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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작용에 대한 에센셜 오일들 간의 상승작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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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synergistic effect among essential oils in antibacter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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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피부상재균을 대상으로 단일오일의 항균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오일을 혼합
한 블랜딩 오일이 실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항균실험에 사용된 에센셜 오일은 100% 유
칼립투스(EU), 레몬(LE), 라벤더(LA) 오일이었으며, 2가지 오일 블랜딩의 상승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EU+LE, 

LE+LA, EU+LA을 1:1의 비율로, 3가지 오일 블랜딩의 상승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오일을 1:1:1 비율로 혼합하여 
배지의 표피포도상구균에 적용한 후 항균 영역 값을 평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일오일에서는 LE이 가장 높은 항
균력을 보였으며, LA는 가장 낮은 항균력을 보였다. 2가지오일 블랜딩에서는 EU+LA의 항균력이 단일오일의 항균력
의 합보다 커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3가지 오일 블랜딩의 항균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나 상승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블랜딩 한 오일의 수 보다 오일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승효과에 더
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에센셜 오일 블랜딩에 대한 과학적 증거 마
련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 블랜딩 오일, 상승 작용, 항균 작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at the antimicrobial synergistic effect of blended oil into the target 
skin flora. The essential oils used in antimicrobial test were 100% eucalyptus (EU), lemon (LE), lavender (LA) 
and four blended oils, EU+LE, LE+LA, EU+LA, and, EU+LE+LA in ratio of 1:1 and 1:1:1 respectively. As a 
result, LE showed the highest, LA showed the lowest antimicrobial activity among single oil group. In blended 
oil group,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U + LA showed significantly increasing effect than the sum of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single oil. However,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the blend of three oils did not 
show any synergistic effect. This result show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hemical components 
constituting the oil than the number of blended oil seems more significant on the synergistic effect. Therefore, 
blending essential oil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becomes more necessa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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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피부는 각을 느끼며 체온을 조 하고, 화학물질 

는 외부의 이물질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지만[1], 상시 피부에 상재하

는 균들에 의해 감염이 되기도 한다.  그  하나인 표피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은 그람 양성구

균으로서  Staphylococcus 에 속하는 40여종의 박테리아 

 하나이다[2]. 1995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6개 

학병원 안과 환자를 상으로 각막염에 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 401안  17례가 세균성으로, S. epidermidis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이는 드물게 막

에서도 검출된다[3,4]. S. epidermidis은 일반 으로 병원

성이 아니지만, 면역력이 깨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염

으로 발 될 수 있는 험성이 존재한다[5]. 주로 도

(catheter)을 삽입한 사람들이나 투석, 이식수술을 한 사

람들에게 감염의 험성이 높으며[6,7], 감염 되었을 경우 

패 증(sepsis),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심내

막염(endocarditis), 식 독(food poisoning)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8,9]. 최근 천연물질의 자연치유능력에 

한 심도가 높아짐으로서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의 효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 여러 

에센셜 오일들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는 피

부상재균  하나인 여드름균(Propionibacterium acnes)

에 효과 이라는 보고가 있으며[11], 몬(Citrus limon)

과 유칼립투스(Eucalyptus globulus) 오일은 피부상재균

인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와 여드름균 

(Propionibacterium acnes)에 해 우수한  항균력을 보

여주었다[12]. 한, 두 오일을 혼합하 을 때는 항균 활

성이 더욱 상승하 다[12].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 때문이다.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리나릴 아세테이트

(Linalyl acetate)와 같은 에스테르(esters)성분과 항감염, 

진통, 진정, 진경효과가 뛰어난 모노테르펜성 알코올

(monoterpenoid alcohol)에 속하는 리나롤(linalool) 등이 

주 성분이다. 이밖에도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을 인

해 방부(antiseptic), 항바이러스(antivirus), 항박테리아

(antibacteria), 상처치유(cicatrisant), 세포재생(cytophylactic) 

등의 치유효과를 가진다[13]. 몬은 부분 모노테르펜 

탄화수소물(monoterpene hydrocarbon)인 리모넨(limonene)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진통(analgesic), 항바

이러스, 충 완화(decongestant) 등의 성질을 갖는다[14]. 

유칼립투스는 다량의 옥사이드(oxide) 성분을 함유하며, 

그  표 인 성분은 거담작용(expectorant), 항염작용

(anti-inflammation)을 나타내는 1,8-시네올(1.8-cineole, 

eucalyptol)성분이다[15].

