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aluation of Natural Oils in Antimicrobial Activity and Rodent Repellent
Effectiveness

Sung Jin Park1, Mi Hee Yu1, Eun Ji Lee1, Soon Ho Jang1, In Seon Lee1, Bae Hwan Kim 2 and Sam

Pin Lee
1,3
*

1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2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3The Center for Traditional Microorganism Resource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Received April 1, 2013 /Revised May 15, 2013 /Accepted May 16, 2013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odent repellency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natural oils.
Thirteen natural essential oils were evaluated for repellent efficacy against rodent feed intake sup-
pression activity. Salvia sclarea (sage), Cinnamomum zeylanicum (cinnamon) Cymbopogon citratus (lemon
grass), and Syzygium aromaticum (clove) showed the best repellent efficacy among tested natural oils.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Gram-negative (four strains) and Gram-positive (four strains) bacteria
were evaluated using four natural oils, which showed high efficacy on the rodent repellent test.
Syzygium aromaticum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all tested bacteria and Cymbopogon citratus,
Cinnamonum zeylanicum, and Salvia sclarea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ome tested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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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향성 식물은 잎, 꽃, 뿌리, 줄기, 열매 등에서 독특한 향이

있고, 이러한 향은 식물의 휘발성 이차 대사산물로서 항산화,

항염증, 항암활성을 포함하며[3], 최근에는 화장품, 건강보조

제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6].

특히, 식물의 정유는 경우는 식물이 생존을 위하여 분비하

는 물질로서 다양한 유해동물에 대한 기피제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며, 항균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13, 20].

쥐는 인류의 발달과 생활 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진화하여 전세계적으로 1,800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빠

르고 광범위하게 번식하고 있는 위생동물로서, 농업과 건설구

조물, 인류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1].

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작물, 사탕수수, 과수원 등에서 식물

성장에 근간이 되는 줄기와 뿌리를 갉아 먹으면서 식물의 성

장을 방해하며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한다[4, 5].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설치목(Oder rodentia) 에는 쥐과

(Family Muridae), 비단털쥐과(Family Cricetidae), 뛰는 쥐과

(Family Dipodidae) 그리고 다람쥐과(Family Sciuridae) 등 14

속 18종이 알려지고 있다[2].

설치류에 의한 피해는 농작물 뿐만 아니라 집이나, 회사,

식당 등에서 식품의 오염, 건물이나 구조물의 손상, 살모넬라

와 페스트 등의 질병 전파, 전선피복 손상에 의한 화재 등 다양

한 피해를 미친다. 이러한 피해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연간

19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고, 인도에서는 설치류에 의한 농작

물, 과수, 건물의 피해는 도시의 경우 만성적인 피해가 2~15%

이고, 국가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

다[7, 8, 9].

또한 설치류는 plague, arenaviruses, hantaviruses, rat ty-

pus, lugworms, leptospirosis 등의 전염성 질병을 매개하고,

쥐의 몸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쥐의

폭발적인 번식력으로 늘어난 개체수에 의하여 이러한 질병에

인류는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10]. 국내에서도 쥐에 의해

전파되는 유행성 출혈열(hemonrrhagic fever with renal syn-

drome, HFRS)은 한탄바이러스(Hantan virus)가 병원체로

1976년 이 등에 의해 최초로 분리 되었으며, 국내 역시도 쥐에

의한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11].

이러한 쥐를 방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살서제(rodenticides)

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쥐에게 내성을 길러

주며, 사용 후 잔류물질이 남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무선택적으로 목표 동물 이외에 다른 동물을 죽게 하거

나, 유기합성물로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12, 14].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설치류 기피제

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이 강한 13개의 천연오

일을 이용하여 설치류 기피력을 비교 테스트하였다. 또, 기피

효과가 우수한 4가지 정유를 8가지 식중독 유발균에 대하여

항균력을 테스트하여 항균력을 함유한 친환경적 기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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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ural oils used for testing repellent activity against rodent

Scientific name Family Common name Region

Cupress sempervirens
Salvia sclarea
Cinnamomum zeylanicum
Mentha piperita
Rosmarinus officinalis
Lavandula officinalis
Eucalyptus globules
Syzygium aromaticum
Cymbopogon citratus
Cymbopogon winterianus
Pelargonium graveolens
Boswellia carteri
Oenothera odorata

