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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가축이나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화학적 합성품으로 안전성이

경우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인공 합성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인공합성 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병원

체의 내성은 보다 강한 많은 량의 인공합성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게끔 하고 있

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공합성제의 생산계와

연구기관 식품가공업계에서는 인공합성 물질보다는 천연 향균성 물질개발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협중앙회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젖소의 질 병중 56.3%가 유방염이라 하

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84년을 기준으로 연간 2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유방염은 현재의 치료제로 치료한다 하여도 병원체의 약제에 대한 내성으로 인하

여 한가지 약제를 계속 사용 할 수 없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없는 것이 문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천연 향균성 물질을 개발 이용할 수 있다면 농가 소

득은 물론이요 인류의 건강 유지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천연 향균

성 물질개발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2. 연구의 배경

본 연구에 시료로 사용된 느릅나무는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란

학명을 가지면 경기도 이남의 냇가 근처에서 흔하게 자라는 낙엽교목으로서 높이

가 15m 지름 50-70cm이고 작은 가지에 털이 있다.

잎은 호생(互生)하며 계란형 및 타원형이며 톱니바퀴가 있다.

이와 같은 식물을 느릅나무라 하며 그 뿌리 껍질을 한방에서는 유백피(揄白皮)

또는 낭유피(揄皮)라고 부르며 우리의 조상들은 질병치료 특히 종창치료를 위하여

민간요법 또는 한방요법으로 유백피(揄白皮)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유방염 원인 균에서 항균활성 효과를 연구, 천연

항균성 물질을 개발, 유방염치료에 이용하고자 한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유백피의 효능은 부록3과 같다.

2.1. 젖소사육두수 및 우유 생산량

표1. 사육두수 및 우유 생산 현황4)

년도별 사육농가수 사육두수 우유생산량(M/T)

1990년 33,277호 503,947두 139,767

1991년 33,020호 504,000두 1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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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방염 발생현황

표2. 발생현황(목장, 두수, 분방별)5)

목 장 별 두 수 별 분 방 별

90-100% 52.7-70% 20-43%

표3. 국내 지역별 감염 실태6)

조사지역 총감염율 유형별 조사년도

(%) 준임상형 임 상 형

경 기 57.0 52.0 5.0 1970

경 기 46.7 43.0 1.7 1972

경 기 48.2 45.3 2.9 1973

전 북 63.9 - - 1975

경 기 63.9 60.1 3.8 1978

경 기 51.4 49.4 2.0 1982

경 기 59.2 55.2 4.0 1983-7

평 균 56.9 53.4 3.5

표4. 선진 낙농 국가의 유방염 감염실태6)

조사지역 총감염율 유형별 조사년도

(%) 준임상형 임 상 형

영 국 21.8 20.1 1.7

덴 마 크 22.5 21.0 1.5 1981

뉴질랜드 38.0 36.1 1.9 1980

미 국 37.0 35.0 2.0 1977

평 균 29.8 28.1 1.7 1980

2.3.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유방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축협 중앙회에서 보고한 추정자

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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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손실액 비 고

유 량 감 소 10,146 유량의 감소손실1/8

유 질 변 화 1,268 도태율 0.5%

젖 소 도 태 1,138 두당 10만원

치 료 경 비 9,100 유량의 감소손실1/5

판매 가치 감소 68 유량의 감소손실1/20

노동력경비증가 15 유량의 감소손실1/9

대 체 우 경 비 112

21,847

**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 : 연간 약 218억원 손실(84년

기준)젖소 1두당 약 24만원의 손실 야기

*** 우유 : 320원(kg 당), 유량감소 : 8%(두달평균) : 유방염 감소율 :

50% 기준

2.4.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과 특성6)

가.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젖소 유방염의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으로 주로 준 임상형의 원인균으로

작용하나 심급성의 경우에는 조직 깊숙히 침투하여 작용한다.

나. 연쇄상구균

① Staphylococcus agalactiae

만성 유방염의 주원인 균으로 뚜렷한 유량감소와 유분비선을 차단

시킨다.

② Staphylococcus uberis

주로 준 임상형 유방염의 원인 균으로서 불결한 주위 환경에서는 틀

림없이 나타난다.

③ Staphylococcus dysgalactiae

주로 준임상형 유방염의 원인균으로서 불결한 주위환경이나 유두손

상등으로 나타난다.

다. 대장균(E. coli)

임상형 및 준임상형 유방염 모두에 대한 원인균으로 작용하며 불결한

환경이나 물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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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유내 세균수에 의한 우유의 등급

전항에서 열거한 세균에 의하여 감염된 유방에서 생산된 우유는 세균수를

증가시키며 우유의 등급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가 수익과 직결

된다.

