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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성 캔디다증에 대한 산사자 추출물과 Fluconazole의
병용요법에 의한 항진균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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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there are increasing reports about pharmacological activities of Crataegi Fructus which has been

used for many centuries as medicinal and food sources in East Asia. However, its antifungal efficacy needs to be inves-

tigated. Thus, in the current study, we determined synergistic antifungal activity of the Crataegi Fructus extract (CFE) when

combined with fluconazole (FLC) against disseminated candidiasis due to Candida albicans. This fungus i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fungal pathogens. Data resulting from a microdilution susceptibility test showed that CFE had a dose-dependent

antifungal activity. When the extract was combined with FLC, the activity was synergistic. For example, the antifungal activ-

ity by the combination of CFE at 20 μg/ml plus FLC at 0.1 μg/ml was 4 times more effective than antifungal activity by FLC

alone at the same concentration (P<0.05). In the murine model of disseminated candidiasis, the combination therapy poten-

tiated resistance of mice, resulting in 80% of C. albicans-infected animals surviving the entire period of 40 days observation,

whereas mice given CFE alone or FLC alone all died with 17 and 23 days, respectively, although they survived longer than

the untreated control animals (P<0.05). The CFE’s antifungal activity seemed to be related to the blockage of hyphal pro-

duction of C. albicans yeast cells. In summary, CFE has a synergistic antifungal activity, which can be produced by combining

CFE with FLC. Thus, our data strongly indicate that CFE may be a potential candidate as an antifungal agent for com-

bination therapy.

Keywords □ Crataegi Fructus extract, Candida albicans, fluconazole, combination therapy, disseminated candidiasis, syn-

ergistic antifungal activity

최근에 면역력 결핍성 질환자와 아울러 암환자 발생의 증가로

인하여 감염성 병원균에 의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세균

감염증 뿐만 아니라 진균 감염증으로 인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1-3) 하지만, 진균 감염증 치료용 항생물질의 종류는 세

균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에 비해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많아서 새로운 항진균제의 개발과 기존의

항진균제를 활용하는 치료요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병원성 진균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진균으로는

Candida albicans를 손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항진균제에 내

성이 있는 C. albicans 균주의 출현으로 인해 이 진균에 의한 감

염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4,5) C. albicans는 다형태성(polymorphic)

진균으로 세균과 진균을 합친 전체 원내감염균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원내감염성 진균 중에서는 C. albicans가 1위를 차지하

는데, 이 진균은 당뇨증과 같은 소모성 질환자와 암환자들에게

는 매우 치명적이다.1,6-8) C. albicans는 건강한 여성에게도 질감

염을 유발하는데, 전 세계 여성의 70% 이상이 일생에 한번 이상

은 C. albicans 기인성 질감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9,10) 이 진균은 균사(hyphae)를 생성할 수가 있어서 인체 내

거의 모든 장기에 침투가 가능해서 감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C. albicans의 균사생성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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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자(virulence factor)로 간주되고 있다.1,4,5) 그래서, 항진균

제 개발에서 균사억제는 항진균활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캔디다 감염증에 적용하는 항진균제로는

polyene 계열의 amphotericin B와 azole 계열의 fluconazole

(FLC), ketoconazole 등으로 크게 양대구분을 해서 진균증에 적

용을 하고 있지만,11) 최근에는 이들 모든 약물에 내성이 있는 균

주의 출현과 부작용7,8) 때문에 새로운 항진균제의 개발과 함께

진균백신의 개발, 약물용량의 감소와 상승효과의 발현을 위해 병

용요법(combination therapy) 등의 새로운 요법의 고안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지난 15여 년 동

안, 다양한 종류의 약용식물 추출물 및 단일성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성분 중에서 C. albicans에 대한 항진균활성이 있는

성분의 규명, 이들 성분과 기존의 항진균제를 혼용하는 소위 병

용요법을 통한 항균력 증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을 위해 기초검색과정을 통해서 산사자(Crataegi Fructus)

를 선정하였다.

