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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Essential oils are secondary metabolites of herbs and have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foodborne pathogens. However, their 

applications for food protection are limited due to the hydrophobic and volatile natures of essential oils. Methods: In this study, essential 

oil nanoemulsions of rosemary and lavender were formulated with non-ionic surfactant Tween 80 and water using ultrasonic 

emulsification, and their antibacterial effects were determined. Result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nanoemulsions were evaluated 

against 12 strains of 10 bacterial species, and significant antibacterial effects were observed against four Gram-positive and four 

Gram-negative bacteria but not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and Shigella sonnei. In the disc diffusion test, the diameter of the 

inhibition zone proportionally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nanoemulsions. Using cell turbidity measurement,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of the nanoemulsions, which is the lowest concentration reducing viability of the initial bacterial 

inoculum by ≥99.9%,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the nanoemulsions. The largest 

bactericidal effects of lavender and rosemary essential oil nanoemulsions were observed against S. enterica and S. aureus, respectively. 

Conclusion: Nanoemulsion technique could improve antibacterial activity of essential oil nanoemulsions by increasing the solubility 

and stability of essential oils. Our findings shed light on the potential use of essential oil nanoemulsions as an alternative to chemical 

sanitizers in foo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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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합성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과 사용 규정들이 새롭게 검토되면서 화학 합성 보존제

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식물 

등의 천연물로부터 특정 성분이나 2차 대사산물 등의 생

리활성 물질을 추출하여 식품 첨가물로 적용하는 등 인

체에 무해한 천연의 식품 보존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Yu MH 등 2011). 특히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또는 사멸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는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는 식물의 색소와 에센셜 오

일(essential oil, 정유 성분),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등의 파

이토케미컬(phytochemical), 그리고 유기산 등이 있다

(Jang JS 등 2007).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식재료로 이용

되어 온 마늘, 양파, 고추와 허브 등의 다양한 식물도 항

균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Lee SG 등 2015). 이 중

에서 허브(herb)는 라틴어의 허바(Herba)로부터 파생된 풀

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 약리활성을 가진 식물을 총칭하는 단어이다(Yoo MY 등 

2005). 특히 허브의 2차 대사산물인 에센셜 오일은 현재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에 의해 Generally recognized 

as safe(GRAS)로 인정받아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천연 

첨가물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Bhargava K 등 2015). 허브

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그 중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L.)와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Mill.)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허브들이다(Fernandez LJ 

등 2005). 로즈마리와 라벤더 모두 식품 제조에 향신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Korean J Food Cook Sci 라벤더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나노에멀션의 항균 활성 257

http://www.ekfcs.org 2017; 33(3):256-263

고되었다(Fernandez LJ 등 2005). 

에센셜 오일은 향이 나는 식물 재료로부터 물리적 압

착 또는 증류 등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휘발성 물질로 성

분의 대부분은 탄소화합물이다(Arctander S 1960). 허브 

에센셜 오일 성분의 대부분은 테르페노이드(terpenoid)나 

메발로게닉(mevalogenic) 생합성 경로에 의해 생성되는 테

르펜(terpene), 디테르펜(diterpene)과 트리테르펜(triterpene) 

등이다(Shin HS 등 2012). 허브의 에센셜 오일은 자유라

디칼 과발현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의 체내 축적을 

예방하는 항산화 효과(Lee SE 등 2003)와 병원성 미생물

의 생육을 억제하는 항균 활성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

었다(Bhargava K 등 2015). 또한 에센셜 오일은 과채류 

표면에 코팅(coating)제로 사용하여 수분 증발 방지와 호

흡작용 조절로 저장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표면 미생물

의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ampos CA 등 

2011). 허브 에센셜 오일의 병원성 미생물 생육 억제에 관

한 연구는 다양한 허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바질(basil), 

클로브(clove), 오레가노(oregano), 레몬그라스(lemongrass), 페

퍼민트(peppermint), 티트리(tea tree), 타임(thyme)과 시나몬

(cinnamon) 에센셜 오일 등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과 이

들이 오염된 과채류 표면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Bhargava K 등 2015). 

그러나 에센셜 오일을 미생물 억제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오일의 휘발성(volatility)으로 식품의 저장 중 그 활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며(Bhargava K 등 2015), 두 번째는 오

일의 소수성(hydrophobicity) 때문에 수용액에 희석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ánchz-Gonzáles L 등 2010). 

