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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삼나무의 건조  발생하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erpenoids 성분을 분석하기 

해 thermal extractor를 이용하 다. 기존의 건조 조건을 고려하여 27°C, 60°C, 80°C, 100°C, 120°C에서 실험

을 실시한 결과 온도 조건이 높아질수록 VOCs와 terpenoids의 방산량이 증가하 다. 방산된 VOCs  terpe-

noids 화합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의 온도에 해 87.5%, 81.6%, 83.6%, 90.1%, 97.3%로 특히 100°C와 

120°C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 δ

-cadinene이었으며 이 외에도 총 32종류의 다양한 terpenoids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방산된 성분들은 모두 

탄소 15개로 이루어진 sesquiterpene 류에 속하는 성분으로서 삼나무를 이루는 주요 성분임을 확인하 다. 방산

된 sesquiterpenes 화합물의 이용을 모색하고자 피부사상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한천희석법을 이용하여 평가

해 보았다. 그 결과 공시 균주 Trichophyton rubrum, Trichophyton mentagrophytes, Microsporum gypseum

에 해 모두 활성을 나타냈다. 시료의 농도가 5000 ppm일 때에는 3 균주에 해 모두 100%의 활성을 나타냈으

며 1000 ppm일 때에는 95.2%, 98.7%, 97.3%의 활성을, 100 ppm일 때에는 90.5%, 43.6%, 85.9%의 활성을 

각각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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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rpenoids of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released during drying of Cryptomeria japonica using the thermal extractor (TE). 

Considering the drying process of C. japonica, temperatures of TE were set at 27°C, 60°C, 80°C, 

100°C, and 120°C, respectively. As the result, the emission factors of VOCs and terpenoids were 

in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The amount of terpenoids included in VOCs emission factors 

were 87.5%, 81.6%, 83.6%, 90.1%, and 97.3% depending on above temperatures, respectively. 

Especially at 100°C and 120°C, the amount of terpenoids were measured more than 90%. δ-cadinene 

was the highest yield at each temperature and 32 types of terpenoids were collected.  Emitted 

terpenoids were classified into the sesquiterpene group which consists of 15 carbon sources. 

These 32 sesquiterpenes were used for determining the useful bioactivity such as antifungal activity 

by the agar dilution. As the result, they showed the antifungal activity against Trichophyton 

rubrum, Trichophyton mentagrophytes, Microsporum gypseum. The 5,000 ppm concentration of 

terpenoids showed a strong activity with 100% against the 3 fungi. At the 1,000 ppm concentration 

of terpenoids, the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three fungi were 95.2%, 98.7%, and 97.3%, and their 

activities were a little inhibited at 100 ppm concentration.

Keywords : Cryptomeria japonica, VOCs, terpenoids, sesquiterpene, δ-cadinene, antifungal activity

1. 서  론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는 일본 원산의 상록

교목으로 제주도 지방과 남부지방에 리 분포되어 

있는 수종이다. 재 삼나무는 내장재, 가구재, 도로용 

깔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출성분에 의한 생리

활성 등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Kofujita et al., 2001; Matsushita 

et al., 2006). 삼나무 원목을 내장재나 가구재로 이

용하기 해서는 목재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즉 

건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목재는 건조 과정

을 통해 뒤틀림, 수축, 할렬, 변색, 충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만약 목재를 정식 건조하지 않

을 시 사용  건조결함이 발생하여 심각한 손상을 

래할 수 있다(McDonald et al., 2002). 삼나무가 

가장 리 분포되어 있는 제주도 지방의 건조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 하여 건조

시키는 열기건조법을 이용하고 있다. 열기 건조법은 

건조실 내 공기의 온도, 습도와 풍속을 완 히 조

하는 방법으로서 열손실과 열 달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해 최고온도 82∼93°C에서도 건조시킨다. 

