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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레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은 노화방지, 살균작용과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 효과와 항산화 효과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

칼 소거능 실험과 paper disc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오일들과 혼합오일의 항산화와 항균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레몬 오일은 높은 DPPH 소거능을 보였으나 유칼립투스 오일은 아주 약한 소거능을 보였다. 두 오일을 혼합한 경우에는 

효과가 증대되지 않았다. Paper disc 기법을 이용한 항균 효과 시험에서는 두 오일 모두 Candida albicans (C. albicans)

와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에서 항균력이 우수하며 농도의존적인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오일

을 혼합 하였을 때 P. acne에 대하여 항균 활성이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레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의 혼합 오일은 천연성분으로서 균으로 야기된 문제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개선시키는데 효

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Lemon and eucalyptus oils were known to have various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aging and sterilizing 

action. However these essential oils were not well studied about their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pecific skin flor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lemon and 

eucalyptus oils by using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 and paper disc method. Lemon oil showed the high DPPH 

scavenging activity, while eucalyptus oil did not. Blending oils of lemon and eucalyptus had little enhancememt on 

antioxidant activity. Paper disc method demonstrated that each oil had a high antimicrobial effect against C. albicans 

and P. acne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The blending oils had enhancememt on antimicrobial effect 

against P. acnes. In conclusion, the blending oil of lemon and eucalyptus can be used as a more effective natural 

agents for cure of skin trouble and a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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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피부는 자외선과 피부 상재균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항상 접촉되어 있다. 피부가 많은 양의 자외선에 

† 주 자(e-mail: leomiberg80@naver.com)

노출되면 높은 농도의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어 항산화 방어계가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손상이 야기되

어 피부노화가 가속화된다[1-4]. 또한 피부에 존재하는 

피부 상재균은 많은 피부질환을 발생시키고[5] 화장품

을 오염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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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항산화제와 항균제가 개

발되어 화장품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항산화제로는 butylated hydroxyltoluen (BHT),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 등과 같은 합성 항산

화제와 ascorbic acid와 같은 천연 항산화제가 있다[6-9]. 

이 중 합성 항산화제는 효과가 우수하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어 점차 사용이 기피되고 있으며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천연 

항산화제가 연구되고 있다[10]. 또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방부제는 피부 상재균 등에 의한 화장품의 오

염을 방지해주지만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성분으로 아로마[11]와 같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 물질이 연구되고 있다.

  에센셜 오일은 강한 향을 가진 휘발성이 있는 천연물

질로 향이 있는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이며 향수, 메이크업 

화장품, 천연 약재, 식품 보존제, 식품 첨가제 등에 이용

되어 지고 있다[12]. 또한 에센셜 오일은 우수한 항균력

을 가지며[13], 오일의 유효 성분은 피부에 침투하여 피

부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 노화방지, 피부 재생 등

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14-17].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중 

하나인 레몬 오일은 죽은 피부세포의 제거를 도와 혈색

을 좋게 해주고 과다한 피지생산을 막는 수렴효과가 있

으며, 지성 피부나 지루성 모발에 클렌징 효과와 같은 미

용적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리적 효

능이 있어 두통이나 편두통 등에 대한 진통효과 및 고혈

압이나 빈혈, 이뇨작용 및 면역체계 부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유칼립투스 오일은 감염, 화

상, 상처, 염증이 있거나 칙칙하고 정체된 피부에 효과가 

있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

다.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유칼립투스 오일을 증기 흡입

제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점액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후염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두 개 이상의 아로마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이

것을 다른 매개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블랜딩’이

라 한다. 블랜딩 된 오일은 혼합되어 있는 각각의 오일들

이 서로간의 효능을 상승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레몬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은 특정 피부 상재균에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두 오일을 혼합할 경

우 효능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방지와 살균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

진 레몬,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의 개별오일과 혼합오

일의 항산화 효능과 항균 활성을 비교하여 피부 상재균

에 대한 천연 화장품 소재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실험 재료  방법

2.1. 몬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실험에 사용된 레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은 영국의 

셜리프라이스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레몬 에센셜 오일은 

원산지가 브라질이며 냉압착법에 의해 과일껍질에서 추

출되었으며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은 원산지가 호주이

고 증류법에 의해 잎, 가지에서 추출되었다. 