Cupressaceae

Lamiaceae

Lauraceae

Lamiaceae

Lamiaceae

Lamiaceae

Myrtaceae

Myrtaceae

Poaceae

Poaceae

Geraniaceae

Burseraceae

Onagraceae

Mediterranean Cypress

Sage

Cinnamon

Peppermint

Rosemary

Lavender

Eucalyptus

Clove

Lemon grass

Citronella java

Geranium

Frankincense

Evening primrose flower

Leaf

Panicle

Leaf

Leaf

Leaf

Flower

Leaf

Leaf

Grass

Leaf

Leaf

Resin

Flower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4주령 수컷, 암컷 SD (Sprague–

Dawley)계 렛드로 ㈜오리엔트(Orient Co., Seongnam, Kore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3±2℃, 습

도 60±5%, 명암주기 12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1주일

간 렛드용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사용된 사료

는 Labdiet 5L79, 깔집은 Aspen shaving을 각각 ㈜오리엔트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천연오일

실험에 사용된 식물정유는 측백나무(Cupress sempervirens,

CS), 세이지(Salvia sclarea, SS), 유칼립투스(Eucalyptus globules,

EG), 레몬그라스(Cymbopogon citratus, CC), 제라늄

(Pelargonium graveolens, PG), 프랑켄센스(Boswellia carteri,

BC), 계피(Cinnamomum zeylanicum, CZ), 페퍼민트(Mentha pi-

perita, MP),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RO), 시트로넬라

(Cymbopogon winterianus, CW), 라벤터(Lavandula officinalis,

LO), 클로버(Syzygium aromaticum, SA), 그리고 달맞이 꽃

(Oenothera odorata, OO)을 증류추출법으로 추출한 오일을 ㈜

구월(Goowrl Co., Deagu,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사료 섭취(Feed intake) 실험

랫드에 대한 기피효과는 윤 등[24]이 실험한 쥐의 갉기 활성

억제 실험의 전선 침지법을 응용하여 사료에 오일을 도말하여

사용하였다. 총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천연오일 원액을 식용

유에 10배 희석하여 사료를 1시간 동안 침지하고 12시간 건조

하였다. 24시간 절식시킨 렛드에게 3 종류의 다른 오일이 도말

된 사료를 11~12 g씩 공급하고 24시간 후 갉기 활성을 평가하

였다. 사용된 Cage의 Cover는 세 종류의 사료와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하였다(Fig. 1). 렛드의 절식으

로 인한 스트레스 및 오일 향의 적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암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때마다 각각 다른 오일

이 도말 된 사료를 공급하였다. 사료 섭취율은 24시간 후에

남은 사료 무게를 오일이 도말된 사료의 무게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 대조물질로는 오일성분의 점성과 비슷하고 향이 적은

식용유를 사용하였다.

사료 섭취율(%)=(24시간 후 남은 사료무게/오일 도말 된

사료 무게)×100

서식지 기피력 테스트(habitat repellency test)

깔집 100 g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천연오일 원액 5 ml를

깔집에 혼합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12시간 실온에서 방치

하여 깔집에 충분히 천연오일 향이 스며들게 하고 열풍건조하

여 끈적임을 줄이고 향을 남게 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깔집은 6분할로 통풍이 되는 케이지를 제작하여 천

연오일이 처리된 깔집과 처리되지 않은 깔집을 구분하여 Fig.

2와 같이 설치하였다. 케이지의 각 칸 마다 사료를 주고 모서

리 부분에 물을 공급하였고, 48시간 방치 후 쥐의 배설물 수를

확인하여 서식지 기피능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에 대해 쥐를

번갈아가며 암소에서 시료당 3회 반복 실험하였다.

서식지 기피율=(시료 처리시 대변 수/대조구 대변 수)×100

사용 균주 및 배지

본 실험에서 사용한 Escherichia coli O157:H7 (ATCC 4388),

Bacillus cereus (ATCC 12573)은 미국균주보존센터로부터,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Listeria monocytogenes

(KCTC 3710)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로부터,

Streptococcus mutans (KCCM 40105), Salmonella typhimu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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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gnawing activity test of 13 natural oils against rodents.

Fig. 2. Cage used for habitat repellent test.

