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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inflammatory Effects of Natural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Yang,  Yu -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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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e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 which exhibit 

several bene ficial effects including acne(pimple) and skin diseases was 

test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inflammation effects. 

The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Extract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tapylococcus epidermis, Propionibacterium acnes. and 

Stapy lococcus epidermis,  The growth of Stapyloco 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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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Extract can be applied to the acne and ski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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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시대와 유행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미인의 제일 조건은 아름답고 윤기

있는 피부이며, 최근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1,2)

피부는 인체와 외부 환경과 경계를 이루는 기관으로서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이중 표피는 맨 아래부터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의 구성 세포 중 각질 형성 세포는 표피의 95%를 

차지하는 구성 성분이며, 케라틴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며,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을 합성하여 각질 세포에 멜라닌을 전달

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염증 반응에도 관

여하며, 피부색을 결정한다. 피부의 주 기능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등

의 생명유지를 위한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
5-7)

예를 들면, 태양광선에 노출 되면 피부에서는 vitamin D를 합성하며 멜

라닌 세포에서는 피부에 자외선 조사를 줄이기 위하여 멜라닌세포에서 

멜라닌을 많이 생성하게 하는 등의 인체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

만 장기 노출 시 과 색소 침착증이나 피부염증, 피부암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하여 미관상의 부정적인 기능을 유발시킨다.
8,9)

염증은 손상에 대한 살아 있는 조직의 반응으로, 생체 조직이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생화학적 자극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 이 손상을 

국소화 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정상상태로 되돌리려는 생체의 방어기전이

다.
10)

 생체에 유해한 자극이 가해지고 난 후의 방어기전으로부터 수복 

과정까지의 모든 경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관이 있는 조

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기는 혈관의 확장과 

혈관투시성의 항진, 제2기는 백혈구의 유주와 점착, 제3기는 육아조직의 

형성과 혈관 신생을 보여 준다.
11)

 염증의 진행은 염증부위로부터 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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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진행된다. 국

소증상은 발적, 종창, 열감, 동통, 부종, 기능장애 등의 징후가 있다. 면

역반응, 백혈구 증가와 같은 전신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2)

 

특히 염증 부위의 활성화된 macrophage는 cytokine, prostaglandin, 

nitric oxide 등을 생성함으로써 염증 매개 역할을 한다.
13)

잔대의 학명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로 쌍떡잎식

물  초롱꽃목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흔히 사삼, 딱주 또는 제니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7~9월경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서 자생한다.
14)

 뿌리는 도라지처럼 희고 굵으며 전체적

으로 잔털이 있다. 잎은 3~5개가 돌려나고 꽃줄기에  따라 잎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잎이 넓고 털이 많은 것을 털잔

대, 꽃이 층층으로 달린 것을 층층잔대라고 한다. 이러한 잔대는 전 세

계적으로 약 70여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지역 특히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잔대는 환경특

성에 의한 종내 변이가 매우 심하고 그 형태적, 유전적 분류가 거의 되

어 있지 않고 재배가 이루 어지지 않아 자생종을 단순 수집하여 이용하

고 있다.
15) 

우리나라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잔대 뿌리를 흔히 사삼이라 

하여, 한방에서 약용으로 진해거담, 강장, 해독, 조혈, 혈압강하 및 혈당

상승에 인삼 대용으로 사용 해왔다.
16)

藥品植物學名論
17)

 과 육 등
18)

 의 한약의 약리 성분 임상응용에는 ̒일본 

및 중국 사삼은 잔대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더덕을 대용하여 쓰기 

도 하나 잔대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 ̓라고 기록하고 있어, 더덕과 잔대 

는 사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워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잔대와 더덕은 속(屬)이 달라 그 성미와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 

에 현재 약재시장에서 더덕의 뿌리가 사삼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소비

자들에게 큰 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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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은 잔대와 달리 톱니형의 잎이나 털 을 전혀 볼 수 없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건조약재의 경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연

구에서는 사삼의 주성분인 saponin과 inulin 을 비롯하여 lupenone, β

-sitosterol 그리고 triphyllol 등을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9)

잔대는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뿌리는 도라지나 더덕과 같이 껍질을 벗

긴 후 생체로 무치거나 장아찌로도 먹고 있으며 약술로 빚어 자양강 장

제로 쓰기도 한다. 또한 봄에 어린 싹은 �딱주�라고 하여 산나물로 이

용하고 있는데 맛이 순하고 담백해 주로 나물로 무치거나 국거리로 이용

한다. 

