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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atural Omija belongs to magnoliaceae was known to possess natural odor, 

taste, color, and various pharmaceutical & chemical characteristics. Omija extraction was 

extracted using ethanol as a solvent. Omija extract showed a light red-violet color of viscous 

liquid state.  Some conclusions from the result of characteristic experiment were obtained as 

follows. From the result of antimicrobial experiment, occurrence of staphylococuss aureus and 

aspergillus niger as microbes was decreas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This 

phenomenon could know that Omija component is affected to antimicrobial effect. From the 

result of dye experiment, fiber dyeing showed with some ivory color after dyed to cotton and 

silk. This phenomenon could know that Omija component is affected to dyeing effect from 

observation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From the result of instrument analysis, 

inorganic components of K(107.30ppm), Na(2.110ppm), Ca(0.935ppm), Mg(0.891ppm), 

Li(0.270ppm) etcs from Omija were detected with ICP/OES, and aromatic components of 

benzene(10.808), a-pinene(13.996), phenol(14.183), β-terpene(15.840), a-terpinolene(17.616) etcs 

from Omija were also detected  with GC/MSD.

Keywords : Natural Omija extract, antimicrobial experiment, dye experi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instrument analysis.

1. 서 론

목련과(Magnoliaceae)에 속하는 오미자

(Omija)는 학명이 Schizandra Chinensis 

Baillon으로 기록되어 있고, 활엽성 목본식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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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동북부 (아무르, 우수리)지역과 동남아시

아(말 이시아, 인도네시아)지역, 일본과 사할린 

지역, 한반도( 부, 남부, 제주)지역의 임야에서 

자생하거나 일부 특정지역에서 상용이나 생

약용으로 재배되고 있다[1]. 오미자는 해발고도

가 약 300-500m인 임야의 계곡이나 언덕에 습

도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재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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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12O6      
  Fermentation process of enzyme    2C2H5OH + 2CO2↑

         Glucose                                 Omija wine   

Fig. 2. Fermentation process of Omija by enzyme.

합하며, 국내에서 오미자 재배  분포를 보면 

국 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특히 부지역인 

인제, 령, 속리산, 문경과 남부지역인 무주, 

진한, 장수, 그리고 제주지역인 한라산 일 에 

분포되어 있으나 하 기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산간지역이나 고냉지역이 자생하는데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미자는 호 식물로 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오미자 잎은 의 일

조량에 따라 오미자 꽃의 형성이나 과실에 미

치는 향이 크므로 오미자의 재배지형은 체

로 일조량이 많고, 경사진 치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은 과실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오미자는 6월 순에서 순사이에 개화를 

시작하여, 7월 순이면 과실의 크기와 형태가 

완성된다. 그 이후 성숙과정을 거쳐 9월 순 

경이면 Fig. 1에서와 같이 오미자 과실의 성숙

이 완료 된다. 성숙한 과실은 부드럽고, 색상은 

자색을 나타내는데 이때부터 종자(seed)의 채

취가 가능하며, 종자는 가능한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 하는 것이 좋다[2].

 Fig. 1. Fruit of ripened Omija. 

