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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근래 식생활의 수준향상과 다양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건강지향적인 욕구가 커지면서 만성독성, 돌

연변이 유발성,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합성보존료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가

공식품의 저장성 향상 및 저온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

으로 볼 때 천연보존료의 개발과 이용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천연항균제제 및 식품보존제의 개발

을 위하여 생약재 및 식용식물 추출물 등 각종 천연물로부

터 항균활성물질의 탐색과 활성본체의 규명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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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보고된 각종 

천연항균물질은 식물추출물(1-3), 한약재(4,5), 특정단백질 

또는 효소류(6), 유기산류(7-9), 지방산류(10), 향신료(마늘, 

갓)로부터 추출한 성분(11)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phenol성 화합물, quinone류, terpene류 및 휘발성 향기성분 

등의 이차 대사산물이거나 유도체들로 알려져 있으며(12), 

특히 훈취가 매우 강한 산성액인 목초액은 그 자체가 미생

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초액은 주로 참나무류(Quercus sp.), 소나무(Pinus 

densiflora) 등의 천연목재를 400∼700℃로 가열하여 탄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와 수증기를 포집, 냉각, 

응축, 추출 정제시킨 담갈색의 액상 천연물질로서 잡초방

제, 토양살균, 종자소독 및 발아촉진, 작물의 병해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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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microbial activities of pyroligneous liquor were investigated by determining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The solvent extracts of pyroligneous liquor, which were extracted by using solvents with different polarities 
such as hexane, ethylacetate, or butanol. The activities were examined by disc diffusion method using MIC against 
7 food poisoning microbe type strains.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shown in hexane, ethylacetat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of pyroligneous liquor. Among the four fractions, ethylacetate fraction showe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on the microorganism such as Shigella sonnei, and Yersinia enterocolitica at the concentration of 2.0 mg/disc. 
The purified P-1 and P-2 fractions isolated by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from ethylacetate fraction of 
pyroligneous liquor had the highest antimicrobial activity.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content in ethylacetate, 
hexan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 was 488.3 mg/g, 403.8 mg/g, 83.6mg/g, and 74.5 mg/g, respectivel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hyl acetate fraction could be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ntimicrobial compound from pyroligneous liquor, resulting from the above antimicrob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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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장 촉진, 낙과방지,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음이 밝혀

지고 있으며(13,14), 최근에는 간기능 회복효과, 항당뇨 효

과, 알코올 해독효과, 내분비 호르몬 조절작용,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효과, 온열작용, 위암과 대장암에 대한 증식

억제효과 및 면역조절효과가 있다는 병례 보고(15-19)로부

터 이들 물질이 우수한 약리 및 임상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초액의 항균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서 등(20)이 식중독균

인 E. coli, E. coli O157, Vibrio parahaemolyticus, Salmonella 

typhimurium, Streptococcus mutans,  Pseudomonas aeruginosa 

균에 대해서 항균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 으며, 류(21)는 

0.5% 이상의 목초액 농도에서 겹둥근무늬병균(Alternaria 

solani), 잿빛곰팡이병균(Botrytis cinerea), 잎곰팡이병균

(Cladosporium fulvum), 오이잎곰팡이병균(C. cucumerrium)

에 대하여 항진균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 5% 농도에

서는 균사가 전혀 생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곰팡

이 및 병충해 방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초액에서 분리된 catechol 유도체 화합물(catechol, 3- 

methylcatechol, 4-methylcatechol)들은 제초활성이 있어 유

기농업자들을 중심으로 잡초방제에도 이용하고 있는 등

(22), 인체에 유해한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이용되며 많은 효능이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목초액을 식품가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우선 목초액이 식중

독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total phenol 함량

에 대하여 분석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에 소

재하는 거여목초산업(주)의 기계식 전용 탄화로에서 제조

된 참나무목초액을 분양 받아 여과지(Toyo No. 5B)로 여과

시킨 것을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들

은 모두 특급 이상을 사용하 으며, 대부분 Sigma사, 

Aldrich사, Merck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목초액의 조제 및 용매분획

목초액 1L을 취하여 진공농축기(R-205, Buchi Co., 

Switzerland)로 감압 농축하여 추출물 68.5 g을 얻어 조추출

물로 하 다. 따로 목초액 1 L에 3배량의 hexane을 가하여 

분액여두에서 수 회 반복 추출한 후 hexane층을 진공농축기

로 감압 농축하여 hexane 분획물 1.2 g을 얻고,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ethyl acetate, butanol 등 용매의 극성도를 높여가

며 순차적으로 계통 분획하여 ethyl acetate 분획물 32.4 g, 

butanol 분획물 13.0 g, 물 분획물 1.7 g을 얻어 항균성 시험

의 시료로 사용하 다.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한 항균

물질의 분획화

목초액의 ethyl acetate 분획 35.3 g을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7×110 cm)에 충진하고 (EtOAC : Hexane)- 

MeOH 용매계로 methanol 농도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step-wise elution법으로 정제하여 Table 1과 같이 6개의 획

분을 얻었다.