세 번째는 에센셜 오일이 식품에 사용되었을 때 식재료에 

존재하는 유기물에 의해 그 활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Perurnalla AVS & Hettiarachchy NS 2011). 이와 같은 특

성들 때문에 에센셜 오일 자체만으로는 식품 산업에 사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에센셜 오일을 에멀션

(emulsion)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에멀션(emulsion)이란 미세한 액체 방울이 연속상

인 액체 매질에 분산되어 있는 계를 말한다. 나노에멀션

(nanoemulsion)은 크기가 10-100 nm 범위의 수중 유적형

(oil-in-water) 분산 형태인 준안정(metastable) 서브마이크

론(submicron)이다(Ghosh V 등 2013). 이러한 나노에멀션

은 소수성의 생활성(bioactive) 물질을 친수성 입자로 만

들어주기 때문에 의약, 화장품과 식품 등에 이용 가능하

도록 해준다. 또한 에센셜 오일 자체보다 입자가 작아서 

세포벽으로의 침투가 빠르기 때문에 나노에멀션의 항균

활성 스펙트럼(spectrum)은 에센셜 오일 자체보다 더 넓

고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onsì F & Ferrari G 2016).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나노에멀션은 오일이 가지

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농도로 희석

하여 과채류 표면 살균뿐만 아니라 저장 중에도 항균 활

성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나노에멀션은 초음파 유화기

(ultrasonic emulsification)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신속

하고 원하는 범위의 균일한 미세 유적(oil droplet)을 만들 

수 있으며, 수 주 동안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Ghosh V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재배된 로즈마리와 라

벤더 오일로부터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을 초음파 유화기를 이용하여 나노에멀션을 제조한 후 

일반 대장균, 식중독 원인균, 충치 원인균과 녹농균에 대

한 항균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식품 표면

에 오염된 미생물에 대한 나노에멀션의 항균 활성을 확

인하고자 감귤 표면에 미생물을 오염시키는 미생물학적 

모의시험을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허브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나노에멀션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허브 에센셜 오일은 제주에서 재배된 라

벤더(Lavandula angustifolia Mill.)와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를 채취하여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것을 

(주)어반파머스로(Jeju, Korea)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허브 에센셜 오일의 수중 유적형 나노에멀션은 Ghosh V 

등(2013)의 방법을 바탕으로 제조하였다. 나노에멀션은 

허브 에센셜 오일과 식용(food-grade)의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non-ionic surfactant)인 Tween 80(Polysorbate 80,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1 : 4로 혼합하였

다. 허브 에센셜 오일과 Tween 80의 비율은 Ghosh V 등

(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나노에멀션

의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sonicator(Q125 

Sonicator, Qsonica, Newtown, CT, USA)를 이용하여 125 

W에서 5분간 처리하였다. 제조한 나노에멀션은 4
o
C에서 

보관하였으며 제조 후 1주일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였다. 

에멀션은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농도별로 희석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사용균주 및 배양 조건

항균 실험을 위한 균주는 그람 양성균 5종(species)과 그

람 음성균 5종으로 총 10종이다. 이 중 8종은 식중독 원인 

미생물이며, 1종은 충치 원인균으로 알려진 Streptococcus 

mutans, 나머지 1종은 녹농균인 Pseudomonas aeruginosa

이다. 이들 미생물 종류와 배양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

원센터(Korean Collection, KCTC, Daejeon, Korea)와 농촌

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Jeonju,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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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Reference No. Culture medium Growth temperature

Gram positive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KCTC
1)

 1916

TSA
3)

/ TSB
4)

37
o
C

Bacillus cereus KACC
2)

 12672

Enterococcus faecalis KCTC 3080

Listeria monocytogenes KCTC 13064

Streptococcus mutans KACC 16833 TSA + 0.30% YE/TSB + 0.30% YE

Gram negative bacteria

Salmonella enterica KCTC 2057

TSA / TSB 37
o
C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750

Cronobbacter sakazakii KCTC 2949

Shigella sonnei KCTC 2518

Escherichia coli mixture KCTC 2223, 2441, 2790

1)
 KCTC: Korea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Daejon, Korea).

2)
 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Jeonju, Korea).

3)
 TSA: trypic soy agar (BD, Franklin Lakes, NJ, USA).

4)
 TSB: trypic soy broth (BD, Franklin Lakes, NJ, USA).

