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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microbial Activity, Antiinframmatory  Effects of 

Coriander Herb Extract

     Jang Young-Ryul

                                    Advisor : Prof. Moon, Kyung Rye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                

 

The Coriandrum sativum L. Herb Extract which exhibit several bene 

ficial effects including acne(pimple) and skin diseases was test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inflammation effects. 

The Coriander Herb Extract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tapylococcus epidermis, Propionibacterium acnes. and Stapy 

lococcus epidermis,  The growth of Stapylococcus epidermis, 

Propionibacterium acnes. and Stapylococcus epidermis was 

inhibited completely by addition of 10% of the extrac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oriander Herb 

Extract can be applied to the acne and skin diseases the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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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주나라 시대의 의료제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식의(食醫)라는 의사를 두

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병을 다스리는데 약보다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식의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

코자 했으므로 설령 병에 걸렸다 해도 먼저 음식으로 치료코자 했던 식료

치병(食療治病)사상이 동양의학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식(西洋食)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전통적 식사문화를 유지해오고 있

는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웰빙식품으로 재평가 되고 있

는 시점에서, 사찰에서 즐겨 먹고 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

한 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 하다.

 고수 (Coriander : Coriandrum sativum L.)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일년초이

며 잎에서 빈대냄새가 나고 5월〜6월에 흰색 혹은 핑크색이나 연보라색의 

꽃을 피며 열매는 연갈색으로 크기는 2〜4mm정도의 둥근 모양이다. 잘 익

은 열매는 향긋한 냄새가 나고 10개의 능선이 있다.  원산지는 지중해 동

부지역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메리카, 중앙유럽, 모로코,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1-4)

우리나라서는 고조선시대부터 고수 잎을 고미료(苦味料)로 사용하였고 씨

는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때에도 향신료로 사용하

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강회 겉절이, 쌈으로 이용하였다.
4)

 독특한 향 때문에 사찰 내에서 숙채, 냉채, 김치, 겉절이, 소스 등으로 고

수를 즐겨 먹는 스님들 조차도, 고수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먹기보

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 고수의 효능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수의 항염 항균

효과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서 고수의 활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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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수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문헌적 고찰고찰고찰고찰

고수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천금요방,식치>에서  "장기간 복용하면 건

망증이 심해진다.  화타가 말하기를 액취, 구취, 충치가 있는 자에게는 

더욱 나쁘다.  이것을 먹으면 지병(持病)을 유발하며 특히 금창(金瘡)이 

있는 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였고⁵⁾, 

<식료본초>에는 "냉증인 자가 먹으면 발이 약해지고 또한 사호(斜蒿)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땀 냄새가 심해지며 치료가 어

려워진다.  이것은 훈수(葷荽)로서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복

용하면 안 된다. 뿌리는 지병(持病)을 야기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⁶⁾

 <본초강목>은 “얼굴의 검은점을 호유다린 약물로 매일 씻는다” "모

든 보약이나 약 가운데서 백출(白朮), 목단(牡丹)이 들어 있는 것을 복

용하는 환자는 복용하면 안된다".⁷⁾ 

<신농본초경소>는 "기허(氣虛)인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된다.  천연두로 

좀처럼 발진하지 않는 경우나 풍한의 사가 외표를 침입하지 않은 경우, 

예오(穢惡)의 냄새가 나는 환자는 쓰지 말아야 한다."⁸⁾

<본초도감>은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  효능은 발표투진(發表透

疹), 건위(健胃)하며 치료는 열매는 소화불량, 식욕부진에 좋으며 전초

는 마진부투(麻疹不透), 감모무환(感冒無汗)한다. 외용시는 전초를 적당

한 양을 사용한다".⁹⁾ 

<의림찬요>는 "많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기를 소모한다."라 하였으

나  고수풀 씨앗의 맛은 맵고 시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으며.  투진

(透疹)하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  땀을 내며 꽃을 잘 돋게 하고 먹은 것

을 잘 삭이며 발진(發疹)하지 않는 천연두(天然痘), 음식핍미(飮食乏

味), 이질(痢疾), 치질 등에 치료약으로도 쓰이며 하루 8~15그램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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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내어 복용하고  외용시 달인물로 입안을 가시