Table 1. Fractions obtained from pyroligneous liquor by silica gel 
chromatography

Fraction No. Elution solvent
(EtOAC : Hexane)-MeOH Yield(g)

P-1 10 : 0     9 : 1 1.1

P-2 9 : 1      8 : 2 4.0

P-3 8 : 2      7 : 3 8.9

P-4 7 : 3      5 : 5 7.1

P-5 5 : 5      3 : 7 3.7

P-6  3 : 7      0 : 10 2.9

항균성 시험

항균성 시험에는 식중독 원인균을 사용하 으며 그람 

음성균으로 Sal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Esche- 

richia coli O157 ATCC 43895,  Shigella sonnei ATCC 9290, 

Yersinia enterocolitica ATCC 27729을, 그람양성균으로 

Staphylococcus aureus ATCC 13565, Bacillus cereus ATCC 

14579,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5를 공시균주로 

사용하 다. 모든 균주는 계대배양하여 충분히 활성화 시

킨 후 실험에 사용하 고 배지는 Mueller-Hinton broth와 

Mueller-Hinton agar(Difco Co., Detroit, MI)를 사용하 다.

목초액의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의 항균성 시험은 paper 

disc를 이용한 disc diffusion법(23)으로 시험하 다. 즉, agar 

plate에 미리 배양한 균액을 멸균 면봉으로 도말하고 paper 

disc(φ 8 mm)에 각 추출물을 DMSO(dimethylsulfoxide)에 

농도별로 용해하여 30 μL씩 흡수시켜 plate 표면에 얹고 

30 또는 35℃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paper disc 

주위의 생육저지환의 직경(mm)로 항균력을 비교하 다. 

대조군으로 DMSO를 병행 실험하 다.

항균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hexane 분획물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최소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의 측정은 96 well microplate를 이용한 broth dilution 

method(24)로 시험하 다. 배지와 시료를 microplate의 well에 

넣고 two-fold serial dilution 방법으로 계단 희석한 후 미리 

배양한 균액을 가하여 30℃ 또는 35℃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균 증식유무로 최소저해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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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측정 

목초액 조추출물과 각 용매 분획물의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Folins-Denis법(25)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하 다. 즉, 

목초액을 2 ppm으로 희석시킨 다음 0.2 mL을 시험관에 취하

고 증류수로 2 mL로 만든 후 여기에 0.2 mL Folin-Ciocalteau 

phenol reagent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3분간 방

치하 다. 이 후 Na2CO3 포화용액 1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 후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300, Australi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고 tannic acid(Sigma, St. Louis, MO)를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구하 다.

결과 및 고찰 
 

목초액 추물물의 수율    

목초액 1 L을 용매의 극성에 따라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물 등 순차적으로 얻은 각각의 용매 분획물의 수율

은 Table 2와 같다. 목초액을 농축하여 물을 제거한 조추출

물은 전체 무게의 6.7% 고, 조추출물에 대한 각 순차 분획

물의 수율은 ethyl acetate 분획물이 47.2%로 가장 높았고, 

butanol 분획물 18.9%, 물 분획물 2.4%, hexane 분획물이 

1.7%의 수율을 보임으로서 대부분의 목초액 분획물은 중간 

극성쪽의 용매분획에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Yield of each fractions extracted from pyroligneous 
liquor

Fraction Yield(%)

Crude extract
1

(organic ingredient) 6.7

          Fractions of crude extract
2

Hexane 1.7

Ethyl acetate 47.2

Butanol 18.9

Aqueous 2.4
1
g/100g pyroligneous liquor.
2
% of crude extract.

조추출물의 항균성

목초액을 농축하여 얻은 조추출물을 paper disc법에 따라 

7종의 식중독균에 대하여 항균성 시험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균종별로 살펴보면 그람음성균인 Shigella sonnei

와 Yersinia enterocolitica는 2.0 mg/disc의 농도에서 각각 

16 mm, 18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여 다른 미생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Esche- 

richia coli O157에 대해서는 12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항균성을 보 다. 한편 그람양성균에서

는 Listeria monocytogenes가 20 mm, Staphylococcus aureus가 

17 mm, Bacillus cereus 15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여 

그람 음성균에 비해 대체적으로 항균력이 높게 나타났다. 

