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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34종의 천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치주염 원인균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와 Prevotella intermedia에 한 항균효과를 조사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치주염 원인균에 한 천연 식물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연구하고자 유기용매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육 지활성을 측정하고, 시료 추출물의 최
소생육 해농도(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한다. 
 1차 으로 34종의 각 천연 식물 추출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디스크 확산법(disk diffusion method)을 

이용하여 각 추출물의 생육 지환(clear zone, ㎜)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나복자, 목통, 백작약, 사간, 선복
화, 어성 , 연교, 진교, 천련자, 황 , (천)황련, 황백, 해동피 등 13종에서 천연 식물 추출물이 치주염의 원
인균인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P. intermedia의 경우,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련, 황백, 해동피 등 13종에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는 사간, 육계, 해동피, 황백, (천)황련에서 항
균효과가 나타났다. (천)황련은 A. actinomycetemcomitans의 모든 유기용매 분획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P. intermedia는 사간, 육계, 천련자, 황백, 황련에서 생육 지 활성이 나타났다.

■ 중심어 :∣천연식물∣생육저지∣항균 활성∣테트라사이클린∣황백∣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ntimicroboal effect against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and Prevotella intermedia which were the bacteria causing the 
Periodontopathic by using 34 types of natural plant extracts. Therefore, this study measures 
growth inhibition activity and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of a sample extract with 
the use of organic solvent extracts in order to analyze the antibacterial effect of natural plant 
extracts on periodontopathic bacteria. Each of the 34 types of natural plant extracts were 
extracted by using the ethanol, and subsequently, the size of growth inhibition zone(clear zone, 
㎜) of respective extracts were measured through the disk diffusion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growth inhibitory activity was found for A. actinomycetemcomitans, which is the 
bacteria causing the Periodontitis, in 13 types of natural plant extracts such as Raphanus sativus, 
Akebia quinata, Paeonia lactiflora, Belamcanda chinensis, Inula britannics, Houttuynia cordata, 
Forsythia saxatilis, Gentiana macrophylla, Melia azedarach, Scutellaria baicalensis, Coptis 
chinensis, Phellodendron amurense, Kalopanax Pictus, etc. In the case of P. intermedia, the 
growth inhibitory activity was found in 13 types of natural plant extracts such as Raphanus 
sativus, Angelica acutiloba, Akebia quinata, Belamcanda chinensis, Inula britannics, Houttuynia 
cordata, Cinnamomum cassia, Aster tataricus, Melia azedarach, Scutellaria baicalensis, Coptis 
chinensis, Phellodendron amurense, Kalopanax Pictus etc. For A. actinomycetemcomitans, 
anti-bacterial effect was exhibited in Belamcanda chinensis, Cinnamomum cassia , Kalopanax 
Pictus, Phellodendron amurense, Coptis chinensis. The Coptis chinensis showed the most 
excellent growth inhibitory activity in all organic solvent fragment, while P. intermedia showed 
the growth inhibitory activity in Belamcanda chinensis, Cinnamomum cassia, Meliaazedarach, 
Phellodendron amurense, and Coptis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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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치은에서 치태

(dental plaque)가 축 되기 시작하여 치아지지조직인 

치조골과 치주인 를 괴함으로써, 치아상실의 원인

이 되는 염증성질환이다[1]. 치태는 구강과 치아의 견고

한 표면에 부착되는 치면세균막(biofilm)을 구성하는 

연상침착물로, 325종 이상의 세균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2]. 치태의 형성은 부 , 치아마다 다르고 보철물, 의치 

등의 구강내 단단한 표면에 성장하며 구강청결 상태에 

향을 받는다[3]. 치주질환 방  치료에서 가장 

요한 것이 치태조 이며, 치태조 법에는 기계  조

법과 화학  조 법이 있다[4]. 치태조 에 있어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칫솔이나 다른 생기구를 사용하여 

기계 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며 화학 조 법은 

기계 인 방법의 보조제로 사용된다. 치태억제는 기계

인 방법이 가장 효과 이지만 정확한 치솔질을 터득

하기는 어렵고 완 한 치태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5]. 

치주질환은 일반 으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 어

지며, 치은염은 염증이 치은에만 국한된 경우로 비특이

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하고 염증이 치주조직까지 침

범한 상태로 그람음성 세균종 증식으로 특이하게 발생

하는 것을 치주염이라 한다[6][7]. 

치주질환과 련된 세균으로 치은염을 유발하는 세

균은 그람양성 간균 Actinomyces 종 A. naeslundii, 그

람음성구균 Veillonella 종 V. parvula 등이 있다. 치은

연하치태에서 발견되는 그람음성  기성간균 

Porphyromonas 종 P. gingivalis, Prevotella 종 P. 

intermedia, Fusobacterium 종 F. nucleatum 과 

Actinobacillus 종 A. actinomycetemcomitans 등의 세

균이 있다[8].

기 치은염에서 치은염이 진행될수록 그람음성 세

균종이 증가하 으며[9], 치조골의 흡수 등 치아지지조

직의 소실이 일어나는 치주염 부 에서는 P. gingivalis, 

P. intermedia, A. actinomycetemcomitans 등이 증가

하 다[10][11].  