최근에는 건조시간 단축, 에 지 약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건구 온도가 100°C를 넘는 고온 열기건조 

방법이 침엽수와 활엽수 건조에 사용되고 있다(정 

등, 2008). 

그런데 목재의 열기 건조 에 많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들이 방산

된다는 주장이 보고되고 있다(Crinn et al., 1983; 

Mcdonald and Wastney 1995). 건조 과정에 어떠한 

약품도 첨가하지 않는 과 온도를 높이기 해 열을 

가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VOCs가 목재로부터 방

산되는 것이라 상할 수 있다. VOCs는 기타 산업

인 공정을 통해서도 다량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포름

알데히드, 벤젠, 페놀 성분들이 다량 속해 있어 기

를 오염시키는 인자로 인식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목재 건조  발생하는 VOCs 성분에는 ter-

penoids 화합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Englund and Nuss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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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McDonald et al., 2002). 침엽수 Southern 

pine 제재목을 115°C에서 고온 열기건조 시킨 결과 

휘발성분  monoterpenes이 90∼95%를 차지하

으며(Ingram et al., 1995) 최근 스웨덴에서는 침엽

수 Scot pine과 Norway spruce를 60∼65°C로 열기

건조를 시킨 결과 acetic acid, formic acid 등의 화합

물과 함께 monoterpene이 VOCs에 90% 이상 포함되

어 있었다(Englund and Nussbaum, 2000). 

Monoterpene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구조를 이

루는 terpenoids는 식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이차 

사산물로서 식물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고 외부로부

터 방어해주는 보호물질로 알려져 왔다(McGarvey 

and Croteau, 1995; Harborne et al., 1991). 하지만 

최근까지 밝 지는 수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terpenoids는 식물 자신의 보호기능을 넘어 인간에

게 항염, 항바이러스, 항 박테리아, 면역기능 강화, 

진정, 항 알 르기, 방부제 효과 등 유용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에

서 각 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McGarvey and 

Croteau, 1995; Soliman et al., 1994; Vila et al., 

1999). 이러한 terpenoids 화합물의 유용성이 밝 지고 

있지만 재 삼나무 건조 과정에서는 건조  발생하

는 terpenoids 화합물이 포함된 VOCs가 따로 포집되

지 않고 그 로 공기 에 방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 맞춰 thermol extractor

를 통한 terpenoids 화합물을 분석하고 방산된 ter-

penoids 화합물의 이용을 모색하고자 피부사상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평가하여 천연항진균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수종은 제주도에서 생육한 삼나무를 

상으로 하 으며, 서귀포 산림조합 목재가공 공장

에서 제재하 다. 제재한 원목을 심재(heartwood), 

변재(sapwood)로 나 어 20 × 10 × 5 mm 크기로 

chipping하 다. Chipping된 시료는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4°C에서  냉장보  하 다. 

2.2. Thermal Extractor (TE) 분석

Thermal Extractor (TE) 분석은 소량의 시료를 이용

하여 시료로부터 방산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포집할 수 있다. 

Thermal Extractor (TE)를 지정한 온도 27, 60, 80, 

100, 120로 가열시킨 후 가열된 thermal extractor 

chamber에 Chipping된 심재, 변재 각각의 시료(20 × 

10 × 5 mm)가 들어있는 유리 을 삽입하 다. 삽입 

후 시료로부터 방산되는 휘발 성분은 10분 동안 포집

하 고 포집량은 0.5 ℓ로 실시하 다. 이 때 시료로

부터 방산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flowing gas인 고순

도 질소(N2)에 의해 tenax tube (Supelco, 17.8 cm)

에 흡착하 다. Tenax tube는 수분이 제거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시키고 이후 열 탈착식 가스크로

마토 질량분석기(TDS-GC-MSD, Thermal Desorption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에 의해 흡

착된 성분들을 분석하 다.