잔대의 싹에는 칼슘 151 mg, 칼륨 392 mg
20)

 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

의 무기질이 함유 되어 있으며,  잔대의 잎도 단맛이 있고 민간요법에서 

산후통증 및 부기, 염증제거에 좋다하여 쌈이나 나물로 이용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잔대와 같은 초롱꽃과 식물인 도라지, 더덕 그리고 성분이 

비슷한 인삼은 항산화물질을 비롯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 하고 이용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1-25)

잔대의 일반적 성분은 “뿌리와 잎에서 각각 수분 80.5%와 87.4%를, 

회분 4.3%와 1.6%, 조지방 2.8%와 2.0%, 탄수화물 11.2%와 4.9%로 

나타나 수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환원당    

함량은 뿌리와 잎에서 각각 493.0㎎/100g, 247.1㎎/100g으로 나타나 

뿌리가 잎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비타민C는 뿌리와 잎 각각 

635.1㎎/100g, 672.2㎎/100g으로, 수용성 단백질은 19.0㎎/100g, 

20.5㎎/100g으로 나타나 잎이 뿌리에 비하여 함량이 높았으며, 유리 아

미노산은 뿌리에 arginine의 함량이 2534.7㎎/100g으로 측정되어 유리

아미노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고 보고한바 있다.
26)

잔대에 관한 연구로는 ‘잔대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에 관한 연구’

(김,2007)
26)

,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유도된 간독성 모델에서 잔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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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의 간 보호 효과’(금,2005)
27)

, ‘초롱꽃과 식물의 재배화를 위한 

기초 연구’(신,2004)
28)

, ‘잔대추출물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함,2007)
19)

, ‘잔대의 재배법에 관한 연구’(김등,1997)
29)

,‘잔대의 

품종선발에 관한 연구’(박(1999)
30)

, 정(1998)
31)

)
 

등이 보고한바 있

다. 

다른 천연식물을 이용한 항염증의 실험적 연구로는 ‘ 인동 꽃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유,2008)
32)

, ‘상백피가 항 알러지 및 항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조,2005)
33)

, ‘금은화의 항염증 작용’(한,1990)
34)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바 있다.

잔대에 관한 연구는 식물학적 연구 및 성분분석 연구
30-32)

에 편중되거나 

더덕이나 도라지와 유연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
15)

 되었으며, 최근

에는 잔대의 항암 및 항 돌연변이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생 잔대의 추출물을  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dis  이용하여 항염증에 대한 효능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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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실험재료 실험재료 실험재료 실험재료 및 및 및 및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시료시료시료시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일대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다. 열수 추출은 1㎏의 시료 잔대를 증류수 1ℓ를 첨가하여 

120℃의 Auto-clave에서 12시간을 추출 하여 Glass Microfiber filter 

(GF/C Whatman)을 이용하여 감압여과 하였다. 이 추출액을 Roary 

evaporator N-100( Tokyo RIKAKIKAI CO. LTD Japan)로 냉각수 

15℃, Water bath 50℃에서 3시간 회전 감압농축 시킨 후 Deep 

freeze( LI Shin, 2001, Korea )`-40에서 12시간 냉동 후 -50℃, 8 

Torr 에서 48시간 동결 건조 후 시료를 얻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실험균주및 실험균주및 실험균주및 실험균주및 세포주세포주세포주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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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dermidis 등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Stapylococcus aureus KCTC 1928, 

Malassezia furfur KCTC 7743,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20, Stapylococcus epidermidis KCTC 1927 균주를 KCTC에서 분

