

Fraction
Inhibitory 
activity (%)

CHCl3
CHCl3:MeOH (95:5)
CHCl3:MeOH (9:1)
CHCl3:MeOH (7:3)
CHCl3:MeOH (1:1)

MeOH

39.3
95.5
68.6
30.8
 9.6
 0.0

 50% MeOH
 70% MeOH
 85% MeOH
100% MeOH 

 7.0
76.3
96.4
29.7

% means average activity of the extract equivalent to 30 g 
dried sea mustard.

기준으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3개의 물질 S-1, S-2, S-3을 

용출 순서대로 분리하여(Fig. 2B)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3개의 성분 모두에서 9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S-1: 91.4%, S-2: 99.6%, S-3: 99.4%), 모두 기름상의 연한 

황색을 나타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황색이 더 진하여졌다. 

각종 칼럼을 통한 정제과정에서 활성이 가장 강한 획분만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항균물질은 총 160 mg을 정제하 다

(수율 1.5×10-3%).

항균물질의 TLC 상에서의 거동

HPLC에서 분리한 3개의 항균물질 S-1, S-2, S-3은 hex-

ane-diethyl ether-acetic acid(80:30:1) 혼합 용매로 전개한 

TLC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spot이 나타났으며(Rf값 0.42), 

이들은 대두유에서 분리한 유리지방산과 비슷하 다. 한편, 

이들의 methyl ester 유도체들은 Rf값이 0.95로 이동하여 대

두유의 중성지방인 triglyceride와 비슷하 다. 이와 같은 항

균물질 및 이들 methyl ester화 유도체들의 TLC상에서의 

거동으로 보아 이들은 carboxyl기를 가지는 지방산으로 추

정되었으나, 각 성분이 동일한 물질인지는 TLC로 확인이 

불가능하 다. 

Fig. 3.  Typical GC chromatogram of the antibacterial sub⁃
stance S⁃1.

항균물질의 GC에 의한 동정 

분리, 정제한 항균물질 S-1, S-2, S-3을 각각 gas chro-

matography에서 분석하여 표품 혼합 지방산 methyl ester

화물과 용출 시간을 비교하 다. 비록 이들이 분리, 정제과

정 중에 ODS column 상에서는 peak가 분리되어 용출되었으

나, 세 성분 모두 동일한 15분대에 peak가 나타났으며, 불포

화지방산의 C18:4,n-3과 용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여 이 성분

들은 동일한 물질로서 불포화지방산인 3,6,9,12-octadeca-

tetraenoic acid(stearidonic acid, C18:4,n-3)로 동정하 다. 이 

중 S-1의 chromatogram을 Fig. 3에 나타내었다. 

                    (A)                                           (B)

Fig. 2.  HPLC chromatograms of the 
antibacterial substances on the ODS 
column (A) chromatographed on the 
Develosil ODS⁃7 column, 90% MeOH, 
1.4 mL/min, UV 254 nm and (B) 
rechromatographed C11 fraction on 
the same conditions with 95%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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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물질의 GC/MS에 의한 동정

GC 분석에서 항균물질이 C18:4,n-3 지방산으로 동정되었는

바,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methyl ester 유도체

를 HPLC에서 분리하여 GC/MS로 분석하 다. GC/MS 

spectrum 상에서는 m/z 290 mass unit에 분자 이온 peak가 

관측되었다(Fig. 4). 이것은 지방산 C18:4,n-3의 분자에 methyl 

ester가 결합한 유도체(R-COOCH3)의 분자량인 290과 일치

하는 것으로서 이 물질이 3,6,9,12-octadecatetraenoic acid 

(stearidonic acid, C18:4,n-3) 지방산임을 확인하 다(Fig. 5). 

n-3 계열의 고도 불포화지방산들은 어패류나 미세조류와 

같은 수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지방산들로서 주로 

linolenic acid, EPA 및 DHA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중 특히 

EPA와 DHA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식품

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서도 이용되고 있으나, 

stearidonic acid는 양적으로도 적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특이한 지방산이다. 

최근, 이 지방산은 식물성 플랑크톤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23), 항균성 이외에도 용혈 작용(24), 적조를 

일으키는 Heterosigma akashiwo에 대한 살조 활성(25) 및 

홍반, 부종 등에 대한 항염증 작용(26)이 있음이 새로이 보고

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여러 가지 식품으로 가공하여 

즐겨 먹는 미역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인 

다당류를 비롯한 무기질 등 여러 가지 양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지질 성분에 관하여 Choe와 

Choi(27)는 완도산 미역의 지방산을 분석한 결과, stear-

idonic acid가 총지질에 대하여 엽상부에 0.22%, 포자엽에 

0.49%, 줄기에 0.97%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 다. 또한, 

Jeong 등(28)은 기장, 통 , 여수 산 해조류의 지방산을 분석

하여 stearidonic acid가 지역과 종에 따라 함량에 차이는 

있으나, 해조류에 함유된 주요 지방산으로서, 기장산 미역에

서는 불포화지방산 조성 중에서 가장 많은 13.8%나 함유되

어 있다고 하 다. 금후, 이러한 특이 지방산이 나타내는 생

리적 효과와 이용에 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많이 함유한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건조 미역 10.4 kg을 acetone으로 추출, 여과한 다음 액-

액 분배, 각종 크로마토그라피를 통하여 충치원인균, Strep-

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물질의 한 성분을 분리, 정제하

고(160 mg, 수율 1.5×10-3%) 물질을 동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조 미역 30 g 상당량의 추출액을 기준으로 용매 획분

별 항균활성을 조사하 을 때, CHCl3층이 73.2%로 가장 강

하 고, hexane층이 62.0%이었으며, BuOH층이나 물층은 

거의 없었다. 알루미나 칼럼에서는 산성 획분인 1% NH4OH: 

MeOH(1:1)용매 획분이 81.0%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실리카 칼럼에서는 CHCl3:MeOH(95:5)용매에서 가장 높은 

95.5%의 항균성을 나타내었고, ODS칼럼에서는 85% MeOH

Fig. 4.  GC/MS spectrum of C18:4,n⁃3 fatty acid methyl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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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ucture of 3,6,9,12⁃octadecatetraenoic acid (stearidonic acid, C18:4,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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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6.4%의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ODS칼럼

에서 95% MeOH를 이동상으로 하여 3개의 물질 S1(10 mg), 

S2(90 mg), S3(60 mg)을 분리 정제하 다. TLC에서 각 성

분은 동일한 Rf값 0.42를 나타내어 동일한 물질로 추정되었

으며, 이들을 메칠 유도체화한 성분들은 Rf값이 0.95로 바뀌

어 이들 물질이 carboxyl기를 가지는 지방산으로 추정되었

다. GC분석에서 표품 지방산과 비교한 결과, 이들은 C18:4,n-3 

지방산과 retention time이 일치하 다. 또한, 메칠 유도체의 

mass spectrum 분석 결과, m/z 290에 분자 이온 peak가 관

측되어 C18:4,n-3 지방산의 methyl 유도체의 분자량과 일치하

여, 이 물질을 3,6,9,12-octadecatetraenoic acid(stearidonic 

acid, C18:4,n-3) 지방산으로 동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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