오미자는 품종이나 재배환경에 따라 천연의 

향기(odor)와 맛(taste), 그리고 천연의 색상

(color)에 다소 차이가 있다. 천연의 향기는 지

방족  방향족 성분인 알카로이드(alkaloid)류, 

라보노이드(flavonoid)류, 테르펜(terpene)류, 

페놀(phenol)류 등의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며, 

천연의 맛은 유기산이나 당류에 의해서 나타난

다. 천연의 색상은 유기염료인 안토시아닌 색소

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오

미자(Omija)는 신맛(酸味), 매운맛(辛味), 단맛

(甘味), 쓴맛(苦味), 짠맛(鹹味)이 다양하게 조화

를 이루어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오미자(五味

子)라 부르고 있다[3]. 오미자의 구성은 오미자 

과피(pericap), 오미자 과실(fruit), 오미자 씨

(seed)로 이루어져 있다. 오미자의 과피에는 안

토시아닌(anthocyanine)계 색소가 합성 작용

으로 인하여 과피가 자주색에서 색으로 색상

이 변화를 하며, 오미자 과실에는 구연산(citric 

acid) 말익산(malic acid), 사과산(succinic acid), 

탄닌산(tannic acid), 비타민-C(ascorbic acid)의 

유기산(organic acid)과 포도당(glucose)이나 과

당(fructose)등이 함유되어 다양한 맛을 나타내

고 있다[4,5] 오미자 씨(seed)에는 리그난

(lignan)이 약 18.5%, 시트랄(citral)이 약 1.6%

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에는 schizandrin, 

schizandran, r-schizandrin, schizandrol, 

deoxyschizandrin, gomisin-A,B,C,F,G, 

angeloylgomisin, dibenzocyclo-octadiene 등의 

정유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6-8]. 

일반 으로 오미자의 성분은 수분 80.0%, 단

백질 1.2%, 지방질1.0%와 기타 포도당, 비타민

-C, 그리고 유기산과 무기염 등의 다양한 성분

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미자 과실에 함유된 포도당(glucose)은 효

소의 발효과정을 거쳐, Fig. 2와 같이 오미자 

주(Omija wine)를 얻을 수 있다.

오미자에는 천연의 독특한 향기와 맛, 그리고 

색상을 가지고 있어, 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민간요법으로 오미자 차, 오미자 주, 

오미자 음료, 오미자 국수, 오미자 제과 등의 

다양한 한방식품의 재료로 이용되어 왔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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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오미자의 효능이 항균작용, 항암작용, 항

산화작용, 해독작용, 당 강하작용, 압강하작

용, 피부미백  노화억제 작용, 천연 염색작용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되면서부터 한방식품은 

물론 한방의약품, 한방화장품, 그리고 천연염색 

등의 약리, 화학  새로운 소재분야에 심이 

두되고 있다[9-15]. 특히 오미자의 방향족 성

분인 라보노이드 류  cirsimaritin, 페놀류

인 magnolia와 honokinol, 그리고 테르펜 류인 

a-pinene, menthol, camphor, geraniol 등은 미

생물 억제 작용에 강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16,17]. 한 오미자 과피에 

안토시아닌 색소는 환경 친화  색소로 오늘날 

섬유나 모발에 염료로서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 천연염료로 사용이 검토되고 

있는 식물성 염료는 홍화, 오미자, 쑥, 자 근, 

쪽 등이 있고, 동물성 염료는 갈치 비늘, 오징

어 먹물 등이 있으며, 물성 염료로는 황토, 

운모, 티탄, 탈크 등이 있으나, 천연염료는 환경

오염과 인체 안 성에 유리한 반면 장시간 보

시 색상이 변화하는 단 이 있다[18]. 최근 

천연 오미자의 연구동향을 보면 일본이나 국

에서는 오미자를 새로운 소재로 인체 항균성이

나 항암성에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국내 연구동향에서 Cho 등은 오

미자 추출물의 생리활성[19]에 해여 연구하

고, Ko 등은 오미자 추출물의 당강하효과[20]

에 해서 연구하 으며, Song은 오미자 화장

품의 약리효과  화장품산업의 응용[21]에 

해서 연구하 다. 

본 연구는 천연 오미자 성분을 추출하여, 오

미자 추출물에 한 항균실험과 염색실험을 통

한 약리, 화학  특성과 무기  유기 성분을 

분석, 이를 연구하고자 하 다.