양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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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로파아지 (mouse peritoneal macrophage)인 RAW264.7 cell 

line을 KCT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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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 The photo of various microbials  & inflammatory strains

    A : Stapylococcus aureus            B :  Stapylococcus epidermidis

    C : Malassezia furfur                 D : P.ropionibacte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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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시약 시약 시약 시약 및 및 및 및 배지배지배지배지

항균성 시험에 사용한 시험균주의 생육배지는 KCTC에서 추천한 것을 사용하

였으며 배지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List of strains and media used for antimicrobial experiments

KCTC
NO

Strains Media

1928 Staphylococcus aureus subsp.aureus Nutrient

1917 Staphylococcus epidermidis Nutrient

7743 Malassezia furfur

Cone oil medium

Pityrosporum 
medium 2

3320 Propioniba
Reinforced Clostidial 

Medium

Mouse epidermal cell [JB6 cell]

AC28116
Mouse peritoneal macrophage 

[RAW264.7]

Table 2.  Composition of Nutrient(NB)

Media Components contents

Nutrient

   Beef extract 

   Peptone 

   Agar

   Distilled water 

    3.0g

    5.0g

   15.0g

    1.0 L

   pH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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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Cone oil medium

Media Components contents

Cone oil 

medium

Place a few drops of sterile corn oil on 

slants of emmon's AgarEmmon's Agar

 Sabouraud's Glucose Broth (Difco 0382)

 Agar

 Distilled water 

   30.0g 

   20.0g

    1.0 L

 Adjust pH  

 Autoclave at 

6.8-7.0

121℃ for15 min.

Table 4.  Composition of Pityrosporum medium 2

Pityrosporum 

medium 2

-Emmon's Agar plus 0.5% yeast extract  
  in olive oil
-Sabouraud's Glucose Broth(Difco 0382)
 Agar 
 Distilled water 

   30.0g
   20.0g
    1.0 L

Adjust pH to
Autoclave at

6.8-7.0
121℃ for15 min

Table 5.  Composition of Reinforced Clostidial Medium

Media Components contents

Reinforced 
Clostidial Medium

Tryptose 
Beef extract 
Yeast extract 
Dextrose 
Sodium chloride 
Soluble strarch 
Cysteine hydrochloride 
Sodium acetate 
Agar 
Distilled water 

   10.0g
   10.0g
    3.0g
    5.0g
    5.0g
    1.0g
    0.5g
    3.0g
   15.0g
    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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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시료의 추출추출추출추출

  잔대뿌리의 액상 추출물은 중탕가열을 통한 열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각각 부위별로 구분하고 시료 1㎏에 3ℓ의 증류수를 첨

가하여 Homegenizer로 5분 동안 마쇄한 후 24시간동안 상온에서 교반 

침출시킨 후 1차 추출하고 다시 증류수 3L를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추출한 뒤 추출액 모두를 합하여 0.45㎛ membrain filter로 여과

(Whatman No-2)하였다. 이 추출여액을 Rotary vaccum evaporator

(회전감압농축기)로 50℃수욕상 에서 감압 농축하여 점조성의 추출물로 

만들고 급 냉동시설에 보관해 두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 전 샘플내의 미생물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autoclav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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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C에서 구입한 마우스 섬유모세포의 일종인 L929세포주의 세포배

양은 10% FBS와 100unit/㎖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MEM배지를 사용하며 37℃, 5% CO2  로 조정된 incubator에서 배양

하여 3일마다 교환하였다. 배양된 세포주는 1trypsin-EDTA로 부유시

킨 후 0.4% trypan blue로 염색하여 혈구계측기(Hemocytometer)로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세포독성시험은 배양된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³cell/well이 되도록 세포부유액을 120㎕씩 분주하여 배양한 후 실

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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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를 시도하면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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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항염증 항염증 항염증 항염증 효과의 효과의 효과의 효과의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Agar Agar Agar Agar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법에 법에 법에 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잔대추출물의 잔대추출물의 잔대추출물의 잔대추출물의 항균측정항균측정항균측정항균측정