Table 1. List of tested microorganisms and optimal growth conditions for antibacterial activity test

였다. 분양 받은 균주는 생육 최적배지에서 활성화시킨 

후 40% glycerol(Sigma-Aldrich)용액에 혼합하여 -18
o
C에

서 보관하였다. 보관된 균주는 실험 직전 액체 증식배지

에 접종하여 각각 최적 배양조건에서 2회 계대 배양을 

한 후 사용하였다. Escherichia coli는 3가지 균주를 각각 

배양한 후에 같은 생균수의 비율로 혼합한 mixture를 만

들어 사용하였다.

3. 디스크 확산법(disk diffusion assay)을 이용한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 

라벤더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나노에멀션 희석액은 

멸균된 증류수를 이용하여 1%(2.0 mg/mL)에서 100%(200 

mg/mL) 농도로 제조하였다. 각각 최적배양 조건에서 배

양한 각각의 균주는 멸균된 0.1% buffered peptone water 

(BPW, Difco,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를 이

용하여 그 생균수를 1×10
7
 CFU/mL로 조정하였다. 이 배

양액은 평판 한천배지에 100 µL를 분주하여 도말한 후 

각각의 배양조건에서 4시간동안 배양하여 대수 증식기

(logarithmic phase)에 도달하게 하였다. 나노에멀션 희석

액은 멸균된 paper disk(diameter 6 mm, Advantec, Toyi 

Roshi Co., Tokyo, Japan)에 10 µL씩 분주한 후 건조하였

다. 건조된 paper disc는 각각의 미생물이 배양된 배지 표

면에 밀착시켜 각각 최적 생육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배

양이 완료된 후 paper disk 주위에 생성된 생육 저해환

(inhibition zone)의 직경(mm)을 측정하여 나노에멀션의 

항균 활성을 확인 및 비교하였다. 나노에멀션의 농도는 

200 mg/mL부터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높은 농도에서 낮

은 농도로 실험하면서 생육 저해환이 관찰되지 않는 농도

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무균 상(clean bench)

에서 수행하였으며, 3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4. 나노에멀션의 최소저해농도(MIC)

디스크 확산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실험을 실시하였

다. 디스크 확산법으로 확인한 생육 저해 농도를 최고 희

석농도로 정하고 최고 희석농도부터 점차적으로 낮은 농

도로 희석하여 실험하였다. 멸균된 96-well plate(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에 나노에멀션 희석액 75 

µL와 2배 농축 tryptic soy broth(TSB, Difco) 배지 75 µL

를 1 : 1로 넣고 혼합하였다. 여기에 생균수를 1 × 10⁷ CFU/  

mL로 조정한 실험균주 배양액 2 µL를 혼합한 후 각각 

균주에 대한 최적 배양 조건(Table 1)에서 배양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균주를 접종하지 않고 TSB와 나노에멀션

만을 혼합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각각 24-48시간 배양 

후 UV-VIS spectrometer(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흡수파장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흡광도 값이 

0.05이하로 나온 농도를 MIC로 결정하였다.

5. 나노에멀션의 최소사멸농도(MBC) 

디스크 확산법(disk diffusion assay)과 최소저해농도(MIC) 

실험을 통하여 나노에멀션에 의한 생육이 확인된 균주를 

대상으로 최소사멸농도(mini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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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험을 실시하였다. MBC는 MIC로 확인한 최소저

해농도의 나노에멀션과 2배 TSB를 1 : 1로 혼합하고 생

균수를 1×10⁷ CFU/mL로 조정한 실험균주 배양액을 접종

한 후 최적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 시료 

100 µL를 취하여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배양 후 생성되는 

집락(colony)을 확인하였다. MIC에서 생균수가 확인되면 

더 높은 농도로 재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 균주 

99.9% 이상을 사멸시키는 농도를 MBC로 결정하였다.