2.3. TDS-GC-MSD

GC (model-Agilent 6890) column은 HP-VOC 

(60.0 m × 320 µm × 1.8 µm)를, carrier gas는 헬륨을 

사용하 다. 온도 조건은 injector 220°C, detector 

250°C이었으며, oven 온도는 기온도 50°C에서 5분간 

유지시킨 후 5°C/min씩 승온시켜 최종온도 250 °C까

지 상승시킨 후 10분간 유지하 다. Split ratio는 

30:1을 사용하 고 mass range는 35∼350 m/z이고 

EI mode로 분석하 다. 얻어진 시료 피크의 mass 

data와 표  library data와의 비교를 통하여 피크의 

화합물 구조를 확인하 다. 

2.4. 응축액 분리
 

삼나무로부터 휘발된 성분들에 해 생리활성을 

평가하기 해 clevenger type의 기기를 이용, 증기

증류법으로 응축액 형태의 휘발성분들을 포집하

다. 20 × 10 × 5 mm 크기로 chipping된 심재와 변재 

500 g에 증류수 1 ℓ를 첨가하여 100°C의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가열 하여 삼나무 응축액을 포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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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ission factors of VOCs and terpenoids

released during drying of C. japonica in

the TE.

Fig. 2. The relative proportion of terpenoids in-

cluded in VOCs emission factors. 

다. 응축액은 ethyl acetate를 100 ㎖씩 첨가하여 3회 

추출하 고 rotary evaporator를 통해 농축시킨 뒤 

sodium sulfate를 이용해 수분을 제거해  다음 생리

활성 평가를 해 5°C에서 보 하 다. 

2.5. 항진균 활성 

생리활성  항진균 활성 측정을 해 사용된 균주

는 피부사상균으로서 Trichophyton mentagrophytes 

(KCCM 11950), Trichophyton rubrum (KCCM 60443), 

Microsporum gypseum 3종을 사용하 다. 각각의 균

은 Sabouraud Dextrose Agar (SDA)배지에 도말한 

후 26°C에서 선배양시켜 4°C에서 보 하 다. 항진

균 활성을 측정하기 해 한천희석법(agar dilution)

을 이용하 다. ∮50 mm petridish에 최종농도가 

100, 1,000, 5,000 ppm이 되도록 각각의 추출물을 

SDA 배지에 희석시켜 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배양 

시킨 T. mentagrophytes, T. rubrum, M. gypseum를 

4 mm borer로 뚫어 각각의 plug을 추출물이 함유된 

SDA 배지에 종시켜 26°C에서 배양시켰다. 조구

의 균사 생장이 완료된 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항

진균 활성을 비교하 다.

항진균 활성(%)

 = [{ 조구의 균사 생장환 직경(mm) - 처리구의 

균사 생장환 직경(mm)} / 조구의 균사 생장

환 직경(mm)] × 100

3. 결과 및 고찰

3.1. VOCs와 Terpenoids의 방산량 

Thermal Extractor (TE)를 통해 삼나무로부터 방

산되는 VOCs의 양을 측정한 결과 온도 조건 27, 60, 

80, 100, 120°C에서 1.30, 2.47, 8.64, 32.70, 36.0 

mg/m2h이 방산되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산량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Fig. 1). 방산된 VOCs  

terpenoids 화합물들이 차지하는 양은 각각의 온도

에서 0.95, 1.73, 7.17, 29.47, 35.12 mg/m2h로 VOCs 

방산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산량 

한 증가하 다. 특히 80°C에서 100°C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VOCs와 terpenoids의 방산량이 격히 증

가함을 보 는데 이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0°C에서 100°C로 온도의 증가로 인해 끓는 이 높

은 새로운 물질들이 방출되었기 때문이라 단된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VOCs  terpenoids가 각각의 

온도에서 87.5, 81.6, 83.6, 90.11, 97.33%를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1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terpenoids 

화합물이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Fig. 2). 

