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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Chamaecyparis ob-
tusa (C. obtuse) extracts by measuring DPPH radical scavenging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nd 
SOD-like activities.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a dose-de-
pendent manner, with maximum activities of 78% and 62% at an extract concentration of 50 μl/ml. 
The C. obtusa extracts also showed high SOD-like activity, with a maximum activity of 92.85% at a 
concentration of 50 μl/ml.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C. obtusa extracts were measured against six 
types of bacteria known to cause food poisoning and disease. Antibacterial activity was investigated 
against three gram-positive and three gram-negative bacteria using the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 
The C. obtusa extracts showed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B. cereus, E. coli, L. monocytogenes, S. aur-
eus, S. typhi and V. parahaemolyticus, among which the activity against B. cereus was greatest. The mini-
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of C. obtusa ex-
tracts were 30–40 μl/ml for the 6 strains that showed an antimicrobial response by the paper disc 
agar diffusion meth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C. obtusa extracts could serve as potential anti-
bacterial agents to inhibit the growth of pathogens responsible for food poisoning an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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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식생활 방식의 다양화 및 변화로 인하여 

즉석식품, 간편편의식품 등과 같은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

면서 유통 및 보존기간 중 식품의 부패 및 변질로 인한 다양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4, 6, 11].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보존료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부분 화학적으로 합성된 보존료를 사용하고 있

는 식품이 다수이다. 특히, 합성 보존료는 체내에 축적 될 경우 

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서 만성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천연보존료에 대한 사용 

및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 33]. 

천연 항균 소재에 대한 연구로는 전통식품 및 한약재를 이

용한 천연보존료 개발[15],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항

균성 소재 개발[26], 약용식물 추출물 및 식품첨가물로 처리한 

곶감의 저장성에 대한 연구[16] 및 가공식품 중 천연유래 보존

료 함량에 대한 조사[34]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은 넓은 범위의 미생물 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독성,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천연유래 보존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7, 24]. 그러나 국내의 천연보존료 산업화 기술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자몽종자 추출물 외에는 국내에서 산업

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어 새로운 천연보존료 기

술 개발은 국내 식품산업에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e)는 노송나무라고도 불리는 

열대나무종으로 일본이 원산지며, 우리나라의 제주도 및 남부

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강한 향을 가져 살균, 탈취, 피부미

용, 혈액순환, 감기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37]. 또한, 편백나무의 잎과 나뭇가지의 정유를 이용하여 항균, 

항진균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으며, 편백나무

의 정유 중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물질로는 α-terpinyl acetate, 

β-phellandrene, β-myrcene, limonene, bornyl acetate, γ-ter-

pinene, β-thujaplicin 및 monoterpenes으로 나타나 있다[14]. 

한편, 자몽종자 추출물은 항균,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부패성 및 병원성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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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세포벽과 세포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효소 활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24, 4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6종의 균주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측정하여 기능성 소재로의 개발 및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편백나무를 -70℃에서 3일간 동결

하고, 건조에 의하여 승화된 엑기스를 모아 녹인 편백나무 추

출액의 형태로 (주)덕화푸드(Busan, Korea)에서 제공받아, -30 

℃의 냉동상태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항산화 및 항균활성 

측정을 위해 편백나무 추출액을 각각 30~50 μl/ml로 배양 배

지 등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균주 배양에 사용된 

배지는 BD/Difco Co. (Sparks, MD, USA)의 제품이며, 항균 

활성 분석에 사용된 paper disc는 ADVANTEC Inc. (thickness 

8 mm, Japan)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

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

다.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편백나무 추출액의 전자공여능을 검토하기 위해 Blois의 방

법[3]을 약간 변형하여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에 대한 수소 공여 효과로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증류수

로 희석한 시료와 150 μM DPPH 시약을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

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 그룹과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free radical의 제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s scavenging activity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100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Lee 등[27]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

fate를 혼합하여 15시간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radical을 

형성시킨 후 증류수로 희석한 시료와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값이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용액에 시료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s scavenging activity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100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측정

편백나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은 Marklund 등의 방법

[31]에 따라 과산화수소(H2O2)로 전환 시키는 반응을 촉매하

는 pyrogallol의 생성량을 측정하여 SOD 유사활성으로 나타

내었다. 편백나무 추출액을 증류수로 농도별로 희석하여, 시

료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 (50 mM tris [hydrox-

ymethyl] anion-methane, 10 mM EDTA, pH 8.5)와 7.2 mM 

pyrogallol를 첨가하여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능은 아래 계산

식에 따라 나타내었다.