서 등(20)은 일부 식품부패균 및 식중독균을 대상으로 참나

무 목초액을 10∼50 μL 첨가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균종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활성이 나타났다고 

하 고, 균종별로는 Escherichia coli, Streptococcus mutans, 

Salmonella typhimurium, Vibrio parahaemolyticus에 대해서

는 clear zone이 10.0∼15.0mm, 8.5∼14.2mm,  10∼14.8mm, 

10∼18mm정도의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었다고 하 다. 그

밖에 Pseudomonas aeruginosa 및 Escherichia coli O157균의 

경우 clear zone이 8.0∼13.1 mm, 8.5∼13 mm 정도의 항균력

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목초액은 식중독균에 대해서 높은 항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crude extract from 
pyroligneous liquor

Strain

Clear zone (mm)

0.5 mg/disc 1.0 mg/disc 2.0 
mg/disc

Gram(-)

Sal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12 14 15

Escherichia coli O157 ATCC 43895 10 12 12

Shigella sonnei ATCC 9290 13 14 16

Yersinia enterocolitica ATCC 27729 14 15 18

Gram(+)  

Staphylococuus aureus ATCC 13565 13 15 17

Bacillus cereus ATCC 14579 13 14 15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5 15 17 20

용매분획별 항균성

목초액 조추출물을 용매의 극성을 높여가며 순차용매 

분획한 분획물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용매 분획별 항균성 시험에서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성이 증가하 으며, 

hexane 분획과 ethyl acetate 분획은 0.5 mg/disc의 농도에서

도 실험 균주 7종 모두에 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어 항균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thyl acetate 분획은 2.0 mg 

/disc 농도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Shigella sonnei,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서 각각 24, 

23, 22, 20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여 매우 강한 항균력을 

보 으며, Salmonella enteritidis,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O157 균에 대해서는 18, 18, 13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는 등 조사 대상 모든 균주에 높은 항균효과를 나타

내었다. 물 분획과 butanol 분획은 2.0 mg/disc의 농도에서는 

모든 균주에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나 0.5 mg/disc의 농도에

서는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거나 약한 항균성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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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과로 보아 목초액의 항균활성 물질은 중간극성이

거나 비극성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 물질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분획에서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항균성 물질

은 다양한 성분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은 그람 음성균인 Yersinia enterocolitica와 그람양

성균인 Bacillus cereus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를 사진

으로 나타낸 것으로 다른 분획 보다 ethyl acetate 분획과 

hexane 분획의 생육저지환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pyroligneous liquor

Solvent 
fraction  

Conc.
(mg/disc)

Clear zone (mm)

S. enteritidis E. coli O157 S. sonnei Y. enterocolitica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es 

Hexane

0.5 12 12 13 14 15 14 16

1.0 15 14 15 18 16 16 18

2.0 17 15 18 21 19 19 20

Ethyl
acetate

0.5 12 10 14 15 15 13 18

1.0 16 12 16 18 17 16 22

2.0 18 13 22 23 20 18 24

Butanol

0.5 10 9 9 ± ± ± ±

1.0 11 11 9 9 ± 10 10

2.0 13 12 10 9 9 11 13

Water

0.5 ± - 11 10 ± ± 10

1.0 12 10 12 11 9 10 12

2.0 15 12 14 13 11 12 13

Disc diameter : 8 mm, ± :≤8.5 mm, - : none.

          (A)                      (B)

         

Fig 1. Inhibitory effects against Bacillus cereus (A) and Yersinia 
entercolitica (B). 1, control (DMSO); 2, crude extract; 3, hexane 
fraction; 4, EtOAc fraction; 5, BuOH fraction; 6, water fraction.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의 최소저해농도

항균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목초액의 ethyl acetate 분획과 

hexane 분획의 식중독균에 대한 최소저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5와 같다. 

Hexane 분획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 Salmonella 

enteritidis와 Escherichia coli O157의 생육을 억제시켰고, 

500 μg/mL 농도에서 Shigella sonnei, Yersinia entercolitica,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를, 125 μg/mL의 농도

에서 Listeria monocytogenes의 생육을 억제하 다. 에칠아

세테이트 분획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 Salmonella  

Enteritidis와 Escherichia coli O157를, 500 μg/mL 농도에서 

Shigella sonnei와 Bacillus cereus를, 250 μg/mL의 농도에서 

Yersinia entercolitica, Staphylococcus aureus를, 125 μg/mL

의 농도에서 Listeria monocytogenes의 생육을 억제하 다. 

분획별로는 ethyl acetate 분획이 hexane 분획에 비해 다소 높 

은 항균성을 나타내었고, 균종별로는 Listeria monocyt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항

균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of  hexane and ethyl 
acetate solvent fractions from pyroligneous liquor

Strain
MIC(μg/mL)

Hexane fr. EtOAc fr.

