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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lternative way to treat human skin pathogens using marine algae.
During this study, we observed that the ethanolic extract of the edible brown algae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exhibited potential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pathogenic commensal bacteria related with acne vulgaris
(Propionibacterium acne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 and Pseudomonas aeruginosa), and Candida
albicans which causes cutaneous candidiasis. Among the solvent-soluble fractions from the ethanolic extract, a hexane-soluble
fraction showed the stronges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all tested human skin pathogens with MIC values ranging from
32 to 512 µg/mL. In addition, the hexane fraction exhibited a synergistic antimicrobial activity with commercial antibiotics
used in the treatment of acne vulgaris or cutaneous candidiasi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S. serratifolium extract could
be a potential source of natural antimicrobial agents or a pharmaceutical component against human skin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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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9,10). 특히,
모자반 추출물의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현재까지 보
고된 예가 없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약 30여 종의 모자반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1), 이들 모자반류의 산화방지, 항염증 및 항암 효과 등
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Ahn 등(12)과 Bae(13)는 참
모자반(Sargassum fulvellum) 추출물의 나이트로사민(nitrosoamine)
생성 억제 효과와 항암 효과, Kim 등(14)은 경단구슬모자반
(Sargassum muticum) 추출물의 DPPH 라디칼(radical) 소거 활성
효과, Joung 등(15)은 지방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에 의해 염
증 유도된 RAW 264.7 큰포식세포(macrophages)에 대한 외톨개모
자반(Myagropsis myagroides)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그리고 Kang
등(16)은 톱니모자반(Sargassum serratifolium) 노말-헥세인(n-hexane) 추출물의 함암효과 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로 모
자반 추출물이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려
졌지만, 다양한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는 없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이 보고된 참
모자반, 경단구슬모자반 등을 포함한 총 7종의 모자반을 시험 대
상으로 선정, 피부 병원균에 대한 이들 추출물의 항균 활성과 기
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와의 병용에 의한 항균 시너지(synergy)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Pseudomonas
aeruginosa, Propionibacterium acnes와 Candida albicans는 사람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피부 병원균으
로, 여드름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낭 각화와 피부 염증을 유발한
다고 알려져 있다(1,2). 현재 이러한 피부 병원균을 억제하기 위
한 치료방법으로 항생제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항생제를 장
기간 사용할 경우 종종 항생제 내성, 장기 손상, 면역 과민 반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3-6). 최근에는
항생제 사용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피부 병원균을 억
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항균, 산화방지, 항염증과 항암 효과 등의 다양
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해조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2,7,8). 하지만,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해조류의 항균 활성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현재 진행된 연구도 대황(Eisenia
bicyclis), 감태(Ecklonia cava), 검둥감태(Ecklonia kurome), 보라우
무(Symphyocladia latiuscula) 그리고 넓패(Ishige sinicola) 추출물
의 P. acnes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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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
실험에 사용된 해조류는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외톨개모자반과
모자반과에 속하는 참모자반, 경단구슬모자반, 톱니모자반, 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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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argassum sp. used in this study
Science name

Abbreviations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S. fulvellum

Sargassum yezoense
(Yamada) Yoshida et Konno

S. yezoense

Sargassum muticum
(Yendo) Fensholt

S. muticum

Sargassum patens C. Agardh

S. patens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S. serratifolim

Myagropsis myagroides
(Mertens ex Turner) Fensholt

M. myagroides

Cystoseiraceae

Sargassum horneri
(Turner) C. Agardh

S. horneri

Sargassaceae

자반(Sargassum yezoense), 쌍발이모자반(Sargassum patens), 그리
고 괭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 총 7종의 모자반으로 2014년
5월에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구입하
여 −80oC에서 냉동보관 중인 것을 사용하였다(Table 1). 모자반은
탈염 후 물로 세척하였고 이를 60oC에서 건조시켰다. Kim 등(5)
의 방법에 따라 건조 된 모자반 속은 분쇄기(HMF-1000A; Hanil
Electronics, Seoul, Korea)를 통해 분말 상태로 분쇄하였다. 각 모
자반 분말은 70oC에서 3시간 동안 3회 에탄올(95% ethanol; 10 L
×3)로 추출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은 진공회전농축기(Eyela Co.,
Tokyo, Japan) 로 농축시키고, 농축된 에탄올 추출물에 10% 에탄
올(1.0 L)을 넣고 차례로 노말-헥세인(1.0 L×3),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1.0 L×3), 노말-뷰탄올(n-butanol; 1.0 L×3) 용액으로 분획하
고 남은 분획층은 수용 분획(water soluble fraction)으로 사용하
였다. 이후, 각각의 분획층은 진공상태인 45oC에서 진공회전농축
기(Eyel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증발시켰다(5).