6. 대장균을 접종한 감귤 외피에 나노에멀션으로부

터의 항균 활성 효과 

본 실험은 항균 활성을 나타낸 균주를 직접 과채류에 

부착시켜 나노에멀션의 항균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미생

물학적 모의시험으로 식품위생지표로 이용되는 대장균

(Escherichia coli)을 실험균주로 사용하였으며, 균주에 관

한 사항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감귤은 

하우스 재배 온주밀감(Satsuma mandarin)으로 제주시내 

마트에서 구입 후 4
o
C에서 냉장(IBK-700RFA, Infobiotech, 

Daejeon, Korea)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E. coli(KCTC 

2223, 2441, 2790)를 각각 TSB에 접종하여 37
o
C에서 24시

간 배양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2회 계대배양 한 후 12,000 

rpm에서 원심분리기(1730R, Labogene,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2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모아진 각각의 균체를 

0.1% BPW로 재현탁하여 최종 생균수를 1×10⁷ CFU/mL

로 조정한 후 이들을 혼합하여 E. coli mixture를 제조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 coli mixture는 제조 후 4
o
C에

서 보관하면서 3일 이내 사용하였다. 감귤의 외피를 3×3 

cm의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E. coli mixture를 50 µL 취

해 감귤 외피에 20-30회로 나누어 spotting법으로 접종하

였다. 접종한 감귤 외피에 균주가 부착되도록 무균상태인 

clean bench 안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디스크 확산

법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두 가지 농도의 나노

에멀션(10%, 30%) 희석액 20 mL가 담긴 비이커에 균주

를 접종한 감귤 외피를 1분과 3분 동안 각각 침지시켰다. 

각각 처리된 시료는 멸균 필름봉투에 담고 30 mL의 

0.1% BPW를 넣은 후 30초 동안 균질기(Bagmixer-400VW,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

다. 균질화 된 시료는 0.1% BPW로 십진 희석하여 tryptic 

soy agar(TSA) 배지에 도말한 후 37
o
C에서 24시간 배양

하여 계수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나노에멀션 대신 멸균된 

증류수로 세척한 시료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감귤 

외피에 접종한 생균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E. coli mixture

를 접종한 감귤 외피를 멸균 필름봉투에 담고 30 mL의 

0.1% BPW를 넣은 후 30초 동안 균질화하여 배양한 후 

그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생균수는 log CFU/piece(감귤 

외피 1조각)으로 나타내었다. 

7. 통계처리

각각의 실험은 3회 이상의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는 SPSS Statistics(ver. 18.0, SPSS Institute Inc., Chicago, 

IL, USA)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평균값에 대한 유의차(p<0.05)를 검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디스크 확산법을 통한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 측정

라벤더와 로즈마리 나노에멀션의 그람 양성균 5종, 그

람 음성균 5종에 대한 항균활성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은 농도의 증

가와 함께 증가하였으며, 같은 실험 균주에 대해서도 각

각 다른 생육 저해환(inhibition zone) 크기를 나타내었다. 

총 10종의 균주 중 그람 양성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그람음성균인 Shigella sonnei는 두 가지 나노에멀션

(100%) 모두에서 저해환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로즈마리 

나노에멀션(100%)은 그람 양성균인 Bacillus cereus에서도 

저해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로즈마리 나노에멀션의 경우

에는 5종의 균주, 즉 Staphylococcus aureus(4%-6.66 mm), 

Pseudomonas aeruginosa(8%-6.83 mm), Escherichia faecalis 

(9%-6.66 mm)와 Salmonella enterica(9%-7.00 mm)가 10% 

이하의 농도에서 저해환이 관찰되었다. 라벤더 나노에멀

션은 S. enterica(5%-7.83 mm), P. aeruginosa(8%-7.00 mm)

와 Cronobacter sakazakii(10%-7.83 mm)등 3종에 대하여 

10% 농도 이하에서 저해환을 확인하였다. 로즈마리 나노

에멀션의 생육 저해환은 40% 농도에서 E. coli mixture는 

6.66 mm, 90% 농도에서 Listeria monocytogenes와 C. 

sakazakii가 각각 7.50 mm와 7.83 mm로 관찰되었다. 라벤

더 나노에멀션은 E. coli mixture가 40% 농도에서 6.50 

mm, S. aureus는 50% 농도에서 7.33 mm의 저해환이 관

찰되었으며, B. cereus와 E. faecalis는 70%에서 각각 8.00 

mm와 6.66 mm의 저해환을 관찰하였다. L. monocytogenes

는 라벤더 나노에멀션에 대한 감수성이 90%(8.16 mm)로 

가장 낮게 관찰되어 두 가지 나노에멀션에서 모두 가장 

낮은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람 음성균이 그람 양성균보다 상대적으

로 낮은 농도에서 생육 저해환 크기가 관찰되어 나노에

멀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연구

에서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 두께가 그람 양성균 보다 얇

지만 그 구조가 복잡하고 세포벽 바깥으로 외막이 존재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균 물질 등의 세포 내로의 흡수를 

