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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microbial activity and bactericidal activity of Caesalpinia sappan L. extracts were investigated against five

food-borne pathogens, E. coli, S. aureus, S. typhimurium, B. cereus and L. monocytogenes.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revealed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five pathogens. In particular, by paper disc diffusion

the highest activity was shown against L. monocytogenes. Antimicrobial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showed the

most potent activities, but hexane fraction had no activity. Fractions of ethyl acetate and butanol turned out to have

higher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Gram(+) bacteria than Gram(−) bacteria.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against five food-borne pathogens was 1.563 mg/ml on Gram(+) bacteria and 3.125 mg/ml on

Gram(−) bacteria. The result of antimicrobial activity in a shaking flask method showed that bacterial growth rate

fell by more than 99.999% at 3.125 mg/ml of methanol extract. The highest rate of viable reduction (99.998%) was

shown at 0.781 mg/ml of methanol extract against L. monocytogenes. After five minutes of reaction between test

strains and methanol extracts, the growth rates of five kinds of bacteria were reduced by more than 99.999% at a

concentration of 100 mg/ml.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methanol extracts of Caesalpinia sappan L. can be

developed as a natural sanitizer or disinfectant. 

Key words: Caesalpinia sappan L., Antimicrobial activity, Bactericidal activity, Disinfectant

I. 서 론
 

식중독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병원성 대장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발

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절한 살균 과정이 누락되

었을 경우 작업자의 손이나 조리 기구로부터 교차

오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1) 균에 오염된 전

처리 기구는 원부재료를 전처리할 때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2) 원재료, 조리 기구 및 조리 종사원

의 손과 최종 조리음식간의 교차오염이 발생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3) 이러한 교차오염으로 인한 세균

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살균 소독 등의 처리뿐만 아니라 식품과 접촉하

는 모든 작업자, 용기 및 조리 기구에 대한 적절한

살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4) 또한 조리 후 항균비

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은 경우 손 오염 감소에 확

실한 효과를 나타내고,5) 단체급식소 기구 등의 미생

물 감소를 위해 살균소독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2002년 8월 식품위생법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

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가 신설되어 모든 식품 가

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조리 기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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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장 등은 기준 및 규격이 인정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 제7조 2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7,8) 200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62호로 살균소독제

에 대한 규격과 시험법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

격에 신설하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9)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살균소독제로는 염소

계열, 요오드계열과 같은 화학 살균소독제로 살균소

독력의 유효성을 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악

취, 금속 부식성과 피부에 대한 자극 등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

운데,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물질의 식품첨가물과 항

균물질의 검색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10-12)

항균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진 한약재와 약용식물

의 methanol 추출물을 한천배지 확산법으로 항균력

을 측정하고, 그 중에서 항균 효과가 큰 소목을 대

상으로 항균력과 살균소독력을 측정하였다.

소목(Caesalpinia sappan L.)은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남부 등의 열대 아시아에 분포하는 낙엽 관목

의 콩과 식물이다. 목재는 단단하고, 심재는 밝은 홍

색으로 약용으로 사용되며, 나무껍질과 열매에는 색

소가 있어서 홍색 염료로 이용되기도 한다.13) 지금

까지 소목의 생리학적 활성 연구로는 혈관이완,14) 면

역강화,15) 항염증,16) 항균,17,18) 항암작용,19) 항바이러

스20,21) 등의 작용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작용을 가진 소목의 methanol 추출물을 이

용하여 항균력을 알아보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살

균소독력을 측정하여 천연 살균소독제로서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소목(Caesalpinia sappan L.)은 2010

년 5월 대구약령시에서 건조 상태의 재료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항균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천연 보

존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DF-100(grapefruit seed

extract)을 (주)에프에이뱅크로부터 구매하여 양성대

조시료로 사용하였다.

2. 사용균주 및 배지

이 실험에 사용한 표준균주들은 Gram(−) 균주로

써 Escherichia coli ATCC 10536,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을, Gram(+) 균주로써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Bacillus cereus

ATCC 21772,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1

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균의 증식과 항균력 측정을

위한 배지로는 Mueller Hinton agar(MHA)와 Tryptic

Soy agar(TSA)를 사용하였다.