2.2. 실험용 시료 제조

  실험에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 absolute ethanol (Merck, 

Germany)에 농도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실

험은 각 오일을 1, 5, 10 %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

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L-ascorbic acid (Sigma, USA)

는 증류수 1 mL에 10, 50, 100 µg을 첨가하여 각각 제조

하였다. 항균 실험에서는 오일을 10, 25, 50 %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레몬과 유칼립투스의 혼합오일은 

두 오일을 1 : 1, 1 : 2, 2 :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

였으며 이때 사용한 오일은 100 %의 원액과 각 실험에

서 희석한 오일들을 사용하였다.

2.3. DPPH 소거 효과 측정

  레몬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그리고 두 오일을 혼

합한 시료들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각각의 시

료들을 100 µL씩 주입하고 에탄올에 희석한 DPPH 용액

을 100 µL씩 각 시료들에 첨가하여 30 s간 voltex mixer

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30 min동안 반응시키고 517 nm

에서 microplate reader (Bio-Rad, USA)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는 대조군과 실

험군의 흡광도 차를 대조군의 흡광도로서 나눈 값을 백

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2.4. 사용 균주 

  항균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

자원센터(KCTC)로부터 분양된 균주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는 여드름의 원인 균주인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s) KCTC 3314와 무좀 원인균인 Candida 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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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s (C. albicans) KCTC 7965를 사용하였으며 대표적

인 피부 상재균인 Escherichia coli (E. coli) KCTC 2571, 

Pseudomonas aeruginosa (P. aeruginosa) KCTC 2513,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KCTC 3881를 사용

하였다.

2.5. 디스크 확산법 

  에센셜 오일의 항균력을 측정하고자 디스크 확산법을 

시행하였다. 액체배양된 각 균주들을 100 µL씩 취해서 

고체배지에 균일하게 도말하였다. 멸균된 8 mm 크기의 

paper disc (고려에이스, Korea)에 시료를 50 µL씩 떨어

뜨려 적신 후 각 균주가 도말된 고체배지에 올리고 다음

과 같은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S. aureus, E. coli, P. aer-

uginosa는 tryptic soy agar (Sigma, USA)배지에 37 ℃

에서 18 h 배양하였고, C. albicans는 potato dextrose 

agar (Sigma, USA)배지에 25 ℃에서 48 h 배양하였다. 

P. acnes는 GAM agar (Nissui, Japan)배지에 37 ℃에서 

48 h 배양하였다. P. acnes는 혐기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

기 위하여 incubating jar 내에 CO2 가스 팩을 넣어준 다

음 밀봉하여 배양하였다. 배양 후 clear zone의 측정은 자

로 눈금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실시하

였다.

3. 결과  고찰 

3.1. 몬  유칼립투스 오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과 혼합오일들의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능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오일 시료

의 1 %와 5 % 농도에서는 소거능이 20 % 이하로 낮아 

항산화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레몬 오일 10 % 

농도에서는 약 79 %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이는 

100 µg의 농도에서 74 %의 소거능을 보인 L-ascrorbic 

acid와 유사한 결과로 레몬 오일이 항산화 활성이 뛰어

남을 보여준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10 %의 농도에서도 

매우 낮은 소거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아주 미비함을 

알 수 있었고 혼합 오일은 레몬오일 함량이 높아질수록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나 혼합에 따른 효능 증가는 관찰되

지 않았다.

  레몬 오일은 limonene 성분이 약 60 % 정도로 높은 비

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3] limonene 성

분은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유칼립투스 오일은 주요 성분이 1,8-cineole로

서 약 86 %를 차지하고 있으며[25] 1,8-cineole의 DPPH 

Figure 1. The antioxidant activity of lemon and euca-

lyptus essential oils. 

1. L-ascorbic acid; 2. lemon essential oil; 3. eucalyptus es-

sential oil; 4. Blending oil (lemon : eucalyptus = 1 : 1); 

5. Blending oil (lemon : eucalyptus = 1 : 2); 6. Blending 

oil (lemon : eucalyptus = 2 : 1).