거나 달여서 약 기운을 쏘이면 건위작용, 소화작용, 담즙 분비 작용, 항

진균 작용, 강장작용, 진해, 구풍, 복통, 현기증, 육류 및 생선 냄새 제거, 

식중독, 홍역내공, 두창, 치질, 두통, 치통, 설사, 소화불량, 병후회복, 식

욕부진, 전립선염,  방광염, 구충약,마진이 돋지 않을 때,가래약,독풀이약

으로 위가 상하거나 감기산통 때도 쓴다. 민간에서는 이 아픔, 입가심하

며 등은 물론 향신료나 향미료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6: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

나”라 하였으며 갓씨(고수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

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깟씨 같았고, 모양은 진주(브델륨 고무모양)과 

같은 것이라. """" "만나"를 설명하는데 "깟씨(gad: 고수풀씨)" 같다고 적고 

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멧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

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민수기 

11:7-8)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고수의 고수의 고수의 고수의 성분성분성분성분

고수풀의 다른 이름은 호유(胡荽: 식료본초), 향유(香荽: 운략), 향유(香

荽: 본초습유), 호채(胡菜: 외대), 원유(蒝荽: 당소설), 원유(園荽: 동헌

필록), 원유(芫荽, 호수:胡 : 일용본초), 완유(莞荽: 보제방), 연수채(莚

荽菜: 연갈초:莚葛草, 만천성:滿天星: 호남약물지), 원수(芫荽: 중국 본초

도감 및 본초도록), 고수풀, 코리안더(Coriander), 차이니스파슬리 등으

로 부른다"⁹⁾.

  국내산 고수의 성분분석은 신등 황 최등 왕소, 김등 10-14) 이 조사한 

바 있으며 추출방법이나 고수의 품종, 시료 채취시기, 기후, 토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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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Kerrola, Kallio 1993 

: Leibrand,1991)

 김등
14)

은 고수의 뿌리에서 39종, 씨에서 41종의 성분을 확인하면서 

linalool성분이 가장 많아 각각27.77%, 53.67%라고 보고했다.

최등 12) 은 고수잎에서 98종, 뿌리에서 77종의 성분을 확인하고 잎의 주

요성분은(E)-2-Decen- 1-01(14.11%)> (E)-2Decenal (13.17%) 

> Tetradecenal(9.5%)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신 등, 10) 황 등 11) 최 등 12) 이  조사하여 발표한 고수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oriander

 

조사자 Moisture
(수분)

Protein
(단백질)

Lipid
(지방)

Crudefiber
(섬유소)

Ash
(회분)

신 82.1 4.06 1.83 2.52 2.27

왕 2.0 0.3 1 1.5

김 81.89 3.21 1.45 2.24

유리아미노산은 잎의 경우 Asp.134㎎%, Thr.66.97 ㎎%,Ser.75.85

㎎%, Glu.199.26㎎%, Pro. 73.19㎎%, Gly.73.45㎎%, Ala. 61.04

㎎%, Cys.0.52㎎%, Val.68.78㎎%, Met.30.16㎎%, Iso. 59.48㎎%, 

Leu.76.83㎎%, Tyr. 39.64㎎%, Phe.54.13㎎%, His. 75.52㎎%, Lys. 

86.67㎎%, Arg.75.24㎎% 로서 필수아미노산의 비율 은 45.82∼

46.69%라고 보고하였다. 11)

무기성분은 생것과 데친 것에서 각각 Na(26.8, 23.3), K924.6, 24.3) 

Ca(53.7, 47.2) Mg(17.6, 18.1)Cd(3.6, 2.02)이고  정유성분은 신등

은 10) α-terpineol(13,982㎍ : 45.4%) terpinen-4-ol (8,285㎍ : 

26.3 %), linalool(5,142㎍:16.7%),islpuleg(3,579㎍:11.6%)로서 무색

-담황색인 terpineol과 linalool등이 지방족 고급알코올로서 향긋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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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고수 중 38종의 향기성분 을 확인하였고 총

함량은 45.31㎎%(wet weight of leaves)라고 발표 11) 한 바 있다.

최등 12) 은 고수잎에서 98종의 향기성분을 확인하였고 그중 주요성분이 

(E) -2-Decen-1-ol, (E)-2-decenal, (E)-2-Tetradecenal 라고 

발표 하였다.