표6. 우유중 세균수에 의한 등급기준7)

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세균수/mL 200만이하
200만초과

400만 이하
400만초과 인체에도 피해

3. 연구내용

전항의 연구배경에 논술한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자연 자원이 느릅나무 뿌

리의 껍질을 민간 및 한방요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연 자원의 항균활성을

조사하여 천연 항균성 물질을 개발하고자 느릅나무의 껍질을 시료로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실험하였다.

(1)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수분함량 13%로 건조후 Methanol로 추출하고 이를

다시 각각 극성이 다른 몇가지 용매로 분획하였다.

(2) 용매 추출 분획이 유방염 균을 비롯한 몇가지 시험 균주에 대하여 나타내는

항균활성을

1) Paper disc 법으로 시험하였고

2)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MIC법으로 시험하였으며

3) 액체배지에서의 유방염 균에 대한 생육저해 도를 진탕 배양으로 조사 하였

다.

(3)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로부터 수용성의 점진 물을 분리하여 흡수성 및 점성도

등 수렴작용에 관한 물성을 구명하고자 실험하였으며 아울러 탄수화물 및 단

백질 함량을 정량하고 다당류의 결합상태를 확인했다.

Ⅱ. 재료 및 방법

1. 느릅나무의 뿌리껍질

유성농업고등학교 부속 농장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20-30년생의 둥근 참느릅

나무(Elm, Ulmus davidiana var japonica)의 뿌리로부터 껍질을 채취하고 수분

함량 13%로 건조시켜 저온 실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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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출방법

2.1. Methanol추출

시료 800g에 75% methanol 4ℓ를 붓고 실온에서 24시간 정치한 다음 60℃

의 수욕중에서 3시간 가온하면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No.42 여지

로 여과한 후 회전식 농축기(retary vacuum evaporator. Buchi Rotavapor

R110)로 농축하였다.

2.2. Methanol이 추출물의 분획

농축시킨 Methanol 추출물에 증류수를 가하여 500㎖로 희석하고 분액 여두에

옮겨 금림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극성이 다른 몇 가지 용매를 사용하여 차례로

분획하였다.

그림1. 용매에 의한 methanol 추출물의 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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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점질 물질의 분리 및 정제

시료 100g에 증류수 500㎖를 붓고 실온에서 24시간 정치한 다음 수욕중에서

60℃로부터 10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2시간 추출하고 cheese cloth 흡입

여과하여 점질 물을 분리하였다. 이와 같은 추출 및 분리과정을 8회 이상 반복

하여 점질 물이 완전히 추출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빙냉시킨 ethanol을 1:2비율로 혼합하여 점질 물을 침전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회수하였으며 침전물은 다시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ethanol침전을 반

복하였다. 점질 물은 회수하여 냉동건조(Freeze dryer Chemlab model SB-6)하

고 desiccator에 넣어 보관하였다.

3. 항균력 시험

3.1. 시험균주

충청남도 가축위생 시험소로부터 분양 받은 젖소 유방염 균주를 공시하였으

며 비교용 균주로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보존 균주 및 충남

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분양 받은 충치균과, 최저 저해 종도 측정시험(minimum

inhibitiry concentration, MIC test) 용으로는 Hoechst 제약회사의 1차시험용

표준균주(일양약품 중앙연구소 보존균주)를 사용하였다.

3.2. 배 지

* Nutrient broth (NB) 및 Agar(NA) :

Bacto beef extract 3g, Peptone 5g, NaCl 8g/L. agar인 경우는 15g/L:pH7.2

* Mueller Hinton Agar(NHA) :

Beef:infusion from 300g, casamimo acid 17.5g, starch 1.5g,

agar17g/L:pH7.4

* Fleish extract broth (FEB) 및 agar (FEA) :

Beef estract 10g, peptone 10g, NaCl 3g, Na2HPO4 12H2O 2g,

agar 20g/L:pH7.4

3.3. Paper disc방법

각 추출물의 향균성 검색은 사면배지에 보관중인 유방염 균주를 각각 10㎖의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얻은 배양물을 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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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plate 상에 균일하게 펼치고 그 위에 분획에 의한 추출물을 흡수시킨

paper disc(What-man 3MM 6.5MM in diam)을 놓아 30℃, 24-48시간 동안 배

양 후 disc 주위에 나타나는 고리(clear zone)의 직경으로 비교하였다.

3.4. MIC 시험8)

추출물의 향균력을 한생 물질의 표준 시험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MIC 시험은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생물공학 연구실에서 Hoechhhst Manual-345에 의한 방

법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그 시험방법은 부록 1에 기술하였다.