방해한다(Yoon SY 등 2010)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그람 양성균보다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균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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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Lavender oil nanoemulsion Rosemary oil nanoemulsion

Concentration (%) Diameter (mm) Concentration (%) Diameter (mm) 

Gram positive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050 7.33±0.58 004 6.66±0.29

Bacillus cereus KACC 12672 070 8.00±1.00 100 -

Enterococcus faecalis KCTC 3080 070 6.66±0.29 009 6.66±0.29

Listeria monocytogenes KCTC 13064 090 8.16±1.26 090 7.50±0.50

Streptococcus mutans KACC 16833 100 - 100 -

Gram negative bacteria

Salmonella enterica KCTC 2057 005 7.83±0.29 009 7.00±0.50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750 008 6.83±0.29 008 7.00±0.00

Cronobbacter sakazakii KCTC 2949 10 7.83±0.29 090 7.83±1.04

Shigella sonnei KCTC 2518 100 - 100 -

Escherichia coli mixture (KCTC 2223, 2441, 2790) 040 6.50±0.00 040 6.66±0.29

Each value is means±SD of three replicates.

-: Inhibition zone was not observed at 100% concentration.

Table 2. Optimal minimum inhibition zone size of various microorganisms growth by two different kinds of emulsion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나노에멀션의 미세한 입자가 

얇은 두께의 그람 음성균 세포벽으로의 침투에 용이하였

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사용된 에센셜 오일들 간의 항

균 활성 차이는 함유된 성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에센셜 오일의 성분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

량분석기로 분석한 연구에서 라벤더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의 성분 종류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서는 camphor이 34.44%로 가장 높았고,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α-pinene이 40.9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그 함량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화제 종류와 입자 크기

보다 항균 활성 등의 생리활성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낸

다고 보고한 바 있다(Jeon DH 등 2013). 디스크 확산법을 

통한 항균 활성 측정은 그 활성 유무를 비교적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최저 

생육 저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탁도와 생균수 측정을 통하여 직접 그 생육

을 확인하는 최소억제농도(MIC)와 최소사멸농도(MBC) 

실험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한 최저 생육 저해 농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으로 

에센셜 오일과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을 디스크 확산법

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00%에

서는 L. monocytogenes에 대하여 12.16 mm의 저해환을 

나타낸 반면에 나노에멀션 100%(에센셜 오일 함량 20%)

에서는 11.00 mm의 저해환을 나타내었다. 또한 S. aureus

에 대해서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00%에서는 20.00 mm

를, 나노에멀션 100%(에센셜 오일 함량 20%)에서는 19.33 

mm의 저해환을 나타내어 에센셜 오일 농도가 1/5로 감소

하였음에도 그 항균활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노에멀

션은 입자 크기가 에센셜 오일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 

용해성 및 생체 내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100 nm 크기의 나노에멀션이 500 nm 크기의 나노

에멀션보다 쥐의 장 세포에서 흡수율이 10
4
-10

5
배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 SH 2008). 따라서 나노에멀션

은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은 유지하지만 세포에의 침

투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보다 적은 양을 사

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나노에멀션의 최소억제농도(MIC)와 최소사멸농도

(MBC)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나노에멀션의 최소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균주의 생육을 흡광도를 통해 

확인하는 최소억제농도(MIC) 실험을 수행하였다. 디스크 

확산법에 의해 생육 저해 효과가 확인된 균주 중 40% 이

하의 농도에서도 생육 저해환이 확인된 균주들만 선택하

였다. 따라서 라벤더 나노에멀션은 3종의 균주(S. enterica, 

P. aeruginosa와 C. sakazakii)에 대하여, 로즈마리 나노에

멀션은 4종의 균주(S. aureus, E. faecalis, S. enterica와 P. 

aeruginosa)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라벤더 나노에멀션의 MIC는 S. enterica가 

가장 낮은 2.0%(디스크 확산법-5%)로, P. aeruginosa와 C. 

sakazakii는 5.0%(디스크 확산법-8%와 10%)로 확인되었

다. 로즈마리 나노에멀션은 S. aureus가 가장 낮은 MIC인 

2.0%(디스크 확산법-4%)를 나타내었고, P. aeruginosa 

6.0%(디스크 확산법-8%), E. faecalis 7.0%(디스크 확산법

-9%), S. enterica 10.0%(디스크 확산법-9%) 순으로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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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oil Strains MIC (%) MBC (%)