3. Methanol 추출물 및 용매 분획

분쇄한 시료에 5배량(W/V)의 methanol을 가하여

35oC에서 24시간씩 3회 진탕하여 추출하고, 여과하

여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

하여 사용하였다. Methanol 추출물의 용매분획은

methanol 추출물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현탁

시키고 증류수와 동량의 n-hexane을 가하여 진탕하

고 방치한 다음 분획 후 농축하여 n-hexane 분획을

얻었다. 남아있는 수용성층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chloroform, ethyl acetate 및 n-butanol을 첨가하여

순차 분획한 후 농축하여 각각 유기용매 분획 및 물

분획을 얻어 사용하였다. 

4. 한천배지 확산법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항균성 검색은 paper disc

(Ø6 mm)를 이용한 한천배지 확산법22)으로 실험하

였다. 공시균주를 Mueller Hinton broth(MHB)에 접

종하여 37oC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액을

McFarland No. 0.5 농도가 되게 희석하였다. MHA

에 희석한 균액을 멸균 면봉으로 도말하고, DMSO

에 용해한 후 membrane filter(0.45 µm pore size,

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U.S.A)로 제균시킨

추출물 30 µl를 paper disc에 흡수시킨 후 배지에 밀

착시켰다. 37oC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disc

주위에 inhibition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최소성장억제농도 측정은

추출물을 DMSO에 용해하여 최고농도 50 mg/ml에

서 0.195 mg/ml까지 2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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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에 멸균 면봉으로 공시균주를 도말하고 각 단

계의 희석 용액을 흡수시킨 paper disc를 평판배지

위에 놓고 37oC, 24시간 배양한 후 육안으로 관찰

했을 때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는 농도를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로 결정하였다.

5. 진탕 플라스크법

한국산업규격(KS) 항균기능 제품의 항균력 시험

방법 진탕플라스크법(KS-J-4206)으로 실험하였다.23)

Tryptic Soy broth(TSB)에 공시균주를 접종하고, 37oC

에서 24시간 배양한 균수가 1 × 105~5 × 105개 되도

록 희석 조제하여 1.0 ml씩 TSB가 들어있는 250 ml

용량의 멸균 삼각 플라스크에 접종한 것을 시험 용

액으로 하였다. 소목 methanol 추출물을 멸균수로

희석한 것을 시험 시료로 하고, 대조 시료는 중화

용액을 사용하였다. 중화 용액은 sodium chloride

8.0 g, potassium chloride 0.2 g, disodium phosphate

1.44 g, sodium phosphate 0.24 g을 증류수 1000 ml

에 녹인 후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시험 용액에 시험

시료 3개와 대조 시료 3개를 넣어 균일하게 혼합한

삼각 플라스크를 37oC에서 120 rpm으로 24시간 진

탕하였다. 접종 즉시 시험 시료와 대조 시료를 포함

하고 있는 균액을 채취하여 TSA를 사용하여 균접

종 초기 균수를 측정하였다. 배양 24시간 후 대조

시료 및 시험 시료를 포함하는 시험 용액을 채취하

고 TSA를 사용하여 37oC 24시간 배양 후 균수를

확인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대조 시료와 시험 시료

의 균수 차이로 감소율을 계산하였다.

6. 살균소독력 시험

살균소독력 시험은 식품첨가물 공전 살균소독력

시험법24)에 따라 살균소독제와 공시균주를 5분간 반

응시켜 초기균수의 감소율(%)을 측정하였다. 시험관

에 간섭물질 1 ml 및 시험균주 현탁액 1 ml를 첨가

하여 즉시 혼합하고, 20oC 항온수조에서 2분간 방치

한 후 시험 용액 8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20oC

항온수조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혼합액 1 ml

를 취하여 중화제 8 ml와 물 1 ml가 들어있는 시험

관에 넣고 20oC 항온수조에서 5분간 중화시켰다. 중

화 완료 후 중화반응액 1 ml씩 2매의 페트리접시에

각각 넣고 TSA 배지를 가하여 배양한 집락수로부

터 생균수 감소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살균소독력 시

험과 동시에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균과 시

험용액 별로 다음의 식에 따라 생균수 감소율을 각

각 계산하였다. 생균수 감소율이 99.999% 이상일 때

살균소독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생균수 감소율(%) = 

N : 시험균주 현탁액의 생균수(cfu/ml)

Na : 시험용액의 살균소독 작용에 의한 생균수(cfu/ml)

III. 결과 및 고찰

1. Methanol 추출물의 항균활성

살균소독력 시험법에서 제시하는 5종의 표준균주

에 대한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항균활성 결과는

Table 1 및 Fig. 1과 같다. Methanol 추출물 50 mg/

ml에서 항균활성은 모든 균에 대하여 나타났으며,

특히 Gram(+)균인 S. aureus, B. cereus 및 L.