3.5. 액체배지에서의 유방염균의 생육 저해 시험

각 추출물을 membrane filter(pore size : 0.45㎛)로 제균 시키고 이를

side-arm flask의 액체 배지에 가용성 고형물로 계산하여 ppm 단위로 첨가한

후 전 배양한 유방염 균주를 점종하여 30℃에서 진탕 배양하면서 생육정도를

분광광도계(Spectronic 21D, Milton Roy)로 610㎚에서의 흡광도로서 비교하였

다.

4. 화학분석법

4.1. 탄수화물의 정량9)

점진물 중 총당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phenol-sulfuric acid를 적용하였다.

즉 시료 2㎖에 5% phenol 용액 1㎖와 농황산 5㎖를 넣어 잘 환합시키고 30

분간 실온에 둔 다음 490㎚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lucose 표준액과 비

교하여 환산하였다.

4.2. 단백질의 정량10)

점질물중의 단백질 정량은 Biuret-Stickland법에 의하였다.

즉 시료 5㎖에 0.6㎖의 30% NaOH를 가하여 5분간 끊인 다음 빙냉수로 냉각

시키고 25% CaSO4, 5H2O 용액 0.15㎖를 넣어 잘 혼합시키며 30분간 실온에

둔 다음 545㎚에서의 흡광도를 egg albumin 표준액과 비교하여 단백질 함량을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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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박층 크로마토 그래피

추출물의 약효성분의 분리와 점진물의 구성당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TLC Ⅰ 및 Ⅱ와 같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법을 적용하였다.

TLC Ⅰ - 전개용매 methanol : chliroform : water (70:30:4)

- 박층 Kieselgel 60 (Merck사제) 10 × 10cm

- 발색제 vanillin-sulfuric acid(1% vanillin in EtOH과 5%

H2SO4 in ErOH 1:1 혼액)

- 시료 : 각 용매 추출물의 결정체를 dimethyl suulfoxide

(DMSO)에 10% 또는 30%가 되도록 용해한 것

TLC Ⅱ - 전개용매 Buthanol : pyridine:glacial acetic acid:water

(60:40:30:3)

- 박층 Kieselgel 60 (Merck 사제) 10 × 10cm

- 발색제 phenol-sulfuric acid (3g phhhenol and 5㎖ H2SO4 in

0.5㎖ ethanol)

- 시료 : 정제하여 동결 건조한 점질물 시료 10㎎을 2N HCl

0.5㎖에 녹여 100℃에서 3시간 동안 가수분해시킨 것

4.4.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점질 물의 구성 당을 분석하기 위하여 TLC에 이어서 보다 정확도가 높은 가

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법을 적용하였으며 일양약품 중앙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 기기 : Shimadzu Model GL 9A

- 컬럼 : 3% OV-17 (80-100 mesh Shimalite) 3mm(D) × 2m(L)

boronsilicate 유리컬럼

- 컬럼온도 : 150℃ - 180℃ 온도구배

- 검출기 : detector, 190℃

- 유속 : N2 : 500㎖/min, H2:600㎖/min, air:60㎖/min

- 시료 : 점질물 시료 10㎖을 0.1N HCL에 녹이고 질소를 충진시킨 후

100℃에서 5시간동안 가수분해 시켰으며 여기에 3배량의

ethanol을 가해 4℃에서 하루 밤 둔다음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

징액을 동결 건조함. 이것을 pyridine에 녹이고 hexamethyl

disilazane 0.2㎖ 및 trim-ethyl chlorosilane 0.1㎖와 혼합하여 8

0℃에서 30분간 반응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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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적외선 분광분석

점질물 중 다당류의 결합 형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양약품 중앙연구소의

FT-IR(Beuker Model IFS-48)을 사용하여 적외선 분광분석의 결과 (IR

spectrum)를 비교하였다.

5. 점성도 측정법

점질물 중 200㎖를 시린더에 넣어 점도계(Tokyo Keiki, Model B8L)에 고정시키

고 rotor:NO.1, rpm:60의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치가 안정될 때가지 반복하

여 겉보기 점도(apparent viscosity, 단위:cP)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용매 추출 성분의 항균효과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75% methanol로 추출하고 이를 다시 그림1에서와 같이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hanol로 추출하여 분획하였다. 건조한

뿌리껍질 800g씩으로부터 3회 추출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표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분획의 수량을 계간할 수 있었다.