치주질환 균은 조직 괴를 일으킬 수 있는 로피온

산(propionic acid), 부티르산(butyricacid), 아민(amine), 

암모니아(ammonia) 등과 같은 독성물질과 다양한 단

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한다[12]. A. actinomycetemcomitans은 

백 구 괴독소인 류코톡신(Leuktoxin)을 생산하며

[13]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gingivalis는 콜

라게나아제(Collagenase)와 트립신 분해효소(Trypsin-like 

enzyme)를 분비한다[14]. P. gingivalis와 P. intermedia는 

피 로넥틴 분해효소(Fibronectin-degrading enzyme)

와 P. intermedia는 포스폴리 아제(Phospholipase A)

같은 세균성 효소를 생산하여 치주조직을 괴한다[15]. 

치주치료에 사용되는 화학요법제 치료의 표 인 

항생제는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s), 메트로디나

졸(Metronidazole), 페니실린(Penicilline), 클린다마이

신(Clindamycin), 시 록 로사신(Ciprofloxacin) 등이 

사용되고 있다[14]. 신  항생제 투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은 A. 

actinomycetemcomitans의 속 진행형 치주염에 효과

이며, 골소실을 억제하고 골의 재생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16] 장기간 사용 시 항생제에 한 내

성균 발 과 장장애 등으로 인해 제한 으로 사용되

어지고 있다[13]. 최근에는 항생제나 화학요법치료제의 

사용으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항균 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7]. 

백두옹 추출물의 치주 병인균에 한 연구 결과 메탄

올,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부틸알콜로 분획 후 

세균의 항염효과를 검사하여 부틸알콜로 분리한 층에

서 가장 좋은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18]. 양

추출물의 치주염균에 한 항균효과 연구결과 P. 

gingivalis와 P.intermedia의 균주에서 40 ㎍/㎖의 농도

에서 세균이 억제 된다고 보고하 다[15]. 생장곡선은 

생물의 개체나 기 의 생장량 는 군집(집단)의 생장

량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하여 그래 로 나타낸다. 

최소 생육 해농도 측정(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은 세균에 한 항생제의 최소 

해 농도이고, 목 은 세균의 생장을 막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농도를 찾는데 있다[16]. 구강병원균에 한 편

백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MIC), 최소살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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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구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항균효

과가 높게 나타났다[20]. Essential oils의 구강내 세균에 

한 항균효과에 한 연구에서 Thyme과 Oreganum 

오일이 그람양성, 그람 음성균에서 억제효과가 높게 나

타났다고 하 다[18]. 구강에서 채취한 기성 세균에 

한 서양산 고추냉이 뿌리 추출물의 항균효과 연구에

서 서양상 고추냉이 뿌리 주성분인 알릴이소티오시아

네니트(allylisothiocyanate)가 E. facealis와 F. 

nucleatum균에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20]. 

이에 본 연구는 치주염 원인균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와 Prevotella intermedia에 

한 천연 식물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연구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균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찾기 

해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각 시료 추출물의 치주염 

원인균에 한 생육 지활성을 측정 한다. 

둘째, 항균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선별하여, 

유기용매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육 지활성을 측정한다.

셋째, 치주염 원인균에 한 천연 식물 추출물의 각 

시료 추출물의 최소생육 해농도(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1 천연 식물 추출물

구강균에 한 선행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와 Prevotella 

intermedia에 한 천연 식물 추출물의 항균효과 연구

는 미흡하므로 이에 본 연구는 34종을 선별하여 항균효

과가 있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34종의 생약재는 안덕균 교수의 

“한국의 약 ”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별하 으며 경

주에 소재한 GBS허 에서 각 200 g씩 구입하여 사용

하 다. 34종의 생약재는 곽향, 귤피, 은화, 길경, 나

복자, 당귀(일), 황, 해동피, 목통, 방풍, 백부근, 백작

약, 백화사설 , 사간, 산약, 선복화, 세신, 승마, 어성 , 

욱리인, 연교, 인진호, 육계, 지모, 자완, 진교, 천련자, 

천문동, 치자, 포공 , 화 , 황 , (천)황련, 황백 등이

다[Table 1].

Name
Chinese 
character

Scientific name part country

곽향 藿香 Agastache rugosa Stem 중국

귤피 橘皮 Citrus unshiu Skin 국산

금은화 金銀花 Lonicera japonica Flower 중국

길경 桔梗
Playtcodon 
grandiflorum 

Root 중국

나복자 萊子 Raphanus sativus Seed 중국

일당귀 日當歸 Angelica acutiloba Root 국산

대황 大黃 Rheum undulatum Root 국산

목통 木通 Akebia quinata Stem 국산

방풍 防風
Peucedanum 
japonicum

Root 국산

백부근 百部根 Stemona sessilifolia Root 중국

백작약 白芍藥 Paeonia lactiflora Root 국산

백화사설
초

白花蛇   
舌草

Hedyotis diffusa Stem 중국

사간 射干
Belamcanda 
chinensis 

Root 중국

산약 山藥  Dioscorea batatas Root 국산

선복화 旋覆花 Inula britannics Bud 중국

세신 細辛 Asarum sieboldii Root 중국

승마 升麻
Cimicifuga 
heracleifolia

Root 중국

어성초 魚腥草
 Houttuynia 
cordata 

Stem 국산

욱리인 郁李仁 Prunus japonica Fruit 중국

연교 連翹 Forsythia saxatilis Testa 중국

인진호 茵陳蒿
Artemisia 
iwayomogi

Stem 국산

육계 肉桂
Cinnamomum 
cassia 

Bark 중국

지모 知母
Anemarrhena 
asphodeloides

Root 중국

자완 紫菀 Aster tataricus Root 중국

진교 秦
Gentiana 
macrophylla

Root 중국

천련자 川楝子 Melia azedarach Fruit 국산

천문동 天門冬
Asparagus 
cochinchinensi

Fruit 중국

치자 梔子
Gardenia 
jasminoides

Fruit 중국

포공영 蒲公英
Taraxacum 
platycarpum 

Entire 국산

화초
(제피)