항균활성 검사는 Agar diffusion 법을 이용하였다. 각기 균을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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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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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2222절절절절. . . . 균에 균에 균에 균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성장억제효과

추출액을 함유한 배지(1%, 5%, 10%, w/v)를 제조하여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Stapylococcus aureus 균주와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

는 Propionibacterium acnes 배양액을 액체배지에 1⨯10⁵∼1⨯10⁶ 

CFU/㎖가 되게 첨가한 후 37℃에서 진탕 배양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

로 시료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적정 희석하여 600㎚에서 0D값을 측정하

여 균의 성장을 확인하였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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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 ㎚에서 흡광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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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4444절절절절. . . . MTT MTT MTT MTT assayassayassayassay

본 연구에서는 Yamauchi et al.,(2003)과 Mosmann 방식 중 후자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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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후 MTT200㎍/㎖ 가 포함된 배양액을  well당 200㎕씩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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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well씩을 넣어 5분간 실온에 방치하며 Formazan을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롤 흡광도 570nm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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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염증 세균및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Agar 

diffusion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성장기의 중간단계에 있는 균배양액 

100㎕를 한천배지위에 도말하고 10분 동안 배지의 표면을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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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배지위에 직경 10mm 의 paper disk를 올려놓고 추출샘플을 

10%와 1%(w/v)로 희석한 용액 50㎕씩을 각각 떨어뜨렸다. 37℃ 

incuvater에 보관하면서 paper주위에서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되는 

clear zone의 직경크기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            B           A       B                    

                  C       

                 D                           D

               3 hr                        6 hr

          A                          A         B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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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상재균인 Stapylococcus aureus(KCTC 1928),Stapylococcus 

epidermidis( KCTC 1927)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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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7743),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20_)를 이용하여 

항균활성여부 검증결과는 Fig.2와 같다.

Table 6. Antimicribal activity of 10%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Strains clear zone

0 hr. 12 hr. 24 hr. 36 hr. 48 hr.

S. epidermis 0 5.8 7.4 8.3 8.7

P. acnes 0 6.2 8.2 9.1 9.3

S. aureus 0 7.8 8.6 10.3 10.9

M.  furfur 0 0.4 0.6 0.9 0.9

      

0

2

4

6

8

10

12

0 12 24 36 48

mm

Hr

S. epidermis P. acnes S. aureus M. furfur

Fig. 3. Antimicribal activity of 10%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실험 은 6시간, 8시간, 1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였고 설치 후 2시간정도 

지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진은 12시간 단위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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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pidermidis와 P. acnes., S. aureus는 10%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M.  furfur 는 다른 실험군에 비해 가장 낮고 늦게 항균성

의 반응이 관찰되었다.

고농도에서는 10%를 비교하였을 때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는 않아 

10%대의 농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항균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Anti-microbial effect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on various microbial strains 

0

1

2

3

4

5

6

7

8

9

0.02 0.04 0.06 0.08 0.1

mm

ml

S. epidermis P. acnes S. aureus

Fig. 4. Antimicribal activity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Strains
clear zone on plate

20ml 40ml 60ml 80ml 100ml

S. epidermis 0.5 2.7 3.7 6.3 7.7

P. acnes 0.6 2.9 3.7 6.6 8.1

S. aureus 0.9 3.5 4.8 7.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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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유발 유발 유발 유발 Propioni. Propioni. Propioni. Propioni. acnesacnesacnesacnes균의 균의 균의 균의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Fig.5는 추출물이 Propioni. acnes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12시간, 

24시간, 36시간 단위로 측정한 OD값이다. 추출물을 단계별로 Propioni. 

acnes 배지에 첨가하여 균을 접종하였고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배지

의 경우 균의 유도기를 일정하게 주었다. 급격한 균체량의 증가를 나타

내는 대수증식기를 측정하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균은 정지기에 들어

간 시간대를 Table 8과 같다. 