SOD-like

activity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 100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식 독 균주  배양조건

항균 활성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KRIBB (Daejeon, Korea)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분변 오염 및 세균오염의 지표로 사

용되는 Escherichia coli, 호기성 식중독균인 Bacillus cereus, 피부

나 호흡기계 감염 및 식중독을 유발하는 Staphylococcus aureus, 

수인성 질환인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Salmonella typhi, 통성혐

기성으로 사람 등의 동물에 감염되는 Listeria monocytogenes, 

급성위장관염 등의 원인균인 Vibrio parahamolyticus 의 총 6종

의 균주를 사용하였으며 각 균주의 배양 배지 및 배양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편백나무 추출물의 항균 활성 측정

편백나무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paper disc diffusion meth-

od 로 확인하였다[38]. 24시간 배양한 균주 배양액 0.2 ml을 

1.5% agar를 포함하는 해당 한천배지에 도말하였고, 각 균주

가 도말된 한천배지에 멸균된 paper disc (직경 8 mm)를 올린 

후 시료를 20 μl씩 적하하여 완전히 흡수시켰다. 각 균주를 

배양 조건에 맞추어 배양한 뒤 항균 작용에 의해 형성된 생육

저해환(clear zone)을 비교 및 관찰하였다. Paper disc dif-

fusion method로 항균 활성이 나타난 균주에 대하여 최소저해

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와 최소살균농

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를 측정하였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 해농도(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측정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저해농도 측정은 broth dilu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30]. 6종의 균주를 배양한 뒤 편백나무 

추출액을 배양 배지로 농도별로 희석한 것을 첨가하여 37℃에

서 배양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tific,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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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ameaecyparis 

obtuse extracts.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AsA (ascorbic acid, 50 μ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

nificantly (p<0.05).

Table 1. Culture media and conditions for bacteria used in this study

Strain name Gram strain Culture media Culture conditions Culture time

B. cereus

E. coli

L. monocytogens

S. aureus

S. typhi

V. parahaemolyticus

Gram-positive

Gram-negative

Gram-positive

Gram-positive

Gram-negative

Gram-negative

TSB
1)

TSB

BHI2)

TSB

TSB

TSB containing 3% NaCl

Aerobic, 37℃

Aerobic, 37℃

Aerobic, 37℃

Aerobic, 37℃

Aerobic, 37℃

Aerobic, 37℃

18~24 hr

18~24 hr

18~24 hr

18~24 hr

18~24 hr

18~24 hr
1)TSB: Tryptic soy broth, 2)BHI: Brain heart infusion

land)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측정하여 균주가 증식되지 않

은 시료의 농도를 구하였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살균농도(MBC, Minimum Bac-

tericidal Concentration) 측정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살균농도측정[23]은 각 실험 균주

를 배양 조건에 맞도록 배양한 균주배양액에 배양 배지로 희

석한 추출물을 최소저해농도 보다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로 

첨가한 후 배양하였다. 추출물이 첨가된 배지에 각 실험 균주

들의 농도가 균일하도록 첨가하여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희석한 균액을 한천배지에 100 

μl를 적하한 뒤 도말 및 배양을 수행하였다. 집락이 30~300개

가 나타난 한천배지를 선택하여 집락수를 확인한 다음, 희석 

배수를 역산하여 생균수를 계산하였다. 생균수를 측정하여 대

조군에 비해 사멸된 균수가 99.9%를 넘는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농도를 MBC로 결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통계 SAS packag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각 시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 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고 p<0.05 level에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고찰

편백나무 추출액의 DPPH radical 소거능 

편백나무 추출액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Fig. 1), 편백나무 추출액의 농도가 30~50 μl/ml 범위일 때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편백나무 추출액의 농도가 

50 μl/ml일 때 78.63±2.31%의 가장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

타내었다. 