기존 문헌들은 에센셜 오일들을 용할 때, 개 단독

오일 보다는  2～3가지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블

랜딩 오일(blending oil)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14]. 이

는 블랜딩 시 각 에센셜 오일 내 화학성분들이 혼합됨으

로서 오일들이 갖는 효능을 더욱 배가시키는 상승 효과

(synergistic effect, synergism)와 각 구성성분들을 혼합

했을 때 효과와 단일 성분의 합이 같은 가산효과

(additive effect), 상반되는 2가지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

여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길항작용(antagonism), 그리

고 두 가지 이상의 오일 혼합 시 생길 수 있는 잠재  부

작용을 다른 에센셜 오일 성분들이 억제시켜 발 하지 

못하게 하는 완화 효과(quenching effect)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상승 는 억제효과를 연

구한 지 까지의 논문들은 부분 오일을 구성하는 1가

지 는 2가지 표성분을 추출하여 항균 효과들을 입증

해 왔다[17]. 하지만 실제 임상 장에서는 2가지 이상 오

일의  성분을 혼합한 블랜딩 오일을 용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으로 임상 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몇몇 문헌에서는 블랜딩

을 하는 기본 지침  각 질환에 용할 수 있는 블랜딩

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블랜딩이 완벽한 시 지를 

보이는지에 한 과학  증거들은 불충분하다[18]. 따라

서 본 연구는 피부상재균을 상으로 단일오일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고 2가지 는 3가지 오일의  성분을 블

랜딩 했을 때 실제로 항균력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용 시료 제조

단일 오일의 항균력을 알아보기 해 실험에 사용된 

에센셜 오일은 100% 유칼립투스(Eucalyptus globulus; 

EU), 몬(Citrus limon; LE),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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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오일이었으며, 2가지 오일 블랜딩의 효과를 알아보

기 하여  EU+LE, LE+LA, EU+LA을 1:1의 비율로 혼

합하 다. 한 3가지 오일 블랜딩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오일들을 각각 1:1:1 비율로 혼합하 다.

2.2 균주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균주(Staphylococcus epidermidis)

는 주 학교 미생물 실험실에서 분양받은 것이었다.

2.3 실험 절차

세균을 배양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기 한 배지로는 

일반세균용 측정 (3M™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s)을 

사용하 다. 먼  배지 에 식염수 1ml를 도포한 후 

Staphylococcus epidermidis 20㎕를 도말하 다. 그 다음 

배지의 앙부에 지름  ㎜종이 원 (paper dis)k를 올렸

다. 종이 원  에 미리 비한 단독 는 혼합 에센셜 

오일(20㎕)을 처치하여 인큐베이터(37℃)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2.4 항균 측정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배양이 

종료된 배지를 스캐 (HP photosmart C7280 All-in-One)에 

올려 스캔하 다. 포토샵 로그램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불러내어 항균 역(clear zone)을 설정하고, 그 역의 

면 을 픽셀(pixel)의 수로 결정하여 항균에 한 지표로 

사용하 다[Fig. 1].

[Fig. 1] Aerobic Count Plate used in the study. 
PD: paper disk, The dotted circle presents 
clear zone.

3. 연구 결과

단일 오일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EU 오일의 항균 

역은 평균 21864 픽셀이었으며, LE은 27613, LA는 

10824 픽셀로 나타났다[Fig. 2].

2가지씩 혼합 된 오일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EU+LE은 25195, LE+LA는 29935, EU+LA는 51013 픽셀

로 나타났다[Fig. 2].

3가지를 혼합한 오일의 항균 역 값은 평균 22554 픽

셀로 나타났다[Fig. 2].

[Fig. 2] Comparing the value of the antibacterial 
area by a single essential oil and blending 
oils.

4. 논의 및 결론

최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18,19,20,21,22,23,24,25,26,27,28], 

여러 건강 리 요법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

한 에센셜 오일을 인체에 용하여 각종 질병 방을 도

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9]. 기존의 아로

마 테라피 문헌들과 임상 문가들은 각 오일이 가진 효

능의 상승 효과를 기 하기 해 개 2～3가지 에센셜 

오일의 블랜딩을 추천하고 있으며[14,29], 그 효과는 각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천연 화학성분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에센셜 오일의 생물

학  활성도가 페놀(phenol), 알데하이드(aldehyde), 톤

(ketone), 알코올(alcohol), 에스테르(ester), 에테르(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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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사이드(oxide), 탄화수소(hydrocarbone)와 같은 오일 