2. 실 험

2.1. 재료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천연 오미자(Omija 는 

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국내산 오미자

를 구입, 이를 분쇄, 처리한 오미자 성분을 실

험재료로 사용하 다. 오미자 추출에 사용된 유

기용매는 93.0%-에탄올[C2H5OH : 국산]을 사

용하 다. 오미자 추출에 사용된 분리기기는 회

식 진공 증발기(rotary vaccum evaporator, 

model No. NE-100S, Eyela Co., Japan)를 사용

하 다. 한 추출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natural extract equipment(국산)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오미자의 약리  화학  특성은 

항균실험과 염색실험을 통하여 검토하 다. 항

균실험에서 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박테

리아 균)과 aspergillus niger(곰팡이 균)를 사용

하 고, 이들 균주는 한국화장품 연구소내 미생

물 센터에서 조를 얻어, 실험하 다.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배지는 Mueller Hilton 

Broth(Difco. Lab. Co., USA)를 사용하 다. 미

생물 배양실험에는 optical electron microscope 

(model No. Li-Lh 100-3, Olympus Co., Japan)

와 incubator(model No PL, Labtec. Co., 

Korea), 그리고 colony counter apparatus(국산)

을 사용하 다. 염색실험에서 매염제는 명반

[Al2(SO4)3·13-14H20 : Sam Chun Chemical 

Co., Korea]을 사용하 다. 색차시험은 색차계

인 color difference meter of spectraflash 

(model No. SF-600 plus CT., USA)로 측정하

고, 염색실험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del No. XL-30s FEG., Philips, made in 

Netherlands)을 사용하여, 면과 견의 염색상태

를 촬 , 찰하 다. 섬유는 (주) 신물산에서 

구입한 면(cotton)과 견(silk)을 각각 구입, 염색

실험에 사용하 다.

2.2. 추출실험

본 실험은 천연 오미자 200.0g을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얻어진 오미자 성분(Omija 

component)에 93.0%-에탄올[C2H5OH] 800mL를 

천연물 추출장치 내에 넣고, 추출 온도와 시간

을 각각 85℃, 6시간 동안 탕 가열한 다음 오

미자 잔유물은 200mesh sieve로 여과시켜 제거

하고, 오미자 추출액을 회 식 진공 증발기를 

사용, 회 속도를 60rpm으로 오미자 추출성분

에 함유된 에탄올을 분리하 다. 

2.3. 항균실험

천연 오미자 추출물 0.5g을 증류수(deionized 

water) 100.0mL에 희석, 용해한 다음 이를 7

2℃로 가열하여, 0.5%-시료용액  1.0g을 취하

여, 42℃에서 Mueller Hilton Broth 배지용액

(10.0mL)에 혼합하고, 이 오미자 배지용액을 

petri-dish에 넣는다. 미생물은 ATCC-01 

(staphylococcus aureus)과 ATC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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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niger)를 평 배양법(plate culture 

method)[22]에 따라 일정량을 각각 종

(spreading)시킨 다음 이 종 배지용액을 20℃

에서 고형화 시킨다. 미생물 배양시험은 배양 

온도와 시간을 36℃, 5일(120hrs)간 항온조 내

에서 시료용액에 한 미생물의 항균실험을 시

간경과에 따라 양성  음성을 조사하고, 미생

물이 disc(원형평 )내 생균 수의 변화를 확인

하 다. 그리고, 조군(비교군)으로 Control-01

과 Control-02의 경우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하

지 않고, 배지용액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생균 

수를 확인하 다.

2.4. 염색실험

본 실험은 한국 통염료의 천연 염색법에 

따른 실험  조사[23]에서 천연 오미자 추출물 

0.5g을 증류수(deionized water) 100.0mL에 희

석, 용해시킨 시료 용액  일정량을 취하여, 섬

유류인 면(cotton)과 견(silk)에 염색하 다. 

염색방법은 면(cotton)과 견(silk)에 1회 실시

하고, 성세제 10%-수용액을 혼합, 80℃에서 

30분간 수세, 처리한 다음 자연 건조하 다. 본 

염색에서 매염제는 명반[Al2(SO4)3·13-14H20]을 

3%-시료용액으로 희석, 용해하여, 사용하 다. 

