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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우리에게 친숙한 한약재인 감 의 단맛은 glycyrrhizin이라는 성

분 때문이며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물에 최 약 20%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그러나 이런 glycyrrhizin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여러 질병의 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식품에 첨

가할 수 있는 glycyrrhizin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감 에는 뮤탄스 연쇄상구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물

질들이 미량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인 물질이

GlycyrrhizolA인데 이 성분을 함유한 무설탕 막 사탕을 먹게 하

면 구강 내 뮤탄스 연쇄상구균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임상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감 추출물을 건강보조식품이나 막 사탕,구강 생

용품 등에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하기 해서는,쉽고 간편하게

glycyrrhizin을 제거함은 물론 뮤탄스 연쇄상구균을 감소시키는 유

효물질들을 농축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감 추출

물질들 사이에 물리화학 특성인 옥탄올-물 분배계수 (㏒ P)값의

차이가 크게 있음을 주목하여 세 종류의 식용 기름들을 이용하여

glycyrrhizin을 제거하고 유효물질들을 농축시키려는 시도를 하

다.그 결과 포도씨유를 사용해 추출 하 을 때의 추출물질이 에

탄올로 추출했을 때의 추출물질 보다 약 2.3배 정도 뮤탄스 연쇄

상구균을 더 효과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출방법은 모두 식용으로 허가받은 물질들

만 사용하 기 때문에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하려 할 때 한국 식품

의약품안 처의 규제 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선

행문헌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유효물질들의 뮤탄스 연쇄상구균 억

제농도 값 (MIC)을 고려하면 추출법을 개선해 보다 효과 으로



유효물질을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감 ,뮤탄스 연쇄상구균,옥탄올-물 분배계수,포도씨유

학 번 :201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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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감 는 ‘약방의 감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약재

이다.Glycyrrhizauralensis라는 학명을 가진 감 는,동의보감에 성질은

평(平)하고 맛이 달며(甘)독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1)이런 감 의 단

맛은 glycyrrhizin이라는 성분 때문인데,2008년 Asl등은 감 추출물에

는 glycyrrhizin이 최 약 20%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2)

한방에서는 약리 으로 glycyrrhizin이 항알 르기 작용,NK세포 활성화

작용,인테페론 유리작용, 산분비 억제, 막을 보호하는 항궤양작

용 등을 하며,glycyrrhizin이 소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

는 glycyrrheticacid는 스테로이드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여 항염증작

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 그러나 2004년 Wen 등은 이런

glycyrrhizin을 과량 복용 시,심한 고 압, 칼륨 증,신장에서 코티졸

이 코티손으로 환되는 과정을 막아 생길 수 있는 물질 사과잉 등

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glycyrrheticacid가 과량 생성될 수 있기 때

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4) 한 2006년 Isbrucker등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glycyrrhizin의 양을 표1

과 같이 규제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5)

한편 감 추출물에 미량 들어있는 물질들이 치아우식의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는 Streptococcusmutans균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기에,

이를 혼합한 무설탕 막 사탕을 간식으로 먹게 함으로서 임상 으로 치

아우식을 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다.2010년 Peters등은

치아우식 고 험군 17명, 험군 37명, 험군 12명 등 총 87명의 소

아를 상으로 3주간 하루에 두 번씩 감 추출물이 혼합된 무설탕 막

사탕을 먹게 했을 때 치아우식 고 험군의 구강 내 S.mutans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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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하 다.6) 한 2011년 Hu등은

26명의 성인을 상으로 한 유사한 실험에서 하루에 두 번씩 10일간 감

추출물이 혼합된 무설탕 막 사탕을 먹게 했을 때 부분의 사람에서

구강 내 S.mutans균의 수가 상당량 감소했음을 보고하 다.7)앞에서 언

한 두 실험 모두 감 추출물에 포함된 GlycyrrhizolA라는 물질을 주

요 유효물질로 설정하고 이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 무설탕 막 사탕

에 첨가하 는데,2014년 Villinski등은 GlycyrrhizolA외에도 감 추출

물에 소량 들어 있는 licoricidin,licorisoflavan A,licorisoflavan C,

licorisoflavan D,licorisoflavan E 등이 in vitro에서 효과 으로 S.

