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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꿀풀과(Lamiaceae) 및 도금양과(Myrtaceae) 정유에 속하는 정유 

33종과 활성이 우수한 정유에서 유래된 성분들을 대상으로 참나무시들음병

(Raffaelea quercus-mongolicae K.H. Kim, Y.J. Choi & H.D. Shin), 모잘록병

(Rhizoctonia solani J.G. Kühn), 그리고 근두암종병(Agrobacterium 

tumefaciens Smith & Townsend)에 대한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하

였다.

  식물체 정유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결과, R. 

quercus-mongolicae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esis)와 thyme white (Thymus vulgaris) 그리고 도금양과 정유인 

allspice MR (Pimenta doica)이 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

를 나타냈다. R. solani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가 2.5 ㎕/paper disc 농도에서, 도금양과 정유인 lemon tea tree 

(Leptospermum petersonii))가 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A. tumefaciens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와 thyme 

white가 10 ㎕/paper disc 농도에서 각각 2.71 ㎝, 2.65 ㎝, 도금양과 정유인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Hook.),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bay, 그리고 allspice MR이 10 ㎕/paper disc 농도에서 각각 2.54 

㎝, 2.27 ㎝, 1.58 ㎝, 1.47 ㎝의 생육저지환(inhibition zone)이 나타났다.

  식물체 정유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결과, R. 

quercus-mongolicae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와 thyme white의 

MIC 값이 각각 450 ㎍/㎖, 700 ㎍/㎖, 도금양과 정유인 bay 와 allspice MR의 

MIC 값이 각각 700 ㎍/㎖, 450 ㎍/㎖으로 나타났다. R. solani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와 thyme white의 MIC 값이 각각 600 ㎍/㎖, 800 ㎍/

㎖, 도금양과 정유인 bay와 allspice MR의 MIC 값이 각각 800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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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A. tumefaciens에서는 꿀풀과 정유인 summer savory와 

thyme white의 MIC 값이 각각 650 ㎍/㎖, 800 ㎍/㎖, 도금양과 정유인 bay와 

allspice MR의 MIC 값이 각각 1,200 ㎍/㎖, 1,000 ㎍/㎖으로 나타났다.

  식물체 정유 유래 성분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결과, R. 

quercus-mongolicae에서는 thymol이 0.625 ㎕/paper disc 농도, carvacrol이 

1.25 ㎕/paper disc 농도, eugenol이 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R. solani에서는 thymol과 carvacrol은 0.625 ㎕/paper disc 

농도, neral과 geranial은 1.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

타냈다. A. tumefaciens에서는 thymol과 carvacrol이 2.85 ㎝, 2.75 ㎝의 생육

저지환(inhibition zone)이 나타났다. 

  식물체 정유 유래 성분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결과, R. 

quercus-mongolicae에서는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250 ㎍/㎖, 

eugenol의 MIC 값은 350 ㎍/㎖로 나타났다. 농약인 benomyl, propiconazole, 

그리고 tebuconazole은 각각 12.5 ㎍/㎖, 12.5 ㎍/㎖, 6.25 ㎍/㎖로 나타났다. 

R. solani에서는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350 ㎍/㎖로 나타났고, 

eugenol의 MIC 값은 500 ㎍/㎖로 나타났다. 농약인 benomyl, propiconazole, 

그리고 tebuconazole은 12.5 ㎍/㎖, 12.5 ㎍/㎖, 25 ㎍/㎖로 나타났다. A. 

tumefaciens에서는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350 ㎍/㎖로 나타났고, 

geraniol은 450 ㎍/㎖, β-citronellol은 500 ㎍/㎖로 나타났다. 항생제인 

streptomycin sulfate salt는 3.125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목병원균 3종에 대한 훈증 및 접촉 살균 활성이 우수한 정

유는 summer savory, thyme white, bay, 그리고 allspice MR이고, 정유 유래 

성분은 thymol, carvacrol, eugenol, 그리고 geraniol이다. 또한 eugenol과 유

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isoeugenol 역시 효과가 좋았다.

  또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화합물의 작용기작을 규명하기 위하여 활

성이 우수한 thyme white, allspice MR, thymol, 그리고 eugenol을 처리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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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efaciens의 차등발현유전자(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

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처리한 

세균은 활성산소종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도한 활성산소종이 

존재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결국 사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식물체 정유, 참나무시들음병, 모잘록병, 근두암종병, 꿀풀과, 도금

양과, 훈증 항균 활성, 접촉 항균 활성

학  번: 2015-2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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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참나무시들음병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특히 신갈나무를 빨갛

게 고사시키는 병으로 200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2004년 

처음 보고된 당시에는 피해본수가 10,249본이었으나, 2008년 297,538본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2014년, 2015년은 각각 238,800본, 234,244본으로 다

소 감소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방제가 시급

하다(최원일 등, 2016). 병원균은 Raffaelea quercus-mongolicae K.H. Kim, 

Y.J. Choi & H.D. Shin로 불완전균류(fungi imperfecti, deuteromycotina)이다. 

매개충은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 Murayama)으로 균낭(mycangia)

에 병원균을 넣어 다니며, 매개충이 기주에 침입할 때 기주가 병원균에 감

염된다. 균사는 격벽이 있고, 분지하여 자라며 무색으로 평활하다. PDA 배

지상에서는 온도가 20~25℃일 때 가장 최적의 생장을 보이며, 5일 이내에 

직경 90 mm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는 편이다(Kim et al., 2009; Torii 

et al., 201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메

탐소디움으로 훈증 처리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으로 

고사한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1 m 길이로 잘라 쌓은 후 메탐소디움을 1 ㎥

당 1 L의 용량으로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하는 방법이다(Suh 

et al., 2014). 한편 나무주사용으로는 일본의 경우 benomyl 수화제, triforine 

유제, 미국의 경우 propiconazole 유제가 등록되어 있다(손수연 등, 2014).

  모잘록병은 거의 모든 작물과 수목에서 발생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

생하는 병이다. 산림에서는 특히 묘포장에서 문제가 되는 병이다. 침엽수는 

소나무류와 일본잎갈나무, 활엽수는 참나무류, 자작나무류, 그리고 가시나무

류에 피해가 크며 소나무류 중에서는 Pinus palustris Mill. (대왕송)과 P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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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da L. (테다소나무)의 유묘가 특히 피해가 크다. 발병 최적 온도는 20~3

0℃이며, 10℃이하에서는 발병하기 어렵다. 수분이 많고 찬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며 유묘의 뿌리나 줄기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어 고사시킨다. 병원균

은 Rhizoctonia solani J.G. Kühn이고 담자균류(basidiomycota)이다. 균사체는 

담황색 내지 암갈색이며 균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온도가 25℃일 

때 PDA 배지상에서 2~3일이면 직경 90 mm에 도달할 정도로 왕성한 생장을 

보인다. 초기의 균사 색깔은 흰색을 띠며,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변한

다. 균사의 모양은 부정형이며 담갈색 혹은 암갈색의 균핵을 형성하기도 한

다(Runion and Kelley, 1993; 장태현과 이용세, 2013). 가장 좋은 방제방법은 

비배관리를 잘하는 등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화학적 방제방법으로

는 티오파네이트메틸·티람 수화제(thiophanate-methyl 50% WP, thiram 

30% WP) 200배액에 24시간 침지 후 파종하거나, 파종 일주일 전 하이멕사

졸 액제(hymexazol 30% SL) 100배액을 묘상 1 ㎡당 3~5 L를 관주한다. 또한 

모잘록병이 발생하면 하이멕사졸 액제(hymexazol 30% SL) 600~1000배액을 

묘상 1 ㎡당 3~4 L를 관주하거나 토양 훈증 처리를 하기도 한다(Chung et 

al., 2006; 국립산림과학원, 2007).

  근두암종병은 뿌리혹병으로도 불리는데, 주로 수목의 뿌리에 혹을 발생시

키며 때로는 줄기에 혹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혹은 병원균에 의하여 

식물 세포가 이상 분열을 하여 생성되며 형성 초기에는 백색을 띠지만 시간

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갈색 혹은 암자갈색으로 변한다. 근두암종병에 

걸리게 된 수목은 수세가 약해지며 생산량이 감소된다. 기주는 600종 이상

이 알려져 있으며, 병원균은 Agrobacterium tumefaciens Smith & Townsend

이고 막대 모양으로 크기가 0.6~1.0 × 1.5~3.0 ㎛인 그람음성균

(gram-negative bacteria)이다. 배지상에서 점액성의 흰색 콜로니로 자라며 

생장최적온도는 25~30℃이다(El Khalifa et al., 1973; Brantner et al., 2003).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페니실린(penicillin) 혹은 스트렙토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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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mycin) 등의 항생물질을 나무주사한다(Booth, 1958; Tang et al., 

2000).

  지금까지 참나무시들음병, 모잘록병, 그리고 근두암종병의 방제는 주로 유

기합성농약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유기합성농약의 지속적인 사용은 인축에 

대한 독성, 유용미생물 및 천적의 감소, 저항성 발달, 잔류로 인한 환경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Waard et al., 1993; Hirooka and Ishii, 2013). 

따라서 기존의 화학적 방제법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방제 

물질이 필요하다. 식물은 병해충이 침입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으로 타감작용(allelopathy)을 하여 이차대사산물을 생성한다(이현옥 등, 

1999). 식물체 정유는 식물에서 추출된 오일로 이러한 이차대사산물을 포함

하고 있다. 이들 식물체 정유와 식물체 정유에 포함된 성분(알데히드, 케톤, 

방향성 페놀, 테르펜류 등)들은 살충, 살선충, 항균 및 살균 활성이 이미 보

고되었다(이한승 등, 2004; 이연숙 등, 2005; Oussalah et al., 2007; Kim and 

Lee, 2014). 또한 식물체 정유는 오래전부터 향료 및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

으며 유기합성 농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다

(Shaaya et al., 1997; Varma and Dubey, 1999; Batish et al., 2008). 현재도 

화장품, 향수, 의약품,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어 원

료의 구입이 또한 용이하다(정해곤 등, 2003; Anaruma et al., 2010). 따라서 

식물체정유 및 정유 유래 성분은 수목병 방제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방제법

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 물질로 적합하다. 새로운 방제물질 개발을 

위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성분의 살균 및 항세균 활성은 이미 많이 

보고되었으나 농업 혹은 저장물 관련 미생물, 그리고 인체병원균 위주로 연

구되었고(Budzyńska et al., 2013; Abdollahzadeh et al., 2014) 수목병원균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불어 작용 기작에 대한 연구 또한 단순히 

세포막투과성의 변화를 살피거나 세포의 내부 혹은 외부 구조의 변화를 알

아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흡한 편이다(Tyagi and Malik, 2012; Bajpa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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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모잘록병, 그리고 근두암종병에 대

하여 꿀풀과(Lamiaceae) 및 도금양과(Myrtaceae) 식물체 정유와 정유 유래 

화합물의 항균 활성을 검정하고 작용기작을 규명하여 새로운 환경친화형 수

목병원균 방제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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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1. 꿀풀과 및 도금양과 정유

  식물체 정유는 향을 지니고 있는 식물체의 잎, 꽃, 뿌리, 열매 등에서 추

출하는 휘발성 물질의 총체이다. 추출 방법으로는 수증기 추출법(steam 

distillation), 용매 추출법(solvent extraction), 헤드스페이스법(head space 

analysis), 그리고 액화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유체 추출법(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등이 있다(Charles and Simon, 1990). 

  최근 친환경이라는 추세에 힘입어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

로 인해 식물체 정유의 수요 역시 늘어났으며 단순한 공기 정화 혹은 향기 

기능과 더불어 살충 혹은 향균 기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Elgayyar 

et al., 2001; Gaysinsky and Weiss, 2007; Katz et al., 2008). 

  꿀풀과는 236속, 7,200종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특

히 지중해 지방에 많이 자생한다. 한국에는 27속 84종 117분류군이 자생하

고 있으며 대부분 관목이거나 초본이다(Baydar et al., 2004; 김상태, 2010). 

식물체 내에 방향족 성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 허브나 향료로 사용하기 위해 

널리 경작되고 있다(Werker, 1993; Rahimi et al., 2015).

  꿀풀과 식물체 정유의 주요 구성 성분은 α-pinene, β-pinene, γ

-terpinene 등의 모노테르펜 탄화수소(monoterpene hydrocarbon)와 

1,8-cineole 등의 옥사이드(oxides), ρ-cymene, carvacrol, thymol 등의 페놀

류(phenol) 등이 보고되었다(Panizzi et al., 1993; Bozin et al., 2006). 꿀풀과 

식물체 정유 중 Salvia sclarea L.는 식물병원성 곰팡이 3종(Sclerotinia 

sclerotiorum (Lib.) de Bary, Sclerotium cepivorum Berk.,  Fusarium 

oxysporum Schlecht. emend. Snyder & Hansen)에 대하여 항균효과를 나타

냈다(Pitarokili et al., 2002). 또한 Salvia hydrangea DC. ex Bent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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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ria alternata (Fr.) Keissl.를 포함한 식물병원성 곰팡이 33종과 

Clavibacter michiganense corrig. (Smith 1910)를 포함한 식물병원성 세균 14

종에 대하여 항균효과를 나타냈다(Kotan et al., 2008).

  도금양과는 132속 약 5,950종으로 이루어져있다. 열대와 난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한국에는 자생하지 않는다. 교목 또는 관목으로 모든 종이 목본식

물이자 상록수이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유칼립투스 속 수목들이 있다

(Christenhusz and Byng, 2016). 잎에 존재하는 유선(oil glands)에는 방향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과실, 뿌리, 잎 등은 항균, 항산화, 소염제 등의 

쓰임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도금양과 정유는 추출이 쉬워 

감기약, 근력 통증 경감용 등의 치료제나, 세제나 비누에 사용되는 향료, 향

수, 식품착향료 등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된다(Barton, 1999; Stefanello 

et al., 2011). 

  도금양과 식물체 정유의 주요 성분으로는 모노테르펜인 γ-terpinene, 옥

사이드인 1,8-cineole, 모노테르펜 알콜인 linalool, 페놀류인 eugenol이 보고

되었다(Sartorelli et al., 2007; Akin and nostron, 2010). 도금양과 정유 중 

Melaleuca alternifolia (Maiden & Betche) Cheel과 Pimenta dioica (L.) Merr.

가 식물병원성 곰팡이 2종(Fusarium oxysporum, Fusarium verticillioides 

(Sacc.) Nirenberg)에 대하여 항균효과를 나타냈다(Zabka et al., 2009). 또한 

Eucalyptus radiata Sieber ex DC.가 식물 병원성 곰팡이 2종(Fusarium solani 

(Mart.) Sacc., Rhizoctonia solani)과 식물병원성 세균(Agrobacterium 

tumefaciens, Pseudomonas savastanoi pv. savastanoi (Janse) Gardan) 2종에 

대하여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Bendaou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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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유 및 유래 화합물의 항균 활성 검정법

  고체배지에서의 미생물에 대한 활성 검정 방법은 한천확산법(paper disc 

diffusion method)을 사용한다. 이는 미생물을 spreading 혹은 streaking을 하

여 접종한 다음 그 위에 멸균된 paper disc를 올려 약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사용하여 검정할 때는 

paper disc를 배지 위가 아닌 petri dish의 뚜껑 중앙에 얹어 휘발시키는 방

법을 사용한다(Alvarez-Castellanos et al., 2001; Song et al., 2016).

  액체배지에서의 미생물에 대한 활성 검정법은 liquid dilution method(액체

희석법)를 사용하여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특정한 미생물 

균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의 최소 억제 농도) 값을 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시간대별로 흡광도(absorbance)를 측정하여 생장량을 알아내

야되서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방법이다. 또한 콜로니(colony)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곰팡이의 경

우에는 균사를 형성하며 모여 자라는 성질이 지니고 있어 균일하게 퍼져 있

지 않아 흡광도를 이용한 생장량 측정이 어려워 액체희석법을 사용하기 적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lamar blue assay 방법

이 고안되었다(Page et al., 1993; Hamid et al., 2004).

  Alamar blue (resazurin, Thermo Fisher Scientific, MA, USA)는 세포 독성 

및 세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시약으로, 산화환원 지시약이다. 세포

가 살아 있는 상태로 대사 작용을 하게 되면 청색의 산화형태인 지시약을 

적색의 환원형태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환원된 정도를 토대로 세포의 활성을 

알 수 있다. 본 방법은 세포 배양액에 지시약을 직접 첨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포 활성을 확인하는 다른 지시약에 비하여 세포 독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세균, 효모, 곰팡이, 배양된 동물 세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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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시약이다(Rampersad, 2012).