산사자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의 열매로서, 구형 또는 난형이며 적갈색을 띠고 있

다. 성숙한 열매는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위장의 기능을 돕는 위조정제 또는 소화촉진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도 산사자는 다양한 약리활성이 있다. 대표적 약리

활성으로는,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활성,12) 고지혈증 개선 및

항우울증 효과,13) 항산화효과,14,15) 항염증효과,16) 간보호효과,17)

항암효과,18,19) 트롬빈 저해활성작용,20) 그리고 항균활성21-25) 등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사자의 항균활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문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에 산사

자의 항세균 활성이 보고된 후,21) 2010년에는 더 다양한 종류의

세균에 대한 항세균활성 연구조사,22,24) 그리고 항생제 다제내성

이 있는 세균들(예: 녹농균)에 대한 항균효과에 관련한 보고와22)

본 연구실의 기 연구결과25) 등을 통해서 산사자의 항세균효과

에 관한 데이터가 획득되었다. 그 후 2013년에는 산사자로부터

분리된 catechin과 epicatechin의 단일성분에 의한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세균주에 대한 항세

균효과가 보고되기도 했다.23) 하지만, 산사자의 항진균활성에 관

해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전무한 형편으로, 지금까지는 2010년에

발표된 산사자의 추출물이 C. albicans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보

고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사료된다.22)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으로 산사자의 어떤 성분이 항진균활성에 관여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산사자에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사자의 주요성분으로는 triterpenoid

계열의 ursolic acid, corosolic acid, euscapic acid, crataegolic

acid 등이 있고, flavonoid 성분에 속하는 quercetin, kaempferol

과 항산화효과가 보고된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gallic

acid, pyrogallol 및 procatechuic acid 등의 폴리페놀성

(polyphenolic) 성분 등이 있다.22,26) 본 연구를 위한 산사자의 선

정에 상기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자 추출물의 항진균 상승효과의 여

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임상에서 캔디다 감염증에

주로 적용하는 azole 계열의 FLC와 산사자 추출물의 병용요법

에 의한 항진균 상승효과를 In-vitro 실험조건에서 먼저 검색하

고, C. albicans 기인성 전신성 캔디다증(disseminated candidiasis)

동물모델에서 그 상승효과의 발현여부를 검색하였다. 아울러, 산

사자의 항진균 작용기전을 연구 조사하였다.

실험재료 및 방법

C. albicans 균주 및 배양조건

C. albicans 균주는 본 연구실의 기존 연구27-29)에서 그 특성이

규명된 CA-1 균주를 사용하였으며, 균주배양은 GYEP(Glucose-

Yeast Extract Peptone) 액체배지에서 37oC를 유지하며 24시간

씩 세 번 계대 배양한 후 사용하였다. 균주는 원심분리법으로 수

집하여 멸균된 인산 완충용액(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DPBS, Sigma, St. Louis, MO, USA)으로 3회

반복 세척한 다음에 사용하였으며, 균수는 hemocytometer

(Sigma)를 이용하여 계수하고 원하는 균의 수효를 DPBS로 희석

하여 준비하였다.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생쥐는 6~7주령의 BALB/c 암컷 생쥐(Charles

River Lab, NY, USA)를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들

생쥐에게는 멸균된 사료(Central Lab, Animal Inc. Seoul,

Korea) 및 물을 제공하였으며, 생쥐들이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이들 생쥐는 실험하기 직전 1주일간 본 동물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0±2oC,

상대습도는 50±10%로 유지하고 조명은 12시간 간격으로 주야

를 조절하였다. 동물관리는 동덕여자대학교 동물관리규정과 동

물사용윤리위원회 승인[IRB: 동덕동물201403-02]에 따라 사용하

였다.

산사자 추출물(Crataegi Fructus Extract: CFE)

산사자[Omni Herb, 대구]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본 제품의 진의 여부 및 품질 등은 이종현 박사(동덕여대 약학

과 생약학 및 천연의약품 담당교수)가 검증하였다. 추출은 20 g

의 산사자에 무수 메탄올(99.5%) 150 ml를 첨가한 후, 가온 추

출방법을 통해 60분씩 3회 추출한 후 원심분리 방법으로 잔사와

추출액을 분리하여 추출액을 수집한 다음에 건조하여 제조하였

다. 실험에 사용할 CFE는 일정량의 CFE에 DPBS를 가하여 용

해한 후에 여과멸균(pore size=0.45 µm)하여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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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ro 항균활성 및 상승효과 검색

본 검색을 위해 본 연구실의 기연구에서 사용한 액체배지희석

감수성 시험법을 적용하였다.27,29) 이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96 well plate에 RPMI 1640(RPMI) 배양액으로 희석

