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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hanol extracts of 19 commercial herb medicines was analyzed to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Edwardsiella 
tarda, causing several fish diseases. Rhus javanica showed most strong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E. tarda and 
Escherichia coli. Methanol extract of R. javanica was further extracted using several organic solvents having different 
polarity. Extract from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strong activity against E. tarda as well as E. coli.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R. javanica extract was measured and resulted showing 64 ㎍/㎖ for E. tarda 
and 256 ㎍/㎖ for E. coli. It is needed that, from these results, further purification and isolation of reposible compound 
of these activities and further study on the synergy effect using combination with antibiotics against pathogenic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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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천연물 특히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어 온 한약재에 존재

하는 항균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물에 존재하는

항균물질은 그 대부분이 alkaloid류, flavonoid류, terpenoid

류, phenolic compound류, quinone류 및 volatile oil 등의

이차 대사산물이거나 그 유도체들로 알려져 있다(1,2). 이

러한 천연물 유래 항균물질은 항생제와 합성 화학요법제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내성세균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천연항균 물질의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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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성된 항생제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용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

서 천연물로부터 항균성물질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약품과 천연보존제의 용도로서 단백질, 유기산, 지방산,

향신료, 생약추출성분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뿐 아리나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는 여러

한약재의 약리작용, 특히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6). 이러한 한약재 중 오배자(Galla

Rhois)는 붉나무(Rhus javanica)의 잎에 오배자 진딧물

(Melaphis chinensis)이 산란함으로 인해 생긴 벌레집이다.

한방에서는 오배자의 수렴, 지혈, 해독,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등의 효력이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설사, 탈항,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도한, 유정, 혈변, 혈뇨, 구내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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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7).

양식 어류에 발생하는 주요 세균성 질병은 에드와드병,

비브리오증, 연쇄구균증 등이 있으며 (8), 이 중 에드와드병

은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주로 고수온기에 다발하지만

최근에는 년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식넙치의

경우 이 질병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에 걸쳐 폐사되어 누적폐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러한 세균성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10). 매년 평균 220톤 이상의 수산용 항생제

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1). 이에 따라

항생제 내성 어병세균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으며 그 내성

경향은 증가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어병세균으로 알려진

Edwardsiella tarda에 대한 시판 한약재 추출물 19종의 in

vitro 항균활성을 검색하고, 이중에서 활성이 높은 한약재로

부터 활성물질을 분리 및 병용함으로써 항생제를 대체하거

나 그 사용을 감소할 수 있는 어류 질병 치료 약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한약재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대한생약제품

(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한약재의 일반명과

학명 등은 Table 1과 같다. 그 밖의 시약은 분석용 grade

및 Sigma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균주

항균활성 대상균주는 어병세균인 Edwardsiella tarda

KCTC 12267와 활성검정 대상균주로 표준균주인 Escherichia

coli KCTC 1682를 각각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Korea)에서 구입하여 nutrient broth (Difco Co)에서

배양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한약재 추출물 조제

시료추출액의 조제는 각 한약재별로 약재를 세절하거나

잘게 부수어 3배(v/v)의 methanol을 첨가하여 혼합하여 24

시간 실온에서 침지한 후, Whatman No.2 여과지로 2회 여과

하였다. 추출액은 rotary vacuum evaporator로 40℃에서 감

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전제거였으며, 각각의 농축물을 다

시 ethanol에 20 mg/mL의 농도로 용해시켜 각 세균별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한 stock solution으로 사용하였다.

활성물질의 분획

한약재 80% methanol 추출물의 추가적인 유기용매를 사

용한 극성에 따른 분획은, 물에 현탁된 추출시료를 저극성

용매인 n-hexane으로 먼저 추출한 후 물층을 다시 ethyl

acetate (EtOAc), n-butyl alcohol (n-BuOH)을 이용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3회 분획 추출한 후 분획물을 40℃ 수조의

rotary vacuum evaporator로 농축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

였다. 각 용매추출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건조 시킨 후

n-Hexane 가용분획(2.6 g), EtOAc 가용분획(63.5 g),

n-BuOH 가용분획(6.7 g), H2O 가용분획(4.1 g)을 각각 얻었

다. 각 용매별 농축물은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여 대상균

주에 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Fig. 1).

Rhus javanica  (114.1 kg)

80% MeOH

n-Hexane ext.
(2.6 g)

EtOAc

n-BuOH ext.
(6.7 g)

n-BuOHEtOAc ext.
(63.5 g)

H2O ext.
(4.1 g)

Cncd.
n-Hexane

Fig. 1. Isolation scheme for antibacterial substances from Rhus
javanica.

항균활성 측정

각 시료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disc diffusion method로

측정하였다. 액체배지에서 18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대

상 세균 배양액 200 μL를 멸균 면봉으로 nutrient agar 평판

배지에 3회에 걸쳐 골고루 도말한 후, 직경 8 mm의 멸균

paper disc (Whatman No.2)를 올려놓은 다음 각 추출물을

30 μL (고형물 600 μg)씩 흡수시켜 37℃의 incubator에서

18시간 배양 후 paper disc 주위의 생육 저해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추출물 시료의 용매로 사용된

ethanol을 동량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반복

실시하였다.

