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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beneficial effects of 15 essential oils isolated from tree branches, leaves, and
flowers. Among these oils, clove bud and Illicium anisatum oils showed the most potent anti-oxidant effects on 1,1-
diphenyl-2-picrylhydrazyl and 2,2'azin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Next, we
evaluated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15 essential oils on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and Streptococcus mutans. Clove bud significantly decreased growth of 5 bacterial
strains. In addition, clove bud, Magnolia kobus, Picea abies and Chamaecyparis obtuse significantly reduced growth of the
fungi, Aspergillus fumigatus, Aspergillus ochraceus, Candida albicans and Trichophyton rubrum. Additionally, clove bud also
remarkably reduced the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and inducible NO synthase in lipopolysaccharide-activated
RAW264.7 cel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ssential oils isolated from trees, which exhibit antioxidant, antibacterial,
antifungal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may be potentially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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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에 따른 제품의 고급화, 편의화 추세에 따라

냉장,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식품을 미생물로

부터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벤조산(benzoic acid)을 비롯한 13

종의 합성 물질이 보존료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합성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은 만성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등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하고 산화방지 효과가 뛰어난 자연 보존료와 산화방

지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등, 2002;

Lee 등, 2011). 그 중 하나로 방향유는 식물의 꽃, 잎, 열매, 가지

줄기, 뿌리 등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정유나 휘발유를 나타내며

식품의 보존, 항균제, 진통제, 진정제, 항염증제, 진경제 및 국소

마취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Bakkali 등, 2008), 방향유가 가

지는 산화방지 활성과 항균 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

양한 수목 방향유들이 식품 및 화장품 업계에 자연 향신료, 방부

제로 사용되고 있다(Jeong 등, 2017).

사람의 피부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

인 노출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 반응성이 매

우 큰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생성하고 O2

및 ·OH, ·O2
−, H2O2 ROO·, ROOH, HOCl 등의 활성 산소종으로

부터 유도된 광산화적 손상을 받아 피부의 산화방지 방어망이 무

너지게 된다(Kim 등, 2011; Kim 등, 2015). 이러한 활성 산소종

이 야기하는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산화방지 활성 물질로 butylated

hydroxyl anisol (BHA)와 butylate hydroxyl toluene (BHT) 등의

합성 산화방지제를 많이 사용해 왔다(Kim 등, 2011; Kim 등,

2015; Lee 등, 2011). 또한, 활성 산소종이나 다른 외부 자극에 의

해 피부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면 생체 내에서는 면

역반응이 일어나 외부로부터 방어 역할을 하기 위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병원체를 제거 하고자 한다(Kang 등, 2014; Park

등, 2016). 그러나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큰포식세포에

의해 생성된 nitric oxide (NO)와 interleukin-6 (IL-6),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prostaglandin E2 (PGE2)와 같은 전염증

성 사이토카인들은 inducible NO synthase (iNOS)의 발현을 유발

하고, cyclooxygenase-2 (COX-2)의 발현은 세포 손상, 고통, 부종

및 열, 신생혈관 형성 및 종양 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심할 경

우 관절염, 대장염, 자가면역질환 등을 유발 할 수 있다(Cho 등,

2014; Jeon 등, 2014; Ojha 등, 2014). 또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염증제는 위염, 신장염 및 심장 질환 같은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자연 물질 염증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ogne 등, 2006; Kang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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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수목의 여러 부위로부

터 방향유를 추출한 후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와

2,2'azin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을 통해 방향유 15종의 산화방지 효과를 평가하고, 식

중독 유발 균주인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O157:H7

(E. coli O157:H7), Salmonella typhimurium (S. typhimurium) 구

강 균주인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A. actinomycetemcomitans) 균주에 대한

항세균 활성 뿐만 아니라 Aspergillus fumigatus (A. fumigatus),

Aspergillus ochraceus (A. ochraceus), Candida albicans (C. albi-

cans), Trichophyton rubrum (T. rubrum)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평

가하였다. 또한 산화방지, 항세균, 항진균 활성이 뛰어난 수목 방

향유를 스크리닝 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방향유를 큰포식세포주

인 RAW264.7 세포에서 세포 독성 평가 및 COX-2와 iNOS발현

정도를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하여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및 방향유 추출