그러나 추출물이 첨가된 배지는 1%, 5%, 10% 농도에 따라 일정기간 

유도기가 관측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균체량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후 균체의 급

속한 증가가 관측되었으나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는 농도조건에 따라 

유도기가 다르고 균체의 증가가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잔대 추출물이 

Propioni. acnes의 성장 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8. Effec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for P.acne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TreatmentTreatmentTreatment
Time(hr)Time(hr)Time(hr)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1.21 3.14 3.96 3.97

1.00% 0 0.33 0.45 0.71 1.02

5.00% 0 0.23 0.31 0.33 0.35

10.00% 0 0.07 0.1 0.1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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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for P.acne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S. S. S. S. aureusaureusaureusaureus균의 균의 균의 균의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잔대 추출물을 1%. 5%. 10%단위로 배지에 첨가하고 첨가하지 않은 배

지와 시간대별로 균들의 증식을 600nm 에서의  Optical density (OD

값)을 계산 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S. aureus균은 12시간사이에서 급격한 유도기를 거쳐 개체의 증식이 나

타났고 12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식을 멈추었다. 잔대 추출물의 경

우 농도에 따라 S. aureus균의 성장에 영향을 주며 개체수의 증식을 막

았다. 그러나 일부 균들의 증식이 12시까지에 이루어져서 초기에 왕성하

게 활동하는 이 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 18 -

Table 9.  Effec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for S. aureu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TreatmentTreatmentTreatment Time(hr)Time(hr)Time(hr)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2.34 2.58 2.67 2.89

1.00% 0 0.32 0.45 0.48 0.47

5.00% 0 0.21 0.26 0.29 0.29

10.00% 0 0.05 0.07 0.09 0.1

0

0.5

1

1.5

2

2.5

3

3.5

0 12 24 36 48

Optical density 
(600nm)

Time(hr)

control 1.00% 5.00% 10.00%

Fig.6. Effec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for S. aureu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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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S. S. S. S. 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균의 균의 균의 균의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성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잔대 추출물이 S. epidermidis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 5%, 10%대

의 농도로 균체가 있는 배지에 투여하고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배지균

체를 대조군으로 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S. epidermidis균은 24시간동안 비교적 꾸준하게 증식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체증식이 이루어졌다.

추출물도 각 농도별로 S. epidermidis균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12시간 

이후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증식을 하고 있었다. 이로서 잔대 추출물이 

S. epidermidis균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Effec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s for S. epidermidi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TreatmentTreatmentTreatmentTreatment
Time(hr)Time(hr)Time(hr)Time(hr)

0 12 24 36 48

control 0 1.73 3.64 4.36 5.17

1.00% 0 0.54 1.09 1.15 1.18

5.00% 0 0.47 0.75 1.01 1.07

10.00% 0 0.32 0.46 0.47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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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Adenophora Adenophora Adenophora Adenophora Triphylla Triphylla Triphylla Triphylla var. var. var. var. japonica japonica japonica japonica HaraHaraHaraHara    waterwaterwaterwater extracts 

for S. epidermidis growth with various concentration

    제제제제55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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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대 추출물을 포함한 배양액에서 마우스 상피세포주(mouse epidermal cell)

인 JB6 cell을  24시간 배양한 후 세포증식율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

하였다.  잔대추출물이 10, 50, 100ppm에서 소량 증가하다가 200. 

ppm에서 5%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00ppm에서는 11%. 1000ppm

에서는 22%가 감소하여 잔대추출물이 200ppm이상 일 때 세포생존율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잔대추출물이  JB6 cell 세포에 200ppm 이상일 때 미량이지만 



- 21 -

세포독성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Table 11. Cell viability as assessed by the MTT assay for L929 cell 

line pretreated for 24h with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arithmetic mean percent of the control 

TreatmentTreatmentTreatmentTreatment
ppmppmppmppm

control 10 50 100 200 500 1000

% 100 103 107 104 95 89 78

0

20

40

60

80

100

120

control 10 50 100 200 500 1000

%

ppm

Fig. 8.  Cell viability as assessed by the MTT assay for L929 cell line 

pretreated for 24h with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arithmetic mean percent of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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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절 절 절 절 Nitric Nitric Nitric Nitric oxide(NO)oxide(NO)oxide(NO)oxide(NO)생성 생성 생성 생성 억제력 억제력 억제력 억제력 평가평가평가평가