3. 항균 활성에 따른 유전자 발현 분석

  모든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이는 염기 서

열로 표현된다. 이러한 유전 정보는 세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세

포 내 다양한 작용 기작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된다(Zhang et al., 2000). 최

근에는 이러한 유전자 발현 양상 비교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m-RNA를 분

석하여 유전자 발현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RNA-seq를 사용한다. RNA 

sequencing 기술은 차세대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 훨씬 높은 해

상도로 유전자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Kimbrel et 

al., 2011).

  한편 rosemary essential oil (Rosmarinus officinalis L.)을 처리한 

Streptococcus iniae Pier (어류 병원성 세균의 일종)의 병원성 유전자(sagA)

에 대하여 real-time PCR 분석을 수행한 결과 1/2 MIC, 1/4 MIC 값에서 하

향조절(down regulation)됨을 확인하였다(Soltani et al., 2014). 또한 valencia 

orange essential oil (Citrus sinensis (L.) Osbeck)은 Staphylococcus aureus 

Rosenbach (인체 병원성 세균의 일종)의 세포벽 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해당 병원균을 용해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Muthaiyan 

et al., 2012;). Garlic oil (Allium sativum L.) 역시 Candida albicans (C.P. 

Robin) Berkhout (인체 병원성 진균의 일종)의 산화-환원 과정, 병원성 등 

세포 반응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져 정상적인 물질 대사와 기

능을 작용하지 못하게 작용하였다(L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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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pecies Host Description

Fungi

Raffaelea   

quercus-mongolicae 
Quercus mongolica 

Isolated at Yangyang, 

Kangwondo

Rhizoctonia solani Pinus densiflora KACC 40115

Bacteria
Agrobacterium   

tumefaciens
KCCM 35407

Table 1. Type, species, and host of fungi and bacteria used in this study.

제 3 장  재료 및 방법

1. 공시균주

  항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곰팡이 2종 참나무시들음병(Raffaelea 

quercus-mongolicae), 모잘록병(Rhizoctonia solani)과 세균 1종 근두암종병

(Agrobacterium tumefaciens)을 대상 균주로 사용하였다.

  R. quercus-mongolicae와 R. solani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5년 5월에 

분양받은 후 계대 배양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A. tumefaciens는 한국미

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서울, 한국)에서 

2015년 4월에 분양받은 후 냉동 보존법(deep freezer에 동결보조제인 

glycerol 사용하여 stock 형태로 보관)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양은 곰팡이는 고체배지인 PDA (potato dextrose agar, Difco., IL, USA)

와 액체배지인 NB (nutrient broth, Difco., IL, USA), 세균은 고체배지인 NA 

(nutrient agar, Difco., IL, USA)와 액체배지인 NB (nutrient broth, Difc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곰팡이는 25℃에서, 세균은 30℃에서 배양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균주의 자세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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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체 정유와 화합물

  항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꿀풀과 17종, 도금양과 정유를 16종 등 총 33

종을 사용하였다. Basil (Ocimum basilicum L.)을 포함한 8종의 정유는 진아

로마(안양시, 경기도, 한국), hyssop JA (Hyssopus officinalis L.)를 포함한 5

종의 정유는 Jinarome (Newyork, NY, USA), hyssop (Hyssopus officinalis L.)

을 포함한 10종의 정유는 Oshadi (Weinstrasse, Bühl/Baden, Germany),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Hook.)를 포함한 10종의 정유는 

G.R. Davis Pty. Ltd. (Riverstone, NSW, Australia)에서 구입하였다(Table 2). 

  실험에 사용한 화합물은 총 46종으로 식물체 정유 유래 성분들과 더불어 

식물체 정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유 유래 성분과 유사한 화학구조인 

isoeugenol, methyl isoeugenol, acetyl eugenol, 그리고 acetyl isoeugenol이 

포함되었다. (-)-α-Pinene을 포함한 26종은 Sigma-Aldrich (MO, USA), (+)-

α-pinene을 포함한 9종은 TCI (Tokyo, Japan), α-terpinene을 포함한 6종은 

Fluka (Buchs, Switzerland), linalool을 포함한 2종은 Wako (Osaka, Japan)에

서 구입하였으며, neral, geranial, 그리고 citronellyl acetate는 실험실에서 

합성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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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il Scientific name Source Part

Lamiaceae

Basil Ocimum basilicum L. Jinarome (Korea) Leaves

Hyssop JA Hyssopus officinalis L. Jinarome (USA) Flowering  

Hyssop Hyssopus officinalis L. Oshadi Plants

Lavandin JA Lavandula hybrida Reverchon. Jinarome (USA) Blossom/Plants

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Mill. Jinarome (Korea) Flowers

Lavender, Seville Lavandula luisieri Rozeira. Oshadi Blossom/Plants

Majoram Origanum majorana L. Jinarome (Korea) Fruits

Patchouli MR Pogostemon cablin (Blanco) Benth. Jinarome (USA) Leaves

Patchouli Pogostemon cablin (Blanco) Benth. Oshadi Leaves

Penny royal Mentha pulegium L. Jinarome (Korea) Plants

Sage spanish Salvia lavandulaefolia Vahl. Jinarome (Korea) Flowers

Blue mountain sage Salvia stenophylla Burch. ex Benth. Oshadi Leaves/Flowers

Spearmint Mentha spicata L. Jinarome (Korea) Flowering plants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sis L. Osahdi Blossom/Plants

Thyme white Thymus vulgaris L. Jinarome (Korea) Leaves

Thyme mild (linalol) Thymus zygis L. Oshadi Blossom/Plants

Thyme mild Thymus vulgaris L. Oshadi Blossom/Plants

Table 2. List of Lamiaceae and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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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taceae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Hook. G.R. Davis Pty. Ltd. Leaves

Broad-leaved peppermint Eucalyptus dives var.c Schauer. G.R. Davis Pty. Ltd. Leaves

Blue gum tree Eucalyptus globulus Labill. G.R. Davis Pty. Ltd. Leaves

Blue mallee Eucalyptus polybractea R.T. Baker G.R. Davis Pty. Ltd. Leaves

Gully gum Eucalyptus smithii R.T. Baker G.R. Davis Pty. Ltd. Leaves

Lemon tea tree Leptospermum petersonii Bailey. G.R. Davis Pty. Ltd. Leaves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F. Muell. G.R. Davis Pty. Ltd. Leaves

Paper bark tree Melaleuca linariifolia Sm. G.R. Davis Pty. Ltd. Leaves

Niaouli Melaleuca quinquenervia (Cav.) S.T.Blake G.R. Davis Pty. Ltd. Leaves

Broom bush Melaleuca uncinata R. Br. G.R. Davis Pty. Ltd. Leaves

Bay Pimenta racemosa (Mill.) J.W. Moore Jinarome (Korea) Leaves

Cajeput extra ND Melaleuca cajuputi Powell. Jinarome (USA) Leaves

Allspice MR Pimenta dioica (L.) Merr. Jinarome (USA) Leaves/Fruits

Kanuka Leptospermum ericoides A.Rich. Oshadi Leaves

Manuka Leptospermum scoparium J.R.Forst. & G.Forst. Oshadi Leaves

Myrtle extra Myrtus communis L. Oshadi Blossoms/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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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ounds name purity (%) Source

1 (-)-α-Pinene 99 Sigma-aldrich

2 (+)-α-Pinene >95 TCI

3 (-)-Camphene 80 Sigma-aldrich

4 (+)-Camphene 80 Sigma-aldrich

5 (-)-β-Pinene 99 Sigma-aldrich

6 (+)-β-Pinene ≥98.5 Sigma-aldrich

7 Myrcene 75 Sigma-aldrich

8 α-Terpinene 85 Fluka

9 ρ-Cymene 99 Sigma-aldrich

10 (-)-Limonene 95 TCI

11 (+)-Limonene 97 Sigma-aldrich

12 1,8-Cineole (=Eucalyptol) 99 Sigma-aldrich

13 γ-Terpinene ≥97 Fluka

14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97 Fluka

15 Terpinolene >85 TCI

16 Linalool 98 Wako

17 Camphor 96 Sigma-aldrich

18 (-)-Isopulegol 99 Sigma-aldrich

19 (+)-Isopulegol 99 Sigma-aldrich

20 Citronellal 85 Sigma-aldrich

21 (-)-Menthone 90 Sigma-aldrich

22 (+)-Menthone ≥98.5 Sigma-aldrich

23 Borneol >70 TCI

24 Terpinen-4-ol >95 TCI

25 β-Citronellol 95 Sigma-aldrich

Table 3. List of compound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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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ulegone 98 Sigma-aldrich

27 (+)-Pulegone 98 Sigma-aldrich

28 Neral* 98 -

29 (-)-Carvone 98 Sigma-aldrich

30 (+)-Carvone 96 Sigma-aldrich

31 Geraniol 98 Sigma-aldrich

32 Geranial* 99 -

33 Thymol ≥99 Fluka

34 Carvacrol >95 TCI

35 Eugenol ≥99 Fluka

36 Citronellyl acetate* 96.5 -

37 Methyl eugenol 99 Sigma-aldrich

38 β-Caryophyllene >90 TCI

39 (-)-Aromadendrene ≥98 Sigma-aldrich

40 (+)-Aromadendrene ≥97 Sigma-aldrich

41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

98 Sigma-aldrich

42 α-Humulene ≥98 Fluka

43 Methyl isoeugenol 98 TCI

44 Acetyl eugenol 97 Wako

45 Caryophyllene oxide 90 Sigma-aldrich

46 Acetyl isoeugenol >98 TCI

* Synthesized i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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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유 성분의 분석 

  항균 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식물체 정유를 선정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정유의 분석은 gas chromatography (7890B, Agilent, CA, USA)를 사용했으

며, detector는 GC-FID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사

용하였다. 칼럼은 DB-5MS  (30 m × 0.25 ㎜ i.d., 0.1 ㎛ film) (Agilent, CA, 

USA), inlet mode는 split (30:1)로, carrier gas로는 nitrogen (1.0 ㎖/min)을 사

용하였다. 시료를 주입할 때는 auto sampler를 이용하여 sample 당 1㎕씩 3

번 주입하였으며, inlet의 온도는 200℃, detector의 온도는 250℃로 설정하

였다. Oven 온도 조건은 처음 40℃에서 시작하여 5분간 머무른 후 분당 

6℃의 속도로 250℃까지 온도를 높인 후 다시 5분간 머무름 시간을 가졌다. 

식물체 정유는 헥센(hexane)에 5 ㎎/㎖ 농도로 희석한 후 분석하였다. 표준 

화합물들의 retention indices (RI)는 n-alkanes (C8~C22) homologues series를 

사용하여 구하였다(van Den Dool and Kratz, 1963). 더 나아가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하여 gas chromatography (7890A, Agilent, CA, USA) - mass 

spectrometer (5975C MSD, Agilent, CA, USA) (GC-MS) 또한 사용하였다. 칼

럼은 DB-5MS (30 m × 0.25 ㎜ i.d., 0.25 ㎛ film) (Agilent, CA, USA)를 사

용하였고, oven 온도는 GC-FID 분석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Carrier 

gas로는 helium (1.0 mL/min)을 사용하였으며, 이온화 조건은 70eV, 230℃이

고, scan range는 41~400 amu이다.

  이렇게 GC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물질의 RI값, GC-MS를 통하여 얻은 

NIST MS library와 기존 논문을 참고하여 식물체 정유의 성분을 동정하였다.



- 16 -

4. 훈증 항균 활성(fumigan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훈증 항균 효과

(fumigant activity)를 검정하였다. in vitro에서의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 검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4-1. 곰팡이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 검정법

  곰팡이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 검정법은 기존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

(Kim and Park, 2012). 미리 배양해 놓은 균주를 cork borer를 이용하여 직

경 5 ㎜ 크기의 agar disc를 만들었다. Petri dish (Ø 90 ㎜)에 미리 만들어 

둔 PDA 배지의 중앙에 해당 균주를 접종했다. 또한 petri dish 뚜껑 중앙에 

멸균 처리를 한 paper disc (8 ㎜, Advantec, Tokyo, Japan)를 바셀린

(vaseline)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일정량의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paper disc에 흡수시켜 파라필름으로 잘 밀봉하여 정유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Paper disc가 바닥에 위치하도록 한 뒤, 배양기(VS-1203P0, 비

전과학, 한국)에서 25℃의 온도로 배양하였다(Figure 1). 대조구(무처리구)의 

균사가 완전하게 생장하면(모잘록병은 2~3일, 참나무시들음병은 5~7일, 생장 

지름: 90 ㎜) 실험구의 균사 생장 지름을 vernier calipers (Mitutoyo, 

Kanagaw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은 5반복으로 진행하였고 평

균값을 결과값으로 정리하였다.

  균사 생육 억제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억제율 (Inhibition rate, %) =


×

(C: 대조구의 균사 생장 지름, T: 실험구의 균사 생장 지름)



- 17 -

Figure 1.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test.

4-2. 세균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 검정법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곰팡

이에서 실시한 훈증 효과 검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훈증 항세균 활성을 

검정하였다.

  멸균된 paper disc를 petri dish 뚜껑 중앙에 바셀린(vaseline)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또한 petri dish (Ø 90 ㎜)에 미리 만들어 둔 NA 배지를 4구역

으로 나눈 후, 멸균처리가 되어 있는 루프로 각 균의 콜로니를 하나씩 딴 

후, 가장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반복하여 10회 정도 도말하여 밀도를 조

절 한 후, 중앙을 향하여 도말했다. 일정량의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paper disc에 흡수시켜 파라필름으로 잘 밀봉하고 paper disc가 바닥에 위치

하도록 한 뒤, 배양기(DS-10L, 다솔과학, 한국)에서 30℃의 온도로 배양하였

다(Figure 2). 대조구(무처리구)의 세균이 완전하게 자라면(보통 20~24시간 

소요) 중앙에서 배양된 처리구의 세균의 생장이 억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vernier calipers로 측정하였다. 실험은 4반복으로 진행하였고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정리하였다. 



- 18 -

Figure 2.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test.

5. 접촉 항균 활성(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의 훈증 항균 활성과 접촉 항균 활성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접촉에 의한 항균활성을 검정하였다.

5-1. 곰팡이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 검정법

  고체배지(PDA)에 미리 배양된 균을 cork borer를 이용하여 직경 5 ㎜ 크

기의 agar disc를 만든 후, 이를 액체배지(NB)에 넣어 25℃에서 5~7일간 배

양했다. 배양 한 균의 균사를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거른 뒤, 걸러진 균사

를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갈아주었다. 갈아준 균사를 균의 밀도

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 (Ultrospec 10, GE 

healthcare, UK)를 이용하여 의 값을 McFarland 0.5 표준 탁도액

(McFarland standard, × CFU/㎖)인 0.08~0.1에 맞춰 액체배지로 희석

하였다. 또한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양할 때 사용한 균액을 고체배

지(PDA)에 도말하였다. 96 well plate (flat bottom, Jetbiofil, China)에 25% 

DMSO (dimethyl sulfoxide, 대정화금, 한국)와 1% tween 80을 용매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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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에 사용하고자하는 농도에 맞춰 정유 혹은 정유 유래 화합물 녹인 

용액 20 ㎕를 처리하고, 밀도를 맞춘 균 배양액을 180 ㎕ 분주하고, 진탕배

양기(VS-8480F, 비전과학, 한국)에서 25℃, 120 rpm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그 다음 각 well에 alamar blue를 20㎕를 첨가하여 37℃로 incubator에서 4

시간 더 배양하였다. 그 후 alamar blue의 발색 정도를 토대로 MIC를 확인

하였다. 대조구에는 균액 180 ㎕와 용매로 사용한 25% DMSO와 1% Tween

을 20 ㎕를 처리하였다. 또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의 활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팜한농(서울, 한국)에서 제공 받은 propiconazole (purity 

95%), tebuconazole (purity 97.0%), 그리고 benomyl (purity 96%) 원제를 사

용하였다.

5-2. 세균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 검정법

  Deep freezer에 보관된 stock에서 균을 꺼내어 고체배지(NA)에 40~4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single colony를 루프를 이용해 따서 3 ㎖ tube에 담긴 액

체배지(NB)에 20~24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미리 배양한 균액을 1:50~1:100

으로 희석한 다음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균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

여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의 값을 McFarland 0.5 표준 탁도액

인 0.08~0.1에 맞춰 액체배지로 희석하였다. 또한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배양할 때 사용한 균액을 고체배지(NA)에 도말하였다. 96 well plate에 

25% DMSO와 1% tween 80을 용매로 사용하여 실험에 사용하고자하는 농도

에 맞춰 정유 혹은 정유 유래 화합물 녹인 용액 20 ㎕를 처리하고, 밀도를 

맞춘 균 배양액을 180 ㎕ 분주하고, 진탕배양기에서 25℃, 120 rpm으로 48

시간 배양하였다. 그 다음 각 well에 alamar blue를 20 ㎕를 첨가하여 37℃

로 incubator에서 4시간 더 배양하였다. 그 후 alamar blue의 발색 정도를 

토대로 MIC를 확인하였다. 대조구에는 균액 180㎕와 용매로 사용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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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O와 1% tween을 20㎕를 처리하였다. 또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의 활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항생제인 streptomycin sulfate salt 

(potency ≥720 I.U. per mg, Sigma-aldrich, MO, USA)를 사용하였다.