본 실험에는 독일가문비, 생강나무, 분비나무, 편백, 소나무, 종

비나무, 구상나무, 전나무, 반송, 붓순나무, 눈측백나무, 왕초피나

무, 곰취, 목련에서 추출한 방향유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2016

년 4월부터 2018년 3월 중에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지역, 시기,

식물의 부위는 Table 1에 나타냈다. Hydro-distillation법과 Steam-

distillation법을 이용하여 각 시료에서 방향유를 추출하였다. Steam-

distillation법을 이용하여 방향유를 추출한 경우는 전라남도 천연

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향유추출장비(Model. EM-50,

Micro Co., Cheongju, Korea)를 이용하였다. Hydro-distillation법을

이용한 방향유 추출은 clevenger type의 장치를 이용하였다. 10 L

의 둥근 플라스크에 시료를 넣고 시료가 잠길 정도로 증류수를

넣었다. 플라스크를 히팅 멘틀에 놓고 clevenger type의 장치를 연

결한 후 온도 100±2oC에서 추출하여 방향유를 얻었다. 추출된 방

향유는 무수 Na2SO4 (98.5%)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 한 후 실

험에 사용될 때까지 냉장 보관하였다. 또한 clove bud (Sydney

essential oil Co., Sydney, Australia)는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균주 및 배지

본 실험에 사용된 S. aureus (ATCC 12600), L. monocytogenes

(ATCC 1911)와 C. albicans (ATCC 10231)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S. mutans (ATCC 25175), A. actinomyce-

temcomitans (ATCC 33384)와 A. fumigatus (ATCC 16424), A.

ochraceus (ATCC 96919), T. rubrum (ATCC 28188)는 한국미생

물자원센터(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Dae-

jeo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E. coli O157:H7, S.

Table 1. Information of the plants used in the study

Botanical name Part Region Period Extraction

Magnolia Kobus

Picea abies

Ligularia fischeri

Lindera obtusiloba

Zanthoxylum coreanum Nakai

Abies nephrolepis

Picea koraiensis

Thuja koraiensis

Chamaecyparis obtusa

Pinus densiflora

Abies Koreana

Abies holophylla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Illicium anisatum

Clove bud

Flower

Leaves

Leaves

Fruits

Leaves

Leaves

Leaves

Leaves

Leaves

Branch

Branch

Branch

Branch

bud

Seoul

Pocheon

Yeongju

Yeongju

Jinju

Chuncheon

Pyeongchang

Jeongseon

Jeju

Pocheon

Pocheon

Pocheon

Seoul

Jeju

2017. 4.

2017. 4.

2017. 7.

2017. 7.

2017. 8.

2017. 9.

2017. 9.

2017. 9.

2017. 12.

2018. 3.

2016. 4.

2016. 5.

2016. 11.

2017. 2.

Hydrodistillation

"

"

"

"

"

"

"

"

"

Steamdistillation

Steamdistillation

Hydrodistillation

Hydrodistillation

Steamdistillation

Table 2. Information of the microorganisms used in the study

Strains Broth
Growth condition

Temperature Time

Staphylococcus aureus Tryptic Soy Broth 37 1 day

Listeria monocytogenes Tryptic Soy Broth 37 1 day

Escherichia coli O157:H7 Tryptic Soy Broth 37 1 day

Salmonella typhimurium Tryptic Soy Broth 37 1 day

Streptococcus mutans Brain Heart Infusion 37 1 day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Brain Heart Infusion In microaero gas pack 37 2 days

Aspergillus fumigatus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RPMI1640) 26 5 days

Aspergillus ochraceus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RPMI1640) 26 5 days

Candida albicans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RPMI1640) 26 2 days

Trichophyton rubrum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RPMI1640) 26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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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imurium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분양 받아

배양하였다. 균주를 배양하는데 사용한 배지는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사용 균주의 생장

과 보존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큰포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ATCC)에서 분양 받았다.

