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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의 Candida albicans, Neisseria gonorrhoeae 및 

Lactobacillus acidofillus에 대한 천연물질과 Polyphenol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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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Natural Substances and Polyphenols on Candida albicans, 

Neisseria gonorrhoeae and L. acidofillus in the Reproductive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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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timicrobial studies on reproductive organs have been scarcely reported. Candida albicans and Neisseria gon-

orrhoea test to find out the natural substances of various concentrations in the antimicrobial experiments have been made. Anti-

microbial effect of biopole as the natural compound biosynthesis matter that contain anti-inflammatory material, catechin

polyphenols and lactic acid as a single natural substance on C. albicans were of great significance. Also the results of anti-

microbial effects of biopole, catechin and lactic acid as a single natural substance on N. gonorrhoea, respectively, showed lower

concentration than those of the antimicrobial effects on C. albicans. Through the survival of Lactobacillus acidofillus that acts

for the protection of the genital tissue the importance of lactic acid was confirmed. Lactobacillus acidofillus protection and C.

albicans firmly into disinfected to low concentrations of the natural mixture from biopole and catechin with lactic acid were

found and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this natural mixture on N. gonorrhoea were perfect. C. albicans and N. gonorrhoea to

disinfect the optimal natural mixture from 2% concentration biopole, 0.2% concentration of catechin and 2% lactic acid were

obtained. Through the survival of Lactobacillus acidofillus in the reproductive organs protectable effects were acquired to pre-

vent the infections of reproductive tissue and the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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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식기 질염의 원인균 중 약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C. albicans가 감염된 질병을 칸디다증이라 하는

데, 감염속도가 빨라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약 75%가 일생

에 한 번 이상 경험하며 45%의 여성이 1년에 2회 이상 경

험하게 되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조사되었다.
1,2)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의 외국에서도 많은 감염자를 위하여 치

료연구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3)

 모체의 질에 곰팡이류 감염

이 있는 경우 항생제 치료로 구강내 병원체의 정상적인 균

형이 깨져서 출생 시 신생아가 산도에서 감염되어 출생 후

발생할 위험이 높고, 합병증으로 다른 점막 부위인 구강, 직

장, 피부, 후두, 위장관, 호흡기 등으로 감염이 퍼질 수 있고,

치료하여도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재발 경향이 있다.
4)

 

Candida 균 외에 흔한 생식기 질환 중 자궁내막염의 주

원인이 되는 포도상 구균이나 연쇄상 구균 등은 저항력이

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 월경기간에 침입하면 빠른 속도

로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며, 임질균이나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기도 한다.
5)

심각한 생식기 질환으로 Neisseria gonorrhoeae에 의해 발

병하는 임질은 매독의 20배에 달하는 높은 발생빈도로 질

벽 표면에 과잉 번성하여 생식기관의 영구적인 손상과 불

임을 가져올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다.
6,7)

 일반적으로 남녀성

인에게 생식기 외에도 입, 목이나 각막에 감염 될 수 있고

요도, 요도선에서 점차 직장, 항문 주변까지 확산되어 남성

의 부고환, 여성의 자궁과 난관에도 감염됨으로써 요도염,

바르톨린선염, 자궁 내막염, 난관염을 발생시켜 대하증, 복

통, 배뇨와 직장 장애증상과 발열 등이 나타나고, 나아가 골

반 복막염, 방광염, 관절염이나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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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가 짧은 남성에게는 감염증상이 금방 나타나 1~2주

이상 방치하면 요도 협착증을 일으키며 임균성 부고환염으

로 불임이 될 수 있어 치료개발이 시급하다.
7-9)

그동안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도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과 적절한 항생제라도 성병을 유발하는 병

균은 죽지 않고 질내 상피세포를 손상 시킨다던가, 내성으

로 인하여 오히려 차후 치료에 더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고, 주로 화학 약품으로 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이 항상 따른다.
10,11)

 그러므로 생식기 질병 치료에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물질 소재를

이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천연물질 중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카테킨,