이처럼 목재의 건조 과정  방산되는 VOCs  

terpenoids 성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이 의 연구들에 의해서도 밝 진 바 있다(Englund 

and Nussbaum, 2000; McDonald et al., 2002). 

Norway spurce 제재목을 60∼65°C로 건조한 결과 

목재의 0.04∼0.006%에 해당하는 VOCs가 방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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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ve proportion (% of VOCs) and the retention time of individual compounds 

emitting from C. japonica in TE

Compounds
Relative proportion (%), (Retention time, min)

27°C 60°C 80°C 100°C 120°C

Bicyclo-sesquiphellandrene 5.35(48.08) 6.09(46.51) 8.8(48.09) 4.11(46.68)

Cadina-1,4-diene   3.48(49.40) 1.97(49.52) 3.05(49.34) 3.5(49.40) 0.97(53.58)

Calacorene 0.60(50.20) 0.96(50.30) 0.57(51.01) 0.71(50.19) 0.19(49.71)

Calamenene 8.97(11.67) 6.11(49.10) 11.25(48.91) 5.22(49.10)

Caryophyllene 3.60(44.81) 1.78(44.76) 4.02(44.81) 1.01(44.91)

Copaene   2.39(42.67) 1.10(45.98) 0.98(42.63) 2.81(42.67) 0.61(42.76)

Curcumene 1.10(46.19) 3.40(46.18)

D-Germacrene 2.38(45.86) 5.23(43.12) 0.60(52.42) 0.18(44.61)

Elemol 6.67(50.17)

Epizonaren

Eremophilene 2.68(47.74)

Farnesene

Muurolene 5.47(47.67) 9.68(47.49)

Trans-γ-cadinene 1.12(54.00)

Valencene 1.56(50.07) 1.79(53.91)

Viridflorene 1.00(54.82)

α-amorphene 0.30(46.81) 7.00(47.67)

α-cadinene 13.09(47.56)

α-cadinol

α-colocarene

α-copaene

α-cubebene 10.74(41.39) 2.30(41.48) 2.22(41.35) 30.66(48.85) 10.03(41.47)

α-curcumene 2.15(46.03) 0.43(46.10)

α-eudesmol 4.01(54.93) 5.92(54.77) 10.51(54.93)

α-humulene 3.60(46.27) 1.86(46.21) 3.05(46.26)

β-bisabolene 8.50(48.07) 1.29(47.06) 0.75(47.13) 12.35(47.23)

β-cubebene 2.68(43.03) 6.99(43.02)

β-eudesmene

β-elemene 3.48(42.92)

β-maaliene 0.27(53.72)

δ-cadinene 24.77(46.58) 35.05(47.24) 17.78(48.48) 15.74(48.56) 21.52(47.93)

δ-gurjunene 　 5.49(50.00) 　

이  90% 이상이 monoterpene이었으며(Broege et 

al., 1996), Southern pine을 82°C와 112°C에서 열기 

건조한 결과 목재의 0.27%에 해당하는 VOCs가 방산

되었는데 그  α-pinene과 β-pinene이 90% 이상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Englund and Nussbaum, 

2000). 본 연구를 통해 27°C 이상에서 삼나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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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ve proportion of terpenoids in-

cluded in VOCs emission from C. japonica.

terpenoids 화합물들이 방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으며 방산되는 VOCs  terpenoids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 실제 건조  발생하는 VOCs  terpenoids

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상된다.