RAW264.7 세포는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Thermofisher Sci-

entific, Waltham, MA, USA)과 10% 소태아혈청(FBS, Ther-

mofisher Scientific)를 함유한 Dulbecco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Daegu, Korea) 배지를 이용하여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DPPH 라디칼 제거 활성

DPPH 자유 라디칼 제거 활성은 이전 논문의 실험방법을 참고

하여 평가 하였다(Park 등, 2016; Park 등, 2018). DPPH 라디칼 활

성 평가는 자연물의 수용성 또는 유기용매 추출물의 산화방지 활

성 측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Choi와 Shin, 2015), 본

실험에서의 산화방지 활성 측정방법은 메탄올에 용해시킨 0.2 mM

DPPH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와 방향유를 96웰 플레

이트(SPL life sciences Co., Pocheon, Korea)에 1:1로 분주하여 차광

한 후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흡광도 490 nm에서 마이크로플레이

트 판독기(ELx808 ELISA, Bio 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아스코르브

산(Vit. C, Sigma-Aldrich)와 BHA (Sigma-Aldrich)를 10 µg/mL의 농

도로 사용하였다. 방향유의 제거 활성은 DPPH의 흡광도가 50%

감소되는데 필요한 방향유의 농도로 나타내었으며, 산화방지능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ntioxidant activity (%)=((대조군의 흡광도−sample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100

ABTS 라디칼 제거 활성

ABTS 양이온 라디칼 제거 활성은 ABTS (Sigma-Aldrich) 7.4

mM과 과황산포타슘(Sigma-Aldrich) 2.45 mM을 혼합하여 상온에

서 하루 동안 반응시켜 ABTS+을 형성 시킨 후 사용하였다.

ABTS+은 산화방지 물질과 반응하여 청록색의 불안정한 양이온

이 제거되어 흡광도 측정에 의해 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Kim 등,

2015). 따라서, ABTS+과 방향유를 96웰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30

분동안 차광하여 반응 시킨 후 흡광도 734 nm에서 ELISA 마이

크로플레이트 판독기(Bio Tek Instrument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양성대조군으로는 Trolox (60 µM, Sigma-Aldrich)와 Vit. C

(10 µg/mL, Sigma-Aldrich)로 사용하였다. 방향유의 제거 활성은

ABTS+의 흡광도가 50% 감소되는데 필요한 방향유의 농도로 나

타내었다. 산화방지능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이용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ntioxidant activity (%)=((대조군의 흡광도-sample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100

최소 억제 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측정

방향유의 미생물에 대한 최소 억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배양한 시험 균주를 1/10,000로 희석하여 96웰 플레이트에 분주

한 다음 방향유를 0.2% 농도부터 1/2씩 희석하여 처리한 후 37oC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엠피실린을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여 10 µg/mL로 사용하였고, 흡광도 630

nm에서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ELx80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항진균 활성은 C. albicans의 경우 RPMI1640-MOPS 배지에

1/1,000으로 희석하여 96웰 플레이트에 분주한 다음 방향유를 처

리하여 30oC에서 2일 동안 배양하였고, A. fumigatus, A. ochra-

ceus, T. rubrum은 RPMI1640-MOPS배지에 1/100으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A. fumigatus와 A. ochraceus는 30oC에서 5일 동안, T.

rubrum은 30oC에서 7일 동안 배양하였다. 진균의 양성 대조군으

로는 ketoconazole (10 µg/mL)을 사용하였고, 마이크로플레이트 판

독기(ELx808)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

험 균주의 MIC값은 육안으로 관찰 하였을 때 현탁되지 않은 방

향유의 농도로 설정하였다.

페이퍼디스크 확산법

방향유의 항균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액체 배양한 시험 균주

를 1/100로 희석하여 TSA와 BHIA 플레이트에 300 µL를 분주한

후 멸균된 면봉으로 도말하였다. 균이 도말된 플레이트 위에 멸

균된 페이퍼디스크(직경 6 mm)를 플레이트에 떨어지지 않게 부

착 시킨 후 대조구로 사용된 인산완충식염수(DPBS, 10 µL/disc)

와 엠피실린을 5 µg/disc 농도로 페이퍼디스크 위에 분주하였다.

Clove bud의 농도는 원액부터 1/2씩 DPBS로 희석하여 페이퍼디

스크 위에 분주 한 후 24시간 동안 37oC에서 배양한 후 억제환

의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 활성을 확인하였다.