EGCG, 탄닌, 플라보노이드, 리그린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catechin(C15H14O6)은 항염, 항암작용

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며,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

화지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토코페롤에 비해 노화를 억

제하는 탁월한 효과와 동맥경화 등의 순환계 질환예방에 뛰

어나다고 연구 보고되어 있다.
12-14)

 폴리페놀 중에서 떫은맛

을 내는 tannic acid(C14H10O9·nH20, 약산성)도 역시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외에 중금속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다.
15-17)

또 다른 천연물질로 biopole은 조직의 유기 노폐물을 제거

할 수 있는 생중합체이다.
18)

 유사한 천연물질로 biomax는

녹차성분인 EGCG가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생합성물질로 항

염항암 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19)

 Lactic acid는 Lactobacillus

acidofillus에 필요한 물질이다. Lactobacillus acidofillus는 산

에 강한 내산성 균으로 질이나 장내에 정착하며 부패성 미

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와 콜레스테롤 저하시키

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비타민 B군의 합성능력도 가지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로서 생체내에서 pH를 조절해주는 작용

을 하는 동시에 잡균의 발육을 방지하는 항균작용을 한다.
20)

생식기 질환의 재감염이 발생되는 가장 큰 윈인은 생식기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Lactobacillus acidofillus도 제거

됨으로써 조직이 보호되지 못하여 치료된 후에도 빈번하게

재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생식기 질환 중 가장

많이 감염을 일으키는 C. albicans 및 임질균 N. gonorrhoeae

에 대하여 천연물질 중에서 생식기 조직에 부작용이 없고

살균작용이 뛰어난 천연소재로서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살균 효과를 각각 검사하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에 있어야 할 Lactobacillus

acidofillus를 보호하도록 서식에 필요한 lactic acid로 실험을

시행함으로써 감염균을 제거하는 동시에 보호균을 생존시킬

이중효과를 가지는 물질과 적절한 농도를 검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물질 − Candida albicans 및 Neisseria gonorrhoeae

균으로 인한 질환치료에 일반적으로 항염, 항암 및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천연성분으로서 생합성물질인 biomax, biopole

과 polyphenol 중 catechin, tannic acid와 그리고 lactic acid

를 이용하여 살균 효과를 검사하였다.

Biomax(한국 파메드, B2570))는 EGCG가 함유된 플라보

노이드로서 항염, 항암작용이 확인된 생합성물질이다.
19)

Biopole(한국 파메드, B2589)은 조직의 유기노폐물을 제거

할 수 있는 polyanionic 생중합체로서 lysine의 E-aminogroup

과 threosine serine 및 tyrosine의 hydroxyl group oil로 되

어 있어 조직의 손상 없이 계면활성제 기능이 큰 생물질이

다.
21)

 Polyphenol 성분 중 대표로 꼽는 catechin(C15H14O6)

은 분자당 페놀 그룹이 한 개 이상 있는 것으로 두 개 이상

의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산화 방지제 기능이 있어 항염, 항

암작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알려져 있으며, 노화를 촉진

하는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토코페롤에 비해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어 있고, 중금속

이나 니코틴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장이나 폐

에서 중금속이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

다고 밝혀져 있다.
8,22)

 Tannic acid (C14H10O9·nH20 약산성)

는 인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으로 순환계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심장과 혈압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23)

 또한 탈모

방지와 노화방지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
24)

 Lactic

acid(C6H6O3)는 생체 내에서 pH를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하

고, 흡습성이 있어 잡균의 발육을 방지하여 항균작용을 하

는 Lactobacillus acidofillus 서식에 필요한 물질로서 의약품

에 사용되기도 한다.
20)

위와 같은 생합성 혹은 천연 물질들인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및 lactic acid를 C. albicans 및 N.

gonorrhoeae 균에 대하여 살균효과를 나타내고 조직을 보

호하는 Lactobacillus acidofillus 균의 생존 가능성 여부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농도를 각각 검사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C. albicans 실험방법 − C. albicans(균주 ATCC10231,