표7. 느릅나무 뿌리껍질 100g으로부터 얻은 용매 추출 분획의 수량

용매 추출 분획 수량(yield/100g)

n-Hexane 분획

Chloroform분획

ethylacetate 분획

n-buthanol 분획

물 분획

<0.01g

<0.01g

0.037g

1.08g

1.16g

*시료로 사용한 느릅나무 뿌리껍질의 수분함량은 13%이였음

용매 추출 분 획이 소의 유방염 균과 기타 비교 균주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paper disc 법으로 검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8에 요약하였고 몇 가지 균주에 대

한 결과를 사진으로 그림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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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소의 유방염균 및 균주에 대한 항균활성

시험균주
용매 추출 분획

비 고
Hexane CHCl3 EtOAc BuOH H2O

Staphhylococcus aureus

No.16
++ +++ + - - 유방염균

Streptococcus sp. No.14 - ++ + - - 유방염균

Streptococcus sp. No.12 + +++ ++ ± - 유방염균

Escherichai coli No.13 + +++ ++ ± - 유방염균

Serratia marcescens No.11 - - - - -

Psudomonas aeruginosa - - ± - -

Bacillus subtilis + ++ ++ ± -

Escherichia coli ± + + + +

충 치 균 No.19 ++ +++ +++ + ±

Salmonella typhimurium - ± - - -

Proteus sp - + ± - -

Proteus vulgaris ++ +++ ± - -

+++ : paper disc의 선단으로부터 생육 저해 고리(clear zone)의

폭이 5mm <인 경우,

++ : 3mm <

+ : 1-2mm

± : 1mm

- : 없는 경우

Serratia marcescens Streptococcus sp.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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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richia coli Streptococcus sp. No.14

Staphhylococcus aureus 충 치 균

D : 용매 DMSO에 대한 공시험

분획 H:hexane C:chloroform E: rthly acetate B:butanol 및 W:H2O

그림2.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부터 얻은 용매 추출 분획의 유방염균

및 기타 균주에 대한 항균력 검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hloroform 분획을 비롯한 각 용매 추출 분획이 충청

남도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소의 유방염 균과 충남대학교 의과대

학 미생물학 교실의 각종 균주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

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항균력을 나타내고자 일양약품 중앙연구소에서

Hoechst 사의 표준방법에 따라 MIC시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9에 나타내었

다.



- 12 -

표9.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부터 얻은 용매추출 분획의 MIC 시험 결과

No. Strains Hexane CHCl3 EtOAc BuOH H2O Cifroflox

1 Streptococcus pyogens a308 100 1,600 400 〉3,200 〉3,200 1,563

2 Streptococcus pyogens a77 100 1,600 400 〉3,200 〉3,200 1,563

3 Streptococcus faecium MD8b 1,600 800 3,200 〉3,200 〉3,200 0,781

4 Staphhylococcus aureus SG511 1,600 50 800 800 800 0,391

5 Staphhylococcus aureus 285 1,600 50 800 800 〉1,600 0,781

6 Staphhylococcus aureus 503 1,600 50 400 800 〉1,600 0,781

7 Escherichai coli O55 1,600 1,600 1,600 〉3,200 〉3,200 0,007

8 Escherichai coli DC0 〉3,200 1,600 1,600 〉3,200 〉3,200 0,093

9 Escherichai coli DC 2 〉3,200 800 1,600 〉3,200 〉3,200 0,093

10 Escherichai coli TEM 〉3,200 1,600 〉3,200 〉3,200 〉3,200 0,007

11 Escherichai coli 1507E 〉3,200 1,600 〉3,200 〉3,200 〉3,200 0,007

12 Psudomonas aeruginosa 9027 〉3,200 〉3,200 〉1,600 〉3,200 〉3,200 0,391

13 Psudomonas aeruginosa 1592E 〉3,200 〉3,200 〉1,600 〉3,200 〉3,200 0,195

14 Psudomonas aeruginosa 1771 〉3,200 〉3,200 〉1,600 〉3,200 〉3,200 0,195

15 Psudomonas aeruginosa 1771M 〉3,200 1,600 〉1,600 〉3,200 〉3,200 0,013

16 Salmonella typhimurium 〉3,200 〉1,600 〉3,200 〉3,200 〉3,200 0,007

17 Klebsiella oxytoca 1082E 〉3,200 1,600 〉3,200 〉3,200 〉3,200 0,007

18 Klebsiella aerogenes 1522E 〉3,200 1,600 〉3,200 〉3,200 〉3,200 0,013

19 Enterobacter cloacae P99 〉3,200 1,600 〉3,200 〉3,200 〉3,200 0,007

20 Enterobacter cloacae 1321E 〉3,200 1,600 〉1,600 〉3,200 〉3,200 0,002

Method:Agar Dilution(Hoechst 345). 의뢰일자:1992.06.07. Test Date:1992.06.10.