6. 유전자 발현 양상 비교(RNA-seq)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이 유전자 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RNA-seq을 진행하였다. 3가지의 수목병원균 중 가장 유전자 정

보가 잘 알려져 있는 A. tumefaciens를 사용하였다. 훈증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체 정유와 유래화합물을 처리한 후, inhibition zone 구역에 존재하는 콜

로니를 사용하고, 대조구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콜로니를 사용하여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특히, thymol을 처리한 처리구의 경우에는 가장자

리에 존재하는 콜로니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Figure 3).

Figure 3. Bacterial colony used for RNA-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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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사체 서열 시퀀싱

  mRNA 서열 3’ 말단의 poly(A) tail은 진핵생물만의 특징으로 

Agrobacterium과 같은 원핵생물의 전사체 발현 분석을 위해서는 total RNA

를 시퀀싱하는 수밖에 없다. Total RNA의 대부분은 rRNA이므로 Ribo-Zero 

rRNA Removal Kit (Bacteria) (Illumina, CA, USA)를 이용하여 5S, 16S, 23S 

rRNA를 최대한 제거한 후 TruSeq total RNA Sample Prep Kit (Illumina, CA, 

USA)를 이용하여 시퀀싱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였다. 이후 HiSeq 2500 

(Illumina, CA, USA) 기계에 장착하여 101 bp씩 paired-end로 염기서열 분석

을 수행하였다. 시퀀싱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테라젠이텍스(수원시, 경기도, 

한국)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6-2. 시퀀싱 데이터 전처리 수행

  시퀀싱 데이터의 퀄리티는 Phred score (Q)값으로 나타내며 Q20는 특정 

위치에서 100번 염기를 읽을 때 한 번 잘못 읽게 될 확률 (10-2)로써 대부분

의 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에서 허용되는 수치이다. FastQC 프로그램(version 

0.11.5; Babraham Bioinformatics 

(http://www.bioinformatics.babraham.ac.uk/projects/fastqc/))을 이용하여 base 

quality 분포 및 duplicates 비율 등을 확인하였고 시퀀싱 데이터에 남아있을 

수 있는 adapter 서열 및 low quality (Q20 미만) base를 제거하였다.

6-3. 레퍼런스 어셈블리

  현재까지 NC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Agrobacterium 관련 BioProject는 

209건에 달하고 어셈블리 결과는 74건 등록되었다. 이 중 Agrobacterium 



- 22 -

Type Name RefSeq Size (Mb) GC% Protein rRNA tRNA Other 
RNA Gene Pseudogene

Chr circular NC_00
3062.2 2.84 59.4 2765 6 41 5 2819 3

Chr linear NC_00
3063.2 2.08 59.3 1851 6 15 3 1884 9

Plsm Ti NC_00
3065.3 0.214233 56.7 197 - - - 199 2

Plsm At NC_00
3064.2 0.542868 57.3 542 - - - 557 15

Table 4. Assembly of Agrobacterium fabrum str. C58.

fabrum (ASM9202v1)의 유전체 서열을 본 분석에 이용하였다(Table 4).

  TopHat 프로그램은 bowtie 또는 bowtie2 프로그램을 mapping engine으로 

이용하며 splicing site를 고려한 alignment 수행하는 프로그램로써 RNAseq 

데이터 맵핑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본 분석에서도 TopHat (version 2.1.1; 

http://ccb.jhu.edu/software/tophat/index.shtml)을 이용하여 adapter 및 low 

quality base가 제거된 RNAseq clean data를 레퍼런스에 맵핑하였다.

6-4. 차등발현유전자 검색

  대조군의 유전자 발현 정도에 비하여 실험군(thyme white, thymol 

(inhibition zone and edge), allspice MR, eugenol)에서 발현량에 차이를 보이

는 유전자를 차등발현유전자(DE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이라고 한

다. 대조군 대비 실험군의 발현량 차이는 Fold change (FC 또는 지수가 2인 

log를 취하여 logFC로 표기하기도 함)로 나타내며 보통 2 FC (1 logFC)를 기

준으로 up-regulated 혹은 down-regulated로 간주한다. 유전자의 개수는 몇 

천개에서 몇 만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고 이때 p-value로만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지 검증할 경우 false-positive가 유전자의 개수만큼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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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주로 FDR 값을 기준으로 귀무가설(대조군과 실험군 

간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차이가 없음)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Bioconductor의 DEseq 패키지를 이용하여 1 logFC, FDR 0.05를 

기준으로 DEG를 선별하였다.

6-5. 피셔의 정확도 검증 수행

  한 두 개의 주요 유전자에 의해 특정 표현형이 조절되기 보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군이 함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에 특정 생물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GO (Gene ontology) 그룹에서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피셔의 정확도 검증

(Fisher’s exact test, p-value cutoff = 0.05)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

하여 logFC 1, FDR 0.05를 기준으로 차등발현유전자 군을 선별하였고 

Bioconductor의 TopGO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7. 통계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3.0, 2015)을 사용하

여 ANOVA를 통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 중 Tukey HSD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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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1. 꿀풀과 정유(Lamiaceae plant essential oil)

1-1. 훈증 항균 활성(fumigan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꿀풀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esis)와 thyme white 

(Thymus vulgaris) 정유가 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

타냈다.

  R. solani에 대한 꿀풀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정유가 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lavender, seville (Lavendula luisieri) 정유

가 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basil (Ocimum basilicum), penny royal 

(Mentha pulegium), spearmint (Mentha spicata) 그리고 thyme mild (linalol) 

(Thymus zygis)가 10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보였다.

  A. tumefaciens에 대한 꿀풀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7과 같다.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정유는 10 ㎕/paper disc 농도에서 

각각 2.71 ㎝, 2.65 ㎝의 생육저지환(inhibition zone)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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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Lami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Raffaelea quercus-mongolicae.

Essential oils
Inhibition rate (%, Mean±SE, N=5)

10a 5 2.5 1.25 0.625 0.3125d 0.15625d

Basil 58.4±2.51db 0f - - - - -

Hyssop JA 36.7±3.17ef 0f - - - - -

Hyssop 27.7±5.06fg 0f - - - - -

Lavadin JA 63.3±3.92cd 17.2±2.42e 0d - - - -

Lavender 50.0±4.50e 0f - - - - -

Lavender, Seville 88.1±2.88b 52.1±6.36c 44.7±5.10b 14.7±4.37d 0b - -

Majoram 37.3±12.69ef 0f - - - - -

Patchouli MR 0h -c - - - - -

Patchouli 24.8±9.37gh 0f - - - - -

Penny royal 72.2±5.00c 44.3±0.60d 34.6±5.95c 28.2±6.36c 0b - -

Sage spanish 59.2±3.83d 0f - - - - -

Blue mountain sage 15.5±4.36h 0f - - - - -

Spearmint 91.6±1.66ab 57.5±3.30b 37.1±4.15c 15.9±5.13d 0b - -

Summer savory 100a 100a 100a 91.4±3.38a 54.5±1.57a 34.9±9.04a 16.4±6.25a

Thyme white 100a 100a 100a 73.7±1.16b 50.36±6.37a 29.2±4.56a 15.2±3.72a

Thyme mild (linalol) 74.0±2.07c 0f - - - - -

Thyme mild 71.7±2.83c 0f - - - - -

Calculated value = F
F16,68=

187.972

F15,64=

1822.918

F5,24=

601.549

F4,20=

318.471

F4,20=

480.605

F1,8=

1.603

F1,8=

0.151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241 p=0.708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dMean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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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Lami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Rhizoctonia solani.

Essential oils
Inhibition rate (%, Mean±SE, N=5)

10a 5 2.5 1.25 0.625 0.3125 0.15625 0.078125 0.0390625d

Basil 100ab 54.4±2.47ef 20.1±2.92f 0g - - - - -

Hyssop JA 77.6±2.11d 46.0±2.44g 13.4±1.57gh 0g - - - - -

Hyssop 64.1±2.68f 36.9±3.58h 11.9±2.59h 0g - - - - -

Lavadin JA 88.5±2.38c 49.8±3.75fg 20.2±2.04f 0g - - - - -

Lavender 86.5±1.52c 62.9±2.51d 19.5±4.24fg 0g - - - - -

Lavender, Seville 100a 100a 91.6±3.93b 71.4±1.39c 45.9±3.52c 30.3±4.43c 18.3±2.57c 0c -

Majoram 0g -c - - - - - - -

Patchouli MR 0g - - - - - - - -

Patchouli 0g - - - - - - - -

Penny royal 100a 88.1±2.04b 36.5±5.08d 21.9±1.75e 16.6±1.29e 0e - - -

Sage spanish 73.2±1.97e 57.4±1.98e 23.5±1.81ef 0g - - - - -

Blue mountain sage 0g - - - - - - - -

Spearmint 100a 91.3±1.86b 44.0±2.35c 25.4±2.57e 0f - - - -

Summer savory 100a 100a 100a 91.9±4.55a 82.1±2.32a 42.0±1.88b 33.2±2.22b 17.1±1.90b 0b

Thyme white 100a 100a 100a 85.9±2.91b 63.4±3.21b 54.6±5.75a 40.4±2.38a 22.1±2.86a 14.7±1.82a

Thyme mild (linalol) 100a 77.7±4.59c 39.9±2.25cd 35.6±4.10d 25.9±3.84d 14.6±2.79d 0d - -

Thyme mild 94.3±0.59b 65.5±1.38d 29.6±2.41e 15.2±2.25f 0f - - - -

Calculated value = F
F16,68=

6064.945

F12,52=

411.507

F12,52=

693.786

F12,52=

1234.647

F6,28=

786.783

F4,20=

182.488

F3,16=

370.439

F2,12=

170.393

F1,8=

324.306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dMean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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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of Lami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Agrobacterium tumefaciens.

Essential oils
Length of Inhibition zone (㎝, Mean±SE, n=4)

10a 5 2.5d 1.25d 0.625d

Basil 2.72±0.20ab 0c - - -
Hyssop JA 2.01±0.23b 0c - - -
Hyssop 0c -c - - -
Lavadin JA 0c - - - -
Lavender 0c - - - -
Lavender, Seville 0c - - - -
Majoram 0c - - - -
Patchouli MR 0c - - - -
Patchouli 0c - - - -
Penny royal 0c - - - -
Sage spanish 0c - - - -
Blue mountain sage 0c - - - -
Spearmint 0c - - - -
Summer savory 2.71±0.16a 2.42±0.14a 1.94±0.15a 1.30±0.08a 0.79±0.12a
Thyme white 2.65±0.21a 1.15±0.21b 1.15±0.17b 0.73±0.10b 0b
Thyme mild (linalol) 0c - - - -
Thyme mild 0c - - - -

Calculated value = F
F16,51=

514.692

F3,12=

325.481

F1,6=

50.229

F1,6=

72.684

F1,6=

175.796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dMean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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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of Lamiaceae plante essential oils against 

three tree pathogens.

Essential oils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

Fungi Bacteria
Raffaelea 

quercus-mongolicae Rhizoctonia solani Agrobacterium 
tumefaciens

Basil -a - -

Hyssop JA - - -

Hyssop - - -

Lavadin JA - - -

Lavender - - -

Lavender, Seville - - -

Majoram - - -

Patchouli MR - - -

Patchouli - - -

Penny royal - - -

Sage spanish - - -

Blue mountain sage - - -

Spearmint - - -

Summer savory 450 600 650

Thyme white 700 800 800

Thyme mild (linalol) - - -

Thyme mild - - -
aNot active (>800).

1-2. 접촉 항균 활성(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 R. solani 그리고 A. tumefaciens에 대한 꿀풀과 

정유의 접촉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R. quercus-mongolicae

에 대한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정유의 MIC 값은 각각 450 ㎍/㎖, 

700 ㎍/㎖으로 나타났고, R. solani는 각각 600 ㎍/㎖, 800 ㎍/㎖, A. 

tumefaciens는 각각 650 ㎍/㎖, 80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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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꿀풀과 정유 성분 동정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나타낸 정유 5종(penny royal, spearmint, 

summer savory, thyme white, 그리고 thyme mild (linalol))의 성분을 GC와 

GC-MS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Figure 4, Table 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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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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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ure 4. Gas chromatograms of active Lamiaceae oils. Penny royal (A); spearmint 

(B); summer savory (C); thyme white (D); thyme mild (linalol) (E). The number of 

each peak is the same in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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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ound

Retention 
index Amount (w/w, %)

DB-5
(std com.a) 

/Lit

Penny
-royal

Spear
-mint

Summe
rsavory

Thyme 
white

Thyme 
mild 

(linalol)

1 α-Pinene 930/930b 0.30 0.13 1.34 5.25 3.46 

2 Camphene 946/947b -f - -　 1.41 1.13 

3 β-Pinene 973/979b 0.24 0.34 0.43 -　 0.39 

4 Myrcene 989/987b - 0.94 1.81 3.35 6.15 

5 α-Terpinene 1014/1017b - - 3.51 -　 1.61 

6 ρ-Cymene 1022/1026b -　 -　 10.72 30.16 4.00 

7 Limonene 1027/1030b 0.69 15.11 0.63 1.03 3.22 

8 1,8-Cineole 
(=Eucalyptol) 1029/1033b -　 1.49 -　 -　 0.29 

9 γ-Terpinene 1057/1059b -　 -　 34.63 11.44 3.48 

10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1069,1085
/1065,1082c

(cis, trans)
-　 -　 -　 -　

5.67, 
0.39
(cis, 
trans)

11 Terpinolene 1083/1088c -　 -　 -　 - 0.90 

12 Linalool 1100/1095c　 -　 -　 -　 9.49 39.73 

13 Camphor 1144/1146c -　 -　 -　 -　 0.43 

14 Isopulegol 1146/1145d 1.23 -　 -　 - -

15 Menthone 1154/1156e -　 0.21 -　 -　 -　

16 Borneol 1170/1167c -　 -　 -　 - 2.61 

17 Terpinen-4-ol 1179/1189b　 -　 1.60 0.50 -　 -　

18 Pulegone 1238/1242e 86.35 -　 -　 - -　

19 Carvone 1242/1241c -　 67.29 -　 -　 -

20 Thymol 1290/1299b -　 -　 0.21 25.32 0.56 

21 Carvacrol 1298/1310b -　 -　 39.84 3.46 0.30 

22 β-
Caryophyllene 1415/1440b 0.50 1.07 2.40 1.75 1.21 

23 α-
Humulene 1451/1477b 0.87 -　 -　 - -

24 Caryophyllene 
oxide 1577/1582c 0.41 0.29 -　 1.15 0.32 

SUM 90.60 88.47 96.04 93.81 75.86 
aStandard compounds; bKim et al., 2016; cRibeiro et al., 2014; dRadulović et al., 2013; 
eKhodaverdi-Samani et al., 2015; fNot detected.

Table 9. Chemical analysis of penny royal, spearmint, summer savory, thyme 

white, and thyme mild (lina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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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금양과 정유(Myrtaceae plant essential oil)

2-1. 훈증 항균 활성(fumigan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도금양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

과는 Table 10과 같다. Allspice MR (Pimenta doica) 정유는 2.5 ㎕/paper 

disc 농도, bay (Pimenta racemosa) 정유는 5 ㎕/paper disc 농도, lemon tea 

tree (Leptospermum petersonii) 정유는 10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

균 효과를 나타냈다.

  R. solani에 대한 도금양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 Lemon tea tree 정유는 5 ㎕/paper disc 농도,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bay, 그리고 

allspice MR 정유는 10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A. tumefaciens에 대한 도금양과 정유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Lemon eucalyptus, creek tea tree, bay, 그리고 allspice 

MR 정유는 10 ㎕/paper disc 농도에서 각각 2.54 ㎝, 2.27 ㎝, 1.58 ㎝, 1.47 

㎝의 생육저지환(inhibition zone)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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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Raffaelea quercus-mongolicae.