국립보건원)균에 대한 실험을 YM 배지(DIFCO) 2.1 g/

100 ml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천연물 성분인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및 lactic acid(한국 파메드)를 각각 농

도별로 첨가하여 시행하였다. 각 농도별로 petri dish에 5개

씩 배양하여 배양된 균주수의 평균치를 산정하였다. 각 배

지에 실험물질을 0.05%부터
 
8%의 농도로 37

o
C±0.5

o
C에서

48시간 동안 암상태에서 10
-4

 및 10
-5
배로 petri dish에

streaking 하여 배양된 균의 콜로니를 정량 분석하여 최적

농도를 탐색하였다.

N. gonorrhoea 실험방법 − 삼성생물연구소에서 분양받

은 임질균 N. gonorrhoea에 대한 실험도 실험물질들을 농

도별로 GC base(difco) 7.2 g/100ml, sheep hemoglobin sol.

2%(BBL)를 100 ml 첨가한 후, N. gonorrhoeae 증식 내지

살균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8~24시간 내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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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bacto chocolate agar에 Isovital x enrichment 2 ml을 첨

가하여 균을 streaking한 후 37
o
C±0.5

o
C에서 5% CO2 배양

기에 48시간 배양하여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및 lactic acid의 최적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를 각

각 조사하였다.

Lactobacillus acidofillus 실험방법 − Lactic acid로 살균

작용과 함께 조직보호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L. acidofillus

가 생존할 수 있는 lactic acid의 최적 농도를 탐색하는 실

험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여성이 앓고 있는

생식기 질환의 병원균 중 가장 널리 감염되어 있는 C.

albicans 및 N. gonorrhoea에 대한 살균물질들로 천연물질

인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및 lactic acid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저농도에서 부터 고농

도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24)

 

Candida albicans에 대한 살균물질들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및 lactic acid의 최적 살균 효과를 알

아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저농도에서 부터 실험하여 Table

I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biopole, catechin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살균작용이 상승하였고, lactic acid도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C. albicans에 대한 효과가 증대하여 100%의

살균작용이 나타났다.

Biomax의 살균효과는 다른 물질에 비해 실험 최대농도인

8% 농도에서 17.7%로 저조한 편이었고, 그 이상의 농도에

서는 물질의 특성상 배지조성의 어려움으로 실험진행이 불

가능하였다. 생합성물질인 biopole은 저농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효과를 보이다가 7% 농도에서 59.1%, 8% 농도에서

100%로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

Catechin은 점차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살균효과가 상승

되어 2%의 농도에서 90.8%로 증가하여 2.5%이상의 농도

에서 100%의 완전살균작용을 보였다. Tannic acid의 효과

는 농도 0.25%에서 12.7%, 농도 0.5%에서 30.3%의 살균효

과를 보이고, 1%의 농도에서 84.2%의 두드러진 효과가 나

타났다.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biomax 실험에서와 같이 배

지조성의 어려움으로 실험진행이 불가하였다.

C. albicans에 대한 lactic acid의 작용은 농도 1%에서

5.4%로 저조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의 농도에서는 9.2%,

4%의 농도에서는 51.5%로 나타났고 6%의 농도에서 거의

완전한 살균작용에 근접하는 99.6%로 나타났으며, 농도 7%

이상에서는 100%의 완벽한 살균효과를 보였다(Fig. 1, 2). 

