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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solic acid에 의한 Staphylococcus aureus의 생장 및 생물막 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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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phylococcus aureus is a pathogenic bacterium that causes food poisoning, exhibits a strong capacity to form
biofilm, and is highly resistant to antimicrobial ag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microbial
characteristics of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S. aureus showed high susceptibility to corosolic acid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and colony-forming ability determined by the broth micro-
dilution method showed that corosolic acid had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the bacteria. The diameters of the
inhibition zone and numbers of colony forming units at each concentration of corosolic acid were also measured. In
addition, corosolic acid displayed potent biofilm inhibition activity against S. aureus at concentrations below its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osolic acid can be used to effectively prevent biofilm formation by
S. aureus, thereby making S. aureus more susceptible to the action of antimicrob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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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중독균들은 전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

치고 있으며 식품위생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기준 연평균 식

중독 발생 건수는 286건, 환자수는 6,314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간 약 1조 6천억에 이른다고 한다(2). 따라서 식중독균

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Staphylococcus aureus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서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특히 건강한 사람과 동물의

피부 등에도 상재하고 있어 식품에 쉽게 오염된다. 실제 사람의

25-50%가 S. aureus 보균자이고, 이들 중 15-20%는 장독소

(enterotoxin) 생산 균주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식중독 원인 물질인 이 장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

로도 거의 분해되지 않고 내열성이 강하여 100oC에서 60분간 가

열하여야 파괴된다(4). S. aureus는 특히 환경에서 주로 바이오필

름 (biofilm)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5). 바이오필름은

외부의 기계적, 화학적 스트레스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부유할 때(108 CFU/mL)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농도(1011 CFU/mL)로 밀집되어 있으므로(6) 유전자 전이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S. aureus가 새로운 저항성이나 독소를 획득할 가

능성을 높인다. 조리기구 및 도구의 재질 표면에 오염된 바이오

필름은 세척 및 살균소독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교차 오염의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식중독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다. 그러므로 S. aureus 제어법에 있어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동시

에 제어하는 물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S. aureus를 제어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계, 암모늄계, 염소계,

아이오딘계, 알코올계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화학 물질들은 그 부작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비하고, 잘

못된 농도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성이 낮고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낮으며 자연스럽고 안전하

다고 알려진 천연물을 화학적 살균소독제 대체제로 개발할 필요

가 있다(7).

Corosolic acid는 pentacyclic triterpenoid 형태로서 바나바 나뭇

잎(Lagerstroemia speciosa L.), 다래나무(Actinidia arguta)잎, 아몬

드(Prunus dulcis) 등으로부터 추출되어 부작용 없이 비만, 당뇨

병, 고지혈증 및 종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8-12).

이 화합물에 의한 작용 메커니즘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당 흡수율 증대, 설탕이나 전분의 가수분해 저해, 포도당 신생합

성 저해, 지질대사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들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nuclear factor kappa-B (NF-

κB) 및 다른 신호전달 요소들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

(11). 그러나 이러한 corosolic acid의 생물학적 기능성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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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까지 식중독균에 대한 효과는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aureus의 생장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필름의 형성 역시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을 탐색하였으며, 이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corosolic acid

를 이용하여 S. aureus에 대한 저해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S. aureus 제어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배양 조건 및 Corosolic acid stock solution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methicillin-susceptible S. aureus, MSSA)으로 실험의 목적에 따라

Luria-Bertani (LB, Difco Inc., Detroit, MI, USA), Mannitol Salt

Agar (MSA, Difco Inc.), Mueller-Hinton Agar (Difco Inc.) 및

Tryptic Soy Broth (TSB, Difco Inc.) 배지에서 37oC의 호기적인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Corosolic acid는 ChemFaces사 (ChemFaces

Biochemical Co., Ltd., Wuhan, China)에서 구입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 (DMSO, Gibco, Grand Island, NY, USA)에 녹여 20

mM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S. aureus에 대한 Corosolic acid의 생장 저해 효과 측정

계대 배양 된 균주의 흡광도(Optical Density, O.D. 600 nm)값이

0.8의 로그기(Log phase)에 이르렀을 때, 다양한 농도(5, 50,

100 μM)의 corosolic acid를 첨가한 실험군과 DMSO (Gibco)를 첨

가한 대조군의 흡광도를 2시간 마다 UV/VIS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Vantaa, Finland)