3.2. 온도별 방산되는 Terpenoids 성분 비교

삼나무로부터 방산된 terpenoids 화합물에 해 

TDS-GC-MSD를 이용하여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2 종류의 terpenoids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온도별로 새로운 성분

들이 검출되었는데 상온의 온도 조건 27°C에 비해 

60°C에서는 curcumene, murrolene, α-eudesmol, β- 

bisabolene이 80°C에서는 eremophilene, α-curcu- 

mene, β-elemene, δ-gurjunene이 100°C에서는 trans- 

γ-cadinene, valencene, viridflorene, α-amorphene, 

α-cadinene, β-maaliene이 120°C에서는 elemol이 

새롭게 방산되었다(Table 1). 앞서 언 한 방산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0°C에서 가장 많은 방산량과 물

질이 새롭게 생성됨을 보아 terpenoids 방산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온도일 것이라 단되었다.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이 있었던 반면 온도에 따라 검출되지 

않는 물질도 발견되었다. 60°C와 80°C에서 방산되었던 

eremophilene, murrolene, β-elemene, δ-gurjunene

이 100°C, 120°C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성분들이 80°C 이상에서는 흡착되지 않고 높은 온도

로 인해 공기 에 휘발되었을 것이라 단된다. 검

출된 총 32종류의 성분 모두 15개의 탄소로 이루어

진 sesquiterpene 류에 속하고 있다. 앞서 밝 졌던 

연구들에 의하면 목재 건조  발생되는 terpenoids 

성분들은 주로 monoterpene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고 보고되었지만(Cronn et al., 1983; Milota and 

Lavery, 2003), 본 연구에서는 monoterpene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두 sesquiterpene 화합물이었

다. 일반 으로 monoterpene의 끓는 이 sesqiterpene

보다 낮아 60°C 이상의 건조 조건에서는 기에 ses-

quiterpene보다 먼  손실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Milota. 2000), 본 실험의 상온에 해당하는 27°C의 

결과에서도 monoterpene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삼나무 목부를 이루는 주요성분이 sesqiterpene화합

물임을 측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의하면 ses-

quiterpenes가 삼나무의 수피, 잎, 변재, 심재에 각각 

36.33, 45.16, 49.61, 95.90%를 차지한 반면 mono-

terpene은 수피와 잎에서만 37.63%, 8.38%를 차지

하 고 변재와 심재에서는 각각 0.0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Wang et al., 2005). 일반 으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sesquiterpene은 monoterpene에 비해 

함유량도 고 인공 으로도 합성하기 어려워 사용에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구조의 종류가 다양하고 물질이 

갖는 작용과 효능이 monoterpene에 비해 다양하고 

범 하다고 알려져 있다(Mohamed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삼나무 목부를 이루고 있는 32종류의 

sesquiterpene 화합물을 확인하 고 화합물이 가지

는 효능을 알아보기 해 항진균 활성 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3.3. δ-Cadinene의 함량 변화  

δ-Cadinene은 주어진 온도 조건 27, 60, 80, 100, 

120°C에서 방산되는 terpenoids의 24.7, 35.0, 17.7, 

15.7, 21.5%를 차지하여 각각의 온도별로 상 으

로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다(Fig. 3). 60°C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80°C 이상에서는 그

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는 60°C 이상으

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종류의 terpenoids 

화합물이 방산되었기 때문이라 단된다(Table 1). 

δ-Cadinene의 방산량을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온도

에서 0.05, 0.87, 1.54, 4.75, 8.60 mg/m2h로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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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mission factors of δ-cadinene in-

cluded in VOCs emission from C. japonica.
Fig. 5. Antifungal activities from condensed liq-

uid of C. japonica by agar dilution.

Fig. 6. Antifungal activities from condensed liq-

uid against dermatophytes(top: T. ru-

brum, middle: T. mentagrophytes, bottom:

M. gypseum).

terpenoids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방산량도 증가하

다(Fig. 4). δ-Cadinene은 삼나무로부터 방산된 다

른 terpenoids와 마찬가지로 sesquiterpene 류에 속

하는 성분으로 삼나무 이외에도 편백, Atlas cedar, 

sandalwood 등 다양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

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식물에 포함되어 있

는 δ-cadinene은 구강박테리아 Staphylococcus ep-

idermidis, Fusobacterium nucleatum을 포함한 15

종에 해 상당한 억제 활성을 보 으며(김 등, 

2004) Salvia tomentosa로부터 추출된 essential oil

은 δ-cadinene을 주성분으로 하여 Pseudomonas 

aeruginosa에 해 항박테리아 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Haznedaroglu et al., 2001). 이처럼 기