내 성분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언 하는 반면[16,17], 몇

몇 연구에서는 해당 에센셜 오일의 표성분이 생물학  

활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30,31,32]. 이 듯 여

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오일 내 마이  성분들에 의해 

주성분이 활성화 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33,34,35]. 유칼립투스 시트리오도라(Eucalyptus 

citriodora) 에센셜 오일에 한 항미생물 효과

(antimicrobial effect)의 상승 작용에 해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는 오일 내 화학성분 각각의 항미생물 효과보다 

주성분 3가지의 혼합이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해 4배 높은 항미생물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36]. 한 타임(Thymus vulagaris) 에센셜 오

일의 항산화력 상승효과에 한 연구[37]에서 오일의 1

가지 주성분보다  성분이 혼합된 타임 오일의 항산화

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하여 단일오일 내  성분들의 

상호작용  상승작용에 해 강조하 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단일오일 내에서 성분들 간의 상승작용을 

살펴보았을 뿐, 2가지 는 3가지 오일의  성분을 블랜

딩 했을 시 실제로 상승작용이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상재균에 

한 단일 오일  2～3가지 오일 블랜딩의 항균력 상승 

는 억제효과 여부를 탐색해 보기로 하 다.

연구 결과, 단일오일 에서는 LE의 항균 역이 

27613 픽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트러스 계열인 

몬, 그 이  룻, 오 지 에센셜 오일 에서 몬이 

6가지 박테리아  3가지에 해 가장 높은 항균력을 보

여주었다는 결과[38]와 유사함을 보인다.  몬의 주성분

은 약 87%를 차지하는 모노테르펜이며. 항바이러스, 항

박테리아 그리고 방부작용 등을 담당하기에 가능한 결과

일 것이다. 그에 비해 LA의 항균 역은 10824 픽셀로 3 

가지 오일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벤더는 45%정도의 

에스테르와 약 36%의 알코올을 함유하여 신경계 안정과 

진정제 역할로 두각을 나타낸다[17]. 4가지 라벤더 오일

에 한 항미생물 활성에 한 연구[39]에서는 부분 리

나롤(linalool)과 리나릴 아세테이트 같은 주요성분들이 

라벤더의 생물학  활성도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으나 이 주요 성분이 모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며, 오일 내 다른 마이  성분들의 상호작용이 약간의 항

미생물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한 에스테

르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오일들의 항 박테리아 효과는 

다른 오일들에 비해 약하다고 보고한 연구[17]는 본 결과

를 지지한다.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블랜딩  EU+LA오일

에서 항균력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는 이다. EU+LA

의 항균 역 값은 51013 픽셀로 EU와 LA 단일 오일 항

균 역값의 합인 32688 픽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단일 오일에서 가장 낮은 항균력을 보인 LA가 EU

와 혼합되었을 때 가장 높은 항균력을 보인 에서 의미

가 있다. 이는 EU와 LA 단일오일 내 성분들의 상호작용

보다 2가지 오일을 혼합하 을 때, 단일 오일에서는 없었

던 성분들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상승효과라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Allan[15]은 그의 연구에서 유칼립투스의 주

요성분인 1,8-cineole이 세포막을 괴시키는 능력이 있

기 때문에  다른 항미생물 효과를 가진 화학성분을 혼

합하면 시 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고, 

J. Bekele and A. Hassanali 등[40]은 1,8-cineole이 블랜

딩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S. zeamais 에 한 항균력이 

떨어졌다고 보고하 다. 한, 단일 오일에서 효력을 나

타내지 않는 성분을 혼합하 을 때 블랜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들의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인

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EU+LA를 제외한 모든 블랜딩에

서 길항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오일의 구성 

성분 간의 억제, 길항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EU+LE블랜

딩 성분의 길항작용 결과는 두 오일의 주성분인 1,8-cineole

과 Limonene의 혼합 시 S. aureus, P. aeruginosa에 해 

상승효과를 보고한 연구[4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

한 이유는 연구에 사용된 균의 상이함 때문이던지 주 성

분 간의 상호작용과 오일 내 성분의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EU+LE+LA오

일  성분 블랜딩 결과는 블랜딩 한 오일의 수보다 화학 

성분들 간의 시 지의 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결

과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화학  시 지에 한 올

바른 인식 없이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3~4가지 오

일들을 모두 블랜딩 해 인체에 용하는 사례가 지 않

다. 물론 오일 내 각각의 구성성분들을 1:1로 매치시켜 그 

효능을 설명한다는 것은 화학 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아주 복잡하고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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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 로 기존에 추천되고 있는 질환별 블랜딩 오

일들의 화학  상승효과 등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실

험을 통해 조 이나마 과학 인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아로마테라피 문가들이 임상에 용할 때 더욱 

심사숙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로마테라피 산업의 발

에도 한 걸음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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