매염방법은 매염법과 무매염법으로 상온에서 

20분간 비교, 실험하 다. 색차시험은 color 

difference meter of spectraflash(색차계)로 염

색한 면과 견의 명도, 색의 방향, 색차(DL
*, 

Da*, Db*, DE*)를 측정하 다. 한 오미자 추

출물인 천연염료가 면과 견의 염색상태를 주사

용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으로 찰하 다.

2.5. 기기분석

2 . 5 . 1 .  I CP/ OES 측 정

오미자에서 무기성분을 확인하기 하여 오

미자 추출물 0.1g에 용매인 5%-질산 수용액 

100.0mL를 희석, 용해시킨 시료용액을 

ICP/OES 분석기기로 측정하 다. 본 기기분석

는 28종의 표 원소인 Ag, Al, As, B, Ba, Be, 

Ca, Co, Cd, Cr, Cu, K, Li, Fe, Mg, Mn, Mo, 

Na, Ni, Pb, Sb, Se, Si, Sr, Ti, Tl, V, Zn을 사

용하여, 시료용액  무기성분을 측정하 다.

2 . 5 . 2 .  G C/ M SD  측 정

오미자에서 유기성분을 확인하기 하여 오

미자 추출물 0.1g에 용매인 디에틸에텔

[(C2H5)2O] 100.0mL를 희석, 용해시킨 시료용액

을 GC/MSD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시료용액 

 유기성분을 측정하 다. 

GC/MSD 분석기기의 검출기에는 HP-5MS 

(model No. Agilent 19091S-433)와 column은 

HP-5MS (30m*250um*0.25um)을 사용하 고, 

split flow는 50.0mL/min, saver flow는 

20.0mL/min로 측정하 으며, 그리고 온도 조

기는  MSD transfer line heater를 사용하 고, 

운반기체(carrier gas)는 He-gas를 사용하 고, 

carrier gas는 1.0mL/min, 유압은 7.06psi로 측

정하 으며, 시료의 기 분사온도는 250℃, 검

출기의 기온도는 280℃에서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실험 결과

천연 오미자는 오미자 과피, 오미자 과실, 오

미자 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성분을 분쇄

한 오미자 성분 200.0g에 유기용매인 에탄올

[C2H5OH] 800.0mL를 혼합, 농축시킨 다음 오미

자 잔유물을 제거하고, 오미자 추출액 약 

580.0g을 얻었다.  오미자 추출액 580.0g을 회

식 진공 증발기로 에탄올을 분리시킨 결과 

성 액체상태인 색-자색 계통의 오미자 추

출물 158.0g을 얻었으며, 이 때 오미자 추출수

율은 아래식(1)에 의거  약 19.0%를 나타났다.

오미자의 추출 수율(%) =

         오미자 추출액의 량(g)
   × 100 - (1)

  오미자의 량(g) + 에탄올의 량(mL)

 

여기서, 에탄올의 비 (specific gravity)은 

0.780 g/mL이다.

3.2. 항균실험 결과

본 실험은 오미자 추출물(0.5g)과 증류수

(100.0mL)를 0.5%-시료용액으로 희석, 용해하

고, 이  1mL를 Mueller Hilton Broth 배지용

액 (10mL)에 혼합한 다음 미생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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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be

Time(hrs)

Staphylococcus aureus Aspergillus niger

ATCC-01 Control-01 ATCC-02 Control-02

0 + + + +

24 + + + +

48 + + + +

72 - + - +

96 - + - +

120 - + - +

(Culture Temp. : 36℃) 

(Example) - ATCC-01,02 : This added microbe to Omija extract.

          - Control-01,02 : This did not add Omija extract but added only microbe to 

                            medium solution.

           - Positive reaction(+) : This means positive reaction that microbe shows 

                                   antimicrobial activity in culture test.

           - Negative reaction(-) : This means negative reaction that microbe shows 

                                   antimicrobial control in culture test.