를 이용해 8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Corosolic acid의 항균력 정량 분석

S. aureus에 대한 corosolic acid의 항균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

정되었다. 첫번째로, broth micro-dilution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test를 통해 MIC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값 0.8까지

계대 배양 된 8.7 log CFU/mL의 S. aureus를 96-well plate에 150

μL씩 분주 후, 각 농도의 corosolic acid (0-40μM)를 첨가하여

37oC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균 성장의 저해 정도는 DMSO

(Gibco)를 첨가한 대조군에 비하여 corosolic acid를 농도별로 처리

한 각 well의 혼탁도를 UV/VIS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

한 두번째 실험은 Liu 등(13)의 방법에 따라 broth micro-dilution

MIC test와 같은 조건의 S. aureus에 다양한 농도의 corosolic acid

(0-200μM)가 첨가 된 96-well plate를 37oC에서 12시간 배양하였

다. 이후 배양액을 phosphate-buffer saline (PBS, pH 7.4) buffer를

이용하여 10배수 연속 희석하여 100μL씩 MSA (Difco Inc.) 배지

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수는 18시간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 (CFU)로 표기하였다.

Corosolic acid 첨가 농도별 disc diffusion assay

16시간 배양된 S. aureus를 Mueller-Hinton Agar (Difco Inc.)

배지 표면에 평면 도말 하였고, 도말 된 배지 표면에 지름 8 mm

의 멸균된 paper disc를 올려 부착 후 다양한 농도의 corosolic

acid (12.5, 25, 50 μM)를 50 μL씩 분주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천

연화합물과 같은 양의 DMSO를 분주하였다. 각 실험군은 37oC

에서 10시간 정치 배양하였다. 이후 억제환의 크기는 Digimatic

caliper (Model 500-181-20, Mitutoyo Corp.,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rosolic acid의 바이오필름 형성 저해 효과

S. aureus에 대한 corosolic acid의 anti-biofilm formation은

Meng 등(14)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S. aureus는 1% glucose가

첨가된 TSB (Difco Inc.) 배지에서 16시간 배양 후 1/100 희석하

여 준비하였다. 다양한 농도 (0, 5, 10, 15, 20 μM)의 corosolic

acid가 분주된 96-well plate에 희석 된 S. aureus를 접종하여 37oC

에서 24시간 배양 후 균액을 제거한 뒤 PBS buffer로 3번 씻어

내었다. 형성된 바이오필름을 고정 시키기 위하여 60oC에서 10분

간 건조 시켰으며, 바이오필름의 형성 정도는 1.5% crystal violet

을 이용하여 3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에 이용된 잔여 crystal violet

을 제거하기 위하여 PBS buffer로 3번 씻어 내었고, 형성된 바이

오필름은 95% ethanol로 10분 동안 용해 후 UV/VIS spectro-

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측

정하여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단계는 3반복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통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방법을

이용하여 p<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Corosolic acid의 S. aureus에 대한 생장억제 효과

천연화합물 corosolic acid의 농도에 따른 S. aureus에 대한 생

장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5 μM corosolic acid와 DMSO를 각

각 첨가한 S. aureus의 배양액은 8시간 동안 흡광도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세균이 생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50 μM과 100 μM의 corosolic acid가 첨가된 실험군은 6시간 이후

현탁도가 대조군의 54.54%와 64.53% 수준의 낮은 흡광도를 나

타내어 농도에 따른 corosolic acid의 S. aureus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Fig. 1).

Corosolic acid는 항당뇨 제재로서 이미 민간의학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corosolic acid가

함유된 바나바 나뭇잎(Lagerstroemia speciosa L.) 추출물을 2주

간 32-48 mg/day 섭취 시 혈당수치를 낮춰 당뇨병 치료제로서 활

용 가치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5-18). 또한 Stohs 등(11) 과

Yang 등(19)은 항당뇨 효과 외 항암, 항염, 항동맥경화, 콜레스테

롤 저하 효과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corosolic acid의 다양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항균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본 연구 이전까

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며 다

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진 corosolic acid는 대표적 식중독균 중 하

나인 S. aureus에 대한 항균 물질로서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제어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Corosolic acid의 S. aureus에 대한 항균활성 측정