Essential oils
Inhibition rate (%, Mean±SE, N=5)

10a 5 2.5 1.25 0.625 0.3125 0.15625 0.078125 0.0390625d

Lemon eucalyptus 85.1±1.69cb 46.2±2.80d 0e - - - - - -
Broad-leaved
peppermint 0f -c - - - - - - -

Blue gum tree 0f - - - - - - - -

Blue mallee 0f - - - - - - - -

Gully gum 0f - - - - - - - -

Lemon tea tree 100a 75.2±4.26c 19.9±2.58d 0c - - - - -

Creek tea tree 21.9±1.29f 18.4±4.02f 0e - - - - - -

Paper bark tree 55.5±3.58e 29.4±2.23e 0e - - - - - -

Niaouli 0f - - - - - - - -

Broom bush 0f - - - - - - - -

Bay 100a 100a 83.8±2.97c 70.9±2.52b 37.8±4.21c 29.8±6.93c 20.6±2.93c 0c -

Cajeput extra ND 0f - - - - - - - -

Allspice MR 100a 100a 100a 88.6±3.50a 70.0±9.52b 45.6±3.06b 41.1±11.01
b 21.1±2.26b 0b

Kanuka 0f - - - - - - - -

Manuka 93.1±0.34b 92.5±0.56b
91.9b±0.53

b
90.3±1.04a 90.4±1.11a 80.8±5.42a 69.6±3.69a 36.9±1.89a 20.7±2.1a

Myrtle extra 0f - - - - - - - -
Calculated value = 

F

F15,64=

9242.119

F6,28=

872.424

F6,28=

4954.777

F3,16=

1838.975

F2,12=

95.423

F2,12=

117.587

F2,12=

63.230

F2,12=

593.080

F1,8=

489.201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dMean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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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Rhizoctonia solani.

Essential oils
Inhibition rate (%, Mean±SE, N=5)

10a 5 2.5 1.25 0.625 0.3125 0.15625 0.078125

Lemon eucalyptus 100ab 71.3±1.88d 55.3±3.49 36.6±4.57d 30.6±1.79d 23.0±3.04d 15.6±2.80c 0c
Broad-leaved
peppermint 58.8±2.92d 30.0±0.38g 0g - - - - -

Blue gum tree 11.1±1.92g 0i - - - - - -

Blue mallee 26.1±2.38f 0i - - - - - -

Gully gum 0h -c - - - - - -

Lemon tea tree 100a 100a 79.1±2.96b 62.1±3.06c 44.3±2.46c 29.7±3.75cd 19.9±3.34c 0c

Creek tea tree 100a 65.8±2.96e 31.5±2.84d 28.5±2.37e 19.9±3.95e 10.6±3.49e 0d -

Paper bark tree 87.7±1.57b 52.0±2.74f 25.4±2.65e 21.8±1.18f 16.4±2.59e 11.8±3.76e 0d -

Niaouli 66.2±2.81c 28.1±4.40g 0g - - - - -

Broom bush 0h - - - - - - -

Bay 100a 93.1±0.85b 89.3±2.16a 87.7±1.96a 59.9±5.60b 34.5±7.31c 31.0±6.62b 12.0±2.25b

Cajeput extra ND 51.7±4.91e 15.5±1.83h 0g - - - - -

Allspice MR 100a 90.4±0.73b 89.8±1.25a 86.8±0.82ab 80.8±1.15a 58.1±4.11b 53.6±8.46a 18.1±1.57a

Kanuka 0h - - - - - - -

Manuka 84.5±1.04b 84.5±0.88c 82.7±0.78b 82.8±0.67b 80.3±2.22a 75.2±3.13a 34.1±0.91b 15.6±1.85a

Myrtle extra 62.7±3.35cd 28.5±1.63g 11.1±2.53f 0g - - - -

Calculated value = 

F

F15,64=

1965.516

F12,52=

1775.798

F10,44=

1605.113

F7,32=

1073,413

F6,28=

382.823

F6,28=

155.267

F6,28=

96.674

F4,20=

169.402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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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of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Agrobacterium tumefaciens.

Essential oils
Inhibition rate (%, Mean±SE, N=4)

10a 5 2.5 1.25d

Lemon eucalyptus 2.54±0.26ab 0c - -

Broad-leaved peppermint 0d -c - -

Blue gum tree 0d - - -

Blue mallee 0d - - -

Gully gum 0d - - -

Lemon tea tree 0d - - -

Creek tea tree 2.27±0.12b 1.08±0.09b 0b -

Paper bark tree 0d - - -

Niaouli 0d - - -

Broom bush 0d - - -

Bay 1.58±0.14c 1.22±0.09ab 1.24±0.18a 0b

Cajeput extra ND 0d - - -

Allspice MR 1.47±0.19c 1.36±0.14a 1.14±0.15a 0.835±0.13a

Kanuka 0d - - -

Manuka 0d - - -

Myrtle extra 0d - - -

Calculated value = F
F15,48=

378.575

F3,12=

166.072

F2,9=

104.791

F1,6=

170.020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dMean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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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of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three tree pathogens.

Essential oils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

Fungi Bacteria
Raffaelea 

quercus-mongolic
ae

Rhizoctonia solani Agrobacterium 
tumefaciens

Lemon eucalyptus -a - -

Broad-leaved peppermint - - -

Blue gum tree - - -

Blue mallee - - -

Gully gum - - -

Lemon tea tree - - -

Creek tea tree - - -

Paper bark tree - - -

Niaouli - - -

Broom bush - - -

Bay 700 800 1200

Cajeput extra ND - - -

Allspice MR 450 650 1000

Kanuka - - -

Manuka - - -

Myrtle extra - - -
aNot active (>1200).

2-2. 접촉 항균 활성(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 R. solani 그리고 A. tumefaciens에 대한 도금양과 

정유의 접촉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bay 와 allspice MR 정유의 MIC 값은 각각 700 

㎍/㎖, 450 ㎍/㎖으로 나타났고, R. solani는 각각 800 ㎍/㎖, 650 ㎍/㎖, A. 

tumefaciens는 각각 1,200 ㎍/㎖, 1,00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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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금양과 정유 성분 동정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나타낸 정유 5종(lemon eucalyptus, lemon tea 

tree, creek tea tree, bay, 그리고 allspice MR)의 성분을 GC와 GC-MS를 이

용하여 동정하였다(Figure 5, Table 1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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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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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ure 5. Gas chromatograms of active Myrtaceae oils. Lemon eucalyptus (A); 

lemon tea tree (B); creek tea tree (C); bay (D); allspice MR (E). The number of 

each peak is the same in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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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ound

Retention 
index Amount (w/w, %)

DB-5
(std com.a) 

/Lit

Lemon 

eucalyptus

Lemon 

tea tree

Creek 

tea tree
Bay Allspice 

MR

1 α-Pinene 930/930b -h 0.54 2.02 0.22 -　

2 β-Pinene 973/979b 0.46 0.17 0.55 -　 -

3 Myrcene 989/987b -　 1.13 0.95 19.41 -

4 α-Terpinene 1014/1017b -　 -　 6.15 -　 -

5 ρ-Cymene 1022/1026b -　 -　 7.97 0.59 -

6 Limonene 1027/1030b 0.13 0.16 2.46 2.73 -　

7 1,8-Cineole 
(=Eucalyptol) 1029/1033b 0.51 -　 8.39 0.62 -　

8 γ-Terpinene 1057/1059b -　 -　 15.59 -　 -　

9  Terpinolene 1083/1088c -　 -　 2.96 -　 -　

10 Linalool 1100/1095c 0.29 2.80 -　 2.24 -　

11 Isopulegol 1146/1145d 6.44 4.46 -　 -　 -　

12 Citronellal 1153/1151d 71.37 15.61 -　 -　 -　

13 Terpinen-4-ol 1179/1189b -　 -　 41.02 0.56 -　

14 β-Citronellol 1227/1225d 6.68 4.14 -　 -　 -　

15 Neral 1238/1244e -　 21.42 -　 -　 -　

16 Geraniol 1251/1249d -　 3.38 -　 -　 -　

17 Geranial 1268/1275d -　 28.48 -　 -　 -　

18 Eugenol 1349/1367b -　 -　 -　 50.35 84.48 

19 Citronellyl 
acetate 1350/1350d 1.06 0.44 -　 -　 -　

20 Methyl eugenol 1400/1413b -　 -　 -　 0.47 3.74 

21 β-Caryophylle
ne 1415/1440b 0.70 -　 0.16 0.33 6.71 

22 Aromadendrene 1434/1439e -　 -　 0.27 -　 -　

23 α-Humulene 1451/1477b -　 -　 -　 -　 0.81 

24 Caryophyllene 
oxide 1577/1582c 0.45 -　 0.17 -　 0.37 

25 4-allylphenol -f/1258g - - - 10.64 -

SUM 88.10 82.73 88.66 88.15 96.12 
aStandard compounds; bKim et al., 2016; cRibeiro et al., 2014; dDeterre et al., 2012; eSiqueira‐
Lima et al., 2014; fNo standard compound, but detected by GC-MS; gCheng et al., 2008; hNot 
detected. 

Table 14. Chemical analysis of lemon eucalyptus, lemon tea tree, creek tea tree, 

bay, and allspice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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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꿀풀과 및 도금양과 정유 유래 성분

3-1. 훈증 항균 활성(fumigan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정유 유래 성분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

과는 Table 15와 같다. Thymol은 0.625 ㎕/paper disc 농도, carvacrol은 1.25 

㎕/paper disc concentration, eugenol은 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

균 효과를 나타냈다. 

  R. solani에 대한 정유 유래 성분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6

과 같다. Thymol과 carvacrol은 0.625 ㎕/paper disc 농도, neral과 geranial은 

1.25 ㎕/paper disc 농도에서 100%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A. tumefaciens에 대한 정유 유래 성분의 훈증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Thymol과 carvacrol이 2.85 ㎝, 2.75 ㎝로 생육저지환

(inhibition zone)이 나타났다. 또한 (-)-α-pinene, (+)-α-pinene, (-)-β

-pinene, (+)-β-pinene, neral, geranial, 그리고 eugenol은 각각 1.65 ㎝, 1.55 

㎝, 1.35 ㎝, 1.18 ㎝, 1.45 ㎝, 1.67 ㎝, 1.35 ㎝의 생육저지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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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compounds from active essential oils 

against Raffaelea quercus-mongolicae.

Compounds
Inhibition rate (%, Mean±SE, N=5)

2.5a 1.25 0.625 0.3125 0.15625

(-)-α-Pinene 0lb -c - - -

(+)-α-Pinene 0l - - - -

(-)-Camphene 0l - - - -

(+)-Camphene 0l - - - -

(-)-β-Pinene 0l - - - -

(+)-β-Pinene 0l - - - -

Myrcene 0l - - - -

α-Terpinene 0l - - - -

ρ-Cymene 0l - - - -

(-)-Limonene 0l - - - -

(+)-Limonene 0l - - - -

1,8-Cineole 
(=Eucalyptol) 0l - - - -

γ-Terpinene 0l - - - -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20.45±2.34jk 11.82±0.85f 0g - -

Terpinolene 0l - - - -

Linalool 17.53±1.01jk 0g - - -

Camphor 0l - - - -

(-)-Isopulegol 0l - - - -

(+)-Isopulegol 13.60±0.77k 0g - - -

Citronellal 20.29±6.25jk 0g - - -

(-)-Menthone 0l - - - -

(+)-Menthone 0l - - - -

Borneol 42.05±6.47h 0g - - -

Terpinen-4-ol 75.07±2.09c 59.44±7.59c 46.87±3.47c 21.93±2.19c 0b

β-Citronellol 88.10±1.06b 37.68±1.50d 10.97±1.10f 0e -

(-)-Pulegone 34.09±6.29i 12.07±2.22f 0g - -

(+)-Pulegone 22.24±9.30j 19.78±6.59ef 0g - -

Neral 61.26±4.50ef 25.59±3.89e 0g - -

(-)-Carvone 74.13±6.24cd 63.47±11.79c 22.14±7.86e 0e -

(+)-Carvone 53.67±2.75fg 15.01±5.75ef 0g - -

Geraniol 66.87±2.84de 24.93±6.91e 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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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nial 54.69±2.51f 18.64±2.26ef 0g - -

Thymol 100a 100a 100a 53.43±2.19a 28.51±5.81a

Carvacrol 100a 100a 81.57±4.91b 30.85±4.87b 0b

Eugenol 100a 80.04±4.57b 36.37±5.50d 15.07±2.85d 0b

Citronellyl acetate 0l - - - -

Methyl eugenol 91.93±2.16b 42.70±5.82d 0g - -

β-Caryophyllene 0l - - - -

(-)-Aromadendrene 0l - - - -

(+)-Aromadendrene 0l - - - -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
87.40±3.34b 75.91±4.71b 72.24±9.28b 23.36±5.33c 0b

α-Humulene 0l - - - -

Methyl isoeugenol 75.30±8.02c 47.78±8.40d 31.09±8.04de 0e

Acetyl eugenol 13.20±3.00k 0g - - -

Caryophyllene 
oxide 46.26±6.50gh 20.75±5.72ef 10.55±4.00f 0e -

Acetyl isoeugenol 0l - - - -

Calculated value 

= F

F45,184

=678.885

F21,88

=220.396

F16,68

=306.959

F8,36

=220.569

F4,20

=120.485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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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compounds from active essential oils 

against Rhizoctonia solani.

Compounds
Inhibition rate (%, Mean±SE, N=5)

2.5a 1.25 0.625 0.3125 0.15625 0.078125

(-)-α-Pinene 47.68±3.91hib 33.44±2.91ef 21.81±3.09g 0g - -

(+)-α-Pinene 47.23±3.89hi 18.40±2.29ij 0j - - -

(-)-Camphene 0p -c - - - -

(+)-Camphene 0p - - - - -

(-)-β-Pinene 0p - - - - -

(+)-β-Pinene 0p - - - - -

Myrcene 0p - - - - -

α-Terpinene 0p - - - - -

ρ-Cymene 0p - - - - -

(-)-Limonene 0p - - - - -

(+)-Limonene 22.80±1.15lm 14.74±1.37j 0j - - -

1,8-Cineole 
(=Eucalyptol) 11.74±3.25no 0k - - - -

γ-Terpinene 0p - - - - -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8.39±4.90o 0k - - - -

Terpinolene 9.19±0.35no 0k - - - -

Linalool 42.71±4.15ij 0k - - - -

Camphor 14.95±1.45mno 0k - - - -

(-)-Isopulegol 62.05±2.15g 24.16±3.10gh 14.74±3.45hi 0g - -

(+)-Isopulegol 62.24±3.25g 23.88±3.31ghi 17.39±1.87gh 0g - -

Citronellal 45.56±5.70hi 29.83±0.94f 15.84±2.93ghi 0g - -

(-)-Menthone 25.19±4.29l 0k - - - -

(+)-Menthone 27.90±2.54kl 0k - - - -

Borneol 51.40±7.28h 0k - - - -

Terpinen-4-ol 71.34±3.84ef 32.64±2.79ef 15.19±3.08hi 0g - -

β-Citronellol 79.53±2.30cd 68.10±1.43c 34.84±2.75f 29.22±2.87e 0d -

(-)-Pulegone 52.32±1.97h 14.35±2.20j 0j - - -

(+)-Pulegone 50.99±3.42h 19.62±4.00hij 9.60±1.29i 0g - -

Neral 100a 100a 64.76±3.18c 34.89±1.45de 28.81±4.12bc 0c

(-)-Carvone 68.06±3.80fg 31.14±3.36f 0j - - -

(+)-Carvone 68.60±8.42fg 37.01±3.55e 29.19±6.50f 0g - -

Geraniol 77.71±4.22de 62.26±3.31d 45.11±1.95e 33.39±1.81e 17.56±4.56c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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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nial 100a 100a 56.11±2.68d 42.98±3.75cd 27.12±5.11bc 0c

Thymol 100a 100a 100a 78.61±3.17a 51.23±15.70a 13.70±3.84b

Carvacrol 100a 100a 100a 82.03±7.19a 55.47±2.28a 26.06±7.58a

Eugenol 91.90±0.93ab 85.38±2.99b 81.64±1.97b 50.36±6.80bc 19.01±4.64c 0c

Citronellyl acetate 40.16±1.91ij 29.18±3.80fg 18.22±3.53gh 0g - -

Methyl eugenol 91.49±1.60b 80.08±4.23b 64.97±4.08c 27.60±7.06e 0d -

β-Caryophyllene 15.81±3.92mno 0k - - - -

(-)-Aromadendrene 0p - - - - -

(+)-Aromadendrene 0p - - - - -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 86.96±2.65bc 83.13±4.59b 80.47±2.15b 53.36±9.79b 36.76±9.70b 19.87±4.07ab

α-Humulene 11.28±7.85no 0k - - - -

Methyl isoeugenol 35.99±3.21jk 29.32±3.09fg 21.74±4.14g 12.10±4.06f 0d -

Acetyl eugenol 16.62±2.59mn 0k - - - -

Caryophyllene 
oxide 0p - - - - -

Acetyl isoeugenol 11.53±3.50no 0k - - - -

Calculated value 

= F

F45,184

= 596.507

F33,136

=1272.796

F21,88

=697.610

F17,72

=235.610

F9,40

=47.952

F6,28

=49.488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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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of compounds from active essential oils 

against Agrobacterium tumefaciens.