충청남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젖소의 유방염 균에 대하여 느릅

나무껍질의 용매 추출 분획은 항균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MIC 시험의 1차

표준 균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병원균에 대해서도 항균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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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hylococcus 속 균주에 대하여는 hexane, chloroform 분획이

Staphhylococcus sp 속에 대하여는 hexane 분 획이 각각 항균활성이 가장 높

았으며 Psudomonas 속 및 Klebsiella 속 등에 대한 활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의 유방염 균의 생육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chloroform 분획물을

FEB 배양액에 각각 100ppm 1000ppm 첨가하여 배양하면서 무첨가구와 비교 실

험하였다.

결과를 그림3에 도시하였으며 유방염 균주별로 보면 특히 Staphhylococcus 및

Streptococcus sp. No.12에 대하여는 액체 배양시 초기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Streptococcus sp. No.14에 대한 효과가 공시한 유방염균주 중 가

장 낮았다.

배양기간(hr) 배양기간(hr)

그림3.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부터 얻은 Chloroform 분획의 몇가지 유방염균에

대한 생육억제 효과

대조구 × ──── ×「무첨가」

Chloroform 분획물첨가구 : ● ──── ●(100ppm), ○ ──── ○(1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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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매 추출 분획의 TLC에 의한 성분 확인

용매 추출 분획물의 성분을 확인하고자 TLC Ⅰ의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표10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Rf값 0.92〈0.86, 0.55, 0.41의 성분과 끌림 현상을 수반하

는 0.20, 0.16, 및 0.09의 여러 성분으로 분리되었으며 앞에서 기술한 각 분획의

항균활성과 비교하여 보면 Rf값 0.92〈0.86의 두 성분이 소의 유방염 균에 대한

항균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관하여는 더욱 정밀한 분석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10.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부터 얻은 용매 추출 분획의 TLC결과

Rf값
용 매 추 출 분 획

Hexane CHCl3 EtOAc BuOH H2O

0.92 ++* ++ ± ± ±

0.86 +< +

0.55 ++

0.41 +++ ++ +

0.20** +

0.16** + + ±

0.09** + + ±

* : 발색후 나타나는 각성분의 색도(color density)를 상대적으로 표시하였음

** : 끌림현상(tailing)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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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e 1. n-Hexane 분획

2. Chloroform 분획

3. Ethyl Acetate 분획Ⅰ

4. Ethyl Acetate 분획Ⅱ

5. n-Butanol 분획

6. Methanol 추출물

7. 물 분획 Ⅰ

8. 물 분획 Ⅱ

그림4.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부터 얻은 용매 추출분획의 TLC결과

2. 수용성 점질 물의 수렴작용

느릅나무 뿌리껍질의 용매 추출 및 분획 과정에서 점질 물이 혼입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한편 민간용법으로서도 뿌리껍질을 짓찧어 화농 부위 종창 치료

에 고약처럼 부착하여 사용해온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점성 성분이 직접적인 향

균작용은 없다 하더라도 점성과 이르러 항암 효과를 가지는 다당류들이 다수 보

고됨으로서 느릅나무 뿌리껍질의 점질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뿌리껍질로부터 점질물을 추출하고 그 수육과 물성을 조사

하였으며 다음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분을 확인하고자 실험하였다.

표11. 느릅나무 뿌리껍지로 부터 얻은 점질물의 수율 및 결과

수율(yield/100g)1) 겉보기 점성도2) 색도(최대흡수 파장)3) 흡습성4)

32 ～ 35g 77.5cP(4,500㎖) 황 갈 색 (440㎚) 15.8

1) : 수분함량 13%의 느릅나무 뿌리껍질 100g으로부터 회수한 점질물의

수율임
2) :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충점질물의 회수량4,500㎖ 그대로의 점성도를 Tokyo

keiki Model B8L 점도계로 측정한 것임.
3) : 정제하지 않은 황갈색 점질물을 분광광도계(Pyeunicam PU8800)로

Scanning하여 최대 흡수 파장을 확인하였음.
4) : 정제한 점질물 100㎎을 Agar plate의 표면에 얹어놓고 24시간동안 흡수

하여 증가한 무게 비로 나타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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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분함량 13%의 느릅나무 뿌리껍질 100g으로부터 회

수한 점질 물의 수량은 32-35g으로서 이것을 건물 중으로 환산하면 36.8-40.2%

함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점질 물은 수용성으로서 흡수성이 강하며 뿌리 껍질 100g으로부터 반복하여

추출하면 77.5cP의 점성 도를 갖는 4,500㎖의 점질 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 정제

하지 않은 점질 물은 황갈색을 띠며 최대 흡수 파장은 440㎚이었다.