열매에 포함된 정유 0.8∼1.5%의 주성분은 d-linalool(65∼80%). 

pinene(α,β),dipentene, p-찌멘(p-찌몰, 탄화수소총량20%, 리날릴 

아세타트, 보르닐아세팉, 테르피놀렌, 펠란트렌(α,β)리모렌, 캄펜, 오찌 

멘이며, 10∼20% 함유된 기름중에는 페트로셀린산53%, 올레인산 

32%,  리놀산 7%, 팔미틴산 8%이다, 단백질은 11∼17%, 당은 2% 

(과당, 포도당,서당)이고 스테로이드화합물 코리안드롤 스테린 비타민C, 

유기산이 있다. 고비점류분에는 게라니올(5%), L-보르네올, 초산보르 

네올, P-데찔알데히드, 데찔산이있고 전초와 선열매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는 주로 카프린알데히드(CH3-(CH2)3-CHO)에 의한 것이다
32)

 호유자유를 만들 때는 반드시 성숙된 종자만을 골라 수증기 증류해야 

한다. 만약 미숙과(未熟果)가 섞여 있을 때는 매우 불쾌한 향취를 내게 

되는데 호유자의 미숙과실 또는 전초에는 caprinaldehyde가 들어 있어 

독특한 취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생약 호유는 그 약성이 온(溫)하 

고 신(辛)하여 귀경은 폐(肺)와 비(脾)로 되어 있다. 효능으로는 발한 

(發汗), 투진(疹透), 소화 등이며 독감, 두통, 마진, 불투, 소화불량, 어 

육독(魚肉毒)등에 실용하고 있다. 호유자의 효능도 이와 같아서 Indi 

gestion, unerupted smallpox 또는 measles에 외용될 뿐만 아니라 

aromatic, carminative, stomachic으로 이용된다. 호유나 호유자에 의

한 혹종의 세균에 대해서 상당한 항균작용이 있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

다.(Hahn,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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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연구동향연구동향연구동향연구동향

고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최 등, 김 등,정 등이 

고수의 성분과 향미성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11-13 )

 당뇨성 흰쥐의 식이내

에 고수추출물을 투입하여 혈장과 간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18 )
, 고수추출물의 항균력을 측정연구

13 )
, 고수추출물의 항산화효과에 대

한 연구
17-18 )

 고수의 재배법에 관한 연구
18 )

, 고수잎의 휘발성 성분 및 일

반 성분 연구등이 있다.

황충연(2004)는 감국 고삼 황백 사상자등 수종의 한약 복합추출물에서 항

균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를 실험적 연구을 통해 규명한 바 있고 김희석

(2002)등은 대석의 추출물에서, 박수정(2004)등은 수정에서 최은규

(2004)등은 용담사간탕가미방에서 항균 항염증효과를, 최은규(2004)는 메

멜추출물에서 양태규(2002)등은 갈근탕과 가미갈근탕에서 노태석(2002)등

은 수종의 약초에서 항알레르기 효과를 규명하였다. 

김용두 등(2001)은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 젖산균, 효모 등 10종의 시험

균주를 사용하여 물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젖산

균과 효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균에서 항균활성을 보였고 특히 잎 추출물

이 강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⁵⁾하였다. 

과거 문헌자료에서 고수는 항병력이 많은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고 최근 연

구에서도  함유성분이 다양하여 천연생약개발에 관심있는 식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

제3장 실험재료 및 연구방법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사용시료사용시료사용시료사용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고수)는 전남 광주시 인근 사찰에서 식용으로 재

배한 것을 7월에 채취하여 수세한 다음 서늘한 곳에서 물기를 제거한 

뒤 냉동(-40℃)보관해 두고 시료로 사용하였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사용 사용 사용 사용 균주 균주 균주 균주 및 및 및 및 세포주  세포주  세포주  세포주  

본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와 균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부상

재균 중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주로서 Stapylococcus 

aureus 와 병원성은 낮지만 친지방성 이상성 진균으로 정상피부의 모낭

주위에서 발견되는 Malassezia furfur,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s 등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Stapylococcus aureus KCTC 1928, Malassezia 

furfur KCTC 7743,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20, 

Stapylococcus epidermis KCTC 1927 균주를 KCT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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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1. The photo of various microbial & inflammatory

   A : Stapylococcus aureus                     B.:  Stapylococcus epidermis

   C : .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D : P.ropionibacterium acnes