(KCCM 11862), Pseudomonas aeruginosa (KCCM 1132), Vibrio

parahaemolyticus (KCCM 11965)을 한국미생물보전센터로부

터 분양을 받았다. 각각의 균들을 tryptic soy broth (TSB,

Difco, Detroit, USA) 액체 배지에 백금이 접종하고 37℃에서

24시간 교반하여 3회 계대 배양한 후, 성장 최적조건에서 균에

따라 NB (Nutrient broth), BHI (Brain heart infusion broth),

TSB (Tryptic soy broth) 배지에서 배양 시켰다.

항균활성평가

추출물의 항균력 검색은 disc diffusion method를 실시하였

다[17]. 균주를 100 ml TSB에 접종하고 37℃에서 shaking하면

서 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키고 3일 계대 배양 후 spec-

trophotometer (UNIKON922, Kontron, Milan, Italy)를 이용

하여 560 nm에서 O.D.값이 0.2가 되게 하여 균수를 1×10
7

cfu/ml로 사용하였다. 고체배지에 멸균된 glass spreader로 균

을 고르게 도말 한 후, 8 mm paper disc (Adantec co., Tokyo,

Japan)를 올려놓은 다음 추출물은 최종농도가 10 mg/disc가

되도록 DMSO (dimethyl sulfoxide)에 용해시키고 50 µl를 주

입하여 완전히 흡수시킨 후 37℃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시켜 paper disc 주위의 inhibition zone (mm)의 직경을 측정

하였다.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TM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USA) program에 의해 one-way ANOVA 검정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값 간의

차이를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먹이 섭취 저해율

천연오일 성분을 사료에 도말하여 사료 섭취률을 확인한

결과는Fig. 3과 같다. 천연오일성분을 사료에 도말하였을 때는

100% 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구로 일반 식용유를 사

용하였는데 식용유로 도말된 사료는 10회 모두 100% 섭취하

였다. 또한 세이지(SS), 레몬그라스(CC), 시나몬(CZ), 페퍼민

트(MP) 오일에서 낮은 사료 섭취율을 보였으며, 특히 세이지

와 시나몬 오일을 도포한 사료가 섭취율이 현저히 낮았다.

사료 섭취율이 낮다는 것은 렛드가 사료를 갉아 먹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은 쥐가 사람에게 주는 큰 물리

적 피해 중에 하나인 갉기 활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이지

나 시나몬 오일에는 쥐가 기피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천연오일 성분은 전선의 피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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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activites of Cymbopogon citrates, Cinnamomum zeylanicum, Syzygium aromaticum and Salvia sclarea

Sample
Concentration

(mg/disc)

Gram (+) Gram (-)

BAa SA SM LM EC ST PA VP

CCb 10mg
c

2.87±0.15 2.53±0.06 0.97±0.25 3.20±0.20 2.10±0.10 1.53±0.06 - 1.10±0.10

CZ 10mg 2.90±0.17 2.57±0.12 2.30±0.26 3.37±0.06 1.73±0.25 1.33±0.21 - 1.70±0.20

SA 10mg 2.50±0.10 1.77±0.06 2.33±0.06 2.17±0.15 2.33±0.31 1.60±0.10 2.03±0.06 2.03±0.06

SS 10mg 2.53±0.15 1.57±0.06 -
d

2.05±0.12 - 0.93±0.06 - -
a
BC: B. cereus, SA: St. aureus, SM: St. mutans, LM :L. monocytogenes, EC: E. coli, ST: Sal. Typhimurium, PA: Ps. Aeruginosa, VP: V.
Parahaemolyticus

bCC: Cymbopogon citratus, CZ: Cinnamomum zeylanicum, SA: Syzygium aromaticum, SS: Salvia sclarea
c
Paper disc (5 mm) was included.

d
NO inhibition

Fig. 3. Feed intake rate. Con: cooking oil, CS: Cupress sempervi-
rens, SS: Salvia sclarea, EG: Eucalyptus globules, CC:

Cymbopogon citratus, PG: Pelargonium graveolens, BC:

Boswellia carteri, CZ: Cinnamomum zeylanicum, MP:

Mentha piperita, RO: Rosmarinus officinalis, CW:

Cymbopogon winterianus, LO: Lavandula officinalis, SA:

Syzygium aromaticum and OO: Oenothera odor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농작물, 가축 사료 포장재 등에 코팅하여 사용하면 쥐의 갉기

활성을 억제하고, 쥐를 기피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천연오일의 서식지 기피활성