花椒
Zanthoxylum 
piperitum  

Fruit 중국

황금 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중국

(천)황련 川黃連 Coptis chinensis Root 중국

황백 黃柏 
Phellodendron 
amurense

Bark 중국

해동피 海桐皮 Kalopanax Pictus Bark 중국

Table 1. 34 List Natural plant tested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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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균주

본 실험에 사용한 치주염 원인균은 한국미생물보존

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에서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KCCM, 12227), 한국미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Prevotella intermedia 

(KCTC 3692)를 분양받아 사용하 다[Table 2].

Pathogens Strain
Relation to 
oxygen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KCCM 12227

Anaerobic

Prevotella intermedia KCTC 3692

Table 2. Lists of Periodontopathogens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and their 

relations to oxygen

2. 실험 방법

2.1 시료의 제조

에탄올 시료의 추출은 34종의 각 시료 100 g 을 세

하여 condenser가 부착된 soxhlet을 이용하여 시료의 5

배 정도의 에탄올(v/w)을 첨가한 후 80℃에서 3시간 동

안 추출하 다[Fig. 1].

Fig. 1. Ethanol extraction procedure of Natural plant 

Name Scientific name

extracts

Before
(g)

After
(g)

Yield
(%)

곽향 Agastache 
rugosa 

30 0.491 1.64 

귤피 Citrus unshiu 30 6 20

금은화 Lonicera 
japonica 

30 2.534 8.45 

길경 Playtcodon 
grandiflorum 

30 9.785 32.62 

나복자 Raphanus 
sativus 

30 1.59 5.31

(일)당귀 Angelica 
acutiloba

30 5.363 17.88 

대황 Rheum 
undulatum

30 4.33 14.43

목통 Akebia quinata 30 0.988 3.29 

방풍 Peucedanum 
japonicum

30 7.047 23.49

백부근 Stemona 
sessilifolia

30 4.89 16.3

백작약 Paeonia 
lactiflora 

30 3.97 13.23 

백화사설초 Hedyotis diffusa 30 0.73 2.43 

사간 Belamcanda 
chinensis

30 1.513 5.04 

산약 Dioscorea 
batatas 

30 2.631 8.77

선복화 Inula britannics 30 1.013 3.38 

세신 Asarum sieboldii 30 1.563 5.21

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30 3.132 10.44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30 3.28 10.93 

욱리인 Prunus japonica 30 0.91 3.03 

연교 Forsythia 
saxatilis

30 2.416 8.05 

인진호 Artemisia 
iwayomogi

30 0.635 2.12 

육계 Cinnamomum 
cassia 

30 0.897 2.99

지모 Anemarrhena 
asphodeloides

30 9.611 32.04 

자완 Aster tataricus 30 2.35 7.83 

진교 Gentiana 
macrophylla

30 1.62 5.4

천련자 Melia azedarach 30 6.654 22.18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

30 8.137 27.12 

치자 Gardenia 
jasminoides

30 3.1 10.33 

포공영 Taraxacum 
platycarpum 

30 2.5 8.33 

화초
(제피)

Zanthoxylum 
piperitum 

30 2.089 6.96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30 3.18 10.6

(천)황련 Coptis chinensis 30 1.8 6

황백 Phellodendron 
amurense

30 3.692 12.31 

해동피 Kalopanax 
Pictus

30 0.848 2.83 

Table 3. Yield of Ethanol extracts from Natural pla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246

추출액은 여과지(filter paper, Whatman No. 2)를 사

용하여 여과한 후, 회 진공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 rikakikai Co., Tokyo, Japan)로 감압 농축

하 으며, 동결건조기(llshinbiobase, Korea)로 건조하

여 에탄올 추출물을 얻어 각각의 시료로 사용하 다

[Table 3].

2.2 균주배양

A. actinomycetemcomitans는 5 % 양 청(Sheep 

blood, MBCELL)을 첨가한 배지를 기   미호기  

조건하에서 배양하기 해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하 다. P. intermida는 루셀라 배지(brucella 

media, Gellix, CM2042BB)에 10 % 말 청(horse 

serum, WelGene)을 첨가하여 제조된 배지를 기   

미호기  조건하에서 배양하기 해 CO2 Incubator에

서 72시간 배양하 다. 

2.3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의 

생장 곡선 측정

생장곡선측정은 균이 거나 없는 경우에 실험을 하

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에 균이 어느 시간에 자

라는지 생장시간을 확인하고자 측정하 다.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는 각각의 배

지에 5 ㎖ 종하여 시간 별 생장을 측정하 다. 

2.4. 천연 식물 추출물의 치주염 원인균의 생육저지 

활성 측정 

천연 식물 추출물의 치주염 원인균에 한 생육 지 

활성 측정은 디스크 확산법(disk diffusion method)을 

사용하 다[19]. 각각의 균주를 액체배지에서 24-72시

간 배양한 후 5 % sheep blood와 10 % horse serum이 

첨가된 루셀라 평 배지에 100 ㎕를 도말 한 후, 각 

추출물을 100 ㎎/㎖로 희석된 각 시료의 용액을 50 ㎕

를 흡수시킨 페이퍼 디스크(paper disc, 8 ㎜, Advantec. 