monocytogenes에서 각각 26 mm, 25 mm 및 29 mm

로 강하게 나타났다. Gram(+)균 중에서도 L.

monocytogenes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Shan

등25)은 20가지 향신료와 26가지 약용식물의 추출물

로 E. coli, S. aureus, B. cereus, S. typhimurium 및

L. monocytogenes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활성 실험

에서 S. aureus가 감수성이 가장 크고, E. coli가 가

장 작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

상을 보였다. 실험에 사용된 식물 추출물의 Gram(+)

균에 대한 감수성이 Gram(−)균보다 크다는 결과25,26)

N 10Na–

N
----------------------- 100×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against pathogenic bacteria

Microorganisms

E. coli S. aureus B. cereus S. typhimurium L. monocytogenes

Caesalpinia sappan L. 13* 26 25 15 29

DF-100 18 25 26 13 28
*Inhibition zone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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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았다. Gram(+)균과 Gram(−)균의 세포벽의 주

성분은 뮤코펩티드(mucopepetide)로 세포벽의 강인

성을 유지하고 Gram(−)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드글리

칸 성분 외에 당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막이 존

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Gram(+)균에서 보다 큰 항

균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 대조군으

로써 50 mg/ml 농도의 DF-100의 항균활성은 5종의

균 모두에서 활성을 나타내었고, Gram(+) 균주에서

소목 methanol 추출물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2. 유기용매 분획물별 항균활성

Methanol 추출물을 유기용매로 분획하여 얻은 분

획물의 항균활성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항 influenza 활성 측정 결과에서

hexane 분획물의 influenza virus 억제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20) B. cereus에 대한 약간의 항균활성을

제외하고 n-hexane 분획물에 대한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항균활성 성분은 극성에 가까운

물질로 생각된다. 국내산 약용식물 추출물에 대한 분

획별 항균활성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강

한 항균활성을 보였으나,27) 분획물별 항균활성 결과

butanol 분획물도 ethyl acetate 분획물 만큼 강한 항

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한약재의 채

취시기, 채취장소, 추출 조건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최소성장 억제 농도(MIC)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MIC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 coli, S. aureus, B.

cereus, S. typhimurium 및 L. monocytogenes에 대한

MIC는 각각 3.125 mg/ml, 1.563 mg/ml, 1.563 mg/

ml, 3.125 mg/ml 및 1.563 mg/ml이었다. S. aureus와

E. coli에 대한 MIC는 1.6 mg/ml와 3.2 mg/ml로 최

등28)과 조 등29)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4. 진탕 플라스크법에 의한 항균활성

진탕 플라스크법에 의한 항균활성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E. coli 및 S. typhimurium에 대하여 3.125

mg/ml에서 99.999%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고, S.

aureus와 L. monocytogenes에 대하여 1.563 mg/ml

에서, B. cereus는 6.25 mg/ml에서 99.999% 이상의

Fig. 1. Antimicrobi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against E. coli, S. aureus,

B. cereus, S. typhimurium and L. monocytogenes.

1 : Blank (DMSO)

2 : Test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50 mg/ml)

3 : Positive control (DF-100, 50 mg/ml)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each solvent fraction of Caesalpinia sappan L. against pathogenic bacteria

Solvent fractions

Microorganisms Chloroform Ethyl acetate n-hexane Butanol Water

E. coli 12* 10 0 12 0

S. aureus 18 25 0 23 13

B. cereus 17 23 9 22 14

S. typhimurium 13 14 0 13 13

L. monocytogenes 19 28 0 29 14 
*Inhibition zone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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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을 보였다. 이것은 B. cereus를 제외하고 디스

크 확산법을 이용한 최소성장 억제 농도 실험 결과

와 같은 경향이다. 0.781 mg/ml에서 감소율을 비교

하였을 경우 L. monocytogenes에 대하여 99.998%로

항균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목 methanol 추

출물은 시험 균주 5종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항

균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살균소독력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살균소독력 실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균 감소율이 L. monocytogenes에 대

해 50 mg/ml에서 균이 생육되지 않아 감소율 100%

로 가장 높은 살균소독력을 보였다. B. cereus와 S.

typhimurium에 대해서 100 mg/ml에서 균이 생육되

지 않았고, E. coli와 S. aureus에서 99.999% 감소율

을 나타냈다. 미생물 5종 모두에서 100 mg/ml에서

생균수 감소율이 99.999% 이상으로 살균소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ram(−)균이 Gram(+)균보

다 살균소독제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살균소독력 시험결과에서 E. coli보다 S.