진균의 페이퍼디스크 확산법은 PDA 한천 배지를 사용하여 세

균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대조구(DPBS, 5 µL/disc)와

ketoconazole (20 µg/disc)을 페이퍼디스크 위에 분주하였고 clove

bud의 농도는 1, 2 µL/disc로 사용하였다. 진균의 활성은 30oC에

서 배양한 후 억제환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

Clove bud의 RAW264.7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96웰 플레

이트에 1×104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clove bud

(0.02, 0.01, 0.005, 그리고 0.0025%)를 농도 별로 처리하고 하루

동안 배양한다.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

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Promega, Madi-

son, WI, USA) 시약을 처리한 후 4시간 이내에 490 nm에서 마

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ELx808)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웨스턴 블롯 분석(단백질 발현 분석)

웨스턴 블롯 분석은 이전 논문의 실험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

였다(Park 등, 2016; Park 등, 2018). RAW264.7 세포를 6웰 플레이

트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37oC, 5%, CO2 배양기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love bud (0.01%) 또는 양성대조군인

celecoxib (Sigma-Aldrich)를 2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lipopolysaccha-

ride (LPS, 200 ng/mL, Sigma-Aldrich)를 첨가하여 16시간 동안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배지를 제

거하고 RAW264.7 세포를 cold PBS로 1회 세척한 후 cell lysates

는 cell lysis buffer (Promega)를 처리하여 30분 동안 4oC에서 배양

하고 13,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단백질

을 추출하였다. 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고 동

량의 단백질을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에서 전기영동하여 분리하였다. SDS-

PAGE에 분리된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막(PVDF, Mil-

lipore, Bedford, MA, USA)을 이용하여 옮긴 후 5% 탈지우유로 2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1차 항체인 COX-2는 Cell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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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고 iNOS와 GAPDH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

다. 1차 항체는 1:1,000이 되도록 희석하여 4oC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PVDF 막을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 con-

jugated anti-rabbit 2차 항체를 1:5,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를 TBS/T (0.05% tween 20 in TBS)로 15

분간 4회 세척한 후 Western BrightTM ECL reagents (Advansta,

Menlo park, CA, USA)를 처리하여 단백질을 검출하였다. 단백질

밴드는 C300 chemiluminescence imager (Azure Biosystems Inc,

Dublin, CA, US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

계 분석은 Graph Pad Prism ver. 5.01 (Graph 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과 Tukey’s post hoc test를 실시하여 p<0.05

유의 수준에서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통

계 분석하였다.

Table 3. DPPH and ABTS scavenging activity of essential oils

Essential oils
IC

50 
(%)

DPPH ABTS

Magnolia Kobus >1 0.05

Picea abies >1 >1

Ligularia fischeri 0.372 0.09

Lindera obtusiloba >1 0.27

Zanthoxylum coreanum Nakai 0.359 0.254

Abies nephrolepis >1 >1

Picea koraiensis >1 >1

Thuja koraiensis >1 0.17

Chamaecyparis obtusa >1 0.5

Pinus densiflora 0.864 0.03

Abies Koreana >1 0.107

Abies holophylla >1 >1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1 0.107

Illicium anisatum 0.097 0.016

Clove bud 0.007 0.00037

Fig. 1. Effects of clove bud essential oil on the growth of S.
aureus, L. monocytogens, E. coli O157:H7, S. typhimurium, and

S. mutans. Bacterial growth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630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Values are
mean±SD. ***p<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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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방향유의 산화방지 효과

방향유의 산화방지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DPPH와 ABTS 라

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수목으로부터 분리된 15종의 방향

유 중 DPPH 라디칼 제거 활성은 clove bud, 붓순나무, 왕초피나

무, 곰취, 소나무 방향유의 1% 농도에서 양성 대조군 Vit. C (10

µg/mL)와 비슷한 산화방지 활성이 확인되었고, ABTS 라디칼 제

거 활성은 clove bud, 붓순나무, 소나무, 목련, 곰취, 구상나무, 반

송, 눈측백나무, 왕초피나무, 생강나무, 편백나무 방향유의 1%농

도에서 양성 대조군 Trolox (60 µM), Vit. C (10 µg/mL)와 비슷한

산화방지 활성이 확인되었다. 방향유 1%부터 농도별로 산화방지

효과를 확인한 후 IC50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IC50값을 통하

여 알 수 있듯이 clove bud의 산화방지 효과가 가장 좋았고, 방

향유 15종 중 DPPH 라디칼 제거 활성보다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에서 더 많은 방향유가 산화방지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DPPH 산화방지 실험의 경우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지만

ABTS의 경우 양이온 라디칼을 제거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산화

방지 실험 방법은 라디칼을 제거하는 능력이 달라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에서 더 많은 방향유가 산화방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