mutans균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8)

2012년 Ahn등은 감 추출물에서 S.mutans균 억제 효과는 없고 과

량 복용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glycyrrhizin을 제거하고자 HPLC를

사용하 고,glycyrrhizin이 제거된 추출물이 S.mutans균을 효과 으로

억제했다고 보고하 다.9)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선행연구와

별도로,본 연구에서는 감 추출물의 유효성분들 S.mutans균을 억제

하는 물질들 사이에 물리화학 특성인 옥탄올-물 분배계수 (㏒ P)값의

차이가 크게 있다는 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단순하게

glycyrrhizin이 제거된 유효물질들을 얻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게 얻은

물질의 S.mutans균 억제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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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방법

1.옥탄올-물 분배계수 ㏒ P계산

다수 유효물질들의 실험 ㏒ P값이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개발한 Estimation Program Interface (EPI)

Suite10) EPISuite Kowwin v1.68을 사용하여 glycyrrhizin,

Glycyrrhizol A, licoricidin, licorisoflavan A, licorisoflavan C,

licorisoflavanD,licorisoflavanE의 ㏒ P값을 계산하 다.

2.감 추출

감 는 ISO 22000인증기업인 아가페식품에서 매 인 국내산 감

분말을 구입해 사용하 다.유리병에 감 분말 100g과 에탄올 800㎖를

넣은 후 잘 섞어주고,간헐 으로 교반시키며 상온에서 72시간동안 두었

다.Whatman여과지로 3회 여과하여 감 분말을 완 히 제거하고 감

의 에탄올 추출물만을 얻었다.이 게 얻은 에탄올 추출물을 네 그룹

으로 나 어 새로운 병에 각각 150㎖씩 옮겨 담았다.첫 번째 그룹은 추

후 실험을 해 따로 보 하고,두 번째 그룹에는 포도씨유를,세 번째

그룹에는 카놀라유를,네 번째 그룹에는 올리 유를 각각 200㎖씩 넣고

충분히 섞어 후 층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상온에서 가만히 두었다.포

도씨유,카놀라유,올리 유는 모두 지역 상 에서 구매하 다.24시간

후 기름 층과 에탄올 층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기름 층만을

각각 새로운 병으로 옮겨 담았다.이 세 병에 각각 새로운 에탄올 150㎖

씩을 넣고 충분히 섞어 후 상온에서 12시간 정도 가만히 두었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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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확인한 후 에탄올 층만을 조심스 각각 새로운 병으로 옮겨 담

았다.같은 방법으로,분리한 기름 층에 새로운 에탄올 150㎖,100㎖씩을

첨가해 2회 더 재추출하 다.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룹까지의 추출물을

각각 둥근바닥 라스크로 옮긴 후 진공회 농축기를 이용해 에탄올을 제

거하 다.그 후 용매의 완 한 제거를 해 고진공 상태에서 24시간 동

안 가만히 두었다.

3.MIC(Minimum InhibitoryConcentration)측정

MIC는 NationalCommitteeforClinicalLaboratoryStandards에 따른

micro-dilution assay를 통해 측정하 다.11) 이를 간단히 기술하면 S.

mutans(ATCC25175)균은 TSB(TrypticaseSoyBroth)배지를 이용해

37℃에서 배양하 다.우선 용매로 사용할 DMSO의 S.mutans균에 한

향을 검증하기 해 96-웰 이트에 각 웰 당 104개의 S.mutans균

을 넣고 웰 당 최종농도가 0.5%,1.0%,1.5%,2.0%,2.5% 3.0%가 되도록

DMSO를 넣었다.DMSO농도 당 3개의 웰을 사용하 다.양성 조군은

DMSO 없이 배지만 넣은 것을,음성 조군은 S.mutans균 없이 배지만

넣은 것을 사용하 다.37℃에서 16시간 배양 후 600㎚에서의 학 도

값인 OD600을 측정하 다.