Toyo Co.)를 평 배지에 올리고, 정 배양조건하에서 

24-72시간 배양 후 페이퍼 디스크(paper disc) 주 에 

형성된 생육 지환(clear zone, ㎜)의 크기를 측정하여 

항균 활성을 조사하 다.

2.5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물 제조

1차 으로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균효과가 있

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선별하 으며 항균효과가 나타

난 천연 식물 추출물 에서 각 유기용매에 따라 추출

되어지는 성분이 다르므로 유기용매를 이용해 분획을 

하 다. 먼 ,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로 용해시키고 용

매의 극성도가 증가하는 순서 로, 헥산(hexane), 클로

로포름(chloroform),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부탄올(butanol)로 분획한다. 분획된 각각의 유기용매

층을 감압 농축시키고 동결건조하여 각각의 시료로 사

용하 다[Fig. 2].

Fig. 2. Organic solvents fractionation procedure from 

Ethanol extracts

2.6 추출물의 최소생육저해농도 측정(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각각의 추출물의 최소생육 해농도 측정은 배양액 

희석법(Broth dilution method)을 사용하 다[21]. 각각

의 균주를 액체배지에서 24-48시간 배양한

(Pre-cultivation) 배양액 100 ㎕를 각각의 추출물의 농

도가 6.25, 12.5, 25, 50, 100 μg/㎖의 농도로 첨가된 루

셀라(brucella) 액체배지 종하여 24-72시간 배양 후, 

분 도계(spectrophotometer, UV-160A, Mecasys, 

Korea)로 660 ㎚에서 각 세균의 생육 정도를 측정하여, 

각 세균의 최소생육 해농도를 결정하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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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assay

2.7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에 

대한 항생제, berberine 및 benzethonium 

chloride 항균활성 측정

항생제 테트라사이크린(Tetracyclin, 30 ㎍/㎖)과 황

련의 뿌리 성분인 베르베린(Berberine, Sigma)과 4  

암모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의 

일종으로 상품화되어 매하고 있는 가  성분인 벤제

토늄 클로라이드(benzethonium chloride, Samchun)에 

항균 활성을 비교하 다. 베르베린(Berberine, Sigma)과 

벤제토늄 클로라이드(benzethonium chloride, Samchun)

는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여 100 ㎎/㎖의 농도를 만들

어 사용하 다.

이 시료를 페이퍼 디스크(paper disc, 8 ㎜, Advantec. 

Toyo Co.) 평 배지에 올리고 50 ㎕를 흡수시켜 항균

활성을 측정하 다. 기   미호기  조건하에서 배

양하기 해 37 ℃, 5 %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

양하여 생육 지환(clear zone, ㎜)을 측정하 다.

3. 통계분석방법

실험결과는 평균(Mean) ± 표 편차(S.D)로 나타내

었으며, 동일한 실험과정으로 3-5회 반복 실험하여 유

의성을 단하 다.

Ⅲ. 연구결과

1.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

의 생장 곡선 측정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를 시간

별로 생장곡선을 측정한 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의 경우 72시간 이후 균이 가

장 많이 자랐으며, P. intermedia의 경우 63시간 이후 

균이 가장 많이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Fig. 

5].

 

Fig. 4. Cell growth of A. Actinomycetemcomitans

Fig. 5. Cell growth of P. intermedia

2.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

의 생육저지 활성 측정

항균력이 있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선별하기 해 34

종을 에탄올 추출하여 치주염 원인균에 한 생육 지

환(Clear zone, ㎜)을 측정한 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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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mycetemcomitans에서는 나복자, 목통, 백작약, 

사간, 선복화, 어성 , 연교, 진교, 천련자, 황 , (천)황

련, 황백, 해동피 등 13종에서 생육 지 활성이 나타났

다. 그 에서 (천)황련이 21.75 ㎜(± 1.71)로 가장 크고, 

황백이 13. 50 ㎜(± 3.04) 다[Table 4]. P. intermedia

는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련, 황백, 해동피 등 13종에서 

생육 지 활성이 나타났으며, 황백이 10.75 ㎜(± 1.06) 

다[Table 5].

Name Scientific name
  clear zone 

size(㎜)
 곽향 Agastache rugosa -

귤피 Citrus unshiu -

금은화 Lonicera japonica -

길경 Playtcodon grandiflorum -

나복자 Raphanus sativus 10.80 ± 0.63

(일)당귀 Angelica acutiloba -

대황 Rheum undulatum -

목통 Akebia quinata 9.00 ± 0.1

방풍 Peucedanum japonicum -

백부근 Stemona sessilifolia -

백작약 Paeonia lactiflora 9.00 ± 0.1

백화사설초 Hedyotis diffusa -

사간 Belamcanda chinensis 9.5 ± 0.71

산약 Dioscorea batatas -

선복화 Inula britannics 9.25 ± 1.06

세신 Asarum sieboldii -

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9.00 ± 0.1

욱리인 Prunus japonica -

연교 Forsythia saxatilis 8.75 ± 0.35

인진호 Artemisia iwayomogi -

육계 Cinnamomum cassia -

지모 Anemarrhena 
asphodeloides

-

자완 Aster tataricus -

진교 Gentiana macrophylla 9.00 ± 0.71

천련자 Melia azedarach 9 ± 0.50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 -