고 되어 있다(Kim 등, 2015). 따라서 방향유는 산화적 손상에 의

한 체내의 활성산소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부

작용이 많은 합성 산화방지제에 비해 부작용을 낮추고, 산화방지

효과가 뛰어난 자연 산화방지제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방향유의 항세균 활성

방향유 15종의 항균 활성을 평가한 결과, clove bud 0.2% 농

도에서 식중독 균주 S. aureus, L. monocytogenes, E. coli

O157:H7, S. typhimurium와 구강 균주 S. mutans에 대한 항균 활

성이 다른 방향유보다 좋았으며, 5가지 균주에서 clove bud의 농

도별 생육 억제 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구강 균주 A. acti-

nomycetemcomitans의 경우 0.2%에서만 항균 활성이 나타나서 데

이터를 표시하지 않았다. 5가지 균주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clove

bud를 0.2% 농도부터 0.025% 농도까지 희석하여 항균 활성을 평

가하였고, 균의 생육을 50% 억제하는 농도 IC50와 최소 억제 농

도 MIC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IC50의 값으로 보아 S. mutans

(0.071%) 균주에서 항균 활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E.coli

O157:H7 (0.085%), S. aureus (0.09%), S. typhimurium (0.12%),

L. monocytogenes (0.13%) 순으로 항균 활성이 좋았다. Clove bud

의 효과를 페이퍼디스크 확산법을 통해 억제환을 확인하였고, 그

직경을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clove bud

Fig. 2. Inhibition of clove bud essential oil on the growth of fungi A. fumigatus, A. ochraceus, C. albicans, and T. rubrum. The absorbance
was read with a microplate reader at 405 nm. Values are mean±S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Table 4.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effect of clove bud essential

oil against different microorganisms

Strains IC
50

 (%) MIC (%)

S. aureus 0.09 0.025

L. monocytogens 0.13 0.025

E. coli O157:H7 0.085 0.025

S. typhimurium 0.12 0.025

S. mutans 0.071 0.025

A. actinomycetemcomitans - 0.2

A. fumigatus 0.027 0.025

A. ochraceus 0.059 0.025

C. albicans 0.04 0.025

T. rubrum 0.0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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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되

어 있으며(Hamed 등, 2012),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love bud는 산화방지 효과와 더

불어 항세균활성도 뛰어나 식품의 자연 첨가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방향유의 항진균활성

방향유 15종의 항진균활성을 평가한 결과 A. ochraceus에서는

clove bud만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A. fumigatus에서는 clove

bud, 왕초피나무, 목련, 독일가문비 순으로, C. albicans에서는 clove

bud, 왕초피나무, 목련, 편백나무, 독일가문비 순으로 IC50가 낮은

농도에서 나타났다. 또한, T. rubrum에서는 clove bud와 왕초피나

무의 IC50가 0.006%로 효과가 매우 좋았다(Table 5). 진균에서 억

제 효과가 가장 뛰어난 clove bud의 농도를 0.2%부터 0.025%까지

의 생육 억제 활성을 평가하여 Fig. 2에 나타내었으며, IC50와 MIC

값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Clove bud의 항진균 억제환을 paper

disc 확산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직경을 측정한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clove bud는 피부 곰팡

이 균 C. albicans와 T. rubrum에서 항진균 활성은 MIC가 각각

2.5%와 1%로 보고되어 있다(Chee와 Lee, 2007). 위의 결과를 종

합하여 볼 때 방향유는 피부상재균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며 자연

항균제로 사용되어 합성의약품사용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Strains
Inhibition Zone (mm)

Control Amp 5 µL/disc 2.5 µL/disc 1.25 µL/disc

S. aureus 6 35±1*** 17±2*** 13±4** 9±2

L. monocytogenes 6 16±1*** 13±1*** 9±2* -

E. coli O157:H7 6 17±1*** 15±1*** 11*** -

S. typhimurium 6 19±1*** 14±1*** 12±1*** -

S. mutans 6 20*** 20±1*** 12±1*** -

A. actinomycetemcomitans 6 20*** 17±2*** 15±1*** 10±1**

Fig. 3. The antibacterial effect of clove bud essential oil using the paper disc diffusion assay. Ampicillin was 5 µL/disc plated onto the
surface of each of the surface of each of the inoculated plate. Amp: Ampicillin, Control: PBS. Values are mean±SD.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Table 5. Anti-fungal effect of essential oils against A. fumigatus, C. albicans, and T. rubrum