2.1. 점질 물의 성분확인

2.1.1. 탄수화물 및 단백질 함량

회수한 점질 물을 ethanol침전을 반복하여 정제하고 냉동 건조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탄수화물 및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12에 나타내었

다.

표12. 느릅나무 뿌리껍지로 부터 얻은 점질 물과 탄수화물 및 단백질 함량

시 료 탄수화물 함량(%) 담백질 함량(%)

정제점질물 61.0±1.0 8.0±2.0

* : Phenol - sulfuric acid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음

** : Biuret - Stickland의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음

정제한 점진물 중 단백질의 함량은 8%로 분석되었으나 정제과정중 단백질 제

거조작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합단백질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탄수화물의

함량이 60%이상인 점으로 보아 점질 물의 주성분이 다당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1.2. 점질 물의 구성당 확인

점질 물의 주성분이 다당류로 규명되었으므로 정제한 점질물을 염산으로 가수

분해하여 그 구성당을 TLC 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끌림 현상으로 하나하나의 당을 구별할 수는 없으나 Rf

값 0.40(galactose) - 0.62(xylose)사이의 단당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표준 당으로 하여 GC로 확인하였다.

이들 표준당의 GC분석시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RT)을 표13에 정리하였

으며 같은 조건으로 시료를 분석한 GC크로마토그람은 그림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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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GC분석시 표준당의 머무름시간

단당류
머무름시간(min)

주점검 부정검

Arabinose 6.432 7.613 8.487

Xylose 9.855 11.743 7.375

Ribose 7.133 7.760

α-Glucose 18.293(18.163) -

β-Glucose 23.532(23.243) -

Galactose 16.328 14.928 20.528

α-Mannose 13.452 -

β-Mannose 17.600 -

* : GC분석조건은 실험 재료 및 방법 4.4에 기술한 바와 같음

표준당 - Lane 1 : Arabinose, 2 : Galactose, 3 : Galactose,

4 : Mannose, 5 : Ribose, 6 : Xylose.

Lane 7 : 정제한 점질 물의 산 가수분해물

그림5.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부터 얻은 점질물의 구성당 확인을 위한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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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NO TIME AREA MK IDNO CONO NAME

1
- 6.117 1184 2.6558

2 6.397 853 V 1.9128

3 6.832 4210 V 9.4406

4 7.638 313 V 0.7025

5 8.4 4123 9.2459

6 9.317 975 2.1871

7 10.667 256 0.5747

8 13.65 3378 7.5747

9 14.525 2572 V 5.7667

10 15.065 1553 V 3.4836

11 16.413 8922 V 20.0062

12 17.433 565 V 1.2675

13 18.565 8609 19.3063

14 20.533 5608 12.5766

15 23.495 1471 V 3.2989

TOTAL 44594 100

그림6.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부터 얻은 점질 물의 구성당 확인을 위한

GC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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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점질물의 구성당 확인을 위한 GC분석 결과의 해석

단당류 정점번호(머무름시간/면적) 함량(%)

Arabinose

2(6.397/853)

4(7.638/313)

5(8.4/4123)

11.86

Glucose(α)

(β)

13(18.565/8609)

15(23.495/1471)
22.61

Galactose

10(15.065/1553)

11(16.413/8992)

14(20.533/5608)

36.06

Mannose(α)(β)
8(13.65/3378)

12(17.433/565)
8.87

Unknown

1(6.117/1184)

3(6.832/4210)

6(9.317/975)

7(10.667/256)

9(14.525/2572)

2.65

9.44

2.18

0.57

5.76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질물 다당류를 구성하는 당의 GC분석 결과 15개

의 정점이 나타났으며 그중 정점번호1(RT : 6.117), 3(RT:6。832), 6(RT:9.371),

7(RT:10.66) 및 9(RT:14.525)등 동정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표1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arabinose 11.9, glucose 22.6%, galactose 36.1%, mannose 8.9%등으로

구성당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림7.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부터 얻은 점질물의 ⅠR분석 결과



- 20 -

또한 이들 구성당의 대체적인 결합 형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제한 점질물을

ⅠR분석한 결과 그림7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β결합을 하고 있는 다당은 ⅠR spectrum 390㎝-1 부근에서 흡수

파장이 나타나며 α결합을 하고있는 다당은 860㎝-1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본 시험 결과로는 894.2㎝-1 흡수파장이 기록되었으므로 느

릅나무 뿌리껍질이 다당류는 β결합 형식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Ⅳ. 결 론

젖소의 유방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크며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상 제에 대하여 유방염 균들이 쉽게 약제 내성을 나타내어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종창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느릅나무의 뿌리껍질 성

분을 규명하고 유방염 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함으로써 생약제를 사용한 유방염

치료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약제로부터 모델 화합물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얻고자 실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매 추출 분획물에 관한 연구

1.1. 느릅나무의 뿌리껍질 100g(수분함량13%)으로부터 용매 추출분획으로

n-hexane 분획〈 0.01g, chloroform 분획〈 0.01g, ethyl acetate 분획 0.037g,

n-butanol 분획 1.08g 및 물분획 1.16g을 회수 할 수 있었다.