MIC 측정을 해 네 그룹의 추출물을 40㎎/㎖의 농도가 되도록

DMSO로 완 히 녹인 후.웰 당 최종 농도가 400,200,100,50,25,

12.5,6.25,3.125㎍/㎖이 되도록 추출물을 첨가하 다.농도 당 3개씩의

웰을 사용했으며,웰 당 최종 DMSO농도는 1%가 되도록 하 다.양성

조군은 추출물 없이 배지만 넣은 것을,음성 조군은 S.mutans균 없

이 배지만 넣은 것을 사용하 다.음성 조군을 제외한 각 웰 당 104개

의 S.mutans균을 넣고 37℃에서 16시간 배양 후 OD600을 측정하 다.

측정된 값을 Systat사의 SigmaPlot13.012)을 이용해 S자 곡선에 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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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S.mutans균의 성장을 50% 억제하는 값을 MIC50,90% 억제하는

값을 MIC90으로 계산하 다.

4.포도씨유 성분에 의한 S.mutans균 억제효과 확인

추출에 사용했던 포도씨유의 특정 성분들이 에탄올로 재추출하는 과정

에서 최종추출물로 옮겨져 S.mutans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해,포도씨유 자체만을 Ⅱ.2.의 감 추출과 유사한 방법

으로 에탄올로 추출하고 용매를 제거한 후 Ⅱ.3.의 MIC 측정법으로 S.

mutans균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

5.통계처리

MIC실험은 농도 당 3개씩의 웰을 사용했으며,독립 으로 3회 반복

하여 측정하 다.추출물별 MIC값 차이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해 Graphpad사의 Prism 6.0을 이용해 one-wayANOVA 분석을 하

으며,Dunnett'smultiplecomparisonstest를 수행해 에탄올로만 추출했

을 때와 식용 기름들을 이용해 추출했을 때의 MIC차이를 검증하 다.



-6-

Ⅲ.결과

1.옥탄올-물 분배계수 c㏒ P값

각 화합물의 구조 c㏒ P값을 표2에 정리하 다.Glycyrrhizin과 다

른 유효물질들 간의 c㏒ P값의 차이는 약 4∼5정도 다.

2.DMSO의 S.mutans균에 한 향

DMSO 농도별 % 성장 해 결과는 그림1과 같다.2% DMSO 까지는

S.mutans균 성장에 향을 주지 않았다.

3.MIC값

추출에 사용한 용매별 결과를 S자 곡선에 합시킨 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합 정도를 나타내는 R2값이 모두 0.99이상으로 매우 잘

합됨을 알 수 있었다.추출에 사용한 용매별 MIC50과 MIC90값을 표3에

정리하 다.MIC50값은 포도씨유로 추출했을 때가 가장 낮았으며,에탄

올 추출,올리 유 추출,카놀라유 추출 순이었다.그러나 통계 유의성

은 없었다.MIC90값은 포도씨유로 추출했을 때가 가장 낮았으며,올리

유 추출,카놀라유 추출,에탄올 추출 순이었다.포도씨유로 추출했을 경

우만 에탄올로 추출했을 때와 비교 시 P<0.01로 통계 유의성을 보

다.통계처리 결과는 그림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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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도씨유 성분에 의한 S.mutans균 억제효과

포도씨유 자체만을 에탄올로 추출해 얻은 물질은 실험에 사용한 최고

농도 400㎍/㎖에서도 S.mutans균의 성장을 거의 억제하지 못함을 확인

하 다.농도별 효과는 그림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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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2012년 Ahn등은 glycyrrhizin을 제거하기 해 C18컬럼과 0.1% 포

름산 아세토나이트릴을 용매로 사용한 HPLC 법을 제시하 다.9)그

러나 이 방법을 통해 감 추출물을 건강보조식품이나 막 사탕,구강세

정용품 등에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하기 해서는,사용한 유기용매를 한

국 식품의약품안 처 기 이하로 제거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HPLC법의 특성상 량생산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glycyrrhizin의 c㏒ P가 다른 유효물질들과 비교했

을 때 4∼5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glycyrrhizin이 옥탄올층보다 물층

에 104∼105정도 더 분배될 것이라는 물리화학 성질에 착안했고 식용

기름을 이용하여 에탄올 추출물에서 손쉽게 glycyrrhizin을 제거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 다.이 방법을 통해 추출하면 이론 으로 식용 기름