또한 마우스 상피세포주(mouse epidermal cell)인 JB6 cell 와  마우스 복강 

마크로파아지 (mouse peritoneal macrophage)인 RAW264.7 cell 

line을 KCT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사용시약 사용시약 사용시약 사용시약 및 및 및 및 배지배지배지배지

시험균주의 생육배지는 KCTC에서 추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배지의 조

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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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organism used for antimicrobial studies

KCTC
NO

Strains Media Components & Contents

1928
Staphylococcus

aureus 
subsp.aureus

Nutrient
Beef extract 3.0g Peptone 5.0g

Agar 15.0g Distilled water 1.0

1917
Staphylococcus

epidermidis
Nutrient

Beef extract 3.0g

Peptone 5.0g Agar 15.0g

Distilled water 1.0 L

7743 Malassezia furfur

Cone oil 
medium

Place a few drops of sterile corn 

oil on slants of emmon's 

 Emmon's Agar 

 Sabouraud's Glucose Broth       

(Difco 0382)30.0g

 Agar 20.0g

 Distilled water 1.0 L

 Adjust pH to 6.8-7.0

 Autoclave at 121C for15 min.

Pityrosporum 
medium 2

-Emmon's Agar plus 0.5%         

yeast extract in olive oil

-Sabouraud's Glucose Broth       

(Difco 0382)30.0g

 Agar 20.0g

 Distilled water 1.0 L

 Adjust pH to 6.8-7.0

 Autoclave at 121C for15 min

3320 Propioniba
Reinforced 
Clostidial 
Medium

Tryptose 10.0g

Beef extract 10.0g

Yeast extract 3.0g

Dextrose 5.0g

Sodium chloride 5.0g

Soluble strarch 1.0g

Cysteine hydrochloride 0.5g

Sodium acetate 3.0g  . Agar 15.0g

Distilled water 1.0L

Mouse epidermal cell  [JB6 
cell]

AC28

116

Mouse peritoneal
 macrophage    [RAW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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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추출추출추출추출

1 1 1 1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추출추출추출추출

  고수의 부위별 액상 추출물은 중탕가열을 통한 열수추출법을 사용하였

다. 준비된 시료 1㎏에 3㎏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Homegeni zer로 5분 

동안 마쇄한 후 24시간동안 상온에서 교반 침출시켜 1차 추출하고 다시 

증류수3L를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추출한 뒤 추출액 모두를 합하

여 0.45㎛ Membrane filter로 여과(Whatman No -2)하였다. 이 추출

여액을 Rotary vaccum evaporator(회전감압농축기 )로 50℃수욕상에

서 감압농축하여 점조성의 추출물로 만들고 급냉동시 설에 보관해 두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전 샘플내의 미생물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Autoclave 

에서 120℃상태에서 20분간 멸균을 행하였다.

제제제제5555절 절 절 절 세포 세포 세포 세포 배양 배양 배양 배양 및 및 및 및 처리처리처리처리

    1. 1. 1. 1.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대식세포배양대식세포배양대식세포배양대식세포배양

 KCTC에서 구입한  대식세포주 RAW 264.7(monocyte)는 10% FBS

와 100unit/㎖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MEM배지를 

사용하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2. 2. 2. 2. 세포독성실험을 세포독성실험을 세포독성실험을 세포독성실험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세포배양세포배양세포배양세포배양

 KCTC에서 구입한 마우스 섬유모세포의 일종인 JB6 cell 세포주의 세

포배양은 10% FBS와 100unit/㎖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

가한 DMEM배지를 사용하며 37℃, 5% CO2  로 조정된 Incubator 에서 

배양하여 3일마다 교환하였다. 배양된 세포주는 1trypsin-EDTA 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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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킨 후 0.4% Trypan blue로 염색하여 혈구계측기(Hemocyto 

meter)로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세포독성시험은 배양된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³cell/well이 되도록 세포부유액을 120㎕씩 분주하여 배

양한 후 실험하였다.