Table 1. Experiment Result of Omija Extract Showed according to Culture Condition (Time, 

Temperature) of Microbe

ATCC-01(staphylococcus aureus)과 ATCC-02 

(aspergillus niger)를 각각 종, 미생물 시험을 

하 다. 미생물 시험은 균주의 배양 조건과 시

간에 따라 미생물의 생균 수와 변화 계를 조

사하 다. 여기서, 조군은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고, 배지용액에 Control-01 

(staphylococcus aureus)과 Control-02 

(aspergillus niger)을 일정량 첨가하 다. 다음

의 Table 1은 배양시간에 따라 오미자 추출물

이 미생물에 미치는 시험결과를 나타낸 도표이

다.

  오미자 추출물의 항균실험 결과는 Table 1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ATCC-01과 ATCC-02의 

경우 기 미생물 시험에서 양성반응(positive 

reaction)을 나타냈으나 미생물 배양시험 후 

72hrs(3day) 이후부터 음성반응(negative 

reaction)을 나타냈다. 그러나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고, 배지용액에 미생물을 첨가한 

Control-01과 Control-02의 경우 기 미생물 

시험에서 양성반응(positive reaction)을 나타냈

으나 72hrs(3day) 이후부터 양성반응(positive 

reaction)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미생물 배양시험 결과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TCC-01과 ATCC-02의 경우  DISC(원

형 평 )내 미생물의 생균 수가 기에 일부 나

타났으나 72hrs(3day) 이후부터 억제 상이 나

타났다. 그러나 Fig. 4에서 Control-01과 

Control-02의 경우 기 미생물의 생균 수가 

일부 나타났으나 72hrs(3day)이 경과한 후 미생

물의 생균 수가 격히 증가하는 상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본 항균실험으로부터 오미자 추출물이 약리

학 으로 미생물에 하여 항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염색실험 결과

  본 실험은 오미자 추출물과 증류수를 0.5%-

시료용액으로 희석, 용해시켜, 이  일정량를 

취하여, 섬유인 면과 견에 염색하고, 매염제는 

명반[Al2(SO4)3·13-14H20]을 사용하 다. 염색 

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염색명도, 색의 방향, 색

차를 측정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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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 result of microbe according to culture condition (time, temperature) of Omija 

extract(0.5% sol.).

Fig. 4. Experiment result of microbe according to culture condition(time, temperature) of Omija 

extract (0% sol.).

Table 2. Various Data measured in Dyed Fiber using Alum Mordant [Al2(SO4)3·13-14H20] with 

Natural Omija Extract

Fiber Mordant DL* Da* Db* DE*

Cotton
non-mordant 87.310 2.240 12.540 0

mordant 87.690 1.660 12.490 0.800

Silk
non-mordant 86.870 2.800 12.000 0

mordant 84.910 2.580 13.270 1.340

(Example) - Non-mordant : This did not add alum mordant in fiber dye.

             Mordant : This added alum mordant in fiber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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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에서 DL*은 명도(색의 밝기), Da*와 

Db*는 각각 색의 방향, DE*는 색차(color 

difference)를 의미하며, 여기서, DL*은 매염상

태에서 견(84.910)이 면(87.690)보다 명도가 낮

아, 염색시 보다 밝고, 연하게 나타났다. 한, 

Da*와 Db*는 색의 방향으로 염색시 미색(ivory 

color)계통의 색상이 나타났으며, DE*는 무매염

상태을 기 으로한 매염의 색차로 아래 식(2)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DE* =  (DL*)2 +(Da*)2 +(Db*)2  ― (2)

다음의 Fig.5와 Fig.6은 오미자 추출물을 천연 

염료로 사용, 여기에 매염제를 첨가하여 섬유인 

면과 견에 염색한 결과를 주사용 자 미경

(SEM)으로 염색상태를 확인하 다. 