생성된 NO양은 sodium nitrite( NaNO₂)를 standard 로 비교한 결과 

25㎍/㎖부터  NO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12. Inhibitory effe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 of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cells

Treatment Composition (%)

10㎍/㎖ 25㎍/㎖ 50㎍/㎖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0.56

　

2.09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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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hibitory effets of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water extract of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cells



- 23 -

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고찰고찰고찰고찰

사람의 피부는 몸속의 다른 기관에 비해 더욱 중요한 기능과 예민한 생

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얼굴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재는 척도가 되며 또한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심지어는 인격까지 짐작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

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있어서 얼굴이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1,35)

피부는 인체와 외부환경과 경계를 이루는 기관이며,
3,4)

 외부환경으로부

터 인체를 보호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를 보

호하는 등의 생명유지를 위한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5-7) 

장기 노출

시 과 색소 침착증이나 피부염증, 피부암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하여 미

관상의 부정적인 기능을 유발시킨다.
8,9)

염증은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 반응으로 국소증상은 발적, 종창, 열감, 동통, 부종, 기능장애 등의 

징후가 있으며 면역반응, 백혈구 증가와 같은 전신증상도 나타나는 경우

가 있다.
12)

일반적으로 피부 상재균주 중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

Stapylococcus aureus 와 병원성은 낮지만 친지방성 이상성 진균으로 

정상피부의 모낭주위에서 발견되는 Malassezia furfur,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dis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황색구균인 Stapylococcus aureus 는 무증상으로 존재하는 

균이며 건강한 사람의 40%정도는 코, 피부, 겨드랑이나 회음부에 존재

하며 대표적인 화농균이다.  Malassezia furfur 는 정상모낭 주위에서 

발견되며 이형태성 호기성 효모균 (dimorphic lipophilic yeast)으로 전

풍, 지루성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성인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심삼성 여드름에 영향을 주며, 모낭 말단 누두에 존재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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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기성 세균(anaerobic bacteria)인 Propionibacterium acnes 는 

Gram positive의 간균으로 균체일부가 팽대되어 있고 균 단은 뾰족하고 

다형성이며, V자형 배열을 하고 있으며, 모낭 안쪽에서 성장한다.
36,37)

호기성균(aerobic bacteria)인 Stapylococcus epidermidis는 

외모낭 이나 모낭의 중간에서 성장하며 비병원성으로 동물(사람의 피부)

나 우유, cheese, 기타 양조물 등에서 분리하며 원발성 피부질환 및 여

드름 증상의 속발성 악화시키는 원인균이다.
36)

 

본 연구에서 는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잔대뿌리를  열수추출

하여 농도별로  첨가 했을때 유의할만한 피부염증 및 여드름 유발 균에 

대하여 얼마나 항균활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잔대추출물 농도가 10%대에서 Stapylococcus aureus,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coccus epidermidis 는 유의할 

만한 항염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으나  Malassezia 

furfur에서는 항균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생존률 실험에서 

잔대뿌리 추출물이 JB6 cell과 RAW264.7 cell line에 200ppm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다소 유발됨을 알 수 있었고 25㎍/㎖부터  미량이지만 

NO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잔대뿌리 추출물이 항 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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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잔대 뿌리에서 액상 열수추출이 항염증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tap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Propionibacterium 

acnes, Stapylo coccus epidermidi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추출물에서는 피부염증에 

인지할 만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Malassezia furfur 에 

대하여는 크게 항균성은 인지하지 못 하였다.

2. MTT정량에 의한 세포 생존률 실험에서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추출물이 마우스 상피세포주(mouse epid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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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rophage)인 RAW264.7 cell line에 200ppm농도에서 미약하나마 

세포독성이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3. Nitric oxide(NO)생성 억제력을 알아보기 위해 Griess법을 이용해 

RAW264.7 세포에 대한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추출물의 NO생성억제력을 측정한 결과 25㎍/㎖부터  NO생성을 일부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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