어느 정도의 lactic acid 존재 하에서 L. acidofillus가 생존

할 수 있는지 농도를 검사한 결과, 농도 1%에서 42.8%로

증식률을 보였고, 2%에서 그보다 낮은 15.4%로 증식하였

Table I. Disinfective effects(%) of natural substances on C. albicans and L. acidofillus( )

Concentration(%) Biomax Biopole Catechin Tannic acid Lactic acid

 0.05 - - 11.9 - -

0.1 - - 13.6 - -

0.25 5.5 - 20.2 2.7 -

0.5 7.3 - 39.7 30.3 -

1.0 8.2 - 45.2 84.2 5.4(-42.8)

2.0 11.0 - 90.8 - 9.2(-15.4)

2.5 - - 100.0 - -

3.0 - - 100.0 - (100.0)

4.0 15.0 - - - 51.5(100.0)

5.0 - 16.8 - - -

6.0 16.4 21.3 - - 99.6

7.0 15.1 58.1 - - 100.0

8.0 17.7 100.0 - - 100.0

Fig. 1. Disinfective effects of natural substances on C. alb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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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농도 3% 이상에서는 100%로 L. acidofillus를 살

균시키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lactic acid 2.5% 미만의 농도

가 L. acidofillus의 생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지금까지 실험에서 biopole, catechin과 lactic acid는 각각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살균효과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최

대 100%의 살균작용을 나타냈으나, 효과가 나타나는 고농

도의 물질보다 최소한의 복합물질로 여러 면으로 고도의 효

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농도에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 catechin과 조직보호를 위

한 lactic acid로 시행하여 Table II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L. acidofillus가 생체조직에서 생존 가능하고 생식기 감염

균을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catechin과 latic acid, 2가지 혼

합물질로 실험을 시도한 결과 (Table II), lactic acid 1%에

catechin 0.5% 농도를 포함한 것에서 91.2%의 살균효과를

보였고, lactic acid 2% 농도에 catechin 0.4% 농도를 포함

한 것에서 95.6%로 완전한 살균작용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

다(Fig. 4). 

지금까지 실행한 2가지 혼합물의 실험결과는 완전살균에

미치지 못하여 100%로 완벽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실험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

가지의 천연혼합물질로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그 결과, biopole 2% 농도와 catechin 0.2% 농도에 lactic

acid 1% 농도의 혼합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L. acidofillus

가 생존하지만, C. albicans는 완전 살균되지 않아 100%의

Fig. 2. disinfective effect of lactic acid on C. albicans

(A,B; control, C,D; 6% lactic acid)

Fig. 3. Survival rate(%) of L. acidofillus by the lactic acid

Table II. Disinfective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atechin with 1% or 2% lactic acid on C. albicans

Catechin

Lactic acid

0.1% 0.2% 0.3% 0.4% 0.5% 

 1% 66.2 65.1 85.1 89.2 91.2

 2% - - 86.6 95.6 94.5

Fig. 4. disinfective effects of catechin with 1% (dark) or

2% lactic acid (bright) on C. albicans

Fig. 5. Disinfective effects of I and II on C.albicans; I - 2%

biopole+0.2% catechin+1% lactic acid, II - 2% biopole+0.2%

catechin+2%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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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lactic acid 2% 농도로 혼합한

물질에서는 L. acidofillus가 생존하면서 C. albicans 살균효

과가 100%로 확실하게 나타났다(Fig. 5). 

C. albicans에 대한 항균작용을 P. guajava라는 식물의 4

가지 추출물로 실험하여 확인하였으나 완벽한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5) 
또한 fluconazole이나 nystain 물

질로는 100% 치료효과를 보지만, 치료속도가 87%와 74%

로 차이를 보여,
3)

 biopole이나 catechin의 효과가 더 우월함

이 확인되었다. Candida 균이 pH를 조절하는 Pra1 유전자

가 활성화 되어 neurophil 호중구성 백혈구가 자극됨으로써

항균작용을 향상 시키도록 하여 살균된다는 연구를 통하여

실험결과에서 얻어진 3가지 천연혼합물이 생식기 조직 내

에서 pH를 조절시켜 확실한 살균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

된다.
26)

 플라보노이드로 C. albicans의 증식을 저해한 효과

에서 gluconeogenic fructose와 bisphosphate 활동을 강화시

켜 phosphofructokinase 및 isocitrate dehydrogenase의 활동

을 억제시킴으로써 효과를 본 것이라고 확인된 보고에 의

하여 실험결과의 천연혼합물이 효소활동을 억제시킨 결과

로 추정된다.
27)

지금까지의 C. albicans 실험에서 C. albicans는 살균되고

L. acidofillus가 생존하는 결과가 N. gonorrhoea 임질균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실험하였다. N. gonorrhoea

에 대한 살균효과 실험은 정량분석의 어려움으로 단순히 N.

gonorrhoea균의 유무 상태로 살균효과에 대한 결과를 표기

하였다. 