                    

Fig. 5. This took cotton dyed using Omija 

extract to add alum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Fig. 6. This took silk dyed using Omija 

extract to add alum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본 염색실험 결과 명도는 밝고 연하게 나타

났고, 염색시 견보다는 면이  보다 진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한, 매염법으로 염색시 색

의 방향은 미색(ivory color)계통으로 색상이 나

타났고, 색차는 면(0.800)보다 견(1.340)에서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염색실험을 통하여 오

미자 성분이 천연염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3.4. 기기분석 결과

  3 . 4 . 1 .  I CP/ OES 분석

  오미자 추출물과 용매인 5%-질산 수용액을 

1:100의 비율로 희석, 용해시킨 시료용액을 

ICP/OES 분석기기로 측정한 결과 Fig. 7에 나

타내 다. 

  

    Fig. 7. Analysis result of inorganic  

             components in Omija material.

  Fig. 7에서 오미자 성분을 분석한 결과 

K(107.30ppm), Na(2.110ppm), Ca(0.935ppm), 

Mg(0.891ppm), Ti(0.345ppm), Si(0.281ppm), 

Li(0.270ppm), Cu(0.256ppm), Fe(0.126ppm) 등

의 다양한 무기성분들이  검출되었고, 특히 최

근 에 지 자원으로 두되고 있는 Li 성분도 

검출되었다.

 

  3 . 4 . 2 .  G C/ M SD  분석

  오미자 추출물과 용매인 디에틸에텔을 1:100

의 배율로 희석, 용해시킨 다음 이를 GC/MSD 

분석기기로 측정한 결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오미자 성분에는 benzene(10.808), 

acetic acid(11.289), tricyclo dec-3-ene(12.484), 

ａ-pinene(13.996), phenol(14.183), β-terp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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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 benzene methanol(17.506), 

a-terpinolene(17.616) 등의 다양한 유기성분들

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오미자 성분에서 천연의 

맛과 향기, 그리고 천연의 색상을 나타내는 방

향족 성분인 ａ-pinene(13.996), β-terpene 

(15.840), a-terpinolene(17.616) 등의 검출이 확

인되었다. 

Fig. 8. Analysis result of organic components 

in Omija material.

4. 결 론

  천연의 오미자 성분을 농축, 여과, 추출  

건조시킨 오미자 추출물의 약리, 화학  특성 

 기기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추출실험 결과 오미자 추출물은 158.0g이 

얻어졌고, 오미자 추출수율은 약 19.0%가 

나타났으며, 오미자 추출물의 성상은 성 

액체인 색-자색(red-violet color) 계통

의 색상이 나타났다. 

  2.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용액에 미생

물인 ATCC-01(staphylococcus aureus)과 

ATCC-02(aspergillus niger)를 종, 배양

한 미생물의 생균 수는 배양시간이 

72hrs(3day)이후부터 음성반응(negative 

reaction)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ntrol-01(staphylococcus aureus)과 

Control-02(aspergillus niger)의 경우 기

부터 미생물의 생균 수가 격하게 양성반

응(positive  reaction)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미자 추출물이 미생물에 항균효과가 있

습을 알 수 있다.

  3. 오미자 추출물을 염료로 사용하여 섬유인 

면(cotton)과 견(silk)에 매염제를 사용하

여, 염색한 결과 미색(ivory color)계통으

로 염색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주사용 

자 미경(SEM)으로 학인한 결과 염색상

태가 밝고 연하게 나타났다. 이는 오미자 

성분이 천연염료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 기기분석 결과 ICP/OES 측정에서는 K 

(107.30ppm), Na(2.110ppm), Ca(0.935ppm), 

Mg(0.891ppm), Li(0.270ppm) 등의 다양한 

무기성분이 검출되었고, GC/MSD 측정에

서는 benzene(10.808), a-pinene(13.996), 

phenol(14.183), β-terpene(15.840), 

a-terpinolene(17.616) 등의 방향족 유기    

성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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