실험 균주와 배지 조건
본 연구에 사용 된 표준균주 S. aureus KCTC 1927, S. epidermidis KCTC 1370, P. aeruginosa KCTC 1637, C. albicans
KCTC 7122 그리고 P. acnes KCTC 3314는 한국미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Daejeon,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각 균주의 종균 배양을 위해서 S. aureus, S.
epidermid와 P. aeruginosa는 tryptic soy broth (TSB; Difco Inc.,
Detroit, MI, USA)에서 37oC의 호기적인 조건에서 배양하였으며,
P. acnes는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 Difco Inc.)에 1.0%
의 포도당(glucose)을 보충하여 10% 이산화탄소(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C. albicans는 yeast malt broth (YMB; Difco Inc.)에
서 25oC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항균 활성 측정
모자반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17)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 또는 분획층이 함
유된 직경이 6 mm인 paper discs를 Mueller-Hinton agar 또는
blood agar 표면에 위치시켜 일정시간 배양 시킨 후 억제환의 지
름을 측정하는 disc diffusion assay로 확인 하였다. 또한, 모자반
추출물의 미생물 최소 억제 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Kim 등(5)의 방법에 따라 96-well-microplate를 이용
한 2-fold dilution method로 분석하였다.

Family

Order

Collection place
Tongyeong , Korea

Ulijin, Korea

Sargassaceae
Fucales

Tongyeong , Korea

Busan, Korea

항생제 감수성 측정
시험균주의 항생제 감수성은 MIC assay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4종의 상업용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에리크로마
이신(erythromycin), 리코마이신(lico mycin) 그리고 플루코나졸
(fluconazole)이 이용되었다.
모자반 추출물과 항생제의 항균 시너지 효과
모자반 추출물과 항생제와의 병용 사용에 의한 항균 시너지 효
과는 fractional inhibitory concentration (FIC) 지수를 이용하여 판
단하였다(18). FIC 지수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FICA=MICA in combination/MICA,
FICB=MICB in combination/MICB,
FIC index=FICA+FICB
FIC 지수 <0.5는 marked synergy, 0.5-<1.0은 weak synergy,
1.0은 addictive, >1.0-<2.0은 subaddictive, 2.0은 indifferent 그리고
>2.0은 antagonistic으로 판단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PSS Inc., Chicago, IL, USA) version 12.0
을 사용하여 p<0.05 유의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피부 병원균에 대한 톱니모자반의 항균 활성
피부 병원균에 대한 7종의 모자반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들 중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억제환이 7.0 mm
에서 13.0 mm로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대표적인 갈조류인 대황 추출물의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
성에 관한 Lee 등(2)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7.0-14.0 mm).
하지만, 톱니모자반 추출물은 대황 추출물과 달리 피부 질환과
관련된 병원성 세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 활성뿐만 아니라, 캔디
다증을 유발하는 진균인 C. albicans의 생육 억제에 대해서도 뛰
어난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참모자반, 경단구슬모자
반과 괭생이모자반 추출물은 본 연구에 사용된 피부 병원균에 대
해 생육 억제환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왜모자반, 쌍발이모
자반 그리고 외톨개모자반 추출물은 일부의 병원균에 대한 약한
생육 억제 효과(7.0-9.0 mm)가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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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Sargassum sp. ethanolic extracts against human skin pathogens
Strains

Extracts

Zone of inhibition (mm)
S. fulvellum S. yezoense S. muticum
a)

b)