3. 3. 3. 3.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항염증실험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균주의 균주의 균주의 균주의 배양배양배양배양

염증을 일으키는 Stapylococcus aureus , Malassezia furfur KCTC 

7743, 여드름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는 배지에 지속적인 개체배

양을 시도하면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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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절 절 절 절 항균 항균 항균 항균 항염 항염 항염 항염 측정측정측정측정

1 1 1 1     Agar Agar Agar Agar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법에 법에 법에 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S1S1S1S1의 의 의 의 항균활성측정항균활성측정항균활성측정항균활성측정

항균활성 검사는 Agar diffusion 법을 이용하였다. 각기 균을 성장할 수 

있도록 고체배지를 제조하고 그 위에 배양된 균주를 100㎕를 도말한 후 

10분동안 배지의 표면을 도말한 후 배지위에 직경 10㎜의 paper disk 

를 올려놓고 추출샘플을 10%와 1%(w/v)로 희석한 용액 50㎕씩을 각

각 떨어뜨렸다.  37℃ incuvater에 보관하면서 paper주위에서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되는 clear zone의 직경크기를 조사비교하면서 항균활성효

과를 1차 확인하였다.

2. 2. 2. 2. 균에 균에 균에 균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

추출액을 함유한 배지를 농도별로 제조하여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

는 Stapylococcus aureus 균주와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ropio 

nibacterium acnes 배양액을 액체배지에 1×10⁵∼1× 10⁶ CFU/㎖가 

되게 첨가한 후 37℃에서 진탕 배양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적정 희석하여 600㎚에서 OD값을 측정하여 균의 성

장을 확인하였다.

 

3 3 3 3 Nitric Nitric Nitric Nitric oxide(NO)oxide(NO)oxide(NO)oxide(NO)생성평가생성평가생성평가생성평가

RAW264.7 세포를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1.5× 

10
5 

 cells/ml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추출물 시료와 

LPS(1㎍/㎖)를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생성된 NO 양은 

Griess시약 1%(w/v)sulfanilamide, 0.1%(w/v)naphylethylenedia 

mine in 2,5%(v/v) phosphoric acid]을 이용하여 세포배양액 중에 존

재하는 NO₂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상등액 100㎕와 Gri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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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100㎕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분동안 반응시킨 후 540

㎚ 에서 흡광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NO양은 sodium nitrite(NaNO₂)를 standard 로 비교하였다. 

4. 4. 4. 4. MTT MTT MTT MTT assayassayassayassay

본 연구에서는 Yamauchi et al.,(2003)과 Mosmann 방식중 후자를 택

하였다.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ilum 

bromide) 정량은 생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Dehydrogenase에 의해 생

성되는 파란색 Formazan 측정으로 세포의 증식이나 독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서  Mosmann 방식은 배양한 세포주를 각각 5×10³cell/㎖이 

되도록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후 이들 세포를 1, 50, 

100, 200, 500, 1000ppm 농도의 시료추출물이 첨가된 배양액에서 24

시간 배양후 MTT200㎍/㎖ 가 포함된 배양액을  well당 200㎕씩 넣은 

후 다시 3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양액을 버리고 DMSO를 100

㎕/well씩을 넣어 5분간 실온에 방치하며 Formazan을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롤 흡광도 570nm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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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결과 및 분석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Agar Agar Agar Agar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법에 법에 법에 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항균성 항균성 항균성 항균성 측정 측정 측정 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염증세균 및 여드름 균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Agar diffusion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성장기의 중간단계에 있는 균배양액 100㎕를 

한천배지위에 도말하고 10분동안 배지의 표면을 건조하였다. 그 후 배지 

위에 직경 10㎜의 paper disk 를 올려놓고 추출샘플을 10%와 -1% 

(w/v)로 희석한 용액 50㎕씩을 각각 떨어뜨렸다.  37℃ incuvater에 

보관하면서 paper주위에서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되는 clear zone의 

직경크기를 조사하였다.  피부상재균인 Stapylococcus aureus 

(KCTC1928), Stapylococcus epidermis( KCTC 1927),Malassezia 

furfur (KCTC7743)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20)를 

이용하여 항균활성여부 검증결과는 아래 table 2.과 Fig.2과 같다.

                       A                            B

                  A                               A 
                                B                          B
                 C                             C         D  
                     

                        3 hr.                      6 hr.

