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문화재 보존을 위한
천연 추출물의 항균·살충활성 연구

Research on antifungal and insecticidal activity of Natural extracts 
for Protecting Organic Cultural heritages

최정은·김 희·홍진 ·정미화·조창욱

문화연구소 내지  2010.11.30 3:28 PM  페이지89   프린텍1 



최정은 1·김 희 ·홍진 ·정미화 ·조창욱

This study evaluated the activity of biocidal compounds isolated from natural

products and confirmed applicable possibility as conservative agents for orgainic

cultural heritages damaged by biological degradation. 

we used methanol extracts of 11 Korean trees and 17 medicinal plants as natural

resources. Among these extracts, Phellodendron amurense was investigated on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oniophora puteana, Lentinus lepideus, Tyromyces

palustris and Aspergillus niger. 

Asarum sieboldii was investigated on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adult of

Lasioderma serricorne. First, the extract of Phellodendron amurense was

partitioned into hexane, dichloromethan and ethylacetate fraction. Among them,

the ethylacetate fraction had the most significant antifungal activity. 

In addition, Asarum sieboldii essential oil showed an effective antifungal and

insecticidal activity. As a result, the extract of Phellodendron amurense and

Asarum sieboldii essential oil could be useful for conservation of organic cultural

heritage against biological deterioration by wood rot fungi and Lasioderma

serric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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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기질문화재의생물학적
피해방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과 조선왕조실록 등은 모

두 유기질 문화재로서 생물적 요인에 의한 손

상으로부터예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

수있다.1, 2) 

생물피해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

법으로곤충과미생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

환경조절법, 방충방균제에 의한 조절법3, 4), 훈

증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5, 6) 박물관 등 문

화재보관시설에서생물피해방제를위해사용

하고있는살충·살균용훈증가스7), 승화성살

충 방충제8), 파라포름알데히드나 티몰과 같은

승화성 살균, 방미제들은 그 방제 효과는 인정

되었으나9, 10) 환경 및 문화재 재질과 인체 유

해성이문제가되었다. 

환경 규제에 따라 점차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약품들은친환경적인대체약품의개발필요성

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약용식

물 중 정향 및 계피의 방충효력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정향 추출물에 의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항균 소취성 실험에서 항균력을 살펴보는

실험이이루어진바있다. 

또한 불상 복장유물에서 나온 정향, 유향, 곽

향, 청목향, 침향의 휘발성 추출물이 항균 및

살충 효과를 나타내었고, 팔각회향과 정향으로

부터추출한유게놀과아네톨을이용한유기질

문화재 보존용 방충·방균제로 개발된 바 있

다.11, 12) 

이외에도 천연물로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항균 및 살충활성을 나타내는 천연약재13, 14,

15, 16)와 향료식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

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유기질 문화

재의생물학적열화원방제를위한천연소재로

서의 가능성을 가진 수목, 약용식물 추출물 여

러 종에 대한 항균 살충활성18, 19)을 종합적으

로 검색하고 그중 큰 활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

한재확인연구를수행하 다. 

Ⅱ. 유기질문화재보존천연
항균및살충활성조사

2.1.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성분의 추출 및 분리

수목과 약용식물은 구입하여 잘게 분쇄한 뒤

음건하고 실온에서 메탄올로 24시간동안 추출

후여과하 다.20)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분

획 과정에서는 시료를 증류수에 현탁시키고

n-hexane을 1:1(v:v)의 비율로 혼합 후 n-

hexane 층을 분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dichloromethane, ethylactate, n-butanol을

순차적으로 가하여 각 용매 층을 획득해 내었

다. 용매별 가용성 추출물은 진공 감압 농축하

여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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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산 수목 추출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유기질문화재보존천연항균및살충활성을

가진 천연 보존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 조사

를위해국내자생하는전나무, 무화과나무, 은

행나무, 모감주나무 , 비목나무, 황벽나무, 옻

나무, 때죽나무, 주목나무, 벽오동나무, 오동나

무(총 11종)를 대상으로 수목 메탄올 추출물의

항진균및살충활성을조사하 다.21)

항진균 활성에 사용된 균주는 6종의 목재부

후균과 3종의 표면오염균이며 각각 paper

disc soaking 방법과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 방법으로 측정하 다.

paper disc soaking 방법에서는 PDA(Difco,

USA) 배지에 paper disc(Adventec, Ø8㎜)를

올리고 추출물을 5㎎/disc로 흡수시킨 다음 부

후균 균사의 선단부에서 cork borer(Ø8㎜)를

이용하여 agar block을 취하고 paper disc 위

에 올려 각 균주를 접종하 다. 대조군으로는

MeOH를 paper disc에 흡수시켜 사용하 다.