한 C. albicans 균주를 각 well에 100 µl씩 접종한 후, 동일한 배

양액으로 일정용량으로 희석한 CFE를 지정된 well에 첨가한 뒤

37oC-5% CO2 배양기(Vision Scientific Co, Korea)에서 배양하

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CFE 농도는 각각 20, 40, 80 µg/ml이었

다. 48시간 배양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100 µl씩 수거하여 계

대희석으로 1/1000 희석한 한 다음에 각 100 µl를 취하여 GYEPA

고형배지에 pour plating 방법으로 접종하였다. 이 plate를 동일

한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배지표면에 형성된 CFU

(colony forming unit) 수효를 계측하여 대조군의 경우와 비교하

여 CFE의 항진균활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른 실험에서는 고정된 용량의 CFE에 다양한 용량의

fluconazole(대웅제약)을 각각 혼합한 후 상기에 기술한 동일한

실험법에 따라 이행하여 두 약물의 병용에 의한 상승효과 여부

를 측정하였다.

전신성 캔디다증(Disseminated candidiasis)에서 CFE의

항진균 상승효과검색

In-vitro 감수성 시험결과에 근거로 하여 본 연구실의 기연구

에서 규명한 전신성 캔디다증 동물모델27,30,31,33)을 사용하여 CFE

의 항진균 상승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실험에서 25×105 cells/ml

농도로 준비된 C. albicans를 200 µl씩 모든 생쥐(20마리)에게 꼬

리정맥으로 주사하여 전신감염 시켰다. 약물투여 한 시간 후, 생

쥐 네 그룹으로 분할한 후, CFE 단독(1 mg/kg of body weight/

mouse), FLC 단독(0.1 mg/kg of body weight/mouse), 또는

CFE(0.5 mg/kg of body weight/mouse)와 FLC(0.05 mg/kg of

body weight/mouse) 혼합하여 지정된 그룹의 생쥐들에게 복강

으로 주사하였고 나머지 그룹은 음성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약물대신에 오직 희석액만을 동일한 경로로 주사하였다. 그

리고, 병용투여의 경우에는 각 약물의 사용농도가 단독투여 경

우에 사용한 농도의 50% 의 농도로 반감하여 혼합한 후 사용하

였다. 각 생쥐군은 지정된 약물들을 2일에 한 번씩 3회 복강 내

로 투여하였다. 생쥐들의 생존율은 일정기간 동안 관측하여 각

생쥐군 마다 평균생존시간(Mean survival Time±S.E.: MST)을

산출하였다.

균사생성(hyphal formation)의 억제효과 검색

이 실험은 본 연구실의 기 연구에서 규명한 방법31)을 사용

하였다. 효모형태의 C. albicans(1×106 cells/ml) 배양액을

microcentrifuge tube에 분주한 후, RPMI 배지에 정상 생쥐의

혈청농도가 최종 10%가 되도록 첨가하고 CFE(최종농도: 20 µg/

ml 또는 40 µg/ml)를 투여하였다. 하지만, 음성대조군에는 CFE

를 첨가하지 않았다. 모든 tube를 90분 동안 37oC-5% CO2 배

양기에서 배양시킨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현미경하에

서 효모형태 또는 균사(hyphae)를 형성한 C. albicans 수효를 구

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 가성균사(pseudohyphae)

도 균사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통계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계산하였으며 각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다. P 값이 5% 미만

일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생존율

의 통계적 유의성은 Kaplan-Meier Test 방법(Systat 7.0; New

Statistics of Windows; SPSS, U.S.A.)으로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CFE의 항진균 효과

산사자의 항진균 상승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In-vitro

실험조건에서 CFE와 FLC의 항진균 활성을 각각 검색하였다.

실험결과, CFE는 농도 의존적으로 항진균 활성이 측정되었다

(Fig. 1). 음성대조군의 CFU 생성 값어치를 100%로 기준 했

을 때, CFE 농도가 20, 40, 그리고 80 µg/ml인 경우에 각각

약 23.4%, 65%, 94%의 C. albicans의 성장이 억제되었다(Fig.