Compounds
Inhibition rate (%, Mean±SE, N=4)

5a 2.5 1.25 0.625 0.3125

(-)-α-Pinene 1.65±0.08cb 1.51±0.06b 0.94±0.08cd 0.82±0.08b 0b

(+)-α-Pinene 1.55±0.10cd 1.55±0.07b 1.26±0.05b 0d -

(-)-Camphene 0k -c - - -

(+)-Camphene 0k - - - -

(-)-β-Pinene 1.35±0.11def 1.20±0.05c 1.18±0.14bc 0.67±0.13b 0b

(+)-β-Pinene 1.18±0.14fg 1.07±0.13c 0.90±0.06d 0d -

Myrcene 0k - - - -

α-Terpinene 0k - - - -

ρ-Cymene 0k - - - -

(-)-Limonene 0k - - - -

(+)-Limonene 0k - - - -

1,8-Cineole 
(=Eucalyptol) 0k - - - -

γ-Terpinene 0k - - - -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0k - - - -

Terpinolene 0k - - - -

Linalool 0k - - - -

Camphor 2.30±0.10b 0d - - -

(-)-Isopulegol 0.96±0.08gh 0d - - -

(+)-Isopulegol 0.66±0.08i 0d - - -

Citronellal 0.40±0.04j 0d - - -

(-)-Menthone 0k - - - -

(+)-Menthone 0k - - - -

Borneol 1.30±0.29ef 1.13±0.19c 0e - -

Terpinen-4-ol 0.76±0.08hi 0d - - -

β-Citronellol 0k - - - -

(-)-Pulegone 1.26±0.10ef 0d - - -

(+)-Pulegone 1.35±0.22def 0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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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al 1.45±0.23ced 1.28±0.15c 0.95±0.05cd 0d -

(-)-Carvone 1.63±0.14c 0d - - -

(+)-Carvone 2.35±0.18b 0d - - -

Geraniol 0k - - - -

Geranial 1.67±0.16c 1.15±0.14c 0.95±0.07cd 0d -

Thymol 2.85±0.03a 2.08±0.10a 1.65±0.18a 0.83±0.05b 0b

Carvacrol 2.74±0.06a 2.10±0.11a 1.76±0.08a 1.47±0.05a 0.69±0.12a

Eugenol 1.35±0.07def 1.06±0.14c 1.11±0.15bcd 0d -

Citronellyl acetate 0k - - - -

Methyl eugenol 0k - - - -

β-Caryophyllene 0k - - - -

(-)-Aromadendrene 0k - - - -

(+)-Aromadendrene 0k - - - -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 0.90±0.10hi 0d - - -

α-Humulene 0k - - - -

Methyl isoeugenol 0k - - - -

Acetyl eugenol 0k - - - -

Caryophyllene oxide 0k - - - -

Acetyl isoeugenol 0k - - - -

Calculated value 

= F

F45,184

=367.075

F19,60

=321.046

F9,30

=94.314

F8,27

=365.203

F3,12

=140.359

p-value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a㎕/paper disc concentration.
b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0.05).
c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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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촉 항균 활성(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검정

  R. quercus-mongolicae, R. solani 그리고 A. tumefaciens에 대한 정유 유

래 성분의 접촉 항균 활성 검정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250 ㎍/㎖

로 나타났고,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와 eugenol의 MIC 값은 각

각 300 ㎍/㎖, 350 ㎍/㎖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농약인 benomyl, 

propiconazole, 그리고 tebuconazole은 각각 12.5 ㎍/㎖, 12.5 ㎍/㎖, 6.25 ㎍/

㎖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좋은 정유 유래 화합물(thymol, cavacrol)과 가

장 효과가 좋은 농약(tebuconazole)의 MIC 값 차이는 40배로 나타났다.

  R. solani에 대한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350 ㎍/㎖로 나타났고,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와 eugenol의 MIC 값은 각각 600 ㎍/㎖, 

500 ㎍/㎖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농약인 benomyl, propiconazole, 그리고 

tebuconazole은 12.5 ㎍/㎖, 12.5 ㎍/㎖, 25 ㎍/㎖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좋

은 정유 유래 화합물(thymol, cavacrol)과 가장 효과가 좋은 농약(benomyl, 

propiconazole)의 MIC 값 차이는 28배로 나타났다.

  A. tumefaciens에 대한 thymol과 carvacrol의 MIC 값은 350 ㎍/㎖로 나타

났고, geraniol은 450㎍/㎖, β-citronellol은 500 ㎍/㎖, eugenol과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의 MIC 값은 각각 650 ㎍/㎖, 750 ㎍/㎖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항생제인 streptomycin sulfate salt는 3.125 ㎍/㎖로 나타났다. 가

장 효과가 좋은 정유 유래 화합물(thymol, cavacrol)과 항생제인 

streptomycin sulfate salt의 MIC 값 차이는 112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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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of compounds identified in active essential 

oils.

Compounds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

Fungi Bacteria

Raffaelea 
quercus-mongolicae Rhizoctonia solani Agrobacterium 

tumefaciens
(-)-α-Pinene -a - -

(+)-α-Pinene - - -

(-)-Camphene - - -

(+)-Camphene - - -

(-)-β-Pinene - - -

(+)-β-Pinene - - -

Myrcene - - -

α-Terpinene - - -

ρ-Cymene - - -

(-)-Limonene - - -

(+)-Limonene - - -

1,8-Cineole 
(=Eucalyptol) - - -

γ-Terpinene - - -

Linalool oxide
(mixture of 
isomers)

- - -

Terpinolene - - -

Linalool - - -

Camphor - - -

(-)-Isopulegol - - -

(+)-Isopulegol - - -

Citronellal - - -

(-)-Menthone - - -

(+)-Menthone - - -

Borneol - - -

Terpinen-4-ol - - -

β-Citronellol 500 - 500

(-)-Pulegone - - -

(+)-Pulegone - - -

Neral - - -

(-)-Carvone - - -

(+)-Carvone - - -

Geraniol 400 800 450

Geranial - - -

Thymol 25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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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acrol 250 350 350

Eugenol 350 600 650

Citronellyl acetate - - -

Methyl eugenol - - -

β-Caryophyllene - - -

(-)-Aromadendrene - - -

(+)-Aromadendrene - - -

Isoeugenol
(mixture of cis and 

trans)
300 500 750

α-Humulene - - -

Methyl isoeugenol - - -

Acetyl eugenol - - -

Caryophyllene 
oxide - - -

Acetyl isoeugenol - - -

Benomyl 12.5 12.5 NT

Propiconazole 12.5 12.5 NT

Tebuconazole 6.25 25 NT

Streptomycin NTb NT 3.125
aNot active (>800)
b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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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 발현 양상 비교(RNA-seq)

4-1. 전사체 시퀀싱 결과

  대조군 3 샘플을 비롯한 전체 17개의 샘플에 대해서 총 43 Gbp (샘플당 

평균 2.5 Gbp)의 데이터가 얻어졌고 그 중 약 95% 이상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 Q30 이상의 phred score 값을 갖는 양질의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Illumina 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HiSeq2000의 시퀀싱 결과 고퀄리티 (Q30 기

준) 염기의 비율이 raw data 대비 8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좋은 퀄리티로 

시퀀싱 데이터가 획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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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mple ID (TBI ID) Total reads Total bases (bp) Total bases 
(Gbp)

GC Q30

Percent More Bases  
Rate

1 Control-notreat-1 (TN1607R1976) 30,663,934 3,097,057,334 3.1 51.12% 95.14%

2 Control-notreat-2 (TN1607R1977) 31,816,426 3,213,459,026 3.21 53.21% 95.38%

3 Control-notreat-3 (TN1607R1978) 21,336,610 2,154,997,610 2.15 53.99% 95.45%

4 Thyme-white-1 (TN1607R1979) 24,370,410 2,461,411,410 2.46 50.50% 95.06%

5 Thyme-white-2 (TN1607R1980) 26,528,688 2,679,397,488 2.68 44.55% 93.75%

6 Thyme-white-3 (TN1607R1981) 24,730,422 2,497,772,622 2.5 47.89% 94.44%

7 Thymol-1 (TN1607R1982) 22,181,952 2,240,377,152 2.24 51.30% 95.18%

8 Thymol-2 (TN1607R1983) 23,025,578 2,325,583,378 2.33 55.00% 96.16%

9 Thymol-3 (TN1607R1984) 23,014,374 2,324,451,774 2.32 56.89% 96.51%

10 Allspice-2 (TN1607R1986) 25,738,642 2,599,602,842 2.6 50.59% 95.76%

11 Allspice-3 (TN1607R1987) 21,914,526 2,213,367,126 2.21 57.29% 96.28%

12 Eugonol-1 (TN1607R1988) 22,680,308 2,290,711,108 2.29 52.98% 95.62%

13 Eugonol-2 (TN1607R1989) 23,031,182 2,326,149,382 2.33 51.01% 94.94%

14 Eugonol-3 (TN1607R1990) 23,569,776 2,380,547,376 2.38 51.41% 95.44%

15 Thymol-Outer-1 (TN1607R1991) 27,011,830 2,728,194,830 2.73 37.33% 91.88%

16 Thymol-Outer-2 (TN1607R1992) 27,740,084 2,801,748,484 2.8 39.22% 92.28%

17 Thymol-Outer-3 (TN1607R1993) 26,757,408 2,702,498,208 2.7 46.40% 93.59%

Table 19. Summary of sequenc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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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의 전처리 및 레퍼런스 어셈블리 

결과

  Quality control을 거친 샘플당 약 2,400만 reads의 clean data (약 98.3%) 

중 약 7.4%에 해당하는 180만 reads만 레퍼런스 (Agrobacterium fabrum)에 

맵핑되었다 (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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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Raw Clean Mapped Uniquely 
Mapped

1  Control1 (Control-notreat-1) 30,663,934
30,242,492 1,658,285 1,579,992

(98.60%) (5.50%) (5.20%)

2  Control2 (Control-notreat-2) 31,816,426
31,406,260 1,932,968 1,893,078

(98.70%) (6.20%) (6.00%)

3  Control3 (Control-notreat-3) 21,336,610
20,886,946 1,340,592 1,258,056

(97.90%) (6.40%) (6.00%)

4  ThymeWhite2 (Thyme-white-2) 26,528,688
26,097,866 1,772,469 1,643,058

(98.40%) (6.80%) (6.30%)

5  ThymeWhite3 (Thyme-white-3) 24,730,422
24,383,852 1,743,815 1,702,991

(98.60%) (7.20%) (7.00%)

6  ThymeWhite1 (Thymewhite-1) 24,370,410
24,008,024 2,166,349 2,123,847

(98.50%) (9.00%) (8.80%)

7  Thymol1 (Thymol-1) 22,181,952
21,851,392 1,668,133 1,630,817

(98.50%) (7.60%) (7.50%)

8  Thymol2 (Thymol-2) 23,025,578
22,739,454 1,830,229 1,777,942

(98.80%) (8.00%) (7.80%)

9  Thymol3 (Thymol-3) 23,014,374
22,744,468 1,975,940 1,913,102

(98.80%) (8.70%) (8.40%)

10  Allspice2 (Allspice-2) 25,738,642
25,401,672 1,794,644 1,746,667

(98.70%) (7.10%) (6.90%)

11  Allspice3 (Allspice-3) 21,914,526
21,604,832 2,389,992 2,306,296

(98.60%) (11.10%) (10.70%)

12  Eugonol1 (Eugonol-1) 22,680,308
22,409,470 1,954,257 1,866,825

(98.80%) (8.70%) (8.30%)

13  Eugonol2 (Eugonol-2) 23,031,182
22,702,306 1,702,499 1,651,399

(98.60%) (7.50%) (7.30%)

14  Eugonol3 (Eugonol-3) 23,569,776
23,286,948 3,006,939 1,702,911

(98.80%) (12.90%) (7.30%)

15  ThymolOuter1 (Thymol-Outer-1) 27,011,830
26,561,446 1,192,167 1,148,951

(98.30%) (4.50%) (4.30%)

16  ThymolOuter2 (Thymol-Outer-2) 27,740,084
27,367,062 1,366,395 1,300,222

(98.70%) (5.00%) (4.80%)

17  ThymolOuter3 (Thymol-Outer-3) 26,757,408
26,229,568 1,603,411 1,549,154

(98.00%) (6.10%) (5.90%)

Table 20. Summary of RNA-seq and mapp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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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싱 데이터에 본 연구 종이 아닌 다른 외래종의 서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taxonomy profiling을 수행하였으나 Agrobacterium 

fabrum, Agrobacterium tumefaciens, Agrobacterium sp. H13-3 순으로 종 분

포가 그려지는 것으로 보아 외래 종 서열의 오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Figure 6). 대신 ribosomal RNA 제거를 위한 Illumina Ribo-Zero rRNA 

Removal Kit (Bacteria)의 준비가 지연되어 시료 준비 이후 시퀀싱까지 시간

이 꽤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여 RNA degradation이 심하게 일어난 까닭으로 

판단된다. 맵핑률은 낮으나 샘플당 180만 reads 정도씩 확보되었고 이는 

Agrobacterium fabrum의 유전체 (5.7 Mbp) 대비 약 32-fold에 해당하며 각 

조건당 3개의 반복실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발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어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6. Taxonomy profiling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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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rol Experiment
Genes

Sum Up Down
1 Control  Thyme white 510 233 277
2 Control  Thymol 466 201 265
3 Control  Allspice 453 234 219
4 Control  Eugenol 394 162 232
5 Control  Thymol (edge) 383 150 233

Table 21. The number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this study.

Figure 7. Venn diagram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The number of 

up-regulated genes (left) and down-regulated genes (right).

4-3. 차등발현유전자 검색

  FDR이 0.05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logFC 값이 1 보다 큰 

경우 Up-regulated gene으로, -1 이하의 logFC 값을 갖는 경우 대조군에 비

해서 실험군의 유전자 발현 정도가 더 감소하는 Down-regulated gene으로 

간주하였다(Table 21).

  5개의 실험군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로 과발현되는 유전자는 49개로 확

인되었고 대조군에 비해서 모든 조건에서 발현이 저하되는 유전자는 93개였

다. 실험군 별 Up 또는 Down-regulated 유전자의 개수는 벤다이어그램을 통

해 모식화하였다(Figure 7).

  logFC 절대값의 차이가 큰 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의 유전자를 선별하

여 그 기능을 정리하였다(Table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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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eneId GeneName Description logFC

Down TBIG003731 atoC Acetoacetate metabolism regulatory protein AtoC -5.16

Down TBIG004029 yfeA Periplasmic chelated iron-binding protein YfeA -4.83

Down TBIG003010 gdh Quinoprotein glucose dehydrogenase -4.41

Down TBIG004028 yfeB Chelated iron transport system membrane protein YfeB -4.38

Down TBIG001588 - - -4.37

Down TBIG003282 appB Oligopeptide transport system permease protein AppB -4.22

Down TBIG000708 glnQ Glutamine transport ATP-binding protein GlnQ -4.15

Down TBIG001164 proP Proline/betaine transporter -4.13

Down TBIG003324 - - -4.05

Down TBIG003012 - - -4.02

Up TBIG000357 kshB 3-ketosteroid-9-alpha-hydroxylase reductase subunit 2.81

Up TBIG001163 CA1 Carbonic anhydrase, chloroplastic 2.86

Up TBIG003181 xylA Xylose isomerase 2.87

Up TBIG001508 - - 3.06

Up TBIG001860 - - 3.06

Up TBIG001008 yhjE Inner membrane metabolite transport protein YhjE 3.07

Up TBIG001685 - - 3.21

Up TBIG003745 mdtB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MdtB 3.33

Up TBIG001470 - - 3.66

Up TBIG004039 - - 4.17

Table 22.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treated thyme white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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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eneId GeneName Description logFC

Down TBIG003010 gdh Quinoprotein glucose dehydrogenase -4.93

Down TBIG001007 - - -4.92

Down TBIG000418 - - -4.32

Down TBIG003731 atoC Acetoacetate metabolism regulatory protein AtoC -4.21

Down TBIG003012 - - -3.93

Down TBIG001371 phnC Phosphonates import ATP-binding protein PhnC -3.88

Down TBIG003292 - - -3.8

Down TBIG003291 - - -3.4

Down TBIG003233 Y091_CAUCR Uncharacterized signaling protein CC_0091 -3.38

Down TBIG004029 yfeA Periplasmic chelated iron-binding protein YfeA -3.35

Up TBIG000283 aglA Probable alpha-glucosidase 2.67

Up TBIG004054 gsiB Glutathione-binding protein GsiB 2.83

Up TBIG003862 recX Regulatory protein RecX 2.94

Up TBIG003745 mdtB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MdtB 3.21

Up TBIG003181 xylA Xylose isomerase 3.37

Up TBIG001163 CA1 Carbonic anhydrase, chloroplastic 3.38

Up TBIG004039 - - 3.51

Up TBIG000287 - - 3.62

Up TBIG001522 gei-7 Bifunctional glyoxylate cycle protein 3.86

Up TBIG000357 kshB 3-ketosteroid-9-alpha-hydroxylase reductase subunit 3.86

Table 23.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treated thymol (inhibi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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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ene Id GeneName Description logFC