S. patens

S. serratifolim

M. myagroides

S. horneri

07.0±0.1
9.0±0.2

-

7.0±0.2
9.0±0.3

07.0±0.3
10.0±0.4

7.0±0.2

-

-

-

-

-

10.0±0.2
13.0±0.3

7.0±0.2

-

1 mg/disc
5 mg/disc

-

-

-

-

07.0±0.3

-

-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14

1 mg/disc
5 mg/disc

-

8.0±0.3
9.0±0.2

-

-

09.0±0.3
10.0±0.2

-

-

Candida albicans
KCTC 7122

1 mg/disc
5 mg/disc

-

8.0±0.1

-

-

10.0±0.2
11.0±0.2

-

-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27

1 mg/disc
5 mg/disc

0-

Staphylococcus epidermidis
ACTC 14990

1 mg/disc
5 mg/disc

Pseudomonas aeruginosa
KCTC1637

Ethanol extracts from Sargassum sp. were loaded onto discs (6 mm in diameter). The abbreviation of Sargassum sp. were listed in Table 1.
a)
, No detection of antimicrobial activity. b), Data are the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ethanolic extract and its soluble fractions against
human skin pathogens
Strains

Extract and
fractions

Zone of inhibition (mm)
EtOH

Hexane
a)

EtOAc

BuOH
b)

H2O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27

1 mg/disc
5 mg/disc

007.0±0.3
10.0±0.4

10.0±0.1
10.0±0.3

11.0±0.2
13.0±0.1

0-

-

Staphylococcus epidermidis
ACTC 14990

1 mg/disc
5 mg/disc

10.0±0.2
13.0±0.3

11.0±0.2
12.0±0.3

10.0±0.2
14.0±0.1

-

-

Pseudomonas aeruginosa
KCTC1637

1 mg/disc
5 mg/disc

07.0±0.3

08.0±0.1
09.0±0.4

07.0±0.3
08.0±0.2

-

-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14

1 mg/disc
5 mg/disc

09.0±0.3
10.0±0.2

12.0±0.2
14.0±0.3

13.0±0.2
14.0±0.1

-

-

Candida albicans
KCTC 7122

1 mg/disc
5 mg/disc

10.0±0.2
11.0±0.2

10.0±0.1
10.0±0.2

10.0±0.2
11.0±0.2

-

-

EtOH, ethanolic extract; Hexane, n-hexane-soluble fraction; EtOAc, ethyl acetate-soluble fraction; BuOH, n-butanol-soluble fraction; H2O, watersoluble fraction. a), Data are the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b), No detection of antimicrobial activity.

용된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에, 피부 병원균에 대한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톱니
모자반 추출물을 유기용매로 분획하고 각 유기용매 분획층의 항
균 활성을 측정하였다(Table 3).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층 중에서 노말-헥세인과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이 disc diffusion assay 결과, 억제환이 8.014.0 mm로 5종의 분획층 중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과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은 대황 추
출물과는 달리 C. albicans에 대해서도 뛰어난 항진균 활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노말-뷰탄올과 수용 분획
층은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경우, 노말-헥세인과 아
세트산에틸 분획층에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 물질이 다
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 병원균에 대한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피부 병원균에 대한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항균 활성 후속 연
구를 위해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분획을 하였고, 분획층 중에서

노말-헥세인과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이 disc diffusion assay에서 본
실험에 사용된 5종의 피부 병원균에 대해 가장 좋은 항균 활성을
보였다(Table 3).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항균 효과를 보다 정확하
게 평가하기 위해 MIC assay를 이용하여 항균 활성을 정량 분석
하였다. 노말-헥세인 분획층의 MIC값(value)이 32 µg/mL에서 512
µg/mL로 에탄올 추출물과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에 비해 가장 낮
게 나타나 피부 병원균에 대한 생장억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이 결과는 톱니모자반과 같은 갈조류에 속
하는 대황 추출물의 경우,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이 피부 병원균에
대해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는 Lee 등(2)의 연구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Lee 등(2)은 대황 아세트산에틸 분획층이
피부 병원균에 대한 뛰어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로 아세
트산에틸 분획층에 플로로타닌(phlorotanin)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톱니모
자반 추출물의 노말-헥세인 분획층이 피부 병원균에 대해 가장
뛰어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톱니모자반에는 다른 갈
조류에서 발견되는 항균성 물질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
로운 항균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러
한 신규 물질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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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extracts and antibiotics
(tetracycline, erythromycin, lincomycin and fluconazole) against human skin pathogens
MIC (µg/mL)