26-28℃에서 7-10일정도 배양한 후 균사의

직경을 측정하 고, 항진균 활성은 균사 생장

억제율(Hypha growth inhibition rate,

HGIR %)로 나타냈다.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 방법에서는 멸균된 paper

disc에추출물을 50㎍씩흡수시키고도말한평

판배지의 중앙에 포자현탁액(포자수 3×106)을

올려 28℃에서 4-5일정도배양한다. 대조군으

로는 에탄올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배양후 주위에 생성되는 투명환의

유무와크기를측정하 다.

살충활성은권연벌레(Lasioderma serricorne)

성충을 대상으로 topical application 방법으

로측정하 다.; 성충의복부에 25㎍/adult의

Table 1. Antifung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from 11 Korean wood species against wood surface contaminant fungi.

Hyphal Growth Inhibition Ratio(HGIR)(%) = (Dc - Dt)/Dc x 100 

Dc = 무처리 균의 균사직경, Dt =처리제 균의 균사직경

Very good: +++, good: ++, no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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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es holophylla

Ficus carica 

Ginkgo biloba 

Koelreuteria paniculata 

Lindera erythrocarpa

Phellodendron amurense

Rhus verniciflua

Styrax japonica

Taxus cuspidata

Firmiana simplex

Paulownia coreana

전나무

무화과나무

은행나무

모감주나무

비목나무

황벽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주목나무

벽오동나무

오동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ifungal effect

A. niger
Botanical name

P. cyclopium T. vi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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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을 처리하고 12/12시간 명암이 조절되

는 28℃, 70-75%의 항온·항습기에서 24시

간동안배양한후육안과 stereo microscopy

(Stemi-2000C, Zeiss)로 관찰하여 치사율

(mortality)을 측정하 다. 대조군으로는 추출

물대신메탄올을처리하 다.

수목추출물의표면오염균의항진균활성측

정 결과, 황벽나무 추출물은 A. niger에 대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비목나무와 주목나

무 추출물은 T. viride에 대해 매우 우수한 항

진균활성을나타내었다(Table 1).

수목추출물의목재부후균에대한항진균활

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황벽나무와 비목나무

추출물이효과적인것으로관찰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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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fung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from 11 Korean wood species against wood rot fungi. 

A. holophylla

F. carica 

G. biloba 

K. paniculata 

L. erythrocarpa

P. amurense 
R. verniciflua 

S. japonica

T. cuspidata

F. simplex

P. coreana

-

6.75

6.44

-

56.75

99.99

7.98

52.15

15.64

-

3.37

-

0.48

-

5.04

24.22

19.42

3.96

28.06

7.43

2.64

11.27

16.27

8.81

9.49

10.17

80.68

99.99

54.24

55.93

37.29

31.19

44.75

5.94

5.19

8.42

6.68

10.15

6.19

11.39

5.69

0.99

14.85

20.79

23.81

6.52

12.28

23.56

43.86

59.15

25.59

32.33

23.56

4.26

4.01

13.76

14.09

10.07

10.07

31.21

44.97

0.54

17.11

26.85

11.07

12.42

Hypha growth inhibition rate(%)
Botanical name

C. puteana F. pinicola L. lepideus P. placenta T. palustris T. versicolor

Table 3. Contact toxicity of methanol extract from Korean wood species against adult of Lasioderma serricorne.

Control

A. holophylla
F. carica 

G. biloba 

K. paniculata 

L. erythrocarpa

P. amurense

R. verniciflua

S. japonica

T. cuspidata
F. simplex

P. coreana

10(10), 10(10), 10(10)

10(04), 10(05), 10(04)

10(06), 10(05), 10(06)

10(09), 10(09), 10(10)

10(09), 10(08), 10(09)

10(10), 10(09), 10(08)

10(07), 10(07), 10(06)

10(10), 10(08), 10(09)

10(09), 10(07), 10(06)

10(05), 10(04), 10(04)

10(10), 10(09), 10(08)

10(10), 10(07), 10(09)

0.0

56.7

43.3

6.7

13.3

10.0

33.3

10.0

26.7

56.7

10.0

13.3

Botanical name Survival number of adult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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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벽나무 추출물은 C. puterna, L.

lepideus, T. palustris 그리고 T. versicolor

에대해각각 99.9, 99.9, 59.15, 44.97%의강

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어 조사된 수목 중 가

장우수한결과를나타내었다. 