으로 추출했을 경우의 실제 glycyrrhizin함유량은 매우 을 것으로 생

각되나,정확한 glycyrrhizin제거 정도는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MIC를 결정하는 일반 인 방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미생물의 성장

이 찰되지 않는 최소농도를 선택하는 것이다.그러나 테스트하고자 하

는 물질이 감 추출물처럼 여러 화합물이 섞여 있고 그 자체가 색을 띠

고 있는 경우에는 OD600측정 후 S자 곡선에 합시킨 다음 MIC90과 같

은 값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쓰곤 한다.본 연구에서는 MIC50과

MIC90을 모두 계산해 보았는데 이는 추출을 통해 얻은 물질들의 S.

mutans균 억제 양상에서 특이할만한 이 있는지 살펴보기 해서 다.

그러나 실제 으로 얻은 MIC50값은 통계 유의성이 없어 추출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출물질들의 S.mutans균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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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른 논문들의 MIC값과 비교하기 해서는 MIC90값을 사용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감 추출물 S.mutans균 억제 유효물질들의 c㏒ P

값이 크기 때문에 식용 기름에 한 분배계수가 커 유효물질들을 농축하

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그 농축 정도는 식용 기름 종류별로 다를 것으

로 기 해 주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 오일 3종을 선정해 추출하

다.그러나 MIC값을 비교해보면 MIC50은 통계 유의성이 없어 추출

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MIC90의 경우 포도씨유로 추출했을 경우에

만 52.9㎍/㎖로 에탄올로 추출했을 때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약 2.3배

정도 효과가 개선된 결과를 보 다.포도씨유 자체는 S.mutans균의 성

장 억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개선된 효과는 새로운 추출법에 의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2014년 Villinski등이 유효물질들을 분리해 S.

mutans(ATCC35668)에 해 MIC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licoricidin

이 12.5㎍/㎖,licorisoflavanA가 50㎍/㎖,licorisoflavanC가 6.25㎍/㎖,

licorisoflavan D가 25㎍/㎖,licorisoflavan E가 12.5㎍/㎖의 값을 보

다.8) 한 2006년 He등이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GlycyrrhizolA의 MIC

값은 1㎍/㎖이었다.14)감 추출물을 건강보조식품이나 막 사탕,구강

생용품 등에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하려 할 때 추출물질의 MIC값이 낮게

나오면 나올수록 첨가제를 게 사용할 수 있고 제조원가도 감할 수

있게 된다.비록 발표된 논문마다 사용한 S.mutans균주가 다르고 실험

조건들의 차이가 조 씩 있긴 하지만,발표된 감 추출물 유효물질들

의 MIC값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 좋은 유효물질들 주로 추출하여 농

축될 수 있도록 추출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포도

씨유를 이용한 추출법을 개선해 보다 효과 으로 유효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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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이번 연구에서 감 추출물질들 간의 물리화학 특성을 이용하면

glycyrrhizin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c㏒ P값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추출에 사용한 식용 기름의 종류에 따라 감 추출물

질들 S.mutans균 억제 물질의 추출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고,포

도씨유를 사용해 추출했을 때의 추출물질이 에탄올로 추출했을 때의 추

출물질보다 약 2.3배 정도 뮤탄스 연쇄상구균을 더 효과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출방법은 모두 식용으로 허가받은

물질들만 사용하 기에 감 추출물을 건강보조식품이나 막 사탕,구강

생용품 등에 기능성 첨가제로 사용하려 할 때 한국 식품의약품안 처

의 규제 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선행문헌들에서 보고

하고 있는 유효물질들의 MIC값을 고려하면 추출법을 개선해 보다 효과

으로 유효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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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USFoodandDrugAdministrationlimitationsfortheuse

oflicoriceanditsderivativesinfoods(21CFR184.1408c)