치자 Gardenia jasminoides -

포공영 Taraxacum platycarpum -

화초(제피) Zanthoxylumpiperitum -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9.5 ± 0.71

황련(천) Coptis chinensis 21.75 ± 1.71

황백 Phellodendron amurense 13.50 ± 3.04

해동피 Kalopanax Pictus 9.25 ± 0.35

Tetracyclin 35.0 ± 0.0

Berberine -

Benzethoniu
m chloride

11.5 ± 0.71

Table 4. Inhibition zone of Natural plant extracts 

against A. actinomycetemcomitans 

Name Scientific name
 clear zone 
size(㎜)

곽향 Agastache rugosa -

귤피 Citrus unshiu -

금은화 Lonicera japonica -

길경 Playtcodon grandiflorum -

나복자 Raphanus sativus 9.5 ± 0.29

(일)당귀 Angelica acutiloba 9.00 ± 0.71

대황 Rheum undulatum -

목통 Akebia quinata 9.5 ± 0.71

방풍 Peucedanum  japonicum -

백부근 Stemona sessilifolia -

백작약 Paeonia lactiflora -

백화사설초 Hedyotis diffusa -

사간 Belamcandachinensis 9.0 ± 0.1

산약 Dioscorea batatas -

선복화 Inula britannics 9.17 ± 0.76

세신 Asarum sieboldii -

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10.00 ± 1.41

욱리인 Prunus japonica -

연교 Forsythia saxatilis -

인진호 Artemisia iwayomogi -

육계 Cinnamomum cassia 9.0 ± 0.1

지모 Anemarrhena 
asphodeloides

-

자완 Aster tataricus 9.75 ± 0.35

진교 Gentiana macrophylla -

천련자 Melia azedarach 9.8 ± 0.91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 -

치자 Gardenia jasminoides -

포공영 Taraxacum platycarpum -

화초(제피) Zanthoxylum piperitum -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9.98 ± 0.27

(천)황련 Coptis chinensis 10.0 ± 0.1

황백 Phellodendron amurense 10.75 ± 1.06

해동피 Kalopanax Pictus 9.5 ± 0.5

Tetracyclin 22.0 ± 0.0

Berberine 17.5± 0.71

Benzethonium 
chloride

19.0 ± 0.0

Table 5. Inhibition zone of Natural plant  extracts 

against P. intermedia 

3. 천연 식물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별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의 생육저지

활성 측정 34종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생육 지 활성

을 나타낸 천연 식물 추출물  5회 반복 실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항균효과를 나타낸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

련, 황백, 해동피 13종이었다. 13종을 용매별로 항균효

과를 확인하기 해 유기용매를 이용해 분획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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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에 한 생육

지 활성을 측정 하 다. 유기용매 분획 결과 천연 식

물 추출물 13종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

서는 천연 식물 추출물 6종 사간, 육계, 해동피, 황백, 황

련에서 결과가 나왔다. 황련이 A. actinomycetemcomitans

에 해 모든 유기용매 분획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황련은 butanol과 water,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물 순으로 우수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육계는 hexane과 butanol, 해동피는 

chloroform, butanol, 사간은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에서 황백은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획

물에서 생육 지 활성이 나타났다.

P. intermedia 유기용매 분획 결과 5종 사간, 육계, 천

련자, 황백, 황련에서 항균효과가 나왔다. 사간의 

hexane, 육계는 ethyl acetate, 천련자는 butanol, 황백

은 water, butanol, 황련은 water 분획물에서 생육 지 

활성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6].  

4. 천연 식물 추출물의 최소생육저해농도 측정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천연 식물 추출물 34종의 에탄올 추출물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낸 13종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

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련, 해동피

를 선택하여 최소생육 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A. 

ctinomycetemcomitans균은 사간 12.5 ㎍/㎖, 해동피 

6.25 ㎍/㎖, 황련 6.25 ㎍/㎖, 황  6.25 ㎍/㎖로 나타났

다. P. intermedia는 해동피 100 ㎍/㎖, 황련 12.5 ㎍/㎖, 

황  6.25 ㎍/㎖, 자완 100 ㎍/㎖로 나타났다[Table 7].

5.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
   에 대한 항생제, berberine 및 benzethonium 

   chloride 항균활성 측정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 테트라사이크린

은 35 ㎜, 벤제토늄 클로라이드는 12 ㎜ 생육 지환을 

보여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나, 베르베린은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P. intermedia에서는 테트라사이크

린은 22 ㎜, 벤제토늄 클로라이드는 19 ㎜, 베르베린은 

17 ㎜ 항균활성이 나타났다[Table 4][Table 5]. 

치주질환의 치료  방제제로 다양한 종류의 항균

제  구강세정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항균제의 장기간 

사용과 구강세정제의 화학 성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 을 보완하고자 최근 천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연

에탄올 추출물에는 20종이, 열수 추출물에는 16종이 항

균력을 나타내는 등 천연 식물로부터 활성성분을 추출

하 다[24].  