Down TBIG004028 yfeB Chelated iron transport system membrane protein YfeB -5.9

Down TBIG004029 yfeA Periplasmic chelated iron-binding protein YfeA -5.68

Down TBIG001007 - - -5.6

Down TBIG004147 oxdD Oxalate decarboxylase OxdD -5.15

Down TBIG002800 xerD Tyrosine recombinase XerD -4.83

Down TBIG003731 atoC Acetoacetate metabolism regulatory protein AtoC -4.64

Down TBIG003481 imuA Protein ImuA -4.44

Down TBIG003471 Y091_CAUCR Uncharacterized signaling protein CC_0091 -3.69

Down TBIG004582 yuaQ Uncharacterized protein YuaQ -3.63

Down TBIG003294 mcpA Chemoreceptor McpA -3.58

Up TBIG001332 rbfA Ribosome-binding factor A 3.17

Up TBIG001470 - - 3.17

Up TBIG001163 CA1 Carbonic anhydrase, chloroplastic 3.22

Up TBIG001609 cysN Sulfate adenylyltransferase subunit 1 3.27

Up TBIG001328 rsmC Ribosomal RNA small subunit methyltransferase C 3.42

Up TBIG004012 norB Nitric oxide reductase subunit B 3.64

Up TBIG002465 rlmN Dual-specificity RNA methyltransferase RlmN 3.67

Up TBIG000287 - - 4.41

Up TBIG001669 yegD Uncharacterized chaperone protein YegD 4.45

Up TBIG001522 gei-7 Bifunctional glyoxylate cycle protein 5.4

Table 24.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treated allspice MR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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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eneId GeneName Description logFC

Down TBIG004029 yfeA Periplasmic chelated iron-binding protein YfeA -5.61

Down TBIG001007 - - -5.47

Down TBIG004028 yfeB Chelated iron transport system membrane protein YfeB -4.95

Down TBIG001582 dnaJ Chaperone protein DnaJ -4.12

Down TBIG004228 HNL Alpha-hydroxynitrile lyase -3.87

Down TBIG003544 takP Alpha-keto acid-binding periplasmic protein TakP] -3.78

Down TBIG004582 yuaQ Uncharacterized protein YuaQ -3.72

Down TBIG004149 nodW Nodulation protein W -3.54

Down TBIG003121 rbsB D-ribose-binding protein -3.32

Down TBIG002422 BRA0748 Putative binding protein BRA0748/BS1330_II0741 -3.29

Up TBIG002453 Thyn1 Thymocyte nuclear protein 1 2.81

Up TBIG000073 - - 2.94

Up TBIG001751 ate Putative arginyl-tRNA-protein transferase 2.96

Up TBIG000733 hflX GTPase HflX 3.16

Up TBIG003745 mdtB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MdtB 3.29

Up TBIG000357 kshB 3-ketosteroid-9-alpha-hydroxylase reductase subunit 3.41

Up TBIG002426 Y374_METJA Uncharacterized protein MJ0374 3.43

Up TBIG004056 hpd 4-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 3.61

Up TBIG000287 - - 4.7

Up TBIG001522 gei-7 Bifunctional glyoxylate cycle protein 4.92

Table 25.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treated eug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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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eneId GeneName Description logFC

Down TBIG003012 - - -3.53

Down TBIG003731 atoC Acetoacetate metabolism regulatory protein AtoC -3.51

Down TBIG003471 Y091_CAUCR Uncharacterized signaling protein CC_0091 -3.23

Down TBIG001100 mgtA GDP-mannose-dependent alpha-mannosyltransferase -3.14

Down TBIG003370 - - -3.1

Down TBIG001239 Y147_RICPR Uncharacterized protein RP147 -3.05

Down TBIG004413 dgoD D-galactonate dehydratase -2.93

Down TBIG000409 bmr3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3 -2.9

Down TBIG003480 dnaE2-1 Error-prone DNA polymerase 1 -2.84

Down TBIG000077 yejE Inner membrane ABC transporter permease protein YejE -2.74

Up TBIG004039 - - 3.11

Up TBIG004286 bioH Pimelyl-[acyl-carrier protein] methyl ester esterase 3.15

Up TBIG003745 mdtB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MdtB 3.23

Up TBIG004011 norQ Protein NorQ 3.29

Up TBIG004012 norB Nitric oxide reductase subunit B 3.37

Up TBIG000733 hflX GTPase HflX 3.38

Up TBIG000357 kshB 3-ketosteroid-9-alpha-hydroxylase reductase subunit 3.42

Up TBIG001163 CA1 Carbonic anhydrase, chloroplastic 3.48

Up TBIG004010 norD Protein NorD 3.52

Up TBIG004008 nirK Copper-containing nitrite reductase 3.67

Table 26.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treated thymol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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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셔의 정확도 검증 결과

  5개의 실험군에서 모두 과발현 양상을 보이거나 발현량이 저하되는 유전

자를 선별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군에서 발현 양상이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였다(Table 27). Biological process에 속하는 유전자

군은 14개였으며 그 중 7개는 발현량이 저하되었고, 7개는 과발현되었다. 

Cellular component에 속하는 유전자군은 1개이며 과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molecular function에 속하는 유전자군은 19개이며 그 중 12개는 발현량이 

저하되었고, 7개는 과발현되었다. 따라서 5개의 실험군이 공통적으로 발현량

을 저하시킨 유전자군은 총 19개, 과발현된 유전자군은 14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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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 Regulatio
n GO ID GO Term Annotate

d
Significan
t

Expecte
d

p-valu
e

BP Down GO: 
0006096 glycolytic process 7 2 0.13 0.01

BP Down GO: 
0009190 cyclic nucleotide biosynthetic process 10 2 0.19 0.01

BP Down GO: 
0006696 ergosterol biosynthetic process 1 1 0.02 0.02

BP Down GO: 
0006750 glutathione biosynthetic process 1 1 0.02 0.02

BP Down GO: 
0015752 D-ribose transport 1 1 0.02 0.02

BP Down GO: 
0015753 D-xylose transport 1 1 0.02 0.02

BP Down GO: 
0007155 cell adhesion 2 1 0.04 0.04

BP Up GO: 
0000413 protein peptidyl-prolyl isomerization 1 1 0.01 0.01

BP Up GO: 
0033468 CMP-keto-3-deoxy-D-manno-octulosonic acid biosynthetic process 1 1 0.01 0.01

BP Up GO: 
0019294 keto-3-deoxy-D-manno-octulosonic acid biosynthetic process 1 1 0.01 0.01

BP Up GO: 
0051205 protein insertion into membrane 1 1 0.01 0.01

BP Up GO: 
0006412 translation 19 2 0.15 0.01

BP Up GO: 
0006886 intracellular protein transport 2 1 0.02 0.02

BP Up GO: 
0006457 protein folding 3 1 0.02 0.02

CC Up GO: 
0005840 ribosome 10 2 0.14 0.01

MF Down GO: 
0003863

3-methyl-2-oxobutanoate dehydrogenase
(2-methylpropanoyl–transferring) activity 2 2 0.04 0.00

MF Down GO: 
0004871 signal transducer activity 71 3 1.40 0.01

Table 27. GO group enrichment as determined by Fisher’s exact test.



- 65 -

MF Down GO: 
0004332 fructose-bisphosphate aldolase activity 1 1 0.02 0.02

MF Down GO: 
0046537 2,3-bisphosphoglycerate-independent phosphoglycerate mutase activity 1 1 0.02 0.02

MF Down GO: 
0016041 glutamate synthase (ferredoxin) activity 1 1 0.02 0.02

MF Down GO: 
0048029 monosaccharide binding 1 1 0.02 0.02

MF Down GO: 
0003985 acetyl-CoA C-acetyltransferase activity 1 1 0.02 0.02

MF Down GO: 
0016849 phosphorus-oxygen lyase activity 12 2 0.24 0.02

MF Down GO: 
0046872 metal ion binding 216 8 4.25 0.03

MF Down GO: 
0003840 gamma-glutamyltransferase activity 2 1 0.04 0.04

MF Down GO: 
0036374 glutathione hydrolase activity 2 1 0.04 0.04

MF Down GO: 
0004358 glutamate N-acetyltransferase activity 2 1 0.04 0.04

MF Up GO: 
0019843 rRNA binding 6 2 0.05 0.00

MF Up GO: 
0003735 structural constituent of ribosome 10 2 0.09 0.00

MF Up GO: 
0003755 peptidyl-prolyl cis-trans isomerase activity 1 1 0.01 0.01

MF Up GO: 
0009002 serine-type D-Ala-D-Ala carboxypeptidase activity 1 1 0.01 0.01

MF Up GO: 
0008690 3-deoxy-manno-octulosonate cytidylyltransferase activity 1 1 0.01 0.01

MF Up GO: 
0015450

P-P-bond-hydrolysis-driven protein transmembrane transporter 
activity 1 1 0.01 0.01

MF Up GO: 
0015197 peptide transporter activity 20 2 0.18 0.01

BP = Biological process; CC = Cellular component; MF = Molecula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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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1. 꿀풀과 및 도금양과 식물체 정유에 대한 항균 활성

  본 연구에서는 꿀풀과 및 도금양과 정유와 정유 유래 화합물을 대상으로 

3종의 수목병원균(Raffaelea quercus-mongolicae, Rhizoctonia solani, 

Agrobacterium tumefaciens)에 대한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살펴보았다.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것은 꿀풀과 정유

에서는 lavender, seville (Lavandula luisieri), spearmint (Mentha spicata),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sis), 그리고 thyme white (Thymus vulgaris)

이고, 도금양과 정유에서는 lemon tea tree (Leptospermum petersonii), bay 

(Pimenta racemosa), allspice MR (Pimenta dioica), 그리고 manuka 

(Leptospermum scoparium)이다.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정유는 꿀풀과 정유는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도금양

과 정유는 bay와 allspice MR이다. R. quercus-mongolicae의 경우 항균 활성

을 검정하는 시료로 200종의 미생물을 활용하거나(Lee et al., 2012), 은 나

노입자를 활용하는 등(Kim et al., 2009) 자료가 미흡한 편이며 식물체 정유

를 활용한 항균 활성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R. solani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것은 꿀풀과 정유에서는 

lavender, seville, penny royal (Mentha pulegium), spearmint, summer 

savory, thyme white, 그리고 thyme mild (linalol)이고, 도금양과 정유에서는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lemon tea tree,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bay, allspice MR, 그리고 manuka이다. R. solani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꿀풀과 정유는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도금양과 정유는 bay와 allspice MR이다. Lavender, seville, lemon tea tree, 

bay, allspice MR, 그리고 manuka 정유의 R. solani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



- 67 -

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행하였고, summer savory, thyme white, thyme 

mild (linalol), 그리고 lemon eucalyptus는 이미 R. solani에 대한 항균 활성이 

보고되었다(Zamebonelli et al., 1996; Ramezani et al., 2002; Boyraz and 

Özcan, 2005; Pérez-Sánchez et al., 2007). 그런데 penny royal의 경우, R. 

solani에 대하여 항균 활성이 없다고 보고되었다(Mueller-Riebau et al., 

1995). 그러나 이 논문은 실험 방법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난다. 해당 논문

에서는 배지에 식물체 정유를 섞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훈증 항균 

활성이 아닌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penny 

royal 정유는 접촉 항균 활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동

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논문에서도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Lee 

et al., 2007). 이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penny royal의 성분이 본 연구와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Spearmint 또한 기존 논문에서 R. solani에 대하여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Nguyen et al., 2009).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식

물체의 잎 부분을 메탄올 추출한 것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꽃이 핀 상태의 식물체 전체를 정유로 추출한 것이므로 둘의 성분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A. tumefaciens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것은 꿀풀과 정유에서는 

summer savory와 thyme white이고, 도금양과 정유에서는 lemon eucalyptus, 

creek tea tree, bay, 그리고 allspice MR이다. A. tumefaciens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정유는 꿀풀과 정유는 summer savory와 thyme white, 도

금양과 정유는 bay와 allspice MR이다. 이렇게 세균인 A. tumefaciens는 다

른 수목병원균 2종에 비하여 식물체 정유에 대한 우수한 항균 활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세균이 곰팡이보다 식물체 정유에 대하여 

더 낮은 효과를 보였다(Aurore et al., 1996). 기존의 연구에서는 A. 

tumefaciens에 summer savory 정유를 paper disc에 500 ㎍을 처리하였을 때 

4.8 ㎝의 생육저지환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Gormez et al., 2015).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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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외한 thyme white, lemon eucalyptus, creek tea tree, bay 그리고 

allspice MR의 A. tumefaciens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

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A. tumefaciens에 대한 일부 Eucalyptus 속 식물의 

항균 활성은 기존의 논문에 이미 보고되었다(Salem et al., 2015).

  그런데 thyme white와 같은 식물체에서 추출한 thyme mild (Thymus 

vulgaris)는 본 연구에서 A. tumefaciens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 및 모든 수

목병원균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활성이 나타난 

경우에도 thyme white보다 현저히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활성의 차

이가 나타난 것은 두 정유의 추출한 부분이 서로 달라(Table 2) 정유의 조

성이 또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2. 식물체 정유 유래 성분 동정

  정유 유래 성분에 대한 항균 활성을 검정하기 위해 이들 정유 중 활성이 

우수한 꿀풀과 정유 5종(penny royal, spearmint, summer savory, thyme 

white, 그리고 thyme mild (linalol)), 도금양과 정유 5종(lemon eucalyptus, 

lemon tea tree, creek tea tree, bay, 그리고 allspice MR)을 GC와 GC-MS로 

분석하였다.

  Penny royal은 주요 성분인 pulegone (86.35%)을 포함하여 8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Rodrigues(2013) 등은 pulegone, isomenthone, menthone, 그리고 

piperitenone을 성분으로 보고하였다. Spearmint는 주요 성분인 carvone 

(67.29%)과 limonene (15.11%)을 포함하여 10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Scherer (2013) 등은 carvone과 limonene 등으로 보고하였다. Summer 

savory는 주요 성분인 carvacrol (39.84%), γ-terpinene (34.63%), 그리고 ρ

-cymene (10.72%)을 포함하여 11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El-Gohary (2015) 

등은 γ-terpinene, carvacrol, 그리고 ρ-cymene 등으로 보고하였다. Th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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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는 주요 성분인 ρ-cymene (30.16%), thymol (25.32%), γ-terpinene 

(11.44%), linalool (9.49%), 그리고 α-pinene (5.25%)을 포함하여 11가지 성분

이 동정되었고, Kong (2007) 등은 ρ-cymene. limonene, γ-terpinene, 

linalool, 그리고 thymol 등으로 보고하였다. Thyme mild (linalol)은 주요 성

분인 linalool (39.73%), myrcene (6.15%), 그리고 linalool oxide(cis: 5.67%, 

trans: 0.39%)을 포함하여 18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Rota (2008) 등은 α

-pinene, linalool, thymol, 그리고 linalool oxide 등으로 보고하였다. Lemon 

eucalyptus는 주요 성분인 citronellal (71.37%), β-citronellol (6.68%), 그리고 

isopulegol (6.44%)을 포함하여 10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Rajeswara Rao 

(2003) 등은 citronellal과 citronellol 등으로 보고하였다. Lemon tea tree는 

주요 성분인 geranial (28.48%), neral (21.42%), citronellal (15.61%), β

-citronellol (4.14%), 그리고 geraniol (3.38%)을 포함하여 12가지 성분이 동정

되었고, Lee (2008) 등은 citronellal, citronellol, neral, geraniol, 그리고 

geranial 등으로 보고하였다. Creek tea tree는 주요 성분인 terpinen-4-ol 

(41.02%), γ-terpinene (15.59%), 1,8-cineole (8.39%), ρ-cymene (7.97%), 그

리고 α-terpinene (6.15%)을 포함하여 13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Park 

(2011) 등은 α-terpinene, ρ-cymene, 1,8-cineole, γ-terpinene, 

terpinen-4-ol, 그리고 α-terpineol 등으로 보고하였다. Bay는 주요 성분인 

eugenol (50.35%), myrcene (19.41%), 그리고 4-allylphenol (10.64%)을 포함하

여 11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Abaul (1995) 등은 eugenol, chavicol, 

estragole, 그리고 methyl eugenol 등으로 보고하였다. Allspice MR은 주요 

성분인 eugenol (84.48%), β-caryophyllene (6.71%) 그리고 methyl eugenol 

(3.74%)을 포함하여 5가지 성분이 동정되었고, Martinez-Velazquez (2011) 등

은 eugenol과 methyl eugenol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분석

된 정유의 성분과 기존의 논문에서 보고한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지

만 이는 식물체 정유의 조성의 경우 이미 다른 논문에서도 식물체가 생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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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나 환경, 수확 시기, 추출한 식물체 부위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Perry et al., 1999).