수목 추출물의 권연벌레 성충에 대한 살충활

성을 측정한 결과(Table 3), 전나무와 주목나

무 추출물에서 56.7% 가량의 우수한 치사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전나무, 주목나

무, 그리고 황벽나무 추출물이 각각 목재 오염

균과 곤충에 대해 효과적인 항진균 및 살충 활

성을 나타냄으로써23)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학

적열화원을제어하기위한천연소재로써가능

성을나타내었다.

2.3.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약용식물 17종의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항진

균 활성은 목재 문화재에 생물학적 열화를 일

으키는 갈색부후균 5종, 백색부후균 1종으로

측정하 다.22) 그결과, 17종의약용식물중황

련과 옻 추출물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Table 4). 특히 황련 추출물은 C.

puteana, F. pinicola, L. lepideus, P.

placenta, T. palustris, T. versicolor에 대

해 조사된 약용식물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결과

를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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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fung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from 17 medicinal plants against wood rot fungi.

A. sieboldii

C. unshiu

C. longa

D. batatas 

C. japonica
P. oleracea

L. platyphylla

P. suffruticosa 

A. gigas

A. dahurica

A. asiatica

L. seseloides

L. sibiricus

P. vulgaris

S. pubescens

R. verniciflua

S. flavescens

세신

귤피

강황

마

황련

쇠비름

맥문동

목단피

당귀

백지

애옆

방풍

익모초

하고초

희렴

옻나무

고삼

50.68

31.78

49.86

14.52

99.99

22.74

0.21

12.88

32.60

51.62

99.99

17.81

99.99

30.96

60.47

99.99

99.99

0.21

0.33

13.95

0.18

99.99

0.34

0.33

0.16

22.48

22.68

16.28

5.43

9.30

0.36

0.37

47.80

4.65

50.45

7.55

53.77

13.89

99.99

9.37

7.35

0.58

23.87

51.06

5.74

0.81

4.83

7.55

30.51

50.15

3.93

0.54

0.16

0.21

0.39

99.99

0.29

0.22

0.42

0.71

0.23

0.64

0.33

0.45

10.11

14.62

86.15

43.85

54.55

0.83

45.45

0.22

99.99

0.46

0.39

0.59

22.31

37.19

13.22

15.70

12.39

17.39

43.80

47.11

61.16

44.03

7.46

32.84

0.34

94.03

10.45

11.94

17.16

26.87

29.85

23.88

31.34

26.87

23.88

58.21

89.55

56.72

Hypha growth inhibition rate(%)
Botanical name

C. puteana F. pinicola L. lepideus P. placenta T. palustris T. vers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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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벌레에 대한 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조사

한 결과(Table 5)에서는 세신 추출물이 곤충에

대해효과적인항진균및살충활성을나타냄으

로써유기질문화재의생물학적열화원을제어

하기위한천연소재로서활용가능하리라사료

된다.

2.4. 황벽나무 추출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상기 수목추출물의 수행한 항진균 활성 측정

결과, 수목 중 황벽나무 (P. amurense)23)의

메탄올 추출물은 C. puteana, L. lepideus,

T. palustris 그리고 A. niger에 대해 우수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수피 메탄올 추출

물이 목부 추출물보다 항균활성이 우수하 다.

목재부후균에서는C. puteana가가장적은농

도의 IC50 value (15.24㎎/㎖)를 나타냈으며

표면오염균에서는 A. niger에 대해 우수한 항

진균 활성이 조사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추출물의용매분획물중에서 ethylacetate 분

획에서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로부터 분리한 균주들

과다른목재부후균을추가확인한결과, 대체

적으로표면오염균에대해서좋은항진균활성

을 보 으며 dichloromethane과 ethylacetate

분획물에서높은효능을확인하 다(Table 6).

하지만 A. niger에 대해서는 항진균 활성을

보이지않았으며문화재열화원으로알려져있

으며목재내후성시험에쓰이기도하는백색

95CONSERVATION  STUDIES

Table 5. Contact toxicity of methanol extract from 17 medicinal plants against adult of Lasioderma serricorne.