Lavender oil

nanoemulsion

Salmonella enterica KCTC 2057 2.0±0.0  4.0±0.0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750 5.0±0.0  5.0±0.0

Cronobbacter sakazakii KCTC 2949 5.0±0.0 20.0±0.0

Escherichia coli mixture (KCTC 2223, 2441, 2790) 20.0±0.0 30.0±0.0

Rosemary oil

nanoemulsion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2.0±0.0 3.0±0.0

Enterococcus faecalis KCTC 3080 7.0±0.0 16.0±0.0

Salmonella enterica KCTC 2057 10.0±0.0 15.0±0.0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750 6.0±0.0 6.0±0.0

Escherichia coli mixture (KCTC 2223, 2441, 2790) 25.0±0.0 35.0±0.0

Each value is means±SD of three replicates.

Table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of lavender and rosemary oil 

nanoemulsion against various microorganisms

가 증가하였다. E. coli mixture의 경우에는 디스크 확산

법에서 확인된 농도인 40%보다 더 낮은 농도의 MIC와 

MBC가 확인되었다.

앞서 실험한 디스크 확산법 결과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species)에 대해서도 나노에멀션 종류에 따라 다른 생

육 저해 활성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탁도 측정법을 

이용한 MIC가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최저 생육 저해 

농도보다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각각 실험에 사용

한 배지 종류 차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MIC 

측정에는 액체배지를 사용하였고, 디스크 확산법에는 고

체배지를 사용하였다. 나노에멀션이 흡수된 페이퍼 디스

크를 고체배지에 올려놓으면 확산이 어렵거나 전체적으

로 고르지 못할 수 있지만, 액체배지의 경우 액체에 나노

에멀션이 균일하게 확산하여 접종한 미생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체배지보다 낮은 농도에서

도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양액의 탁도는 배지의 조성과 나노에멀션처럼 탁도를 

가지는 성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지 

조성과 나노에멀션 양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균주만 접종

하지 않은 시료를 대조군으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탁도 측정만으로는 생균과 사균의 구별이 어렵고 

미량의 생균은 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

재하기 때문에 실제 탁도를 측정하고 난 시료를 배지에 

접종하여 생균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MBC이다. 

접종한 균주의 증식을 99.9% 이상 사멸시키는 농도인 

최소사멸농도(MBC)를 측정한 결과(Table 3)에서 모든 실

험 균주들의 MBC는 MIC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벤더 나노에멀션의 경우 S. 

enterica의 MBC(MIC)는 4(2)%, P, aeruginosa와 C. sakazakii

는 5(5)%, 20(5)%로 측정되었고, 로즈마리 나노에멀션 결

과에서는 S. aureus와 E. faecalis가 각각 3(2)%와 16(7)%, 

S. enterica와 P. aeruginosa가 각각 15(10)%와 6(6)%로 확

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항균물질을 이용하여 체내 병원균

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MIC보다 몇 배의 농도를 투여한

다(Archer GL & Polk RE 2011). MIC가 미생물 생육을 

저해하는 항균물질의 최소저해농도이긴 하지만 이 농도

에서 미생물이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균수를 직접 측정하여 MBC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레

가노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을 측

정한 연구에서도 MIC보다 MBC 값이 더 높았음을 보고

하였다(Bhargava K 등 2015).

3. 대장균을 접종한 감귤 외피에 대한 나노에멀션의 

생육저해효과

나노에멀션을 포함한 화학적 살균제를 식품에 사용하

고자 할 때 식품에 존재하는 식물 파편, 흙과 먼지 등 다

양한 유기물이 방해물로 작용한다(Park EJ & Kim SY 

2015). 뿐만 아니라 과채류의 경우에는 그 표면의 굴곡 

정도에 따라 살균력에 차이를 나타낸다(Park EJ 등 2008). 

