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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과수재배기술의 핵심은 병해충과의 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수 재배 기간 동안 많

은 농약을 사용하게 된다. 과일 지를 사용함으로써 과실에 직  되는 농약은 방지할 수 

있으나 과실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과일 지 제조에 있어서 농약을 원지에 코

 시 혼합하여 탑재하 다. 과일 지에의 농약 탑재는 지 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과일

지에 탑재된 농약이 과실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과일 지 생산에 있어서 농약의 효능을 체할 수 

있는 친환경 인 천연 체물의 모색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과일 지에 있어서 농약의 

기능은 과일 지 자체를 곰팡이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내부의 과실에 병해충이 이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이다. 병원균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기 해서 사용한 것이 농약이며 구체

으로는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부제는 antiseptic로 명명되며 “물질의 부패를 막는 약제” 즉, 동식물성 유기물이 미생물

의 작용에 의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방부이고, 보존을 목 으로 방부하기 해서 첨가

하는 약제가 방부제이다. 미생물을 사멸시키지 않는 에서 소독제․살균제와는 다르지만 실

제로는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일반 으로 방부제라고 하면 식품․화장품․의약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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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막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보존하는 동안에 그 순도를 유지시키기 해서 첨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그 첨가로 인해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리․정제된 화합물  나무 추출성분의 항균성을 조사하여 최  

화합물을 선발한 후 이들 화합물을 혼합하여 최 의 항균효과를 검증하 다.

2 .  재 료  방 법

2 . 1 .  공 시 재 료

2.1.1. 천연 추출물(Natural extractives, NX)

  천연 추출물 A～G 시료 300 g을 물 500 mL에 첨가한 후 약 3시간 동안 가열하면서 

reflux시켰다. 그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 여과  농축 과정을 반복하여 추출물을 제조하 다. 

농축이 용이하게 되지 않는 시료의 경우 에탄올 1 L에 침 시켜 상등액을 제거하고 남은 잔

사를 취합하여 다시 여과, 농축 과정을 반복하 다. 

2.1.2. 정제 화합물(Purified compound, PC)

  본 연구에 사용된 정제 화합물은 시 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으로써 방부효과가 있다고 알

려진 정제 화합물 1～6을 사용하 다.

2.1.3. 비교구

  술된 7종의 천연 추출물과 6종의 정제 화합물의 항균력을 비교하기 해 과일 지 제조 

시 일반 으로 투입되는 농약 2종(AC-I, AC-II)을 비교구로 사용하 다.

2. 2.  PDA배지 제조

  Potato extract 4 g + Dextrose 20 g + Agar 15 g을 증류수 1 L와 함께 교반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시킨 후, 이를 autoclave (HST 506-6, Han Baek ST, Korea)에서 120℃, 20분간 멸균

하 다. 멸균 후 온도가 약 60-70℃가 되었을 때 멸균된 clean bench에서 petri dish에 PDA 

멸균액을 40 mL씩 나 어 담았다. 이 때 PDA 배지의 pH는 5.6±0.2 (room tempera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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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균 탁액

  사과에 주로 발생되는 겹무늬썩음병 균주를 PDA배지에 올려놓고 증류수 1 mL를 하

시킨 후 5일간 30℃의 incubator에서 성장시켜 균을 배양시켰다. 배양된 균은 와이어를 이용

해서 어내어 시험 에 넣고 증류수 10 mL에 고르게 분쇄·분산시킨 후 멸균 glass wool을 

통과시켜 이물질을 제거하 다. 이물질이 제거된 포자 탁액을 5,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

심분리하고 침 된 포자를 멸균수에 분산시켜 다시 원심분리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 다. 원

심분리에 의하여 얻어진 포자를 10 mL의 증류수에 분산시켜 탁액을 제조하 다.

2. 4.  항균시험

2.4.1.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 선별

  제조한 PDA 배지에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을 에탄올 용액에 희석하여 paper disk에 

25 ㎕, 50 ㎕, 100 ㎕를 정하여 항균시험을 실시하 다. 실제로 과일 지 제조공정에서 사

용되는 농약의 양이 paper disk의 단  면 (0.5 cm
2

)당 50 ㎕가 투입되므로 이를 기 으로 

사용하 다.

2.4.2. 항균시험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의 항균시험 후 선발된 NX-E와 PC-2  PC-6을 비율별로 혼

합하고 조구로서 무처리 filter paper(No. 2)와 농약 2종을 에탄올 용액에 희석하여 1.5×1.5 

cm의 filter paper(No. 2)에 50 ㎕를 정하여 항균시험을 실시하 다. 실제로 과 지 제조공

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양이 paper disk의 단  면 (2.25 cm
2

)당 50 ㎕가 투입되므로 이를 

기 으로 사용하 으며,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의 혼합비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mixture ratio of natural extractives and purified compounds

Type Mixture ratio note

NX-E + PC-2 5 : 5

50 ㎕ 
NX-E + PC-6 2 : 8

PC-2 + PC-6 2 : 8

NX-E + PC-2 + PC-6 2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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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과  고 찰

3 . 1 .  천 연  추출물   정 제 화 합 물 의 선 별

  T able 2는 0.5 cm
2

의 paper disk에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을 함량별로 하시켜 항균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천연 추출물의 경우, NX-E는 모든 함량에서 주변으로 

균사가 근하지 못하여 뛰어난 항균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PC-2와 PC-6에서 균사의 근이 차단되는 것을 찰하여 항균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외에 다른 천연 화합물과 정제 화합물들은 항균성이 발 되지 않았다. 

T able 2 .  T h e anti-microbial test of various preservatives

Type 0 day 5 days

NX-E 50㎕

PC-2 50㎕

PC-6 50㎕  

3 . 2 .  항균시 험

  Table 3은 2.25 cm2의 paper disk에 선발된 천연 추출물과 정제 화합물, 그리고 천연 추출

물과 정제 화합물 일정 비율을 혼합한 체물질을 50㎕로 하시켜 항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농약은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함량만큼 처리하 으나 항균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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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지는 않았다. 

  NX-E는 균사의 근이 용이하지 않아 항균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PC-2와 PC-6에서도 항균성을 보 다. 특히 NX-E, PC-2  PC-6을 모두 혼합한 물질을 

처리한 경우에 가장 뛰어난 항균성을 보 다. 

T able 3 .  T h e anti-microbial test of selected preservatives

Type 0 day 5 days 

Control

AC-I

50㎕

NX-E+PC-2

(5 : 5)

50㎕

NX-E+PC-2+PC-6 

(2 : 2 : 6)

50㎕

4 .  결  론

  단리․정제된 화합물  나무 추출성분의 항균성을 조사하여 최  화합물을 선발한 후 이

들 화합물을 혼합하여 최 의 항균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X-E에서 가장 좋은 항균성을 보 으며 NX-A에서도 약간의 항균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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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2, PC-4  PC-6이 비교  높은 항균성을 보 다. 단지, 과일 지에 용 시 

PC-4의 가격이 높아 용이 힘들다는 단 이 있다.

3. NX-E, PC-2, PC-6을 혼합하여 용하 을 때 가장 높은 항균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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