Tabel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against pathogenic bacteria

Microorganisms
Concentration (mg/ml)

6.25 3.125 1.563 0.781 0.391 0.195

E. coli − − + + + +

S. aureus − − − + + +

B. cereus − − − + + +

S. typhimurium − − + + + +

L. monocytogenes − − − + + +

−: No growth, +: Growth.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Caesalpinia sappan L. using shake flask method against pathogenic bacteria

Microorganisms
Concentration (mg/ml)

6.25 3.125 1.563 0.781

E. coli 99.999±0.000* 99.999±0.000 99.917±0.004 99.658±0.015

S. aureus 100±0 99.999±0.000 99.999±0.000 99.992±0.000

B. cereus 99.999±0.000 99.994±0.000 99.894±0.003 94.447±0.640

S. typhimurium 99.999±0.000 99.999±0.000 99.988±0.000 99.237±0.018

L. monocytogenes 100±0 100±0 99.999±0.000 99.998±0.000
*Number represents reduction rate (%) at given concentration of methanol extract. 

All values are mean of three observations.

Table 5. Reduction rate on viable count (cfu/ml)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of methanol extract of Caesalpinia

sappan L.

Microorganisms
Cocentration (mg/ml)

100 50 25

E. coli 99.999±0.000* 99.948±0.003 98.745±0.069

S. aureus 99.999±0.000 99.800±0.016 94.761±0.261

B. cereus 100±0 99.841±0.005 98.704±0.033

S. typhymurium 100±0 99.746±0.025 97.460±0.214

L. monocytogenes 100±0 100±0 99.085±0.077
*Number represents reduction rate (%) at given concentration of methanol extract. 

All values are mean of three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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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에서 살균소독력이 낮은 것은 E. coli는

peptidoglycan층에서 교차결합하는 두 tetrapeptide의

가교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데 반해서 S. aureus는

복잡한 3차 구조로 되어 있고 일부 살균소독제 성

분과 결합하여 세포벽에 유효성분의 침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시균주 및 식품분리균주 모두 제어가

어렵다고 보고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30) 또한 살균소독력이 항균활성과 다른 경향을 보

이는 것은 항균활성과 살균소독력에 작용하는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농도와 반응 시간의 차이 때문으

로 생각된다. 

실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살균소독제는 in vitro

에서 살균력을 인정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정

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보고,4) 같은 속(genus)

균주라 하여도 종(species)에 따라 소독제에 대한 활

성이 다르다는 보고,31,27) 살균소독력 시험법에서 제

시하는 표준균주와 식품으로부터 분리한 식중독균의

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보고32)를 감안할 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상품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소목(Caesalpinia sappan L.) methanol 추출물의

5종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활성과 살균소독력을

한천배지 확산법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50 mg/ml에

서 모든 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였으며, L.

monocytogenes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Methanol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천연 보존제 DF-10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목 methanol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물과 물 분

획물의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n-hexane 분획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획물에서 항균활성이 나타

났으며, ethyl acetate 분획물과 butanol 분획물이 다

른 분획물에 비해 Gram(+)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

이 높았다. 5종의 미생물에 대한 methanol 추출물의

최소성장 억제농도 측정결과에서 Gram(+) 균주에

대한 MIC는 1.563 mg/ml였고, Gram(−) 균주에 대

한 MIC는 3.125 mg/ml였다. 진탕 플라스크법에 의

한 항균활성 결과에서 E. coli, S. typhimurium 및 S.

typhimurium에 대하여 3.125 mg/ml에서 균 감소율

99.999%를 나타냈고, S. aureus, L. monocytogenes

의 균 감소율이 99.999%를 나타내는 농도는 1.536

mg/ml였다. 살균소독력 결과는 100 mg/ml에서 5종

의 균에 대하여 99.999%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으

며, L. monocytogenes에 대한 항균활성과 살균소독

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소목 methanol 추출물이 균주에

따라 활성에 차이는 있지만 식중독 균에 대하여 항

균활성과 살균소독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천연

살균소독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식

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상품화를 위하여 식품에

서 분리한 균들과 실제 작업환경들을 고려한 추가적

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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