3. 식물체 정유 유래 성분에 대한 항균 활성

  활성이 우수한 정유에서 동정된 성분을 토대로 수목병원균 3종에 대하여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해보았다.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β

-citronellol, thymol, carvacrol, eugenol, methyl eugenol, 그리고 isoeugenol

이고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β-citronellol, geraniol, thymol, 

carvacrol, eugenol, 그리고 isoeugenol이었다. 정유 유래 성분을 이용하여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항균 활성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행하

였다.

  R. solani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β-citronellol, neral, 

geraniol, geranial, thymol, carvacrol, eugenol, methyl eugenol, 그리고 

isoeugenol이고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geraniol, thymol, carvacrol, 

eugenol, 그리고 isoeugenol이었다. R. solani에 대한 thymol과 carvacrol의 활

성은 기존 논문에 이미 보고되었고(Kordali et al., 2008) eugenol, linalool, 

citral (mixture of geranial and neral), geraniol에 대한 활성도 보고되었다

(Lee et al., 2005). 또한 methyl eugenol 역시 이미 보고되었다(Dan et al., 

2010). 하지만 β-citronellol의 항균 활성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

다. 

  A. tumefaciens에 대한 훈증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α-pinene, β

-pinene, neral, geranial, thymol, carvacrol, 그리고 eugenol이고 접촉 항균 

활성이 좋은 화합물은 β-citronellol, geraniol, thymol, carvacrol, eugenol, 

그리고 isoeugenol이다. A. tumefaciens에 대한 β-citronellol, geran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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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mol, carvacrol, 그리고 eugenol의 활성은 이미 보고되었다(El-Zemity et 

al., 2008). 하지만 α-pinene, β-pinene, neral, geranial에 대한 항균 활성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geraniol은 A. tumefaciens에 대하여 훈증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R. quercus-mongolicae와 R. solani에 대하여는 다른 정유 유래 성분에 비하

여 약한 훈증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접촉 항균 활성의 경우에는 수목병

원균 3종 모두에게서 다른 정유 유래 성분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이

는 geraniol을 사용할 때는 훈증 보다 접촉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을 의미한다.

  β-citronellol은 R. quercus-mongolicae와 R. solani에 대하여 훈증 항균 효

과를 나타냈지만 접촉 항균 활성의 경우에는 R. quercus-mongolicae와 A. 

tumefaciens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는 R. solani의 방제를 위해서는 β

-citronellol을 훈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A. tumefaciens의 방제를 위해서는 

β-citronellol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

은 화합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균주마다 활성의 차이가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꿀풀과 및 도금양과 식물체 정유는 접촉 

항균 활성보다 훈증 항균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하지만 geraniol, eugenol 

등 일부 화합물은 균주에 따라 접촉 항균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이러한 경

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었다(Inouye et al., 2003; 

Lehtijärvi, 2006). 처리 방식에 따른 활성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실제 방제

제로 식물체 정유나 정유 유래 화합물을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인 사용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밝

혀내기 위하여 더 나아가 작용기작을 알아내도록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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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체 정유와 정유 유래 성분의 관계

  훈증과 접촉 모두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summer savory는 carvacrol에 의

하여, thyme white은 thymol에 의하여 훈증과 접촉 모두 우사한 활성을 나

타냈다. Thymol과 carvacrol은 이성질체 관계로, 둘의 항균 활성은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도 있다. 실제로 R. solani에 대한 thymol, carvacrol의 

훈증 항균 활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thyme 

white에는 thymol이 약 25%, summer savory에는 carvacrol이 약 40%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summer savory의 활성이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thyme white와 summer savory는 거의 동등한 항균 활성을 나타

냈다. 이는 훈증 항균 활성에서는 thyme white가 구성 성분 간의 시너지 효

과를 나타내어 thyme white의 thymol 함량보다 summer savory의 carvacrol

의 함량이 높음에도 thyme white가 실제로 두 정유에는 ρ-cymene이 포함

되는데, thymol과 ρ-cymene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반면에 carvacrol과 ρ

-cymene의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ina‐Vaz et al., 2004). 
그러나 접촉 항균 활성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단일 화합물에 

의해서만 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summer savory의 활성이 더 우수하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훈증과 접촉 항균 모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 bay와 allspice MR은 

eugenol과 methyl eugenol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냈다. 그 외 penny royal은 

pulegone, spearmint는 carvone과 limonene, thyme mild (linalol)은 linalool, 

lemon eucalyptus는 citronellal과 β-citronellol, lemon tea tree는 citronellal, 

β-citronellol, neral, geraniol, 그리고 geranial, 마지막으로 creek tea tree는 

terpinen-4-ol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carvone은 A. tumefaciens에 대하여 훈증 항균 효과를 나타냈지만 

carvone을 약 70% 함유하고 있는 spearmint 정유는 A. tumefaciens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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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훈증 항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pearmint의 다른 성분이 길항 

효과(antagonistic effect)를 나타내기 때문에 carvone 효과를 저해시킨 것으

로 생각된다. Spearmint 정유의 성분인 limonene와 1,8-cineole의 길항효과가 

기존의 논문에 보고되었지만(Van Vuuren and Viljoen, 2007), 이들 물질이 

정말로 길항효과를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정유 유래 성분의 구조와 활성

  본 연구에서 다른 정유 유래 성분에 비하여 carvacrol, thymol, eugenol이 

강력한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이들 세 화합물의 구조적 공통점은 비편재화

된 전자(delocalized electron)를 가진 페놀류이며 히드록시기(hydroxyl group)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논문에 의하면 carvacrol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검정한 결과 carvacrol과 thymol이 가진 

히드록시기와 비편재화된 전자가 항균 활성에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Ultee 

et al., 2002). 이 논문에 따르면 히드록시기 대신 메틸에스터기(methyl ester 

group)를 가지고 있는 carvacrol methyl ester와 히드록시가 없는 cymene의 

경우 항균 활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편재화된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menthol은 carvacrol에 비하여 항균 활성이 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구조와 유사하지만 히드록시기를 가지지 않은 ρ-cymene, methyl 

eugenol, acetyl eugenol은 cavacrol, thymol, eugenol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

타내거나 활성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carvacrol과 thymol 구조의 차

이점은 페놀에 붙은 히드록시기(-OH)의 위치인데, R. solani에 대한 훈증 및 

접촉 항균 실험, R. quercus-mongolicae와 A. tumefaciens에 대한 접촉 항균 

실험에서 이 둘의 활성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carvacrol과 

thymol의 활성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히드록시기(-OH)의 위치 차이가 활

성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한다(Lamber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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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하지만 R. quercus-mongolicae에 대한 훈증 항균 실험에서는 thymol이 

carvacrol보다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A. tumefaciens에 대한 훈증 

항균 실험에서는 carvacrol이 thymol보다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이

러한 결과는 carvacrol과 thymol의 활성차이는 히드록시기의 위치에 의한 것

으로 보고된 논문 또한 존재한다(Ahmad et al., 2011). 따라서 균주마다 히

드록시기의 위치에 대한 감수성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 eugenol, methyl eugenol과 비슷

한 구조를 가진 isoeugenol, methyl isoeugenol, acetyl eugenol, acetyl 

isoeugenol 또한 훈증과 접촉 항균 활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quercus-mongolicae와 R. solani에 대한 접촉 항균 활성은 기존 연구와 마찬

가지로 isoeugenol, eugenol순으로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화합물에서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훈증 항균 활성은 eugenol, 

isoeugenol, methyl eugenol, methyl isoeugenol, acetyl eugenol, acetyl 

isoeugenol 순으로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A. tumefaciens에 대해서는 접촉 

및 훈증 항균 활성 모두 eugenol, isoeugenol순으로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화합물에서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eugenol, methyl 

eugenol, acetyl eugenol 구조의 차이점은 페놀(phenol)에 부착된 산소에 붙

어 있는 작용기의 종류가 다르며, 각각은 히드록시기(-OH), 메톡시기

(CH3O-), 아세틸기(CH3COO-)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활성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eugenol과 isoeugenol, methyl eugenol과 methyl 

isoeugenol, acetyl eugenol과 acetyl isoeugenol 구조의 차이점은 프로페닐기

의 이중 결합 위치이다. 기존 논문에서는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 Buhrer) Nickle)과 식물병원성 곰팡이인 Phytophthora 

cactorum (Lebert & Cohn) J. Schröt.과 Cryphonectria parasitica (Murrill) 

Barr에 대하여 프로페닐(propenyl)기의 이중 결합 위치의 차이로 인해 

isoeugenol과 methyl isoeugenol이 eugenol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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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07; Kim et al., 2008). 하지만 기존 논문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대체적으로 iso-가 아닌 화합물의 효과가 우수하였으므로 균주마다 프로

페닐기의 이중 결합 위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Geranial (E-isomer, citral A)과 neral (Z-isomer, citral B)은 이성질체이지

만, 3종의 수목병원균 모두 훈증 항균 활성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

런데 geranial과 neral은 훈증 항균과 달리 접촉 항균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citral (mixture of geranial and neral)과 limonene과 같이 페놀

류가 아닌 휘발성 화합물의 경우는 접촉보다 훈증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논문의 보고와도 일치한다(Suhr and Nielsen, 2003). 본 연구에 수행한 

limonene 역시 훈증 항균 활성만 나타냈으며, 접촉 항균 활성은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geraniol은 훈증 

항균 활성은 물론, 접촉 항균 활성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Geranial, 

neral과 달리 geraniol은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히드록시기로 

인하여 geraniol은 접촉에서도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존 논문에서 히드록시기는 친수성을 증가시켜, 미생물 막에 더 잘 용해되

도록 도와준다고 보고되었다(Sikkema et al., 1995). 따라서 geraniol을 방제

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훈증의 방식보다는 접촉의 방식이 보다 더 적합하

다.

  Carvone는 R. quercus-mongolicae와 R. solani에 대하여 훈증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 두 곰팡이는 carvone의 광학 이성질체에 대한 감수성

이 존재하였다. R. quercus-mongolicae는 (-)-carvone이 (+)-carvone보다 활

성이 우수하였으며 , R. solani는 (+)-carvone이 (-)-carvone보다 활성이 우수

하였다. 뿐안 아니라 limonene는 R. solani에 대하여 약한 훈증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limonene 중 (-)-limonene는 효과가 없었으나, 

(+)-limonene는 효과가 있었다. 기존 논문에서도 (-)-limonene에 비하여 거울

상 이성질체(enantiomers) 관계인 (+)-limonene이 다양한 박테리아와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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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에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Lis-Balchin et al., 1996). 이러한 

활성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화합물의 작용 과정이 병원체의 표적 

생체 분자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효소와 수용체 시스템이 거의 

항상 한 쌍의 광학 이성질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입체 화학적 선호를 나타

내기 때문이다(Aggarwal et al., 2002). 이렇게 이성질체 관계가 다른 활성을 

보인 것은 α-pinene에서도 관찰되었다. R. solani와 A. tumefaciens에서 (+)-

α-pinene 보다 (-)-α-pinene의 활성이 조금 더 우수했다. 기존 논문에서는 

25개의 세균과 3개의 진균에 대하여 α-pinene 이성질체의 활성을 비교하였

으며, 이 논문에서는 25개의 세균 중 18개가 (-)-α-pinene, 3개의 진균 중 

2개가 (+)-α-pinene의 활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Lis-Balcnin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carvone, limonene, α-pinene 등에서 이성질체간의 활

성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화합물에 따라, 균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Table 15~17). 이렇게 이성질체의 활성은 균주마다 상이한 항균 활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 다양한 균주에 대하여 연구되어야하며, 이러

한 결과를 활용하여 단일한 이성질체로 제형화해야 보다 더 효과적인 방제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성분의 작용 기작

  작용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활성이 좋았던 정유 thyme white, allspic MR

와 해당 정유의 활성 성분인 thymol, eugenol을 처리하여 대조구(비처리구)

와 유전자 발현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기존의 논문에는 Perilla oil (Perilla 

frutescens (L.) Britton)을 처리하였을 때, Staphylococcus aureus Rosenbach

가 가지고 있는 병원성 관여 유전자(virulence gene)의 발현이 억제 되었고, 

독소(toxic) 생산의 양 역시 적어졌다고 보고되었다(Qiu et al.,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원성 유전자의 발현 억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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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실험군에서 logFC 절대값의 차이가 큰 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

의 유전자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물질의 수송(transport) 혹은 투과

(penetrate) 등 세포막의 동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온 채널, 수용

체 등) (periplasmic chelated iron-binding protein, chelated iron transport 

system membrane protein, oligopeptide transport system permease protein 

등)과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acetoacetate metabolism 

regulatory protein, phosphonates import ATP-binding protein, 

D-ribose-binding protein 등)이 억제 되었고, 약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단백

질(multidrug resistance protein)과 환원 효소 단위체

(3-ketosteroid-9-alpha-hydroxylase reductase subunit, nitric oxide reductase 

subunit 등)이 과발현되었다(Table 22~26). 이는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성분이 세포막, 세포벽의 파괴(Rhayour et al., 2003), 물질대사의 저해 뿐 아

니라 유전 물질의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Ceylan and Fung, 2004)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유전자 발현을 조사한 균은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이겨내고 생장한 것이기 때문에 약제 저항성을 나타낸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5개의 실험군에서 모두 관발현 양상을 보이거나 발현량이 저하되는 

유전자를 유전자군 단위로 살펴보았다. 유전자군 중 GO: 0006750에 속하는 

글루타티온 생합성 과정(glutathione biosynthetic process, p-value: 0.019)의 

발현량이 억제되었다. 글루타티온(glutathione)은 세포 내인성 라디칼 종

(endogenous radical species)에 대한 해독제로서 작용하는 세포 항산화 제의 

주성분이다(Cooper et al., 2005). 기존 논문에 따르면 환원된 형태의 글루타

티온(GSH, reduced glutathione)은 원핵세포에서는 그람 음성 세균에서 발견

되며(Newton et al., 1996), 본 실험에서 사용한 A. tumefaciens 역시 그람 

음성균이다. 한편,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글루타티온의 형태는 세포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GSH, GSSG: oxidized glutathione 등), 또한 생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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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적 결함 등 세포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oewen, 

1979). 그람음성균에서 글루타티온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세포 내의 칼

륨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칼륨은 세포 팽압과 세포 내 pH의 항상성 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mirnova and Oktyabrsky, 2005). 이러한 글루타티온 

양의 감소는 ROS 생성을 유도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보고되

었다(Jones, 2006; Zeevalk et al., 2008). 뿐만 아니라 기존 논문에 따르면 세

포 내 pH 항상성과 이온 균형을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한 Escherichia coli 

(Migula) Castellani & Chalmers는 글루타티온의 합성이 억제되었고, 이에 세

포 내외의 글루타티온 상태가 변화하였다고 보고되었다(Smirnova et al., 

2003). 또한, GO: 0036374에 속하는 글루타티온 가수분해효소 활동

(glutathione hydrolase activity, p-value: 0.039)의 발현량 역시 억제되었다. 