70% 에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34종의 천연 

식물 추출물에 항균효과를 실험한 결과 천연 식물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지만, 열수 추

출물은 부분 항균 활성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추출 방법에 따라 항균 효과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추가 으로 극성도가 다른 여러 가지 유

기용매를 이용하여 천연 식물 추출물을 추출하여 이들

의 생육 지활성을 연구하 다.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선별하기 해 에탄올 추출물을 이

용해 생육 지환의 크기를 측정 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는 13종의 천연 식

물 추출물에서 생육 지활성이 나타났으며, 그  

(천)황련과 황백의 생육 지활성이 우수하 다. P. 

intermedia에 해서는 13종의 천연 식물 추출물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천)황련과 황백에서 좀 

더 우수하 다. 천연 식물 추출물 34종의 에탄올 추출

물에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낸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

련, 황백, 해동피 등 13종의 천연 식물 추출물에 한 유

기용매 추출물을 이용한 치주염 원인균에 한 생육

지 활성을 측정 한 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는 사간, 해동피, 황백, 황련, 육계가, P. 

intermedia는 사간, 황백, 황련, 육계, 천련자가 항균 활

성을 나타내었다.

황련(Coptis chinensis)은 미나리 제비과에 속하는 다

년  본식물로 화학성분은 berberine 5∼8％, palmatine, 

jateorrhiz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인 

berberine은 강한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26]. (천)황련은 A. actinomycetemcomitans의 모든 

유기용매 분획결과에서 항균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

으며, 특히 butanol과 Water분획에서는 20 ㎜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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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plant

Clear zone (㎜)

Pathogens
Ethanol Organic solvent fractions

Extracts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B.chinensis
  (사간)

A.actinomycetemco
mitans

9.5 ± 0.71 - 12.33 ± 0.68 11.00 ± 0.50 9.17 ± 0.76 -

P. intermedia  9.0 ±0.1 10.7 ± 0.41 - - - -

C. cassia 
  (육계)

A.actinomycetemco
mitans

   - 11.57 ±  0.51 - - 12.00 ± 0.40 -

P. intermedia 9 ±  0.1 -　 - 11.17 ± 1.07 -　 -　

M. azedarach 
  (천련자)

A.actinomycetemco
mitans

9 ± 0.50 - - - - -

P. intermedia   9.8±  0.91 -　 - - 10.37± 0.35 -　

K.Pictus
  (해동피)

A.actinomycetemco
mitans

9.25 ± 0.35 - 12.5 ± 0.5 - 8.97 ± 0.25 -

P. intermedia  9.5 ±0.5 - - - - -

P.amurense
  (황백)

A.actinomycetemco
mitans

13.50 ± 3.04 - - 10.77 ± 0.87 9.0 ± 0.12 8.8 ± 0.1

P. intermedia 10.75 ±1.06 - - - 9.77 ± 0.25 10.0 ± 0.17

C.chinensis
(천)(황련)

A.actinomycetemco
mitans

21.75 ± 1.71 11.0 ± 1.8 12.33 ± 0.76 12.33 ± 0.58 20.83 ± 0.76 20.17 ± 1.44

P. intermedia 10.0 ± 0.1 - - - - 9.33 ± 0.29

Table 6. Antimicrobial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and organic solvent fractions from Belamcanda chinensis, 

Cinnamomum cassia, Melia azedarach Kalopanax Pictus, Phellodendron amurense, Coptis 

chinensis against A. actinomycetemcomitans and P. intermedia causing peridontal disease.

항균 효과를 나타내 극성도가 높은 용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P. intermedia에서도 극성도가 높은 Water 분획에서만 

항균 효과가 나타났다. 

Extracts

MIC(㎍/㎖)

A. 
actinomycetemcomitans

P. 
intermedia

Belamcanda 
chinensis
(사간)

12.5 -

Kalopanax pictus
(해동피)

6.25 100

Coptis chinensis
(황련)

6.25 12.5

Scutellaria 
baicalensis

(황금)
6.25 6.25

Aster tataricus 
(자완)

- 100

Table 7.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of 

Belamcanda chinensis, Kalopanax pictus, 

Coptis chinensis, Scutellaria baicalensis, 

Aster tataricus ethanol extracts against A. 
actinomycetemcomitans and P. intermedia
causing periodontal disease

사간은 붓꽃과의 다년생 본식물인 범부채의 뿌리

기를 건조한 것으로 mamgififerin, belamcandol A, B 

등의 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7]. 사간은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는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분획에서, P. intermedia의 경우에는 

hexane 분획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다.

황백은 운향과의 식물인 황백의 수피로 berberin, 

obakunone 등의 성분이 있으며 항균작용, 소염작용, 항

진균작용 등의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9]. 황백은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해서는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획에서, P. intermedia의 경우는 

water, butanol 분획에서 생육 지활성이 나타났다. 황

백의 A. actinomycetemcomitans에 한 항균효과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P. intermedia에 

해서는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1]. 

해동피[Kalopanacis cortex)는 엄나무(Kalopanax 

pictum)의 수피를 건조한 것으로 신경통 약으로 사용 

되었으며[31], 항진균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었다[31]. 해동피는 A. actinomycetemcomitans의 

경우 chloroform, butanol 분획에서 생육 지활성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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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는 소염작용[21] 등 여러 약리 효과가 보고되었다. 

A. actinomycetemcomitans의 경우 hexane과 butanol 

분획에서는 항균 효과가 나타났으며, P. intermedia는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생육 지 활성이 나타났다. 