다음으로 서식지 기피력을 테스트 결과 Fig. 4와 같다. 먹이

섭취율에서 억제활성이 좋았던 세이지, 레몬그라스, 계피오일

이 서식지에 대한 기피력 활성에서도 효과가 우수하였다. 이

실험결과는 세이지, 레몬그라스, 계피를 일정 공간에 처리하

였을 때 렛드가 머무르지 않고 않고, 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오일 처리군의 경우, 렛드 자체에서 나오는 채취나, 배설

물 등을 이용하여 냄새를 상쇄하거나, 대조구의 깔집을 가져

다 놓은 경우를 관찰하였으며, 어떤 천연 오일의 경우 배설물

의 수가 대조구에 비해 많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각 칸 마다

사료를 공급하였지만, 렛드가 기피하는 오일 향의 사료는 다

른 공간으로 이동되어 있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한탄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배설물에서 섞

Fig. 4. Habitat repellent activity of natural oils against rodents.

Con: cooking oil, CS: Cupress sempervirens, SS: Salvia
sclarea, EG: Eucalyptus globules, CC: Cymbopogon citratus,

PG: Pelargonium graveolens, BC: Boswellia carteri, CZ:

Cinnamomum zeylanicum, MP: Mentha piperita, RO:

Rosmarinus officinalis, CW: Cymbopogon winterianus, LO:

Lavandula officinalis, SA: Syzygium aromaticum, OO:

Oenothera odor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

parison test.

여 나오면서 건조된 변에 있던 한탄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부

양되면서 사람의 호흡기로 침입하여 발생한다[16]. 설치류의

분뇨, 털, 타액, 혈액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의 번식지로서

설치류에 의해 오염지역에서 비 오염지역으로 질병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전염된 쥐의 사체 역시도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

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천연오일을 이용한 효과적인 쥐의

접근 금지와 서식지로서의 기피성은 살서제와 달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피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체에 의한 전염성 피해

도 방지할 수 있다.

천연오일의 항균활성 평가

설치류 기피효과가 가장 좋았던 정유를 이용하여 항균활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Gram (-)과 Gram

(+)균에 대한 실험 결과는 Syzygium aromaticum (SA)에서 모든

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였고, Salvia sclarea (SS)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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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정유에서는 Psedomonas aeruginosa (PA)를 제외한 나머

지 균에서 활성을 보였다. 즉, 설치류 기피와 동시에 항균활성

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쥐는 생존을 위해 좁은 통로나 습기나 먼지가 있는 오염된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며, 오염지역의 plague, arenaviruses,

hantaviruses, rat typus, lugworms, leptospirosis 등의 전염성

질병과 세균들을 옮기는 전염원이다. 이러한 이차적인 피해는

단순히 쥐가 살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쥐의 사체와 분변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도 천연오일을 이용하여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천연오일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설치류

기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폭발적인 번식력과 적응력으로 세계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쥐는 아시아, 유럽 등에서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설치류는

인간의 곡물손실과, 구조물의 파괴 그리고 흑사병, 살모넬라

증, 신증후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

개하는 유해동물 중 하나이다[23, 24]

이러한 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쥐덫과 함께 물리적으로

전기적 장치 및 초음파를 이용한 방제 방법이 소개 되었고

수많은 합성 살서제가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합성제는 지속적

인 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환경오염문제, 인축 피해 등의 제약

이 있다[21].

따라서, 세계적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기피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22] 국내에서는 아파트 생활이 많아지고 농업 인구

가 적어짐에 따라 기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치류 기피제로의 안전성과 친환경

적인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향이 좋고 기능성이 풍부한 천

연오일 13가지를 선별하여 먹이 섭취 저해율과 서식지 기피활

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두 실험 모두 10회 이상 반복 실험 하였

으며, 실험군을 암, 수, 그리고 무게별(연령별)로 나누어 실험

하였고, 그 결과 세이지(SS), 레몬그라스(CC) 오일에서 높은

기피력을 확인하였다.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오일 등의 경우

는 설치류를 비롯한 유해충에 대한 많은 기피제가 연구되어

있지만, 세이지 오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기피력이 가장 높은 정유를 이용하여 8가지 Gram (-)

과 Gram (+)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평가한 결과 크로버(SA)

오일은 실험에 사용된 모든 균에서 항균효과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오일에서도 Streptococcus mutan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parahaemolyticus 를 제외한 균

에 대한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설치류 기피제 및 항

균제 물질로 가능성이 기대되고, 기피력이 대조구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천연오일 성분도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통

해 천연유인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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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천연오일의 항균 및 설치류 기피제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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