한방목초액을 이용한 연구[25]에서 목초액은 농도의존적으

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고 25 μg/ml 농도에서 비타민 C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소태나무 잎 및 편백나무[14]

를 이용한 연구에서 소태나무 추출물의 농도가 10 μg/ml에서 

97.30%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나타났고, 편백나무 추출물

은 200 μg/ml의 농도에서 90.57%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편백나무 추출액은 편백나무를 

-70℃에서 3일간 동결하고 건조에 의하여 승화된 엑기스를 모

아 녹인 형태로, 일반 추출법과는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비교

는 불가하나, 편백속 식물의 항산화 활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체 내 과다하게 생성된 ROS는 암, 노화, 심장질환, 염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나 항산화제를 이용함으로써 무독

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편백나무 추출액과 같이 인

체에 부작용이 없는 천연식물 추출물이 간접적으로 생체 내 

항산화 방어시스템을 증가시키거나 직접적으로 ROS를 소거

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식품산업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의 엑기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연 항산화 소재로 식품제조 가공에 바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ABTS radical 소거능   

일반적으로 ABTS radical 소거능은 ABTS 라디칼을 생성한 

후 항산화제의 농도에 따라 ABTS의 감소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방법으로 수용성 및 지용성 항산화제, 순수 화합물 및 

식품 추출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7]. 본 연구에서 

편백나무 추출액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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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ameaecyparis obtuse 

extracts.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AsA 

(ascorbic acid, 50 μ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

nificantly (p<0.05).

Fig. 3. SOD-like activity of Chameaecyparis obtuse extracts.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AsA (ascorbic acid, 

50 μ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2), 추출액의 희석농도가 30~50 μl/ml일 때 농도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50 μl/ml 농도에서 약 62%의 최대 활성

을 나타내었다. 앞선 DPPH radical 소거활성 결과와 비교하여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다소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두 

가지 실험 모두 인위적으로 생성된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작

용 기작을 가지지만, 폴리페놀 물질 중에서도 ABTS radical의 

소거능을 가지나 DPPH radical 의 소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는 보고가 있다[41]. 또한, 차(tea)류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도 ABTS radical 소거능에 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이 낮

은 차류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9], ascorbic acid 역시 ABTS 

radical에 비하여 DPPH radical과 높은 반응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 따라서, 추출 용매 혹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극성 및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DPPH radical 소거능과 ABTS radi-

cal 소거 활성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능   

편백나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농도 30~50 μl/ml 범위에

서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활성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모든 농

도에서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농도가 50 μg/ml일 때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가죽나무를 이용한 연구[28]에

서 뿌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1.12~3.82% 범위였고 잎 

추출물에서는 3.21~26.77%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육상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연구

에서[32] 두메꿀물 꽃, 두메꿀물 잎, 돌잔고사리 잎의 열수추출

물의 농도가 2.0%일 때 각각 44%, 43%, 40%의 SOD 유사활성

을 나타내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BHA와 거의 유사한 활

성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편백나무 

추출액이 다른 육상식물에 비하여 SOD 유사활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SOD 유사 활성능은 페놀성 화합물과 flavonoids 

화합물을 많이 함유할수록 활성이 증가한다는 보고[2, 21, 28, 

29]가 있다. 편백나무의 flavonoids 함량은 8.12±1.24 μg/mg

으로 다른 산채류와 유사하거나 그 보다 많은 양의 flavonoids

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14]가 있어, 편백나무 추출액의 높은 

SOD 유사활성은 flavonoids 화합물 또는 페놀성 화합물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몽종자 추출물은 천연 유래의 상업적 식품첨가물로 

자몽종차 추출물에 포함된 naring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물

질이 항균효과를 비롯하여 금속 킬레이트 효과, 항산화 및 항

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40]. 자몽종자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항산화 성분인 ascorbic acid, ascorbyl 

palmitate 및 tocopherol 등에 의하여 부패성 및 병원성 미생물

의 세포벽과 세포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효소 활성을 억제하

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또한, 손바닥 선인장을 이용한 항산

화 및 항균 활성 연구[10]에서 항산화 활성이 높은 추출물에서 

항균 활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6종의 식중독 

원인 균주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은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 활성을 검토하였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효과