라디칼 소거능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본 실험 결과에서 레몬오일은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한

데 반해 유칼립투스 오일은 효과가 미비한 것은 이러한 

성분들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몬과 유칼립투스 오일의 항균 활성 

  레몬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50, 25, 10 % 농도

로 희석한 시료의 clear zone 수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항균실험 결과 레몬오일에서는 S. aureus, E. coli, P. 

aeruginosa에서 clear zone이 매우 작거나 관찰되지 않았

으나 C. albicans, P. acne에서는 50 % 농도일 때 각각 

18.10 mm, 13.02 mm의 clear zone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칼립투

스 오일은 5개 균주 모두에서 clear zone을 관찰할 수 있

었고, 특히 C. albicans, P. acne에서는 50 %의 농도에서 

clear zone 크기가 각각 54.98 mm, 34.97 mm로 나타나 

높은 항균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능과는 달리 레몬 오일에 비해 유칼

립투스의 항균력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며, 미생물에 따

라서는 두 오일 모두 C. albicans와 P. acnes에 대한 항균

력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3.3. 혼합오일의 항균 활성

  50, 25, 10 %의 농도로 희석된 레몬과 유칼립투스 오

일을 각각 1 : 1, 1 : 2, 2 : 1의 비율로 혼합한 오일의 

clear zone 수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두 오일을 혼합

할 경우 P. acne, C. albicans에서 다른 균에 비해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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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 C. albicans P. acnes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Lemon

50 18.10 ± 0.10
1)

13.02 ± 0.08 10.07 ± 0.06 -
2)

-

25 16.00 ± 0.10 11.97 ± 0.06 - - -

10 10.05 ± 0.09 9.92 ± 0.08 - - -

Eucalyptus

50 54.98 ± 0.08 34.97 ± 0.15 13.02 ± 0.08 13.97 ± 0.10 11.98 ± 0.03

25 40.12 ± 0.10 24.98 ± 0.13 11.03 ± 0.10 10.03 ± 0.10 11.02 ± 0.08

10 30.03 ± 0.10 15.05 ± 0.05 10.02 ± 0.08 - 9.95 ± 0.09

1) Results indicat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2) No inhibition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Blending Oils of Lemon and Eucalyptus. Size of Clear Zone (mm)

Concentration (%) C. albicans P. acnes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Blending oil 

(1:1)

50 24.98 ± 0.131) 28.02 ± 0.09 11.00 ± 0.10 10.95 ± 0.05 9.89 ± 0.08

25 22.98 ± 0.13 20.02 ± 0.08 -
2) 10.02 ± 0.08 10.00 ± 0.05

10 20.00 ± 0.10 11.02 ± 0.03 - - -

Blending oil 

(1:2)

50 39.98 ± 0.08 30.02 ± 0.13 12.00 ± 0.10 13.00 ± 0.10 10.98 ± 0.08

25 30.02 ± 0.08 24.02 ± 0.08 - 10.02 ± 0.03 9.98 ± 0.08

10 24.02 ± 0.08 12.05 ± 0.05 - - -

Blending oil 

(2:1)

50 20.03 ± 0.06 23.02 ± 0.03 11.00 ± 0.05 - -

25 18.03 ± 0.06 15.03 ± 0.06 - - -

10 16.00 ± 0.05 9.98 ± 0.03 - - -

1) Results indicat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2) No inhibition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Lemon and Eucalyptus Essential Oils. Size of Clear Zone (mm)

상 크기의 clear zone이 관찰되었으며 혼합되는 오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유칼립투스 

오일의 함량은 2 : 1, 1 : 1, 1 : 2의 비율에서 각각 33, 

50, 66 %로 증가되는데 clear zone도 이에 따라 증가되어 

두 오일을 혼합할 시 유칼립투스 오일 함량이 높아질수

록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효과가 증대됨을 알 수 있었다.  