따라서 실제로 식품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식품에 미생

물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켜서 살균제의 항균활성을 측정

하는 미생물학적 모의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감귤 외피에 대장균 mixture를 인위적으로 고르게 

접종하고 일정 농도의 나노에멀션을 처리하였을 때 처리 

농도와 시간에 따른 항균활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초기에 감귤 조각 외피에는 4.85 CFU의 대장균이 오염

되어 있었으나, 나노에멀션 처리시간과 같은 시간 증류수

를 처리하였더니 4.39(1분)와 4.15 log CFU(3분)으로 감

소하였다. 이는 증류수의 살균효과가 아니라 증류수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물리적 감소로 판단된다

(Park EJ 등 2008). 라벤더와 로즈마리 나노에멀션의 처

리 시간이 1분에서 3분으로 증가할수록 감귤 외피 생균



262 김민수 ․ 이경원 ․ 박은진 Korean J Food Cook Sci

2017; 33(3):256-263 http://www.ekfcs.org

Treatment

time (min)

log CFU/a piece of citrus peel

Inoculum Deionized water
Lavender oil 

nanoemulsion 10%

Lavender oil 

nanoemulsion 30%

Rosemary oil 

nanoemulsion 10%

Rosemary oil 

nanoemulsion 30%

1
4.85±0.12

a
4.39±0.34

ab
3.61±0.18

ab
2.93±0.17

b
3.72±1.03

ab
3.26±0.17

bc

3 4.15±0.16
bc

2.31±0.38
dc

1.41±0.20
e

3.03±0.12
cc

2.58±0.09
cd

Each value is means±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 of lavender and rosemary oil emulsion on the log reduction of E. coli mixture at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and 1 and 3 minutes of treatment on the surfaces of citrus

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나노에멀션 농도가 

1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3분 처리에서 생균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전체적으로 감귤 외피에 

오염된 대장균의 저해 효과는 로즈마리보다 라벤더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서 확인한 MIC와 MIB

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균제는 같은 농도에서 

미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보다 식품 표면에 부착된 

상태에서의 미생물 사멸 효과가 낮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식품 표면 구조와 유기물 등의 존재로 살균제와 미생물

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에멀션을 식품 표면 살균에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식품에 대한 연구와 저장 기간 동안 효과 지속여부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식중독 유발 병원균인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와 E. coli O157:H7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상추를 오레가

노 오일 나노에멀션 용액에 1분 동안 침지시킨 후 상추 

표면에 남아있는 생균수를 확인한 연구에서 모든 균주가 

나노에멀션 처리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처리 

후 24시간과 72시간 저장하는 동안에도 그 활성이 유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Bhargava K 등 2015). 이는 식품에 

에센셜 오일의 처리 후 저장 중 항균 활성이 감소한다는 

단점을 나노에멀션 사용으로 보완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

라 나노 에멀션은 제조 후 1개월 이후에도 그 입자의 안

정성이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Ghosh V 등 2013) 

이후 식품산업에서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증진을 목

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에센셜 오일은 강항 방향성 때문에 식품의 관능

적 특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레몬과 

오렌지 등 감귤류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토마토 쥬

스와 야채스프, 햄버거 패티 등에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도 그 향을 느끼지 못했다는 관능검사 결과가 보고되었

다(Espina L 등 2014). 뿐만 아니라 생선, 치즈와 소스 등 

허브와 향신료가 포함되는 향이 강한 요리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그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Seow YX 등 2014). 따라서 식품 종류와 특성에 

적절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허브의 2차 대사산

물인 에센셜 오일은 소수성과 휘발성 등의 특징 때문에 

식품산업에 사용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로즈마리와 라

벤더 에센셜 오일과 물, 그리고 식품용 계면활성제를 이

용하여 나노에멀션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희석하여 항

균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총 10종 12개 균주 

중 그람 양성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그람 음성균인 

Shigella sonnei를 제외한 8종의 균주에 대한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생육 저해환 크기는 나노에멀션의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로즈마리 나노에멀션은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us faecalis와 Salmonella enterica에 대하

여, 그리고 라벤더 나노에멀션은 S. enterica와 Pseudomonas 

aeruginosa와 Cronobacter sakazakii에 대하여 10% 이하의 

농도에서도 생육 저해환을 확인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하

여 확인한 MIC 항균활성은 디스크 확산법을 사용하여 

확인한 최저 농도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생균

수 측정을 통하여 실험 균주를 99.9% 이상 사멸하는 농

도인 MBC는 MIC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

다. 디스크 확산법, MIC와 MBC 모두에서 라벤더 나노에

멀션은 S. enterica에 대하여, 로즈마리는 S. aureus에 대

하여 저해 활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확인된 허브 에센셜 오일 나노에멀션의 항균활성은 

에센셜 오일을 보존제로 식품산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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