Fig. 1 − CFE (Crataegi Fructus Extract) has an antifungal activity as

determined by the broth microdilution method. The

activity was in a dose-dependent matter. For instance, CFE

reduced the CFU values by approx. 23.4% and 94% (#) at a

dose of 20 µg/ml and 80 µg/ml,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e CFU values of contro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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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각 실험군과 음성대조군과 수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동일한 방법으로 FLC의 항진균 활

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FLC도 농도 의존적으로 항진균활성

을 발현하였다(Fig. 2). 두 약물간의 항진균활성의 비교를 용량

에 기준하여 비교했을 때, FLC가 CFE에 비견해서 항진균활

성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FLC는 0.4 µg/ml

농도에서 C. albicans의 성장을 98% 억제하였고, 이 억제의 정

도는 80 µg/ml 농도의 CFE에서 발현되는 억제수준과 비슷하

여 용량비교 측면에서 200배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Fig. 2).

CFE의 항진균 상승효과

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CFE의 항진균 상승효과를 검색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50% 정도의 항진균효과를 발현하는 CFE

의 농도(20 µg/ml)에 다양한 농도의 FLC를 각각 혼합한 후, 항

진균의 활성정도를 조사하였다(Fig. 1 참조). 실험결과를 고찰해

보면, FLC를 0.1 µg/ml 농도에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

해 CFE와 혼합 병용했을 때는 약 81.3%의 C. albicans의 성장

이 억제되었다(Fig. 3). 이때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이 억제효과의 정도는 0.4 µg

FLC/ml 농도에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발현된 항진균의 활

성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Fig. 3).

CFE와 FLC의 병용에 의한 전신성 캔디다증에 대한 항진균

효과

C. albicans로 생쥐를 감염시킨 후, CFE와 FLC의 병용에 의

한 항진균활성의 여부를 검색 하였다. 40일간의 관측결과, CFE

또는 FLC를 투여 받지 못한 음성대조생쥐군과 CFE 단독, FLC

단독, 또는 CFE와 FLC의 함께 투여 받은 생쥐군의 평균생존시

간은 각각 5.8±0.6일, 11.0±2.1일, 16.0±2.8일, 35.8±5.2일로

관찰되었다(Fig. 4). 이 결과를 분석해볼 때, CFE 또는 FLC를

투여 받은 각 생쥐그룹의 평균생존시간은 음성대조군의 평균생

존시간에 비해서 5일과 10일 이상 연장되었지만(P<0.05), 이들

각 그룹의 생쥐들은 관측 17일과 23일째 모두 사멸하였다(Fig.

4). 하지만 병용요법을 투여 받은 생쥐그룹은(*) 관측종결시각인

40일째 까지 다섯 마리 중 네 마리가 생존하였다(Fig. 4). 이 결

과를 고찰해볼 때, 병용요법에 사용한 FLC의 용량이 단독투여

에 사용한 FLC 용량의 1/2에 불과했지만 CFE와 혼합되었을 경

Fig. 2 − Fluconazole (FLC) confirms to be an effective antifungal

drug. The antifungal activity of FLC was estimated using

the identical microdilution method as the one used in the

experiment. As expected, FLC inhibits C. albicans growth

in a dose-dependent manner.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0.001).

Fig. 3 − The combination of CFE and fluconazole (FLC) has a

synergistic effect. When combined with 0.1 FLC µg/ml, the

CFU value of C. albicans growth decreased by 81.3% as

compared to the CFU value of the control containing no

CFE (P<0.05). The inhibitory level was almost equivalent

to the inhibitory level of FLC at 0.4 µg/ml without CFE.

Thus, the combination potentiated app. 4 times more

antifungal activity than FLC. In addition, a similar pattern

was observed at a higher concentration of FLC at 0.4 µg/

ml, which resulted in nearly nonexistent C. albicans

growth. Note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uncombined-

and the combined-group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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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항진균활성이 상승됨을 알 수가 있었다.

균사형성(hyphal formation) 억제활성

CFE의 항진균 활성의 작용기전을 조사하기 위해 C. albicans

의 주요 병원성인자 중의 하나인 균사생성에 대한 CFE의 작용

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음성대조군에 비교해서 20 µg/ml 농도

의 CFE로 처리한 경우에 34%의 균사생성이 억제되었으며, CFE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사생성에 대한 억제율도 역시 증가

하였다(P<0.05)(Fig. 5). 일예를 들면, 40 µg/ml의 CFE 농도에

서는(*), 76%의 균사생성이 억제되었다(P<0.05)(Fig. 5). 이 결

과를 통해서 균사생성 억제가 CFE의 항진균 활성에 관여함을

알 수가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 albicans에 대한 산사자의 메탄올 추출물

(CFE)의 항진균활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먼저, CFE의 항진균활

성을 확인하고, CFE와 기존의 항진균제(예: FLC)와의 병용요법

의 가능성, 그리고 항진균 상승효과를 In-vitro 이외에도 C.

albicans 기인성 전신성 캔디다증 동물모델에서 조사하였다. 아

울러, 이 항진균활성의 작용기전을 조사하였다.