Corosolic acid의 농도에 따른 항균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첫번

째로 broth micro-dilution MIC test를 통해 S. aureus에 대한

corosolic acid의 MIC를 측정하였다(20-22). Corosolic acid의 첨가

농도에 따른 혼탁도 측정 결과 0, 0.1, 1, 10 μM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 μM (9.45 μg/mL)이상의 농

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흡광도 값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p<0.05). 이는 corosolic acid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균활성

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특히 20 μM (9.45 μg/mL)이상의 농도에서

부터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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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 확인된 corosolic acid의 S. aureus에 대한 MIC

를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Mun 등(23)은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균주와 동일한 S. aureus ATCC 25923에 대하여 강황 뿌리 추

출물인 curcumin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들인 oxacillin,

ampicillin, ciprofloxacin, norfloxacin의 MIC를 측정한 결과

curcumin은 250 μg/mL, 항생제들은 15.6-250 μg/mL의 범위를 가

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류 (algae)에서 추출된 docosahexaenoic

acid (DHA)의 S. aureus ATCC 43300에 대한 MIC는 128 μg/mL

로 보고된 바 있다(24). 본 연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corosolic acid의 MIC는 9.45μg/mL (20 μM)로서 curcumin과 DHA

는 물론 기존의 항생제들과 비교해서도 S. aureus에 대해 보다 낮

은 농도에서도 작용하였으므로 corosolic acid가 더 우수한 항균

활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항균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번째 실험으로 broth micro-dilution

MIC test를 응용하여 S. aureus를 corosolic acid와 배양한 이후

MSA배지에서 집락 형성 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S. aureus를

1 μM의 corosolic acid와 12시간 배양한 후 MSA 배지에 평면도

말하였을 때 약 9.07 log CFU/mL의 집락 형성능을 보여 DMSO

와 배양한 대조군의 9.30 log CFU/m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감소가 확인되었다(p<.0.05). 이후 25, 50, 100, 200 μM에서 각

각 약 8.79, 8.47, 7.91, 7.31 log CFU/mL의 집락 형성능이 관찰

되어 첨가된 corosolic acid의 농도에 비례하여 S. aureus의 집락

형성능이 저해됨을 확인하였다(Table 3).

Corosolic acid 농도에 따른 항생물질 감수성 측정

S. aureus 대한 corosolic acid의 생장 저해 효과를 agar disc

diffusion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생육 저해환 형성 여부로부터 확

인하였다. 각각 12.5, 25, 50 μM의 corosolic acid가 함유된 paper

disc를 S. aureus가 도말된 Mueller-Hinton 배지에 위치시켜 배양

한 후 관찰한 결과, 모든 농도의 실험군에서 corosolic acid에 의

한 생육 저해환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2). Corosolic acid

12.5, 25, 50 μM이 처리된 각 배지들에서 약 13.43, 16.06, 19.19

mm 지름 크기의 억제환들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여 농도에 따

라 유의적으로 억제환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Growth inhibition effect of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A) Structure of corosolic acid (C30H48O4, 2a-hydroxyursolic acid). (B) S.
aureus was incubated at 37oC for 16 hours and subcultured in 20 mL of LB broth media until its optical density (O.D.600 nm) reached 0.8. Various
concentrations of corosolic acid (5, 50 and 100 μM) or DMSO were added to the cell growth medium and the microbial growth was monitored
by measuring the O.D.600 nm for 8 hours.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eated processes.

Table 1.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test of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Strain
Concentration of corosolic acid (μM)

01) 0.1 1 10 20 30 40

S. aureus ATCC 25923 0.44±0.005a2) 0.40±0.029a 0.42±0.008a 0.35±0.010ab 0.28±0.014bc 0.25±0.025c 0.27±0.016bc

1)The same volume of DMSO was added to the control.
2)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eated processes.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in broth micro-dilution MIC test

Concentration (μM)
S. aureus

log CFU/mL

01) 09.30±0.067a2)

1 9.07±0.106b

5 9.05±0.085b

10 9.06±0.061b

25 8.79±0.064c

50 8.47±0.107d

100 7.91±0.076e

200 7.31±0.070f

1)The same volume of DMSO was added to the control.
2)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eated processes.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2. MICs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various
antimicrobial compounds on S. aureus

Substances
MIC value
(μg/mL)

S. aureus
subspecies

References

Corosolic acid 9.45 ATCC 25923 This study

Curcumin 250 ATCC 25923 (23)