Microorganism

Essential oils

Clove bud Magnolia Kobus Picea abies Zanthoxylum coreanum Nakai Chamaecyparis obtusa

IC50 (%)

A. fumigatus 0.027% 0.097% 0.152% 0.069% -

C. albicans 0.04% 0.108% 0.154% 0.047% 0.119%

T. rubrum 0.006% -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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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항균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Clove bud의 세포 독성 평가

큰포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에서 clove bud를 농도 별로 처

리한 후,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MTS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clove bud는 0.02%의 농도에서는

독성을 보이지만 0.01, 0.005, 0.0025%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5). 따라서 clove bud의 항염증 활성 평가

실험에서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0.01%의 농도로 설정하

여 COX-2와 iNOS 단백질 발현 억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Clove bud의 염증 관련 인자 COX-2, iNOS 단백질 발현 조절

효과

산화방지 활성뿐만 아니라 항세균, 항진균 효과가 좋았던 clove

bud를 사용하여 염증 관련 인자인 COX-2와 iNOS 단백질 발현

억제를 통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RAW264.7 세포에서

Strains
Inhibition Zone (mm)

Control Ketoconazole 2 µL/disc 1 µL/disc

A. fumigatus 6 - 34.7±1.76*** 6±1

A. ochraceus 6 - 39±1.53*** 9.7±1.20

C. albicans 6 - 29.7±0.88*** 19±1*

T. rubrum 6 - 18.3±1.45*** 6±1

Fig. 4. Anti-fungal effect of clove bud essential oil using the

paper disc diffusion assay. Control: PBS. Values are mean±S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Fig. 5. Cytotoxicity effect of clove bud on RAW264.7 cells.

Absorbance was read with an ELISA microplate reader at 490 nm.
Values are mean±SD. ***p<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Fig. 6. Anti-inflammatory effect of clove bud essential oil. The inhibitory effect of clove bud was tested on COX-2 and iNOS protein
expression from RAW264.7 cells. GAPDH was used as the control protein. Values are mean±S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LPS treated group. LPS w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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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 bud와 양성대조군인 COX-2 억제제 celecoxib를 전 처리한

후 염증 유발 물질로 사용되는 LPS로 자극하였다. 그 결과 COX-

2, iNOS의 발현 변화를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GAPDH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정량화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clove bud 0.01%의 농도에서 COX-2와 iNOS의 발현 수준이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해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

고, 단백질 밴드를 정량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clove bud는 낮은 농도에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염증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자연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수목 방향유 15종의 산화방지 활성, 항세균, 항진균

활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2가지 다른 실험방법을 통하여 산

화방지 효과를 확인한 결과 15가지 수목 방향유 중 clove bud,

붓순나무, 왕초피나무, 곰취는 농도의존적으로 상당한 산화방지

활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S. aureus, L. monocytogenes, E. coli

O157:H7, S. typhimurium, 그리고 S. mutans에 대한 항세균 활성

은 액체배양법으로 측정한 결과 clove bud에서 현저하게 억제 효

과가 나타났다. 또한, 페이퍼디스크 확산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5가지 균주의 5, 2.5 µL/disc에서 농도의존적으로

균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그 중 식중독 균주인 S. aureus의 성장

에 대해 clove bud (0.625-5 µL/disc)는 1.25 µL/disc 농도까지 눈에

띄게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A. fumigatus, C. albicans,

T. rubrum, A. ochraceus의 4가지 균주에서 clove bud의 항진균

효과가 다른 수목 방향유보다 좋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페이퍼디

스크 확산법을 통해 억제환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1-2 µL/disc의

농도에서 양성 대조 약물인 ketoconazole (20 µg/disc) 보다 더 우

수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산화방지 활

성과 항균 활성이 뛰어난 clove bud의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

고, clove bud는 0.01% 농도에서 염증 관련 인자인 COX-2와

iNOS 단백질 발현을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COX-2 억제제

celecoxib와 유사하게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수

목 방향유는 산화방지, 항세균, 항진균, 항염증과 같이 여러 활성

을 지니고 있으며, 방향유는 산화방지 및 항균성 화장품 소재로

서 응용할 수 있으며, 염증반응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화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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