편백나무 추출액을 이용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3개의 그람양성균과 3개의 그람음성균에 대하여 paper disc 

diffusion method를 이용하여 항균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생육

저해환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편백나무 추출

액을 처리하였을 때 6개의 균주 모두에서 생육 저해환이 관찰

되었다. 6 종 균주의 항균력은 B. cereus > S. typhi > E. coli > 

V. parahaemolyticus > S. aureus > L. monocytogenes 순으로 나타

났다. 이 중 독소형 세균인 B. cereus는 13.81±1.14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B. cer-

eus는 토양세균이면서 농작물 및 대부분의 식품에 쉽게 오염

이 되어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주로, 식품 중 포자가 형성된 

경우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더라도 생존하여 포자가 발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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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bacterial activities of Chamaecyparis obtuse extracts 

represented by diameter of clear zone (mm)

Strain
Chameaecyparis obtuse 

extracts
Ampicillin

E. coli

S. aureus

V. parahaemolyticus

L. monocytogenes

S. typhi

B. cereus

12.57±1.07

11.63±0.13

12.51±0.65

11.54±0.25

12.66±0.40

13.81±1.14

-

18.94±0.33

20.02±0.30

-

10.75±0.14

-

Table 3. MIC and MBC of Chamaecyparis obtuse extracts for bac-

teria tested in this study

Strain MIC (μl/ml) MBC (μl/ml)

E. coli

S. aureus

V. parahaemolyticus

L. monocytogenes

S. typhi

B. cereus

35

35

35

40

30

35

35

35

40

40

30

35

균이 성장하며 생성된 독소에 의하여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따라서, 해당 균주에 노출 위험이 

높은 식품에 편백나무 추출액을 처리한다면 B. cereus로 인한 

피해를 저감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 typhi의 

경우 편백나무 추출액 처리로 양성 대조군인 ampicillin 보다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활

성은 전반적으로 그람음성균이 그람양성균에 높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부패 및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

생물에 대하여 항균력을 가지는 산수유, 유백피 한약재 등의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그람양성균이 그람음성균에 비

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가진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13, 20, 22, 

35, 36]. 타 천연소재와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성

은 항균활성 성분이 세포 내로의 투과에 의한 것 또는 세포합

성을 저해한 결과로 사료된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최소 해농도(MIC, Minimum Inhibi-

tory Concentration)  최소살균농도(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Paper disc diffusion method를 이용하여 항균 활성이 확인

된 6종의 균주를 이용하여 MIC 및 MBC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최소저해농도는 항균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

초적인 지표 중 하나로 시험관내 미생물의 감수성을 조사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항생제의 최소농도를 검사하

는 방법이다. 편백나무 추출액의 MIC는 추출액의 농도가 

30~40 μl/ml 범위 내에서 나타났다. S. typhi 균주는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음성간균으로 장관계 전염병이면서 수인

성 질환인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잘 알려져 

있다[18, 23]. 편백나무 추출액 30 μl/ml의 농도에서 S. typhi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이 나타나 6종의 균주 중 가장 낮은 

MIC 수치를 나타내어 살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aper disc diffusion method를 이용한 항균활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던 B. cereus는 MIC 및 MBC 결과에

서는 E. coli 및 S. aureus와 같은 농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주에 대한 항균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산화 성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편백나무 추출액은 활성라디칼로 인한 노화 및 질

병의 원인물질인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기능성 및 항균 소재

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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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  항산화 활성

김보경1․강정 1․오근혜1․황지 2․장석 3․김미향1*

(1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동의대학교 식품공학과 3㈜덕화푸드)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추출액의 항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을 검토하였다. 편백나무 추출

액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및 SOD 유사 활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편백나무 추출액의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0 

μl/ml 농도에서 78% 및 62%의 최대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편백나무 추출액은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보였으

며, 50 μl/ml 농도에서 92.85 %의 최대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편백나무 추출액의 항균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Paper disc agar diffusion 법을 이용하여 식중독 및 질병을 일으키는 6종의 균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편백나무 

추출액은 B. cereus, E. coli, L. monocytogenes, S. aureus, S. typhi, V. parahaemolyticus에 대한 항균 활성이 나타났고, 

이중 B. cereus에 대하여 가장 강한 항 박테리아 활성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항균 활성이 나타난 6종의 균주에서 

편백나무 추출액의 MIC 및 MBC는 30~40 μl/ml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백나무 추출액을 이용하여 식중

독과 같은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소재로 개발한다면 산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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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T. C. and Ho, C. T. 1998. Antioxidative phenolic 

compounds from sage (Salvia officinalis). Agric. Food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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