Strains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27
Staphylococcus epidermidis ACTC 14990
Pseudomonas aeruginosa KCTC1637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14
Candida albicans KCTC 7122
MIC Breakpoint

EtOH

Hexane

EtoAc

1,024
1,024
512
1,024
512
-

256
128
512
32
512
-

1,024
1,024
512
1,024
512
-

Tetracycline Erythromycin Lincomycin Fluconazole
<0.125
0.25
4
32
4-8 b)

<0.125
0.125
64
1,024
1-4 b)

0-a)
32
8 c)

<0.125
8
256
1,024
2-8 b)

a)
, Not determined. b), Soussy et al. (1994). c), Fothergill et al. (2014). EtOH, ethanolic extract; Hexane, n-hexane-soluble fraction; EtOAc, ethyl
acetate-soluble fraction

Table 5.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and fractional inhibitory concentration (FIC) indices of the hexane fraction of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in combination with antibiotics against human skin pathogens
Strains

Pseudomonas aeruginosa
KCTC1637

Propionibacterium acnes
KCTC 3314

Candida albicans
KCTC 7122

Test compound

MIC
(µg/mL)

FICmax a)

FICmin b)

Median FIC c)

Minimum concentration
for observing synergy (µg/mL)

Hexane
Erythromycin

512
64

0.56

0.28

0.50

16
16

Hexane
Lincomycin

512
256

1.00

0.50

0.55

128
64

Hexane
Tetracycline

32
32

1.00

0.09

0.26

1
2

Hexane
Erythromycin

32
1,024

1.00

0.16

0.27

1
128

Hexane
Lincomycin

32
1,024

1.00

0.13

0.27

2
64

Hexane
Fluconazole

512
32

1.13

0.31

0.52

128
2

FIC, the sum of FICs; a), FICmax, maximum FICs; b), FICmin, minimum FICs; and c), Median FIC, media of FICs. The FIC index indicated <0.5,
marked synergy; 0.5 to <1.0, weak synergy; 1.0, addictive; >1.0 to <2.0, subaddictive; 2.0, indifferent; >2.0, antagonistic.

피부 병원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테트라사이클린, 에리크로마이신, 리코마이신은 주로 S. aureus,
S. epidermidis, P. aeruginosa, P. acnes와 같은 피부 병원균 및 여
드름 치료에 사용되며, 플루코나졸은 진균 감염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다(6,20,21). 하지만,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들 항생
제에 대해 피부 병원균이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 4종의 상업용 항
생제에 대한 피부 병원균의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시험은 MIC
assay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항생제 내성 profile은 Soussy 등(23)
과 Fothergill 등(24)의 MIC breakpoint를 기초로 분석하였다(Table
4).
본 연구에 사용 된 시험균주 중, S. aureus와 S. epidermidis는
3종의 항균제(테트라사이클린, 에리크로마이신, 리코마이신)에 대
해 MIC breakpoint를 충족시킴으로써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P. aeruginosa는 에
리크로마이신과 리코마이신에 MIC breakpoint값이 각각 64 µg/mL
과 256 µg/mL로 강한 항생제 저항성을 나타냈다. 한편, 본 연구
에 사용된 P. acnes는 3종의 항생제에 대해 MIC breakpoint값이
32-1,024 µg/mL로 가장 높은 저항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피부 병
원균의 항생제 내성 profile은 Lee 등(2)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항진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코나졸에 대해 본 연구에
사용된 C. albicans의 MIC값은 32 µg/mL로, 플루코나졸의 MIC