1.2. 용매 추출분획은 충청남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분리 보존하고 있는 유방염

균주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Fleish extract broth에

서 유방염 균을 액체 배양할 경우에 chlorofrom 분획을 첨가하면 그 생육을

현저하게 억제하였으며 특히 Staphhylococcus 및 Streptococcus sp. No.12

에 대하여는 초기생육을 저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공시한 몇 가

지 비교균주에 대하여도 항균활성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chloroform분획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butanol 및 물분획의 항균력은 낮았다. Hoechst 제약의

표준방법(Manual 435)에 따라 MIC(최저저해농도) 시험결과를 얻음으로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항균활성을 제시하였다.

1.3. 용매추출 분 획으로부터 TLC에 의하여 Rf값 0.92〈 0.86, 0.55, 0.41, 0.20,

0.16 및 0.09의 여러 성분을 분리하였으며 항균활성이 높은 chloroform분

획은 Rf값 0.02, 0.86의 두 개의 성분만 함유함으로서 이들이 항균활성에

관계하는 성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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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성 점질 물에 관한 연구

2.1. 느릅나무의 뿌리껍질 100g으로부터 수용성 점질물 32-35g을 회수할 수 있었

다. 수분함량이 13%이므로 이를 건물 중으로 함량을 나타내면 36.8 - 40.2%

로 환산된다.

2.2. 점질 물은 흡습성이 강하며 뿌리껍질 100g을 반복하여 물로 추출하면 77.5cP

의 겉보기 점도를 갖는 4.5L의 점질 물을 얻었으며 정제하기 전에는 황갈

색을 띠며 최대흡수 파장은 440㎜이었다.

2.3. 점질 물은 탄수화물 함량이 61.0±1.0%로서 다당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음

을 알았다. 다당류의 구성당을 TLC 및 GC로 확인한 결과 arabinose 11.9%,

glucose 22.6%, galactose 36.1%, mannose 8.9%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1R분석을 통하여 894.2cm-1에서 흡수 파장을 확인함으로서 이들 당이

β결합 형식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보면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부터 얻은 용매 추출분획물은

향균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그리고 수용성 점질 물은 흡습성과 점성이 높

은 다당류로써 염증 부위에 수렴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다당류 성분이 항암 효과를 가지는 지에 관하여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전망 및 경제성 분석

1. 전망

1) 느릅나무 뿌리껍질의 용매 추출분획은 Staphhylococcus속 및 Streptococcus

속등은 유방염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천연물질을 이용한 유

방염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하다.

2) 유방염균 이외에 각종 화농균에 대하여도 항균효과가 인정되었으므로 그 구조

가 밝혀진다면 천연항균제의 개발을 위한 모델화합물로서 응용 가능하다.

3) 충치 균에 대하여도 항균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천연의 충치예방 물질을

함유시킨 새로운 치약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4) 느릅나무 뿌리껍질에 함유된 수용성 다당류는 흡습성이 크고 점성도가 높은

수렴제로서 연고제 및 고약등 의약품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분

연구 결과는 항암성 다당류에 관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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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분석(유방염 치료제 개발시)

1) 산유량 감소에 의한 경제적 손실

92.3월 현재

사 육 두 수

유 방 염

발 병 율

발 병 예 상

두 수

정상시생산량

예 산 량

유방염감염시

유 량감소율

29만두 60% 17만두 173,461M/T 8%

92.3월 현재

사유두수

유방염에의한

감소예상량
1 M/T당가격 손실액

159,585M/T 13,876M/T 400,000원 5,550,400,000원

2) 유방염 감염 후 치료약품에 의한 경제적 손실

치료예상두수 연간두당평균치료비 유방염치료에 의한 소요약품비

17만두 20만원 340억

※◦ 산유량 감소에 의한 손실액 55,5천만원

◦ 치료약품에 의한 손실액 340억원

◦ 년간 경제적 손실액 계 395,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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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MIC시험방법(//hoeohst345)

1.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배지 : Muelly Hinton Agar(Difco)