Control

Asarum sieboldii
Citrus unshiu

Curcuma longa

Dioscorea batatas Decne 

Coptis japonica

Portulaca oleracea

Liriope platyphylla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Angelica gigas

Angelica dahurica

Artemisia asiatica

Ledebouriella seseloides

Leonurus sibiricus

Prunella vulgaris

Siegesbeckia pubescens

Rhus verniciflua

Sophora flavescens

10(10), 10(10), 10(10)

10(02), 10(01), 10(01)

10(10), 10(09), 10(10)

10(04), 10(04), 10(03)

10(04), 10(03), 10(02)

10(03), 10(03), 10(07)

10(10), 10(09), 10(08)

10(10), 10(08), 10(09)

10(10), 10(08), 10(08)

10(05), 10(02), 10(05)

10(10), 10(09), 10(09)

10(09), 10(07), 10(07)

10(09), 10(08), 10(07)

10(10), 10(10), 10(08)

10(10), 10(10), 10(10)

10(08), 10(06), 10(04)

10(10), 10(09), 10(08)

10(07), 10(05), 10(03)

0.0

83.3

3.3

63.3

70.0

56.7

10.0

6.7

13.3

60.0

6.7

23.3

20.0

6.7

0.0

40.0

10.0

50.0

Botanical name Survival number of adult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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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후균 T. versicolor와 갈색부후균인 T.

palustris에 대해서도 높은 활성을 보이지 못

했다. 하지만 문화재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에

대해서 dichloromethane 분획물은 높은 항진

균력을 보 으며 특히 P. citreonigrum H3,

P. toxicarium H4에 대해서는 뛰어난 항진균

효능을나타내었다. 또한 ethylacetate 분획물

에서도 P. osteatus, S. commune, G.

lucidum의 성장을 99.99% 억제하 다. 위의

결과로부터 황벽나무 수피의 추출물이 유기질

문화재 열화원을 제어할 수 있는 재료임을 다

시 한번 확인하 다. 또한 황벽나무 열매의 에

탄올 추출물의 항진균활성 결과, 0.1g/㎖의 농

도에서표면오염균에대한항진균효능은보이

지 않았다. 하지만 목재 부후균의 경우 T.

versicolor를 23% 억제하 으며 T. palustris

를 22% 억제하 으며 0.2g/㎖의 농도에서는

각각 29%, 88%로 억제율이 증가하 다. 이는

황벽나무 수피와 비교했을 때 T. versicolor와

T. palustris에 대해 4배 이상의 높은 항진균

활성을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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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fungal activities of P. amurense bark against mold and wood rot fungi.

C. cladosporioides H1

A. sydowii H2

P. citreonigrum H3

P. toxicarium H4

P. corylophilu H5

A. versicolor H6

Ac. alternatu H7

P. chrysogenum

A. clavatus

A. niger 

A. flavus

A. versicolor

P. polonicum

10

-

13

18

-

-

-

-

-

-

-

-

-

16

-

25

36

-

10.5

12

-

-

-

8

11

-

9

-

15

19.5

11.5

8.5

9

8

11

-

8

8

8

10

10

-

12

-

-

8

-

-

-

-

-

-

-

-

12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 zone (diameter,㎜)

Crude MC EA BuOH Hex DW MeOH

P. osteatus

S. commune

G. lucidum

T. versicolor

T. palustris

2.40

-

2.40

-

5.00

99.99

99.99

99.99

11.00

23.00

99.99

99.99

99.99

-

9.00

3.50

-

41.2

-

29.00

4.70

-

0.14

-

50.00

-

-

-

-

-

-

-

14.00

10.00

-

Hyphal Growth Inhibition Ratio (HGIR, %)

Crude MC EA BuOH Hex DW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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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신 에센셜 오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상기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을 조사한 결과, 약용식물 중 황련(Coptis

japonica)과 세신(Asarum sieboldii) 추출물

이 각각 목재 부후균과 곤충에 대해 우수한 항

진균및살충활성을나타내었다.24, 25, 26) 

황련(C. japonica)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C.

cladosporioides H1, A. sydowii H2에 대해

서는 각각 21㎜, 11㎜의 투명환 직경을 나타냈

으며 그 외의 균주에 대해서는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신 에센셜 오일의 항진균 활성을 조

사한 결과, 1.5㎕/disc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T. palustris, P. palacenta 그리고 C.

puteana에 대해 99.9%의 항진균활성을나타

내었다(Fig. 1). 