육계의 치주염에 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butanol분획만이 P. intermedia에 

해 생육 지 활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천연 식물 추출물 34종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낸 13종; 나복자, (일)당귀, 목통, 사간, 

선복화, 어성 , 육계, 자완, 천련자, 황 , (천)황련, 해

동피를 선택하여 최소생육 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는 사간 12.5 ㎍/㎖, 해동피 

6.25 ㎍/㎖, 황련 6.25 ㎍/㎖, 황  6.25 ㎍/㎖의 농도에

서 성장이 억제 되었으며 P. intermedia는 해동피 100 

㎍/㎖, 황련 12.5 ㎍/㎖, 황  6.25 ㎍/㎖, 자완 100 ㎍/㎖

의 농도에서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균 효과가 확인된 천연 식물 추출물 13종  에탄

올 추출물에서 우수한 항균효과를 보여 시 되고 있는 

황련 뿌리 주성분인 베르베린(berberine)과 치주치료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30 ㎍/㎖)  가  성분인 벤제토늄 클로

라이드(benzethonium chloride)를 이용하여 항균효과

를 비교하 다. 테트라사이클린은 P. intermedia보다 

A. actinomycetemcomitan에서 항균효과가 우수하

다. 베르베린은 P. intermedia에서 항균 효과가 나타났

지만, A. actinomycetemcomitans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황련은 에탄올 추출물과 

유기용매 분획물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intermedia에서 항균 활성이 나타났지만 황련의 뿌리 

성분인 베르베린에서는 항균 효과에 차이를 보이므로 

황련의 다른 성분에서 항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번 연구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항균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기용매 분획에서는 항균 효과를 나

타내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유기용매를 이용

하여 한 추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치주염 

원인균이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치주질환을 악

화시키므로 천연 식물 추출물이 이러한 단백질 분해효

소의 활성을 해할 수 있으면 좋은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해

하는 천연 식물 추출물을 찾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항균 효과가 우수한 천연 식물 추출물의 

성분분석을 통해 활성 성분을 확인하고 활성성분의 활

성도 등의 추가 인 실험을 통해 안 성이 밝 져야 할 

것이다. 한 다양한 방법의 생육 지 활성의 실험군별 

유의성도 추가 인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연 식물 추출물 34종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생육 지 

활성을 나타낸 13종을 선택하여 최소생육 해농도를 

측정한 결과로 향균력을 측정하 지만, 사간, 해동피, 

황련, 황 , 해동피 황련등의 추출물은 구강 내 항균효

과와 생육억제 활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천

연 항균물질로서의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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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향(藿香, Agastache rugosa)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배 향의 지상부이

다. 피부진균, 황색포도 상구균, 녹농균, 장균, 이질균, 

용 성연쇄상구균, 폐렴균 등에 억제작용이 있다.

2) 은화(金銀花, Lonicera japonica)

인동과의 여러해살이 반상록성 덩굴성 목본식물인 

인동덩굴 꽃으로 약리작용은 항균작용이 있어 황색포

도상구균, 이질균, 녹농균, 장균 등에 해 억제작용

이 높고, 항염증작용이 있다.

3) 길경(桔梗, Platycodon grandiflorum) 

롱꽃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도라지의 뿌리이

다. 항염증작용, 면역기능항진작용 등이 나타났다

4) 나복자(萊子, Raphanus sativus) 

십자화과의 한해살이 는 두해살이 본식물인 무

우의 종자이다. 포도상 구균, 티 스 균과 장균 등에 

한 억제작용과 항균작용이 있고 항염증작용이 

하다.

5) 일당귀(日當歸, Angelica acutiloba)

여러해살이 본식물의 뿌리로 국내에서는 당귀(土

當歸) Angelica gigas와 일당귀(日當歸) Angelica 

acutiloba 를 약용한다. 여러 종류의 세균에 하여 억

균작용이 있다. 

6) 황(大黃, Rheum undulatum)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황의 뿌리, 

범 한 항균작용이 있어서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임

균, 디 테리아균, 장티 스균, 이질균 등에 억제작용이 

있다.

7) 해동피(海桐皮, Kalopanax pictus) 

음나무의 수피를 건조한 것을  해동피(Kalopanacis 

cortex)라고 부르며 강장 약   신경통약 등으로 사용

되어 왔다(Yang HS et al., 2013).

8) 목통(木通, Akebia quinata) 

으름덩굴과의 낙엽성 반덩굴성 떨기나무인 으름덩굴

로 맛은 쓰고, 약성은 차다. 이뇨작용이 하고, 여러 

종류의 진균을 억제시킨다.

9) 방풍(防風, Peucedanum japonicum) 

산형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 항염증작용과, 진경

작용, 녹농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항균작용이 있다.

10) 백부근(百部根, Stemona sessilifolia)

백부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백부의 뿌리

이다. 알코올추출물은 폐렴구균, B형용 성연쇄상구균, 

뇌막염균, 황색포도상구균, 백색포도상구균, 이질균, 장

티 스균, 결핵균 등에 억제작용이 있다.

11) 백작약(白芍藥, Paeonia lactiflora)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작약( 작

약) 뿌리이다. 항염작용,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12) 백화사설 (白花蛇 草, Hedyotis diffusa) 

꼭두서니과의 한해살이 본식물인 백운풀의 지상부

이다. 항균, 소염작용이 있어서 황색포도상구균, 이질균

에 억제작용이 있었다. 

13) 사간( 干, Belamcanda chinensis) 

붓꽃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범부채의 뿌리 기

이다. 염증 기와 말기에 모두 한 억제작용을 하고 

항염, 항균작용을 한다.

14) 산약(山藥, Dioscorea batatas)

마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마, 참마의 뿌리 기

이다. 궤양성 구강염 치료에 효과 이다.