최소생육저해농도 측정

추출물의최소생육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ion,

MIC)는 96-well plate와 Muller-Hinton 배지를 이용한 표준

2배 희석 방법으로 측정하였다(12). 37℃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대상 세균의 생육이 저해된 최저 농도를 MIC로결정

하였다.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반복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어병세균 Edwardsiella tarda에 대한 19종의 한약재

methanol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disc diffusion method로 측

정한 한약재 추출물의결과 중 일부를 Fig.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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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약, 부지깽이, 쑥부쟁이, 오배자, 장뇌삼, 찔레에서 E.

tarda에 대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붉은대동여뀌, 원화,

포도나무, 현삼은 E. coli에도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 오배자 추출물에서 E. tarda와 E. coli 모두에서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이는 오배자 추출물

이 E. coli, Bacillus subtilis, Streptococcus iniae에 대해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유사하다(7,14).

Fig. 2. Antibacterial activity of 80% methanol extracts of several
medicinal herbs against E. tarda and E. coli.

1. Rhus javanica, 2. Daphne genkwa, 3. Zea mays, E, 30 μL of ethanol as positive
control.

Table 1. Growth inhibiting activitie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gainst Edwardsiella tarda and Escherichia coli1)

Common name Scientific name used part E. tarda E. coli

개여뀌 Persicaria blumei whole plant -
2)

-

니기다 소나무 Pinus densiflora inner bark - -

마늘 Allium sativum stem - -

몰약 Commlphora myrrha - + +

부지깽이 Erysimum aurantiacum leaves + +

비파 Eriobotrya japonica seeds - -

붉은대동여뀌 Persicaria trigonocarpa whole plant - +

속단 Phlomis umbrosa roots - -

쑥부쟁이 Aster yomena leaves + +

야관문 Lespedeza cuneata whole plant - -

오배자 Rhus javanica - +++ ++

원화 Daphne genkwa flower bud - ±

옥미수 Zea mays style - -

장뇌삼 Panax ginseng leaves + +

찔레 Rosa multiflora leaves + +

차조기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roots - -

침향 Aquilaria agallocha - - -

포도나무 Vitis vinifera outer bark - +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leaves - +
1)Data represent the mean from the results of three experiments.
2)Diameter of inhibition zone (-:8~10 mm, +:10~14 mm, ++:14~18 mm, +++:>18

mm)

탐색한 한약재들 중 항균력이 가장 뛰어난 오배자의

methanol 추출물의 E. tarda와 E. coli에 대한 최소생육저해

농도(MIC)를 측정한 결과, E. tarda에 대해서는 64 μg/mL,

E. coli 에 대해서는 256 μg/mL로 나타났다(Table 2). 이

결과는 오배자 추출물이 E. coli보다는 E. tarda에 대해 4배

낮은 농도로 생육을 저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또한

오배자 methanol 추출물이 S. aureus에 대해 60 μg/mL,

Salmonella gallinarum에 대해 120 μg/mL, 대장균에 대해

80 μg/mL이라는 여러 보고들의 농도들(3,15)과 유사하거나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사용한 시료가 정제도가 낮은 조

추출물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정제되어 단일 물질또는 2-3가

지 기능성 물질의복합물질화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낮은

농도에서도 E. tarda에 대한 저해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80% methanol
extract from Rhus Javanica

Bacteria MIC (μg/mL)1)

E. tarda 64

E. coli 256
1)Data represent the mean from the results of three experiments.

오배자의 methanol 추출물을 분획여두에서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 그리고 물로 용매의 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획한결과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의 유기용매 가용 분획을 얻었다. 각 분획물의 항균활성을

disk diffusion method에 따라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E.

tarda에 대해서는 각 분획물 모두에서 E. coli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중 ethyl acetate 분획 층에서두균주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최일

등(16)의 결과에서는 hexane과 물 층에서는 S. aureus에 대

해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chloroform과 ethyl acetate,

그리고 butanol층에서 골고루 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본 실험에서 몰약, 부지깽이, 쑥부쟁이, 장뇌삼, 찔레,

포도나무, 현삼 등 항균활성을 나타낸 다른 한약재들은 현

재 분리정제 단계에 있으며, E. tarda와 E. coli 이외에 S.

aureus, Vibrios, Salmonella sp. 등 다른 병원성 및 식품 미생

물에 대해 활성을 검정하고 있다. 아직 오배자로부터 E.

tarda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동정이나 구조결정 등의 보고는 없다. 본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E. coli와 E. tarda에 대한강한 항균활성물질을 분리

동정하고, 상용되고 있는 항생제와의 병용투여 효과 및 조

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 Antibacterial activities of extract from Rhus Javanica

Bacteria
Clear zone diameter (mm)1)

80% MeOH n-Hexane EtOAc n-BuOH H2O

E. tarda 18 16 19 16 12

E. coli 16 13 16 12 12
1)
Data represent the mean from the results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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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판 19종한약재 methanol 추출물의어병세균 Edwardsiella

tarda에 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오배자 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활성이 나타났다. 오배자 methanol 추출물은 용

매 극성에 따라 분획하였으며, 각 분획물의 항균활성 측정

결과 ethyl acetate 층에서 가장 강한 항균 활성이 나타났다.

이는 E. coli와 E. tarda 모두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오배자 추출물의 최소생육저해농도(MIC)를 측정한 결과

64 μg/mL에서 E. tarda의 생육을, 256 μg/mL에서 E. coli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활성물

질이 정제되어 단일 물질화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농도에서도 E. tarda에 대한 저해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E. coli와 E. tarda에 대해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항균활성물질을 분리 동정 중에 있으며,

상용되고 있는 항생제와의 병용투여 효과 및 조건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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