Gram(-)
Sal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Escherichia coli O157 ATCC 43895 
Shigella sonnei ATCC 9290

Yersinia enterocolitica ATCC 27729
Gram(+)

Staphylococuus aureus ATCC 13565
Bacillus cereus ATCC 14579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5

1,000
1,000
500
500

500
500
125

1,000
1,000
500
250

250
500
125

*MIC :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정제에 의한 

항균성 분획 확인

항균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목초액 ethyl acetate 분획을 

용매의 극성을 높이면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하여 얻은 각 분획에 대하여 항균성 시험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시료의 농도를 1.0 mg/disc가 되도록 paper disc에 

첨가한 후 7종의 공시균주를 대상으로 항균력을 확인한 

결과, 분획 P-1, P-2, P-3, P-4는 모든 균주에 대하여 항균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2권 제5호 (2005)474

Table 6. Antimicrobial activity of each fraction by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from ethyl acetate fraction of pyroligneous liquor 

Fraction No. S. enteritidis E. coli O157 S. sonnei Y. enterocolitica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s

P-1 11 11 12 12 20 14 32

P-2 10 10 10 11 17 13 27

P-3 10 10 10 10 16 12 25

P-4 9 9 9 10 16 12 25

P-5 -1) - - 9 14 10 20

P-6 - - - - - - -

-1): not inhibited.

을 나타내었다. 특히 P-1은 11∼32 mm, P-2는 10∼27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여 항균성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균종별로는 Listeria monocytogenes의 경우 모든 분획에서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며 P-1이 32 mm, P-2과 27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여 매우 강한 항균력을 보 고, 나머지 분획

에서도 15∼25 mm를 형성하여 다른 균주들에 비해 항균활

성이 뛰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P-1과 P-2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20 mm, 17 mm의 clear zone을 나타내어 

강한 항균력을 보 고, Bacillus cereus에 대하여서는 14 

mm, 13 mm의 clear zone을 보여 다른 분획들보다는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그람음성균인 Salmonella 

enteritidis, Escherichia coli O157, Shigella sonnei, Yersinia 

enterocolitica에 대해서는 P-6 분획은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다른 분획들도 9∼12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람음성균에는 항균성

이 저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항균성이 높게 나타난 

P-1과 P-2에서 항균성 물질을 분리하여 구조를 밝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페놀성 물질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의 하나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phenolic 

hydroxy기를 가지고 있다. 식품의 품질변화와 생체노화의 

근원이 되는 산화반응은 이들 물질과 반응시 산화반응이 

지연되어서 항산화 및 항균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천연

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의 대부분이 페놀성 물질들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목초액 및 각 용매 분획의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Folin-Denis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페놀

성 화합물의 함량은 목초액 농축물이 227.5 mg/g이었으며, 

용매 분획별로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과 헥산 분획이 

488.3 mg/g와 403.8 mg/g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탄올 

및 수용성 분획은 각각 83.6 mg/g와 74.5 mg/g으로 나타났

다. Clark 등(26)이 식물체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이 항균활

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 항균활성이 높게 나타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과 헥산

Table 7. Total phenols concentration of extracts from pyroligneous 
liquor by Folin Denis method

Fraction Concentration(mg/g)

Crude extract 227.5

Hexane 403.8

Ethylacetate 488.3

Butanol 83.6

Aqueous 74.5

분획에 페놀성 물질을 상대적으로 높게 함유하고 있어 목초

액의 항균성은 페놀성 물질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초액의 천연보존료로서의 이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계식 전용탄화로에서 제조된 목초액을 대상으로 항균활

성과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하 다.

목초액을 농축하여 얻은 조추출물과 극성에 따라 분획한 

용매분획물의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 식중독균인 Salmonella  

enteritidis, Escherichia coli O157, Shigella sonnei, Yersinia 

enterocolitica,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특

히 hexane 분획과 ethyl acetate 분획이 다른 분획보다 항균

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균종별로는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등 그람 양성균이 그람 음성균에 

비하여 항균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소생육저해농도는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해서는 두 분획 모두 125 μg/mL

의 농도에서 생육을 억제하여 가장 높은 항균성을 보 고, 

Yersinia enterocolitica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ethyl acetate 분획은 250 μg/mL hexane 분획은 500 μg/mL의 

농도에서 생육을 억제하 고 대부분의 다른 균에서도 

hexane 분획과 ethyl acetate 분획은 500 μg/mL∼1,000 μ

g/mL 농도에서 생육을 억제하 다. 목초액의 ethyl acetate 

분획을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한 후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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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시험한 결과 P-1과 P-2 fraction에서 강한 항균성 물질

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목초액의 조추출물과 용매분획물

의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과 

hexane 분획이 각각 488.3 mg/g와 403.8 mg/g으로 다른 분획

에 비해 페놀성 물질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목초액의 항균

성 물질은 페놀성 물질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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