Oxacillin 125 ATCC 25923 (23)

Ampicillin 31.25 ATCC 25923 (23)

Ciprofloxacin 15.6 ATCC 25923 (23)

Norfloxacin 250 ATCC 25923 (23)

Docosahexaenoic 
acid (DHA)

128 ATCC 433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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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solic acid 처리에 따른 S. aureus의 바이오필름 형성 저

해능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다양한 환경의 표면에 부착함으로써 형

성되며 숙주 내부의 면역 시스템, 환경적 스트레스와 항균 물질

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S. aureus는 바이오필름을 형성

하여 숙주 내부의 면역 체계는 물론,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

성을 획득함으로써 가열, 세척 등의 과정에서도 생존하여 유제품,

수산가공식품, 육류, 즉석식품 등의 표면에 증식해 식품매개 감

염을 유발한다(25-27). Corosolic acid가 S. aureus의 바이오필름 형

성을 저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corosolic acid

(5, 10, 15, 20 μM)를 S. aureus와 함께 24시간 동안 정치 배양한

후 바이오필름 형성량을 측정하였다. 5 μM corosolic acid를 처리

하였을 때는 S. aureus에 DMSO가 첨가된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0 μM과 15 μM에서는 대조군에 비하

여 각각 약 34.39%와 59.18%의 바이오필름 형성이 저해되어 유

의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20 μM의 corosolic acid가 처리되

었을 때에는 약 98.05%의 바이오필름 형성이 감소되어 거의 바

이오필름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Fig. 3).

식품위해요소인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 산

업 분야에서는 화학적, 물리적, 효소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8,29).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화학적 방법에는 하이포

염소산소듐(sodium hypochlorit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오

존(ozone), 과산화아세트산(peracetic acid) 등의 화학물질과 미생

물이 생산하는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EPS) 복합체의

반응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

용할 경우 식품 내에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잔류하여 소비자에게

노출 시 장기 손상, 면역 과민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천연항균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28,30). 따라서 식물 유래의 천연화합물인 corosolic acid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것처럼 인간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 밝혀진 식중독균 S. aureus에 대한 항균 효과와 바이오

필름 형성 저해 효과도 가지고 있으므로 식중독의 예방 및 제어

와 식품 안전성 확보에 이용 가치가 높은 물질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보고된 바 없는 corosolic acid의

항균활성에 대해 대표적 식중독균 중 하나인 S. aureus를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대수기의 S. aureus에 corosolic acid를 처리하여

생장 저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broth micro-dilution 방법과 agar

disc diffusion 방법을 통해 corosolic acid의 S. au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corosolic acid의 농도에 비례하여 S. aureus

Fig. 2. Growth inhibition of S. aureus by corosolic acid treatment

in agar disc diffusion test. Susceptibility of corosolic acid was
tested by the agar disc diffusion method. Bacterial suspension was
inoculated evenly on surfaces of Mueller-Hinton Agar (MHA)
plates. Disc papers were placed on each plate and inocul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rosolic acid (12.5, 25 and 50 μM) or
DMSO as a control group. Then, the agar plates were incubated at
37oC for 16 hours. (A) The inhibition zone around the disc papers
with or without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was observed. (B)
The diameter of inhibition zones were determined. Nd indicated that
inhibition zone was not detected.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eated processes. 

Fig. 3. Biofilm inhibitory activities of corosolic acid against S. aureus. Diluted S. aureus was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rosolic acid (5, 10, 15 and 20 μM) or DMSO as a control group at 37oC for 24 hours. The biofilm formation in each well was stained with
1.5% crystal violet. (A) Each well was de-stained with 95% ethanol, and the absorbance of the crystal violet solution was measured at 595 nm.
Values represent the means for triplicate wells and error bars indicate range. (B) Images of each well were taken before de-staining procedure.
The star indicates p values<0.05 and double stars indicate p value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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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orosolic acid의 존

재 조건에서 S. aureus의 바이오필름 형성능이 MIC 보다 높은 농

도뿐 아니라 낮은 농도에서 역시 저해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천연물질인 corosolic acid는 S. aureus에 의한 식품 오염

을 억제하고 식중독 예방 및 잠재적 치료제로서 개발 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다른 종류의 식중독균들에 대

한 적용 가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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