                         C                          D

                     A          B 

                               

                     C          D          A          B

                                                       C  
                        8 hr.                     12 hr  
Fig.2 Antimicribal activity of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A : Stapylococcus aureus    B :  Stapylococcus epidermis

      C : Malassezia furfur        D : P.ropionibacte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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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와 Fig.3, Table 3은 10%농도에서 균 배양액별 paper disk 상에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clear zone의 사진을 12시간 이전에 나타

난 것을 보인 것이다. 12시간 경과후의 차이는 근소한 변화여서 표기 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S. epidermis와 P. acnes., S. aureus 10%에서 12시간이 경과하기 까

지 급격하게  높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M.  furfur는 항균성 

관찰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10% Coriander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Strains
clear zone

0 12 24 36 48

S. epidermis 0 10.3 12.1 12.7 12.7

P. acnes 0 8.2 9.7 10.1 10.2

S. aureus 0 9.1 9.6 11.1 11.1

M.  furfur 0 0.1 0.1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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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ntimicrobial activity of 10%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각각의 실험균들의 농도에 따른 항균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gar 

diffusion 법에 의한 항균성 측정 결과 결과는  Fig. 4와 같다. 

 Stapylococcus aureus 와 Stapylococcus epidermis.  P.ropionibac 

terium acnes 균들은 농도가 낮을수록 항균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0%대에서 가장 높은 항균력을 보였다. Stapylococcus aureus 

균이 다른 실험군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친지방성 이상성 진균으로 정상피부의 모낭주위에서 발견되는 Malasse 

 zia furfur는 10% 농도에서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실험에서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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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nti-microbial effect of Coriander herbs extracts on various 

microbial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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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유발 유발 유발 유발 Propionibacterium. Propionibacterium. Propionibacterium. Propionibacterium. acnesacnesacnesacnes균의 균의 균의 균의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Propioni. acnes 균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대표적 균으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여드름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균활동에 대하여는 객관적 자료들이 미흡한 편이므로 천연약물 소재인 

고수추출물의 항균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을 측정하기 위해 Agar 

diffusion 법을 통해 항균활성을 실험한 결과 항균력이 나타났으므로 이

를 직접 배양배지에 적용균을 성장시켜 성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 본 결과는 table 4와 Fig. 4와 같다.

 고수추출물이 P.acne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12시간 단위로 시간대

별 OD(Optical density)값을 측정한 결과 고수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의 경우 균의 유도기가 12시간 이전까지는 일정한 유도기간을 거치

다가 12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균체량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24시간이

후 다소 정지기로 접어들어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1%, 5%, 

10%(w/v)를 첨가한 배지의 경우 완만하게 균체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농도에 따라 균체증가를 다소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보다는 5%나 10%에서 다소 균체의 성장률이 늦추어지는 것이 관찰

되어 고수추출물이 Propionibacterium. acnes 의 성장을 상당부분 저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이상의 조건에서는  Propionibacterium. acnes의 성장이 상당부분 

억제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고수추출물이 Propionibacterium. acnes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9 -

Table 5.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P.acne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
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1.21 3.14 3.96 3.97

1.00% 0 0.43 0.65 1.01 1.12

5.00% 0 0.27 0.32 0.44 0.45

10.00% 0 0.09 0.11 0.14 0.14

0

0.5

1

1.5

2

2.5

3

3.5

4

4.5

0 12 24 36 48

Optical 
density(600nm)

Time(hr)

control 1.00% 5.00% 10.00%

Fig. 5.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P.acne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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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    Stapylococcus Stapylococcus Stapylococcus Stapylococcus aureusaureusaureusaureus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S. aureus는 피부의 아토피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균으로서 대부분의 약제는 화학적 살균효과나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서 균

체수를 줄이거나 사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사용시 

항생제에 대한 내성과 세포독성이 발생하여 새로운 형태의 천연약제 개

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은 고수추출물을 이용하여  

S. aureus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S. aureus성장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였다. 

Table 6.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S.aureu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 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2.34 2.58 2.67 2.89

1.00% 0 0.39 0.51 0.51 0.52

5.00% 0 0.25 0.37 0.38 0.36

10.00% 0 0.07 0.12 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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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S.aureu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Fig.6는 고수추출물이 S.aureus 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2시간 

단위로 시간대별 OD(Optical density :600nm)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기존의 10%추출물을 1%, 5%,10%(w/v)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Stapylococcus aureus는 다른 균에 비해 성장속도가 약간 빠르게 12시

간 급격하게 대수증식기를 거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기에 들어

가 개체수의 증가가 눈에 띠게 감소하였다.