3.4. 단일 오일과 혼합오일의 항균력 비교  

  레몬과 유칼립투스의 단일오일과 혼합오일의 항균력

을 비교하기 위하여 clear zone을 비교하였다. Paper disc

에 사용된 시료의 양은 50 µL로 50 %로 희석된 단일오

일의 경우 25 µL씩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혼합오일은 다음과 같이 각 오일이 함유되도록 3종

류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종류의 혼합오일은 

혼합오일 A (레몬 + 유칼립투스 = 25 µL + 25 µL), 혼

합오일 B (16.6 µL + 33.4 µL), 혼합오일 C (33.4 µL+ 

16.6 µL)이며 이 혼합오일과 단일오일의 clear zone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혼합오일 A와 단일 오일간의 

clear zone을 비교해본 결과 E. coli, P. aeruginosa, C. al-

bicans에서는 유칼립투스 단일 오일에 비해 혼합오일 A

의 clear zone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효능이 증대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 albicans의 경우 레몬과 유칼

립투스 오일 모두에서 clear zone이 가장 크게 관찰이 되

었으나 혼합오일 A에서는 감소하여 유칼립투스 단일 오

일을 사용하는 것이 효능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 aureus에서는 혼합오일 A에서 clear zone이 유칼립투

스 단일오일보다 1.01 mm로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acne에서는 혼합오일 A를 유칼립투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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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lbicans P. acnes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Lemon 18.10 ± 0.101) 13.02 ± 0.08 10.07 ± 0.06 -2) -

Eucalyptus 54.98 ± 0.08 34.97 ± 0.15 13.02 ± 0.08 13.97 ± 0.10 11.98 ± 0.03

Blending oil A (25 µL + 25 µL) 34.98 ± 0.08 38.08 ± 0.05 14.03 ± 0.08 11.98 ± 0.03 10.98 ± 0.03

Blending oil B (16.6 µL + 33.4 µL) 45.02 ± 0.08 40.02 ± 0.08 15.98 ± 0.03 14.98 ± 0.03 13.02 ± 0.03

Blending oil C (33.4 µL + 16.6 µL) 29.98 ± 0.08 33.02 ± 0.08 13.02 ± 0.08 10.05 ± 0.05 -

1) Results indicat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2) No inhibition

Table 3. Comparison of Antimicrobial Activities in Lemon and Eucalyptus Essential Oils and Blending Oils. Size of Clear 

Zone (mm)

일오일과 비교했을 때 혼합오일에서 clear zone이 3.11 

mm로 8 %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합오일 C는 

유칼립투스 오일이 16.6 µL 함유되어 있어 유칼립투스 

단일오일에 비해 오일 함량이 33.6 % 감소하였으나 

clear zone의 크기는 1.95 mm로 5.6 %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Table 1에서 유칼립투스 오일의 함량

이 절반정도 감소하면 clear zone이 34.97 mm에서 24.98 

mm로 28.6 %의 큰 감소를 보이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혼합오일 C는 

Table 1의 25 % 농도의 유칼립투스 오일(12.5 µL 함유)

보다 clear zone이 8.04 mm의 큰 증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 acnes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

인 유칼립투스오일과 레몬오일이 혼합되면 단일 오일보

다 그 활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두 오일의 혼합오일은 P. acnes에 의한 여드름  피

부를 개선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레몬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과 

혼합오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을 이용한 항산화 

효능과 paper disc법을 이용한 항균 효능을 확인하는데 

있었다. 레몬 오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농도 의

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고, 혼합 오일에서는 레몬 에

센셜 오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었

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P. acne, C. albicans 균에서 모두 항균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레몬오일은 P. acne, C. albicans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각 오일의 항균력은 모두 농도 의존

적으로 나타났으며, P. acne, C. albicans에 대한 항균력

은 특히 유칼립투스 오일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혼

합 오일에서는 유칼립투스 오일의 함량이 높을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 효과가 나타났으며 P. acne에서 효과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레몬과 유칼립투스 오일은 피부 상재

균 중에서도 여드름, 무좀 유발 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혼합 오일은 항산화 효과를 보이면서도 여

드름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여드름 피부 개선을 위

한 천연 화장품 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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