C. albicans에 대한 실험에서와 같이 살균효과를 보인

biopole과 catechin으로 각각 실험한 결과, biopole은 8%,

catechin은 0.25%의 농도에서 100%로 살균효과를 나타내었

고, lactic acid는 5%의 농도에서 살균효과를 보였다(Table

III). 

C. albicans에 대한 실험에서와 같이 N. gonorrhoea에 대

한 실험에서도 역시 L. acidofillus의 생존이 가능하여야 하

므로 C. albicans에 대한 실험에서 얻은 3가지 혼합물질로

시험한 결과 Table IV와 같이 lactic acid 농도 1%에서는 살

균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lactic acid 농도 2%에 biopole 농

도 2%와 catechin 농도 0.1%를 첨가한 3가지 혼합물질에서

살균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 albicans와 마

찬가지로 N. gonorrhoea에서도 3가지 천연혼합물에서 확실

한 살균효과를 보였다. 특히 3가지 혼합물의 조성에서 lactic

acid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IV). 

N. gonorrhoea에 대하여 순수 천연혼합물질의 최적 조성

함유율이 catechin 0.1% 혹은 0.2%와 biopole 2%에 lactic

acid 2% 농도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 albicans

에 대한 살균효과도 동시에 얻기 위하여 catechin이 최소

0.2%의 농도가 필요하므로(Fig. 5),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식기 질환감염 치료물질로 catechin 0.2% 농도와

biopole 2% 농도에 lactic acid 2%의 농도를 포함한 혼합물

질이 C. albicans균과 N. gonorrhoea균을 동시에 제거하면

서 L. acidofillus를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천연복합물질로

확인되었다.

폴리페놀류인 EGCG를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물질

인 biomax와 tannic acid는 C. albicans 및 N. gonorrhoea에

대한 효능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밝혀낸 녹차 추

출물 EGCG나 tannic acid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EGCG나 EGCG를 포함한 물질 혹은 tannic acid는 생식기

항균작용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8)

반면에 biopole의 살균효과는 지방친화성의 protein

backbone을 만드는 이중중합체로서 표면장력을 줄이고 내

부로 신속히 분산을 촉진시키는 특성이 있어 피부조직의 자

연성을 유지시켜주므로 높은 선호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Catechin과 tannic acid도 각각 항균 및 항산화작용이 뛰

어나 항노화 효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생식기 감염균에

대한 살균효과를 재확인 결과 순환계에 좋다는 tannic acid

보다 같은 농도에서 catechin의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동물과 인간 체내에서 발견되는 젖산은 근육 조직에서 에

너지의 공급과 관련되어 많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Lactic acid(C3H6O3)는 근육의 글리코겐이 운동 시 분해될

때나 해당회로의 최종산물로 피루브산 환원으로 생성되는

생체 내 물질이며, 생체 내에서 pH를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하고, 흡습성이 있어 잡균의 발육을 방지한다. 질 내부의 환

경은 습기가 많고 외부보다 높은 체온에 가까운 온도로 세

 

Table III. Disinfective effects(O, X) of biopole, catechin

and lactic acid on Neisseria gonorrhoea

Concentration(%) Biopole Catechin Lactic acid

0.2 - X -

0.25 - O -

1 - - X

2 - - X

5 - - O

6 - - O

7 X - O

8 O - -

9 O - -

Table IV. Disinfective effects(O, X) of composite substances

from various concentrations of catechin, biopole with lactic

acid on Neisseria gonorrhoea

Catechin(%) 2% biopole Lactic acid(%)