Fleich extract agar

(2) 균주 : Streptococcus Pyogenes 308외 84균주(come from Hoechst)

(3) Standsrd antibiotics : Cefotaxime(Hoechst)

2. 실험방법

(1) Primary Screening

(2) Secondary Screening

1) Primary Screening

1. Inoculum준비

*. 멸균된 test tube에 Fleich extract broth를 10㎖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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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ptococcus Pyogenes 308의 19균주를 각 한백금이씩 접종

*. 37℃ incubator에서 18시간 정치배양(c.a 109 C.F.U/㎖)

*. 균주 목록

- 별 첨 - ( page 6 )

2. 항생물질 칭량

*. Cefotaxime(Na salt) 3.15㎎을 D.W 3㎖에 녹인다.

3. 항생물질의 희석

final conentration series(17 series) :

100, 50, 12.5, 6.25, 3.125, 1.563, 0.781, 0.391, 0.195, 0.098, 0.048,

0.025, 0.013, 0.007, 0.004, 0.002(mcg/㎖)

4. Plate의 조제

(1) Muella Hinton Agar(MHA)를 멸균한 뒤 55℃ Water bath에 넣어둔다.

(2) MHA를 항생물질이 들어있는 각 test tube에 13.㎖씩 분주한 다.

(3) 굳기 전에 Plating하여 평판을 제조한다.

(4) Control plate(without antibiotic) 2매를 함께 제조한다.

5. Inoculum희석

*. O/N culture된 Inoculum을 약 100배 희석한다.

(균액 0.11㎖/10㎖ Fleichextract broth)

6. Automatic inoculator를 이용하여 시험 균을 항균 제가 들어있는 plate에

접종한다.

그리고 37℃에서 18시간 배양한다.

7. 판독

*. 육안으로 관찰하여 균의 성장이 억제된 항균제의 농도가 MIC이다.

2) Secondary Screening

1. 항생물질 칭량

200Ug/㎖

2. 항생물질의 dilution

11개 tube ───

────> Total 12개 tube 이용

1개 control ───

3. Inoculum준비

O/N culture한 균액 0.11㎖를 10㎖의 fleichextract broth에 첨가하여 100배

희석한다. (final c.a 1011 C.F.U/㎖)

4. 균의 접종

희석된 Inoculum 0.11㎖을 각 tube에 접종하여 37℃에서 18시간 배양한다.



- 25 -

5. 판독

육안으로 turibdity를 관찰하여 균의 생육이 억제된 곳이 MIC이다. MIC 측정

후 compound가 bacteriostatic인지 bactericidal인지를 check한다.

2차 screening후 육안으로 관찰하여 균이 자라있지 않은 tube에 들어있는

broth 1백금주를 Fleich extract agar에 streak하여 colony를 확인한다.

colony가 1-20개이면 bacteriocidal, 그 이상이면 bacteriostatic로 본다.

부록2: 점성도의 환산 계수표

tokyo keiki co.ltd.viscometer Model B8L

Conversion Factors

R.P.M 60 30 12 6 3 1.5 0.6 0.3

No. 1

No. 2

No. 3

No. 4

1

5

20

100

2

10

40

200

5

25

100

500

10

50

200

1000

20

100

400

2000

40

200

800

4000

100

500

2000

10000

200

1000

4000

20000

부록3:문헌에 나타나 있는 유백피(揄白皮)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민간요법

: 늑막염 치료에 느릅나무 껍질을 짓찧어서 찜질하며 동시에 껍질

한줌에 물을 적당히 넣고 달여서 한번에 먹는데 1일 3회씩 먹는다.12)

* 원색천연 약물 대사전

: 소변불통, 수종, 임질, 옹종, 유선염 등에 내복으로는 탕, 산화제로

복용하며 외용에서는 짓찧어서 환처에 붙이거나 연고를 만들어 환부에

붙인다.

* 생약 대사전

: 이수, 통림, 소옹에 효능이 있다. 소아해로, 풍독유주, 유방염을 치료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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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용식물 자원 연구총람

: 이뇨, 수욕, 산기, 거담, 해독 등에 사용 한방명 : 揄白皮15)

* 약품 식물학 연구회

: 생약명 : 유피(揄皮), 성분 : 점액, 타닌, 약효 : 완하약, 점착약16)

* 문화방송 한국 민간요법 대전

: 위암, 위궤양, 위장병에 달여서 1일 3회 복용한다.17)

* 중약 대사전

: 유방염 치료에 2-량 달여서 백당을 첨가 환부에 부착하고 풍독유주에

치료 시는 건조시킨 뿌리 1-2량을 달여서 복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