Foodcategory

Maximum allowablelevels

infoodsas% glycyrrhizin

content

Functional

usea

-Bakedgoods

-Alcoholicbeverages

-Non-alcoholicbeverages

-Chewinggum

-Hardcandy

-Softcandy

-Herbsandseasonings

-Plantproteinproducts

-Vitaminormineral

dietarysupplements

-Allotherfoods,except

sugarsubstitutes

0.05

0.1

0.15

1.1

16.0

3.1

0.15

0.15

0.5

0.1

1,2

1,2,3

1,2,3

1,2

1,2

1,2

1,2

1,2

1,2

1,2

a1,flavorenhancer;2,flavoringagent;3,surface-activ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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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명 화학구조 clogP

glycyrrhizin

O

O
HO

HO

HO

HO
OHO

HO

O
OH

O

O H3C
CH3

CH3

CH3

CH3

CH3

O

HO

O
H3C

3.194

GlycyrrhizolA OH

OH

CH3H3C

O

CH3

HO

O

H3C CH3

8.154

licoricidin

CH3

HO

O

HO

CH3

H3C

O

CH3

OH

H3C

7.980

표2-화합물의 구조 c㏒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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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risoflavanA CH3

O

O

O

H3C

H3C

CH3

HO

H3C

CH3

OH

8.541

licorisoflavanC
CH3

O

CH3

H3C
OH

O

HO

CH3

CH3

O

7.771

licorisoflavanD
CH3

O

CH3

H3C

O

O

OH

CH3

CH3

OH

7.771

licorisoflavanE
CH3

O

CH3

H3COH

O

O

H3C

CH3

OH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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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 포도씨유 추출 카놀라유 추출 올리 유 추출

MIC50 40.2 29.8 57.7 45.9

MIC90 123.9 52.9 99.7 86.3

표3-추출물질별 MIC50,MIC903회 실험 평균값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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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S.mutans균에 한 DMSO농도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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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추출물 별 S자 곡선 합 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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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MIC별 One-wayANOVA 결과

**Statisticalsignificancedifferenc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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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포도씨유 성분에 의한 S.mutans균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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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hibitoryEffectsofGlycyrrhizauralensis

extractsagainstStreptococcusmutans

Kim,Wook-Hwan

DepartmentofDentistry

Schoolof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Sweetness of Glycyrrhiza uralensis, the medicinal herb

familiartous,isduetotheingredientglycyrrhizinwhichis

contained up to about20% depending on how to extract.

However,excess intake of glycyrrhizin can cause various

diseases.ThisiswhytheU.S.FoodandDrugAdministration

strictlylimitsthemaximum levelsof% glycyrrhizincontentin

foods.

On the other hand,itis known thatthere existsmall

amounts ofseveralcompounds inhibiting the growth ofS.

mutansinGlycyrrhizauralensis.A representativecompoundis

GlycyrrhizolA.Some pilot-clinicalstudies have shown that

eatingsugar-freelollipopscontainingthiscompoundcanreduce

thelevelofintra-oralS.mutanseffectively.

Thus,itis necessary to develop a method forenri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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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compoundsthatinhibitthegrowthofS.mutansaswell

aseliminatingglycyrrhizineasilyandconvenientlyinorderto

useGlycyrrhiza uralensisextractsasfunctionaladditivesto

healthfunctionalfoods,lollipops,oralhygieneproducts,etc.

Thisstudy tooknoticethatthereisagreatdifferenceof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P) value among the

compoundsintheGlycyrrhizauralensisextracts,andtriedto

eliminateglycyrrhizinandenrichactivecompoundsusing the

threekindsofedibleoils. Asaresult,itisshownthatthe

Glycyrrhizauralensisextractextractedwithgrapeseedsoilcan

inhibitthegrowthofS.mutansabout2.3timesmoreeffectively

thanGlycyrrhizauralensisextractextractedwithethanol.

Itseems thatthe extraction methods in this study are

possibletominimizetheapplicationoftheKoreaFood& Drug

Administration (KFDA)regulationsjustbecauseonly allowed

materialsforfoodareused.However,follow-upresearchesare

needed to optimizetheextraction methodsdescribed in this

studytoextractactivecompoundsmoreeffectivelyconsidering

the reported MIC values of active compounds against S.

mutans.

-----------------------------------------------------

Keywords:Glycyrrhizauralensis,Streptococcusmutans,

octanol-waterpartitioncoefficient,grapeseedoil

StudentNumber:201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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