0.1 O 2

0.2 O 2

0.25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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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증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으로 조성되어 질병이 없어

도 질 안에 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L. acidofillus와 같은

세균들은 오히려 질 내부를 산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잡균

들이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여 염증유발을 막

는다. 그러므로 생식기 조직세포를 잡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L. acidofillus가 생존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0)

이에 lactic acid는 C. albicans와 N. gonorrhoea 균을 살균

하는 작용과 함께 L. acidofillus도 생존할 수 있는 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Fig. 5II). 최소한의 농도로 뛰어난 살

균작용과 L. acidofillus를 보존 능력을 갖는 혼랍물을 탐색

한 결과 Fig. 5에서와 같이 biopole 2%농도와 catechin 0.2%

에 lactic acid 2%의 혼합물이 100%의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C. albicans 보다 감염이 빠른 N. gonorrhoea로 감염된 임

질병 치료에 몇 가지 약제가 있으나 재발이 잦고 부작용도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문제점이 다수 내제하고 있

다. 또한 많은 생약 연구에서 항진균 효과를 보이는 약초들

이 밝혀져 있으나,
11) 
그 효과가 충분치 못하고, 수십 가지의

생약으로 실험하였으나 너무 많은 종으로 구분하기가 어렵

게 나타났다.
29,30)

C. albicans와 마찬가지로 N. gonorrhoea에서도 biopole,

catechin, 및 lactic acid 3가지 천연물에서 Table IV에서와

C. albicans에 대한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월등한 살균효

과를 보였다. 천연물질로 N. gonorrhoea에 대한 연구는 사

포닌, coumarins, 플라보노이드, 탄닌, quinones, alkaloids,

triterpenes,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

고, 그 외에도 녹차의 추출물인 catechin, EGCG 그리고

quercetin으로 살균 효과를 보았으나,
25,31)

 조직보호와 항균

을 위한 L acidofillus를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연구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저

농도에서 완전한 살균효과를 볼 수 있는 천연혼합물질을 획

득하였는데, 특히 3가지 혼합물의 조성에서 lactic acid의 역

할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순수 천연물질의 혼합인

catechin 0.1% 농도와 biopole 2% 농도에 lactic acid 2%의

농도가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조성함유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C. albicans에 대한 살균작용도 얻기 위하

여 catechin 0.2%가 필요하므로(Fig. 5), 두 가지 생식기 감

염균을 살균시키기 위한 것으로 2% 농도의 biopole과 0.2%

농도의 catechin에 2% 농도의 lactic acid를 최적의 천연혼

합물질로 획득하였다. 이 천연혼합물질은 각각의 물질로 사

용할 경우이거나 복합물질에서 lactic acid가 결여된 것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시적인 작용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희박하

고, 또한 천연물질로서 내성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

체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없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적

합한 치료제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결 론

C. albicans와 N. gonorrhoea균에 대한 살균작용과 조직

보호를 위하여 L acidofillus 보존이 가능한 천연물질과 농

도를 탐색하는 실험결과에서 실험물질에 따라 농도별로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 albicans균에 대한 살균효과를

보이는 단일 천연물질로서 항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생

합성물질 biopole, 폴리페놀류인 catechin과 lactic acid에서

살균작용이 유의성 있게 나타났고, N. gonorrhoea균에도 3

가지 천연물질 biopole, catechin, lactic acid가 각각 C.

albicans에 대한 작용보다 낮은 농도에서 살균효과를 보였

다. 생식기 조직의 보호역할을 하는 L. acidofillus균의 생존

을 위하여 latic acid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L. acidofillus

균의 생존으로 생식기 조직을 보호하여 생체조직 감염 및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동시에 저농도로 C. albicans와 N.

gonorrhoea를 확실하게 살균할 수 있는 천연혼합물질로 2%

농도의 biopole과 0.2% 농도의 catechin 그리고 2% 농도의

lactic acid가 첨가된 최적 농도를 얻어냄으로써 부작용이 없

는 천연물질로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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