고수 추출물의 첨가 농도 1%-10%로  증가할수록 대수 증식기에서의 

균체량이 크게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10%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는 고수추출물이 S.aureus 의 성장에 영향를 주고 있으며 10%의 농

도에서 영향이 커지며 농도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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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고수추출물이    Stapylococcus Stapylococcus Stapylococcus Stapylococcus 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S. epidermidis도 Propionibacterium. acnes균과 함께 여드름 유발에 

깊이 관여되는 균으로서 Stapylococcus aureus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

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7과 Fig. 7과 같다.

 Stapylococcus epidermidis 는 고수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에서 

24시간이 경과될 때 까지 매우 완만하게 균체수가 증가되어 유도 및 증

식기를 거치다가 24시간 이후 부터는 더욱  낮게 증식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고수 추출물을 1%, 5%, 10%(w/v)농도별로 첨가시 다른 균체에 비해 

성장저해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7과 Fig. 7은 

Stapylococcus epidermidis 의 시간대별 OD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7.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S. S. S. S. 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
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1.73 3.64 4.36 5.17

1.00% 0 1.29 1.79 2.15 2.18

5.00% 0 0.67 0.97 1.03 1.05

10.00% 0 0.34 0.42 0.43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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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Coriander extracts for S. epidermidi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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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절 절 절 절 Nitric Nitric Nitric Nitric oxide(NO)oxide(NO)oxide(NO)oxide(NO)생성 생성 생성 생성 억제력 억제력 억제력 억제력 평가평가평가평가

RAW264.7 세포를  Griess법을 이용해 고수 추출물의 NO생성억제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7과 Fig7 이다. 생성된 NO양은 sodium 

nitrite(NaNO₂)를 standard 로 비교한 결과 25㎍/㎖부터  미량이지만 

NO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8. Inhibitory effets of extract of Coriander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cells

        

Treatment Composition (%)

　10㎍/㎖ 　25㎍/㎖ 50㎍/㎖

Coriander 0.34　 2.1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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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Inhibitory effets of extract of Coriander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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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절 절 절 절 MTTMTTMTTMTT정량에 정량에 정량에 정량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세포생존률 세포생존률 세포생존률 세포생존률 측정측정측정측정

Mosmann 방식에 따라 10, 50, 100, 200, 500, 1000ppm 농도의 고

수 추출물을 포함한 배양액에서  마우스 상피세포주(mouse epidermal 

cell)인 JB6 cell을  24시간 배양한 후 세포증식율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고수추출물이 10, 50, 100ppm에서 소량 증가하다가 500. 

1,000ppm에서 3-5%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수추출물이 

500ppm이상 일때 3%. 1,000ppm이하에서 8%이하로 세포생존율 대조군에 비

해 감소되었다. 이 실험에서 고수추출물이  JB6 cell 세포에 500ppm 이상일 

때 미량이지만 세포독성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Table 9. Cell viability as assessed by the MTT assay for JB6 cell line 

pretreated for 24h with Coriander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arithmetic mean percent of the control 

 

Treatment ppm

control 10 50 100 200 500 1000

% 100 101 103 102 101 9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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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ell viability as assessed by the MTT assay for JB6 cell line 

pretreated for 24h with Coriander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arithmetic mean percent of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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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과 및 고찰

일반적인 피부상재균 중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주로서 

Stapylococcus aureus 와 병원성은 낮지만 친지방성 이상성 진균으로 

정상피부의 모낭주위에서 발견되는 Malassezia furfur,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s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황색포도상 구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는 그람

양성균으로 0.5-1.2㎛ 이며 포도송이 모양의 불규칙한 배열을 하고 호

기성 및 통상혐기성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이 균주는 건강인의 비강에서

도 40-50%검출되는 등 사람이 피부와 구강 인후 점막에 상재하는 균

의 하나로서  부상과 찰과상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에 침입해 국소적으로 

표피에서의 농가진, 모낭에서는 종기등을 유발시킨다. 19-20)

Stapylococcus aureus 는 화상부위에 침입해 전신으로 퍼져나가 맹장

염,담낭염,봉와직염, 골수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막염이나 식중독 등

의 원인균으로 인체의 여러염증질환에 작용하는 중요한 미생물중 하나이

며
19-20)

 여드름에 있어서도 중증의 화농성여드름에서 흔히 이 균이 발

견된다
20-21)

. 모낭은 정상적으로 다양한 미생물층을 이루고 있는데 가

장 흔한 미생물로는 누두하부에는 혐기성디프테리균인 Propioni 

bacterium acnes 가 존재하고 모낭주위의 피부표면에는 호기성인 

Stapylococcus epidermis가 존재한다
19,20)

.  Malassezia furfur 는 

사람피부의 정상 상재균중에 속하는 이형태성 호지성 효모균(dimorphic 

lipophilic yeast)이며 때로는 기회감염을 일으켜 전풍, Malassezia 모

낭염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
22-23)

.