먼저 CFE의 항진균활성을 확인한 후, CFE의 항진균 상승효

과를 조사하였다. In-vitro 상에서 0.1 µg/ml 농도의 FLC 단독에

서의 항진균효과가 CFE의 존재 하에서는 거의 4배에 달하는 항

진균활성이 측정되어 CFE와 FLC의 병용요법에 의한 항진균 상

승효과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이 병용요법의 효능은 C. albicans

기인성 전신성 캔디다증 동물모델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일예로,

CFE(1 mg/kg of body weight)의 단독요법이나 FLC(0.1 mg/kg

of body weight) 단독요법 보다는 이들 약물의 1/2씩 각각 혼합

한 병용요법(0.5 mg CFE/kg of body weight plus 0.05 mg

FLC/kg of body weight)이 훨씬 유효한 항진균활성을 발현하였

고, 이 경우에 생쥐의 생존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이 매우 고무

적이라고 사료된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병용요법에 의한 상

승효과 덕분에 FLC의 투여용량의 감소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는 FLC로 기인하는 신장 및 간장 독성과 특히 신생아에게 상피

독성으로 인한 괴사성용해(necroysis) 등의 부작용34,35)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FLC의 상용투여용

량을 낮추면서도 오히려 약물의 효능(efficacy)도 증진 시킬 수가

있어서 약물의 안전성 확보가 더 용이하리라 추정된다.

이와 같이 FLC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CFE의 항진균활성은

C. albicans의 균사생성을 차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

어진다. 즉, C. albicans가 인체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균사의 신

장(elongation)은 체내의 장기 내부로 침입을 용이하게 해두겠지

Fig. 4 − The combination of CFE and fluconazole (FLC) potentiates

resistance against disseminated candidiasis caused by C.

albicans in mice. The C. albicans-infected mice given CFE

or FLC survived app. 6- and 10-days longer, respectively,

than the non-treated control mice during the period of 40-

day observation (P<0.05). However, they all died within 17

and 23 days. In contrast, the mice that received the

combination therapy (*) survived app. 30 days longer and 4

out of 5 mice survived until the end of the observation

period. This indicates that the combination therapy is

synergistically effective against the disseminated disease.

Each group contained five mice.

Fig. 5 − CFE blocks hyphal production of the yeast form of C.

albicans. CFE treatment reduced hyphal production. There

were app. 35%- or 76%- reduction of hyphal production by

CFE at 20 µg/ml and 40 µg/ml,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at of CFE-untreated control C. albican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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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반대로 CFE에 의해 균사의 생성이 차단되면 이는 감염확산

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유 가

능성의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CFE의 또

다른 항진균의 작용기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

사자의 어떤 성분이 항진균활성에 관여하는지를 먼저 규명하여

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높은 항진균물질의 개

발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CFE

에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chlorogenic acid

가 있다.22,23,32) 그런데, 본 연구실의 기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chlorogenic acid는 항진균활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33) 이를

통해서 산사자 CFE의 항진균활성이 chlorogenic acid에 의한 것

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산사자의 제 3의 성분이 항진균

활성에 관여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chlorogenic acid과 기

존의 항진균제와의 병용에 의한 상승효과는 CFE에 비해서 낮다

(our unpublished data).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3의 성분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한 CEF 자체의 항진균활성은

FLC의 활성과 비교하면 효율성이(effectiveness)가 현저하게 떨

어진다. 그 이유는 동일한 효능을 위해 용량적으로는 거의 200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항진균제와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부작용과 내성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달리 말해서, 효능은 높으나 부작용도 많은 기존의 항

진균제와 병용요법에 의한 용량감소를 통해서 부작용을 감소시

킬 수 있다면 이는 기존 항진균제의 효능을 더 극대화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C. albicans의 균

사생성의 억제효과가 있는 CFE의 항진균활성에 의해서 FLC의

항진균 상승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최초의

보고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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