15) 선복화(旋覆花, Inula britannic)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불 , 버들 불

(Inula salicina)의 두상화서이다. 항균, 항염작용이 있다.

16) 세신(細辛, Asarum sieboldii)

쥐방울덩굴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족도리풀의 

잎과 뿌리이다. 그람양성균, 피부진균, 결핵균 등에 억

제효과가 높아 항균효과가 있다.

17) 승마(升麻, Cimicifuga heracleifolia)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승마의 뿌

리이다. 항염, 진통, 잇몸이 붓고 아  증상에 효과 이다.

18) 어성 (魚腥草, Houttuynia cordata) 

삼백 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약모  지상부이

다. 황색포도상구균, 용 성연쇄상구균, 폐렴 구균, 장

염균, 이질균에 한 항균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다.

19) 욱리인(郁李仁, Prunus japonica) 

장미과의 낙엽성 떨기나무인 이스라지의 종자이다. 

뿌리는 잇몸이 붓고 아  것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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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교(連翹, Forsythia saxatilis) 

물푸 나무과의 낙엽성 떨기나무인 산개나리의 열매

이다. 범 한 항미 생물 작용이 있어서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을 한다.

21) 인진호(茵陳蒿, Artemisia iwayomogi)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의 어린싹이나, 국내에서는 더 지기 

Artemisia iwayomogi를 쓰고 있다. 항미생물 작용이 

있다.

22) 육계(肉桂, Cinnamomum cassial)

녹나무과의 상록성 큰키나무인 계수나무 .의 나무껍

질이다. 계피(桂皮)는 얇은 껍질, 계지(桂枝)는 어린가

지이다. 개선균을 억제효과가 있고 계지(桂枝)는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 구균, 디 테리아균을 억제하는 작

용을 나타냈다.

23) 지모(知母, Anemarrhena asphodeloides)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지모의 뿌리 기이

다. 달인물은 장균, 이질균, 장티 스균, 폐렴 구균, 

용 성연쇄상구균에 하여 억제작용을 보인다.

24) 진피(秦皮,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 나무과의 낙엽성 큰키나무인 물푸 나무, 쇠

물푸 (Fraxinus siebo ldiana)의 껍질이다. 황색포도상

구균, 장균, 이질균에 하여 발육을 억제시키고 있으

나, 살균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자원(紫苑, Aster tartaricus)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개미취. 벌개미취, 

좀개미취의 뿌리이다. 달인물은 이질, 장티 스균, 장

균, 녹농균에 억제작용이 있다.

26) 진교(秦, Gentiana macrophylla) 

용담과의 진교의 뿌리이다. 항염증작용이 하며, 

피부진균, 이질균, 콜 라균, 황색포도상구균에 한 억

제작용이 인정되고 있다. 화학성분은 Alkaloid 등을 함

유하고 있다. 

27) 천련자(川楝子, Melia azedarach)

멀구슬나무과의 낙엽성 큰키나무인 멀구슬나무의 열

매이다. 피부진균  황색포도상구균 억제작용이 있다.

28) 천문동(天門冬, Asparagus cochinchinensis)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천문동의 덩이뿌리

(塊根)이다. 천문동 달인물은 탄 균, 용 성연쇄상구

균, 디 테리아균, 폐렴 구균, 황색포도상구균, 흰색포

도상구균 등에 억제 작용을 나타낸다. 

29) 치자(梔子, Gardenia jasminoides)

꼭두서니과의 상록성 떨기나무인 치자나무의 열매이

다. 항균·항염 작용이 있다. 치자 달인물이나 알코올추

출물은 황색포도상구균, 뇌막염 구균등에 억제작용이 

나타났고, 표피의 개선균, 여러종류의 진균등에 억제  

작용을 나타내었다. 성분은 gardenoside, gardenin, 

crocin, crocetin, geniposide, tannin 등이 알려져 있다. 

30) 포공 (蒲公英, Taraxacum mongolicum)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민들 , 산민들 , 

흰민들 의 지상부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용 성연쇄상

구균, 폐렴 구균, 뇌막염 구균, 디 테리아균, 이질균 

등에 항균작용이 있다.

31) 화  (花椒, Zanthoxylum piperitum)

운향과의 낙엽성 떨기나무인 피나무의 열매껍질이

다. 용 성연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구균, 이질

균, 피부진균 등에 억제작용을 나타낸다. 화학성분은 

Limonene, geraniol, cumic acohol 등을 함유하고 있다.

32) 황 (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황 의 뿌리이다. 

여러 종의 구균, 간균에 하여 정도가 다른 억제작용

이 있으며, 항염작용, 10여종의 피부진균에 하여 항균

작용이 있다.

33) 천황련(川黃連, Coptis chinensis)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본식물인 천황. 일

황련의 뿌리 기이다. 화학성분은  berberine 5∼8％, 

기타 alkaloid 등을 함유하고 있다. 구강과 얼굴의 염증

을 치료하며, 성분인 berberine은 강한 항균작용이 있어

서 결핵균, 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효과

가 크다.

34) 황백(黃柏, Phellodendron amurense)

운향과의 낙엽성 큰키나무인 황백나무, 털황경피나

무의 나무껍질이다. 항균작용은 황련(黃連)보다 조  

약하나, 피부진균 억제작용은 강하다. 화학성분은 

Berberine, jatrorrhizine, magnoflorine, phellodendrine, 

candicine 등을 함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