 본 연구에서는 사찰에서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고수가 항균 항염증효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드름과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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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들에 대한 저해작용과 생육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s 등의 실험에서 Stapylococcus 

aureus (KCTC 1928), Propionibacterium acnes(KCTC 3320), 

Stapylococcus epidermis (KCTC 1927)는 고수추출물 10%를 투여시 

직경 9-11mm정도의 저해환을 나타내었으나 Malassezia furfur 

(KCTC 7743)는 항균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열수추출액 10% 이하의 저농도에서는 농도가 낮을수록 저해능이 낮게 

관찰되어 고농도이거나 유기용매에 의한 추출법등 추출방법 및 용매추출

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험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김
15)

 과 김
17)

 은 한약의 복합추출물이 항균성이 매우 크고 부작용

도 적으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복합추출법을 권장하였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험에서 세포독성평가는 마우스 상피세포주(mouse 

epidermal cell)인 JB6 cell 와  마우스 복강 마크로파아지 (mouse 

peritoneal macrophage)인 RAW 264.7 cell line을 이용하였으며 

MTT정량에 의한 세포생존률 실험에서 고수 추출물이 마우스 상피세포주

(mouse epidermal cell)인 JB6 cell line에 500ppm농도 이상에서 세포독

성이 유발되었다. 

세균 내독소로 알려진 LPS를 macrophage에 처리하게 되면 염증성 

cytokine, NO, PG와 같은 염증반응의 매개물질들이 셍성되어 병리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43) .  RAW264.7 세포에 Griess법을 이용해 고

수 추출물의 NO생성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김’은  감국 고사 등 복합 약재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50ppm에서 

세포증식률이 6정도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20)

 고수에서는 3-5%감소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기용매 추출법으로 같은 실험방법을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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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효능이 더욱 확실하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Nitric oxide(NO)생성 억제력은  RAW264.7 세포에 대한 고수 추출

물의 NO생성억제력을 측정한 결과  25㎍/㎖부터  미량이지만 NO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수가 당뇨성 흰쥐의 혈장과 간에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서 

혈당강화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혈장의 지질수준을 낮추었고 혈장

과 간조직의 과산화지질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콜레스테롤수

준을 낮출 수 있고 항산화성을 보이는 향신료나 식재료로서의 개발가능

성을 시사한 황등 11) 의 발표와  피부질환에 다용되는 감국, 고삼, 황백

등 수종의 복합추풀물을 이용하여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s에 대한 

실험에서 Malassezia furfur를 제외하고는 유의할만한 항균효과를 나타

내었고 MTT정량에 의한 세포생존률을 측정한 결과 500ppm에서 세포

독성이 유발됨을 입증한 김 20) 의 결과와 연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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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 고수추출물이 피부상재균 중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Stapylococcus aureus 와 병원성은 낮지만 친지방성 이상성 진균으로 

정상피부의 모낭주위에서 발견되는 Malassezia furfur,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s에 항균,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고수추출물이 저농도에서는 항균 항염등 균에 대한 저해특성을 인지할 

수 없었으나 10%첨가시 유의할만한 성장저해특성과 항균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Malassezia furfur 에 대하여는 항균성은 인지하지 못하였

다.

고농도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균체에 대한 항균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균들에게는 비교적 비슷한 항균성과 생장억제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2. MTT정량에 의한 세포생존률 실험에서 고수 추출물이 마우스 상피세

포주(mouse epidermal cell)인 JB6 cell line에 500ppm농도 이상에서 세

포독성이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3. Nitric oxide(NO)생성 억제력을 알아보기 위해 Griess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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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264.7 세포에 대한 고수 추출물의 NO생성억제력을 측정한 결과  

25㎍/㎖부터  미량이지만 NO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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