또한세신에센셜오일의권연벌레에대한살

충활성을 조사한 결과(Fig. 2) 세신 에션셜 오

일 50% (v/v), 100% (v/v)의 농도로 48시간

처리했을 때 각각 75.0±13.2%, 100%의 치사

율을 나타내었다 (정상대조군: 정상대조군:

3.3±5.8%, 아세톤: 8.3±10.4%

97CONSERVATION  STUDIES

Fig. 1. Antifungal acticity of Asarum sieboldii against wood rot fungi.

Fig. 2. Contact toxicity of Asarum sieboldii against adult of Lasioderma serric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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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부터 11종의 수목추출물과 17

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조사한 결과 수목추출물 중에서는

황벽나무 추출물이, 그리고 약용식물 추출물

중에서는황련과세신추출물이우수한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선발된 천연

소재들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재확인 한 결

과에서도우수한항진균및살충활성을나타내

었다.

Ⅲ. 결론

천연물로부터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학적 열

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효성분을 검색하기 위

해국내자생수목추출물과약용식물추출물을

대상으로 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1. 국내 자생하는 11종의 수목추출물을 대상으

로표면오염균과목재부후균에대한항진균활

성을 측정한 결과, 황벽나무 추출물이 표면오

염균인A. niger에 대해우수한활성을나타내

었고, 특히 목재부후균인 C. puteana, L.

lepideus, T. palustris 그리고 T. versicolor

에 대해 각각 99.9, 99.9, 59.15 그리고

44.97%로가장우수한결과를나타내었다.

2. 약용식물 17종의 메탄올추출물의목재부후

균과 권연벌레 살충활성을 조사한 결과, 황련

추출물이 C. puteana, F. pinicola, L.

lepideus, P. placenta, T. palustris에 대해

99.9% 그리고 T. versicolor에 대해 94.3%의

가장 우수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권

연벌레성충에대한살충활성을측정한결과에

서는 세신 추출물이 25 ㎍/adult으로 24시간

처리했을때 83.3%의치사율을나타내었다.

3. 우수한 항균 활성이 있는 황벽나무 추출물

을 대상으로 재확인 실험 결과, 수피의 메탄올

추출물이목부의메탄올추출물보다항균활성

이 우수하 으며, 열매의 추출물은 T.

versicolor와 T. palustris에 대해 수피와 비

교했을 때 4배 이상의 높은 항진균 활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추출물의 용매 분획물 중에서

ethylacetate 분획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

타났다 ( >99.9%, 100㎎/㎖).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로부터분리한균주들과다른목재부후

균을 추가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표면오염

균에 대해서 좋은 항진균 활성을 보 으며

dichloromethane과 ethylacetate 분획물에

서높은효능을확인하 다.

4. 우수한 항진균 및 살충활성을 나타내는 황

련과세신추출물을대상으로재확인실험을수

행한 결과, 황련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C.

cladosporioides H1, A. sydowii H2에 대해

서는 각각 21㎜, 11㎜의 투명환 직경을 나타냈

으며 그 외의 균주에 대해서는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신 에센셜 오일의 항진균 활성을 조

사한 결과, 1.5㎕/disc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T. palustris, P. palacenta 그리고 C.

puteana에 대해 99.9%의 항진균활성을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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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신 에센셜 오일의 권연벌레에 대한 살

충활성을 조사한 결과 세신 에션셜 오일 50%

(v/v), 100% (v/v)의 농도로 48시간 처리했을

때 각각 75.0±13.2%, 100%의 치사율을 나타

내었다.

이상의결과부터황벽나무와세신에센셜오

일은각각목재부후균과곤충에대해효과적인

항진균및살충활성을나타냄으로써유기질문

화재의생물학적열화원을제어하기위한천연

소재로써의가능성을시사한다. 

또한 이들 천연 수목 및 식물 추출물의 유기

질 문화재 재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이들을 박물관 등의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재질에 대한 안정성 평

가는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학적 열화원

을 제어하기 위한 천연 소재 후보 물질들은 탐

색함27, 28, 29, 30)과 동시에 목재, 지류, 섬유류

등 유기질 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안정성 평가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상기 결과들은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현장적용가능한천연보존처리제

개발에활용가능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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