존의 연구들을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δ-cadinene을 

재 삼나무 건조 과정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강

구된다면 목재 건조 이외의 부가 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3.4. 응축액의 항진균 활성  
 

삼나무를 이루고 있는 sesquiterpenes 화합물의 항

진균 활성을 평가하기 해 clevenger type의 기기를 

이용하여 100°C에서 응축액을 얻어낸 뒤 한천희석법

으로 피부사상균에 해 활성을 평가한 결과 공시 균

주 3개에 해 모두 활성을 보 다. 우선 응축액의 

농도가 5000 ppm일 때 3 균주에 해 모두 100% 활

성을 나타내었다. Fig. 6을 통해 무 처리한 조구에 

비해 균사가  자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도가 

1000 ppm일 때는 T. rubrum, T. mentagrophytes, 

M. gypseum에 하여 95.24, 98.72, 97.37%의 활성

을 나타냈으며 100 ppm일 때는 각각 90.54, 43,68, 

85.90%의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5). 

T. mentagrophytes에 해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

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균주에 해서는 모두 

90% 이상의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피부사상균에 해 항진균 활성을 확인하 으

며 이 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피부사상균 외에 여러 

가지 병원균에 해 항진균 활성이 있다는 보고도 이

진바 있다(Su et al., 1996; Nagahm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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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삼나무 심재로부터 추출된 terpenoids 성분이 

식물 병원균 Collectotrichum gloeosporioides, Gano- 

derma australe, Fusarium solani에 해 항진균 활

성을 보 고(Cheng et al., 2005), 수피로부터 추출

된 정유 성분  ferruginol이 Lentinula edodes의 생

장을 해시켰다(Kawachi et al., 1991; Matsui et 

al., 2001; Nakajima et al., 1980). 이번 실험에 사용

된 응축액 성분은 삼나무의 목부로부터 추출한 성분

으로 앞서 thermal extractor 분석에 의해 다수 성

분이 sesquiterpene 화합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Table 1). Sesquiterpenes가 다양한 항진균 활성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편백나무로부터 

추출된 정유 성분  sesquiterpene에 해당하는 α- 

cedrol, nerolidol, β-eudesmol이 피부사상균에 

해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으며(곽 등, 2006), Eugenia 

dysenterica의 잎에서 추출된 주성분 polygodial, ar-

burganal는 sesquiterpene 류로서 Candida albicans

에 해 항진균 활성을 보 다(Costa et al., 2000).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삼나무로부터 추출된 

응축액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sesquiterpene 

화합물들이 피부사상균에 해 높은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다고 단된다. 활성을 띠는 성분에 한 구체

인 단리와 동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삼나

무 응축액 성분이 천연 항진균제로서의 가치를 가지

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삼나무 건조 시 발생하는 terpenoids를 

분석하기 해 thermal extractor를 이용하 다. 그 

결과 총 32종류의 다양한 sesquiterpenoids 화합물들

이 방산되었으며 특히 온도가 상승할수록 terpe-

noids의 방산량이 증가하 고 그  δ-cadinene이 

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삼나무 목

재 내 다른 terpenoids 류의 존재 여부에 해 좀 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δ-ca- 

dine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삼나무의 sesquiterpenes 

화합물의 이용에 해 모색해 보고자 피부사상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공시 균주 

T. rubrum, T. mentagrophytes, M. gypseum에 하

여 높은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부터 삼나무로부터 방산된 terpenoids 화합물의 천연 

항진균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 

삼나무 건조 과정 에 방출되는 terpenoids 화합물

을 따로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삼나무 

목재가 가지는 부가  가치가 증 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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