breakpoint값인 8 µg/mL를 상회하여 항진균제에 대해 높은 내성
을 나타냈다(24). 또한, 환자들에게서 분리된 많은 피부 병원균들
이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들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26). 즉, 이들 상업용 항생제
들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이들 항생제
와의 병용에 의한 항균 활성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피부 병원균에 대한 톱니 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항생
제와의 시너지 효과
최근에 항생제 내성 미생물 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
나로 천연물 유래의 항균 활성 물질과 병용하여 항생제의 항균
활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4,5,27,28).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톱니모자반 추출 분획층 중에
서 피부 병원균들에 대해 가장 우수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항생제와의 병
용에 의한 항균 활성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상업용 항생제 간의 상호작용
은 FIC assay를 통한 checkerboard method로 분석하였다(Table 5).
Table 4에 나타낸 것처럼, P. aeruginosa는 2종의 항생제(에리트
로마이신과 린코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피부 병원균에 대한 톱니모자반 추출물의 항균 시너지 효과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16 µg/mL)을 병용 사용하였을 때,
P. aeruginosa균에 대한 에리트로마이신의 MIC값은 64 µg/mL에
서 16 µg/mL로 4배 낮은 농도에서 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
다. 린코마이신의 경우에도 128 µg/mL의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의 병용에 의해 MIC값이 256 µg/mL에서 64 µg/mL로 4
배 낮은 농도에서 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에리트로마이신 그리
고 린코마이신을 병용하였을 때의 FIC값을 계산해 본 결과 FICmax
과 FICmin값이 0.28-1.00의 범위로 나타났고 median FIC값은 모두
0.5-<1.0의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에리트
로마이신 그리고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린코마이신의 병용 사용
은 P. aeruginosa균에 대해 week synergy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해조류 추출물과의 병용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을 획득한 세균들에 대하여 항균 효과를 상실한 기
존의 상업용 항생제의 항균 활성 회복에 대해 연구한 이전의 연
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2,4,5,27,28).
P. acnes는 3종의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에리트로마이신, 린코
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병용 사용하였을 때
각 항생제들의 MIC값은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8-16배 낮
은 농도로 P. acnes균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테트라사이클린 16배, 에리트로마이신 8배, 린코마이신 16배).
이들 항생제와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의 FICmin와 FICmax
값은 0.09-1.00의 범위로 나타났고 median FIC값은 0.26- 0.27로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이들 3종의 항생제와의 병용
사용은 P. acnes균에 대해 marked synergy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의 경우에도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
획층(128 µg/mL)과의 병용에 의해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C. albicans에 대한 MIC값이 32 µg/mL에서 2 µg/mL로 16배 낮은
농도에서 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들 두 물질의 병용
사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FIC index로 분석한 결과는 FICmax
값이 1.13이었지만 FICmax값이 0.52로 weak synergy 효과가 있다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톱니모자반 추출물은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피부 병원균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천연물
유래의 추출물이 항균 활성을 거의 나타내지 못하는 그람(Gram)
음성의 P. aeruginosa 뿐만 아니라 진균류인 C. albicans에 대해
서도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등 넓은 스펙트럼(broad spectrum)을
가진 항균 활성을 나타내고 있어 상업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부 감염 질환의 치료제로서
효능을 거의 상실한 상용 항생제와의 병용에 의해 이들 항생제
의 항균 활성 회복에 기여 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억
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S. aureus, S. epidermidis, P. aeruginosa, P. acnes와 C. albicans
는 사람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대
표적인 병원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조류 중
에서도 항균 활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모자반을 대상으로 피
부 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연해에 자생
하는 7종의 모자반 추출물 중에서 disc diffusion assay와 MIC
assay를 통해 가장 뛰어난 항균 효과를 나타낸 톱니모자반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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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를 위한 후보 물질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톱니
모자반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층 중에서, 노말-헥세인 분획층이
S. aureus, S. epidermidis, P. aeruginosa, P. acnes 및 C. albicans에 대한 MIC값이 32-256 µg/mL로 가장 뛰어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피부 병원균들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
만 내성균의 출현으로 효능이 거의 없는 항생제들인 테트라사이
클린, 에리트로마이신, 린코마이신과 플루코나졸과 항균 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톱니모자반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의 병
용 사용에 의한 항균 시너지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톱니
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이들 항생제와의 병용 사용에 의해
피부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와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의
MIC값이 4-32배 감소되었고,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획층과
이들 항생제와의 병용 시 median FIC값이 0.26-0.55로 항균 시너
지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항생제와 톱니모자반 노말-헥세인 분
획층과의 병용 사용은 피부 병원균에 대한 이들 항생제의 감수
성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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