글루타티온 가수분해는 유기체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할 때 과발현

되는데(Xia et al., 2011), 발현량이 억제되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

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5개의 실험군에서 공통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표적 물질은 활성산소종인데, 이는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으며 반응성이 

커 활성이 풍부한 산소종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은 살아 있는 세포라면 항상 존재하며 신호 전달 물질로서 

세포의 발달에 필수적이며 중요하다(Heller and Tudzynski, 2011). 하지만 그 

양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세포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식물은 

병원균이 침입하면 반응의 일환으로 ROS를 생성하여 이들의 생장을 억제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etty et al., 2008). 한편,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작용기작은 항생제들과 표적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

되어 연구해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항생제의 작용 기작은 세포벽 합성의 

억제, 단백질 합성의 억제, 혹은 DNA 복제의 억제로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항생제의 항균, 살균성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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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런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항생제는 세균의 물질 대사 작용을 교

란시키기 위해 산화적 반응 중 하나인 활성산소종(ROS)를 일으키며,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가 항생제의 항균 및 살균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고 보고하였다(Kohanski et al., 2007; Dwyer et al., 2015). 또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화합물 역시 ROS를 일으켜 암세포에 독성을 나타냈다는 연구

도 보고되었다(Legault et al., 2003, Yoo et al., 2005). 따라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화합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억제시켰

으며, 이로 인하여 세균은 활성산소종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과도한 활성산소종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사멸하게 되었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글루타티온은 산화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세포 팽압 및 세포 내 

pH의 항상성 유지에도 관여하므로, 실제로 세포의 사멸에 기여한 것이 산화 

스트레스인지 항상성 스트레스인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GO: 0016041에 속하는 글루탐산합성효소 활

동(glutamate synthase (ferredoxin) activity, p-value: 0.020)과 GO:0004358에 

속하는 글루탐산 N-메틸전달효소(glutamate N-acetyltransferase activity, 

p-value: 0.039)의 발현이 억제되었다. 이 때문에 글루탐산(glutamate)의 양 

역시 저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논문에 의하면 글루탐산 역시 산

화질소(nitric oxide)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발생을 유도한

다고 보고되었다(Gunasekar et al., 1995). 그러나 위 논문에서 글루탐산이 

여러 가지 형태 중 어떤 형태의 활성산소종에 관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

혔다. 따라서 글루탐산 합성의 저하가 전체 활성산소종의 발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

다. 그러므로 실제로 활성산소종이 증가하였고, 그것이 항균 활성 작용을 나

타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 

논문에 따르면 세균에서 고농도의 글루탐산이 가지는 역할은 세포 내 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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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글루탐산의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내 팽압 및 pH 

등의 항상성을 잃게 되어 세포의 생장에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Yan, 2007), Escherichia coli가 이러한 항상성 스트레스로 인해 전형적인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역시 수반하였다고 보고되었다(Smirnova et al., 

2000). 따라서 글루탐산의 양 저하 역시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

에 대한 항균 활성 작용 기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참나무시들음병, 모잘록병, 근두암종병에 대하여 꿀풀과

(Lamiaceae) 및 도금양과(Myrtaceae)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들은 

새로운 친환경 방제제 물질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합물 간의 상승작용(synergistic effect), 길항작용(antagonistic 

effect), 혹은 상가작용(additive effect)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

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야외 시험 및 인축 독성 등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성질체 물질에 대한 활성 차이, 항균 활성 방법에 따

른 활성 차이, 더 나아가 이러한 항균 활성 물질에 따른 작용 기작에 대한 

보다 깊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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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참나무시들음병, 모잘록병, 근두암종병에 대하여 꿀풀과(Lamiaceae) 및 도

금양과(Myrtaceae) 식물체 정유와 정유 유래 화합물의 항균 활성을 검정하

고 작용기작을 규명해보고자 한 본 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에서 3종의 병원균 모두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

타낸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은 총 8개이며 꿀풀과 정유는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sis), thyme white (Thymus vulgaris) 도금양

과 정유에서는 bay (Pimenta racemosa), allspice (Pimenta dioica), 정유 유래 

화합물로는 thymol, carvacrol, eugenol이다. 또한 isoeugenol도 정유 유래 화

합물은 아니지만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2.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에 대한 훈증 및 접촉 항균 활성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접촉에 비해 훈증 항균 활성이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의 정유 및 화합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식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을 처리하여 

차등발현유전자(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실험군

에서 공통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는 식

물체 정유 및 정유 유래 화합물의 작용기작이 공통적으로 활성산소종 등을 

일으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활성산소종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82 -

인용문헌

국립산림과학원. 2007. 침엽수 병해도감. 111-113.

김상태. 2010. 한국 꿀풀과 미기록 식물: 갈래꿀풀. 한국식물분류학회지 

40(3): 163-168.

손수연, 서상태, 박지현. 2014. 식물병연구: 살균제 나무주사를 이용한 참나

무 시들음병 방제 효과. 식물병 연구 20(4): 295-298.

이연숙, 최인호, 신상철, 박일권. 2005. 식물체정유의 두릅나무역병 및 밤나

무줄기마름병균에 대한 살균활성. 한국목재공학 학술발표논문집 2005

(단일호): 522-523.

이한승, 최원실, 신상철, 박일권. 2004. 유칼립투스 정유와 4 종의 식물체 정

유의 쌀바구미에 대한 살충활성. 한국목재공학 학술발표논문집 2004(단

일호): 423-426.

이현옥, 한규용, 한동민. 1999. 참쑥 정유의 항세균 및 항진균 효과. 한국식

품영양학회지 12(6): 559-563.

장태현, 이용세. 2013. Rhizoctonia solani AG-1 IB 에 의한 Kentucky 

Bluegrass 갈색잎마름병 발생. 한국잔디학회지 2(1): 88-94.

정해곤, 방진기, 성낙술, 김성민. 2003. 자원식물의 기능성 정유성분 이용 고

찰. 한국작물학회지 48: 41-48.

최원일, 남영우, 박지현, 고상현, 이승규. 2016. 2015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 연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16-03: 61-66.

Abaul, J., Bourgeois, P., and Bessiere, J. M. 1995. Chemical composition of 



- 83 -

the essential oils of chemotypes of Pimenta racemosa var. racemosa 

(P. Miller) JW Moore (Bois d'Inde) of Guadeloupe (FWI).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10(5): 319-321.

Abdollahzadeh, E., Rezaei, M., and Hosseini, H. 2014. Antibacterial activity 

of plant essential oils and extracts: The role of thyme essential oil, 

nisin, and their combination to control Listeria monocytogenes 

inoculated in minced fish meat. Food Control 35(1): 177-183.

Aggarwal, K. K., Khanuja, S. P. S., Ahmad, A., Santha Kumar, T. R., Gupta, 

V. K., and Kumar, S. 2002. Antimicrobial activity profiles of the two 

enantiomers of limonene and carvone isolated from the oils of Mentha 

spicata and Anethum sowa.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17(1): 

59-63.

Ahmad, A., Khan, A., Akhtar, F., Yousuf, S., Xess, I., Khan, L. A., and 

Manzoor, N. 2011. Fungicidal activity of thymol and carvacrol by 

disrupting ergosterol biosynthesis and membrane integrity against 

Candida.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30(1): 41-50.

Akin, M., Aktumsek, A., and Nostro, A. 2010. Antibacterial activity and 

composition of the essential oils of Eucalyptus camaldulensis Dehn. 

and Myrtus communis L. growing in Northern Cyprus.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9(4).

Alvarez-Castellanos, P. P., Bishop, C. D., and Pascual-Villalobos, M. J. 

(2001). Antifungal activity of the essential oil of flowerheads of 

garland chrysanthemum (Chrysanthemum coronarium) against 



- 84 -

agricultural pathogens. Phytochemistry 57(1): 99-102.

Anaruma, N. D., Schmidt, F. L., Duarte, M. C. T., Figueira, G. M., 

Delarmelina, C., Benato, E. A., and Sartoratto, A. 2010. Control of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Penz.) Sacc. in yellow passion fruit 

using Cymbopogon citratus essential oil. Brazilian Journal of 

Microbiology 41(1): 66-73.

Aurore, G. S., Abaul, J., Bourgeois, P., and Luc, J. 1998.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activities of the essential oils of Pimenta racemosa var. 

racemosa P. Miller (JW Moore) (Myrtaceae). Journal of Essential Oil 

Research 10(2): 161-164.

Bajpai, V. K., Sharma, A., and Baek, K. H. 2013. Antibacterial mode of 

action of Cudrania tricuspidata fruit essential oil, affecting membrane 

permeability and surface characteristics of food-borne pathogens. 

Food Control 32(2): 582-590.

Barton, A. 1999. The oil mallee project: a multifaceted industrial ecology 

case study.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3(2‐3): 161-176.
Batish, D. R., Singh, H. P., Kohli, R. K., and Kaur, S. 2008. Eucalyptus 

essential oil as a natural pesticide.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6(12): 2166-2174.

Baydar, H., Sağdiç, O., Özkan, G., and Karadoğan, T. 2004. Antibacterial 
activity and composition of essential oils from Origanum, Thymbra and 

Satureja species with commercial importance in Turkey. Food control 

15(3): 169-172.



- 85 -

Bendaoud, H., Bouajila, J., Rhouma, A., Savagnac, A., and Romdhane, M. 

2009. GC/MS analysis and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essential oil of Eucalyptus radiata.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89(8): 1292-1297.

Booth, J. A. 1958. Antibiotic soil-drench treatments for the control of 

crown gall. The University of Arizona Master’s thesis. Tucson, 

Arizona.

Boyraz, N., and Özcan, M. 2005. Antifungal effect of some spice hydrosols. 

Fitoterapia 76(7): 661-665.

Bozin, B., Mimica-Dukic, N., Simin, N., and Anackov, G. 2006. 

Characterization of the volatile composition of essential oils of some 

Lamiaceae spices and the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ntire oil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4(5): 

1822-1828.

Brantner, A. H., Asres, K., Chakraborty, A., Tokuda, H., Mou, X. Y., 

Mukainaka, T., and Hamburger, M. 2003. Crown gall-a plant tumour 

with biological activities. Phytotherapy Research 17(4): 385-390.

Budzyńska, A., Sadowska, B., and Kalemba, D. 2013. Activity of selected 

essential oils against Candida spp. strains. Evaluation of new aspects 

of their specific pharmacological propert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Lemon Balm. Advances in Microbiology 3(04): 317.

Ceylan, E., and Fung, D. Y. 2004. Antimicrobial activity of spices 1. 

Journal of Rapid Methods and Automation in Microbiology 12(1): 1-55.



- 86 -

Charles, D. J., and Simon, J. E. 1990. Comparison of extraction methods 

for the rapid determination of essential oil content and composition of 

basi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115(3): 

458-462.

Cheng, S. S., Liu, J. Y., Lin, C. Y., Hsui, Y. R., Lu, M. C., Wu, W. J., and 

Chang, S. T. 2008. Terminating red imported fire ants using 

Cinnamomum osmophloeum leaf essential oil. Bioresource technology 

99(4): 889-893.

Christenhusz, M. J., and Byng, J. W. 2016. The number of known plants 

species in the world and its annual increase. Phytotaxa 261(3): 

201-217.

Chung, W. C., Huang, J. W., and Huang, H. C. 2005. Formulation of a soil 

biofungicide for control of damping-off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hinensis) caused by Rhizoctonia solani. Biological Control 32(2): 

287-294.

Cooper, G. J., Chan, Y. K., Dissanayake, A. M., Leahy, F. E., Keogh, G. F., 

Frampton, C. M., and Poppitt, S. D. 2005. Demonstration of a 

Hyperglycemia-Driven Pathogenic Abnormality of Copper Homeostasis 

in Diabetes and Its Reversibility by Selective Chelation Quantitative 

Comparisons Between the Biology of Copper and Eight Other 

Nutritionally Essential Elements in Normal and Diabetic Individuals. 

Diabetes 54(5): 1468-1476.

Dan, Y., Liu, H. Y., Gao, W. W., and Chen, S. L. 2010. Activities of 

essential oils from Asarum heterotropoides var. mandshuricum against 



- 87 -

five phytopathogens. Crop Protection 29(3): 295-299.

Deterre, S., Rega, B., Delarue, J., Decloux, M., Lebrun, M., and Giampaoli, 

P. 2012. Identification of key aroma compounds from bitter orange 

(Citrus aurantium L.) products: essential oil and macerate–distillate 
extract.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27(1): 77-88.

Dwyer, D. J., Collins, J. J., and Walker, G. C. 2015. Unraveling the 

physiological complexities of antibiotic lethality. Annual Review of 

Pharmacology and Toxicology 55: 313-332.

El Khalifa, M. D., El Nur, E. E., Lippincott, B. B., and Lippincott,, J. A. 

1973). Crown Gall on Castor Bean Leaves II. Formation of Secondary 

Tumours. 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 24(6): 1117-1127.

El-Gohary, A. E., El Gendy, A. G., Hendawy, S. F., El-Sherbeny, S. E., 

Hussein, M. S., and Geneva, M. 2015. Herbage yield, essential oil 

content and composition of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sis L.) as 

affected by sowing date and foliar nutrition. Genetics and Plant 

Physiology 5(2): 170-178.

Elgayyar, M., Draughon, F. A., Golden, D. A., and Mount, J. R. 2001. 

Antimicrobial activity of essential oils from plants against selected 

pathogenic and saprophytic microorganisms. Journal of Food Protection 

64(7): 1019-1024.

El-Zemity, S. R., Radwan, M. A., El-Monam Mohamed, S. A., and Sherby, 

S. M. 2008. Antibacterial screening of some essential oils, 

monoterpenoids and novel N-methyl carbamates based on 

monoterpenoids against Agrobacterium tumefaciens and Erwinia 



- 88 -

carotovora. Archives of Phytopathology and Plant Protection 41(6): 
451-461.

Gaysinsky, S. and Weiss, J. 2007. Aromatic and spice plants: Uses in food 

safety. Stewart Post Harvest Rev 4: 1–9.
Gormez, A., Bozari, S., Yanmis, D., Gulluce, M., Sahin, F., and Agar, G. 

2015.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essential oils 

of two species of Lamiaceae against phytopathogenic bacteria. Polish 

Journal of Microbiology 64(2): 121-127.

Gunasekar, P. G., Kanthasamy, A. G., Borowitz, J. L., and Isom, G. E. 

1995. NMDA receptor activation produces concurrent generation of 

nitric oxide and reactive oxygen species: implications for cell death. 

Journal of Neurochemistry 65(5): 2016-2021.

Hamid, R., Rotshteyn, Y., Rabadi, L., Parikh, R., and Bullock, P. 2004. 

Comparison of alamar blue and MTT assays for high through-put 

screening. Toxicology in Vitro 18(5): 703-710.

Heller, J., and Tudzynski, P. 2011. Reactive oxygen species in 

phytopathogenic fungi: signaling, development, and disease. Annual 

Review of Phytopathology 49: 369-390.

Hirooka, T., and Ishii, H. 2013. Chemical control of plant diseases. Journal 

of General Plant Pathology 79(6): 390-401.

Inouye, S., Abe, S., Yamaguchi, H., and Asakura, M. 2003. Comparative 

study of antimicrobial and cytotoxic effects of selected essential oils 

by gaseous and solution cont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 89 -

Aromatherapy 13(1): 33-41.

Jones, D. P. 2006. Redefining oxidative stress. Antioxidants and Redox 

Signaling 8: 1865–1879.
Katz, T., Miller, J., and Hebert, A. 2008. Insect repellents: historical 

perspective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58: 865–871.
Khodaverdi-Samani, H., Pirbalouti, A. G., Shirmardi, H. A., and Malekpoor, 

F. 2015. Chemical composition of essential oils of Ziziphora 

clinopodioides Lam.(endemic Iranian herb) collected from different 

natural habitats. Indi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 1(1): 57-62.

Kim, E., and Park, I. K. 2012.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Myrtaceae 

essential oils and constituents from Leptospermum petersonii against 

three Aspergillus species. Molecules 17(9): 10459-10469.

Kim, E., Oh, C. S., Koh, S. H., Kim, H. S., Kang, K. S., Park, P. S., and 

Park, I. K. 2016. Antifungal activities after vaporization of ajowan 

(Trachyspermum ammi) and allspice (Pimenta dioica) essential oils and 

blends of their constituents against three Aspergillus species. Journal 

of Essential Oil Research 28(3): 252-259.

Kim, J., Lee, Y. S., Lee, S. G., Shin, S. C., and Park, I. K. 2008.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of plant essential oils and components from West 

Indian bay (Pimenta racemosa) and thyme (Thymus vulgaris) oils 

against two phytopathogenic fungi.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23(4): 272-277.



- 90 -

Kim, K. H., Choi, Y. J., Seo, S. T., and Shin, H. D. 2009. Raffaelea 

quercus-mongolicae sp. nov. associated with Platypus koryoensis on 

oak in Korea. Mycotaxon 110(1): 189-197. 

Kim, S. I., and Lee, D. W. 2014. Toxicity of basil and orange essential oils 

and their components against two coleopteran stored products insect 

pests.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17(1): 13-17.

Kim, S. W., Kim, K. S., Lamsal, K., Kim, Y. J., Kim, S. B., Jung, M., and 

Lee, Y. S. 2009. An in vitro study of the antifungal effect of silver 

nanoparticles on oak wilt pathogen Raffaelea sp. J Microbiol 

Biotechnol 19(8): 760-764.

Kohanski, M. A., Dwyer, D. J., Hayete, B., Lawrence, C. A., and Collins, J. 

J. 2007. A common mechanism of cellular death induced by 

bactericidal antibiotics. Cell 130(5): 797-810.

Kong, J. O., Park, I. K., Choi, K. S., Shin, S. C., and Ahn, Y. J. 2007. 

Nematicidal and Propagation Activities of Thyme Red and White Oil 

Compounds toward Bursaphelenchus xylophilus (Nematoda: 

Parasitaphelenchidae). Journal of Nematology 39(3): 237-242.

Kordali, S., Cakir, A., Ozer, H., Cakmakci, R., Kesdek, M., and Mete, E. 

2008. Antifungal, phytotoxic and insecticidal properties of essential oil 

isolated from Turkish Origanum acutidens and its three components, 

carvacrol, thymol and p-cymene. Bioresource Technology 99(18): 
8788-8795.

Kotan, R., Kordali, S., Cakir, A., Kesdek, M., Kaya, Y., and Kilic, H. 2008. 

Antimicrobial and insecticidal activities of essential oil isolated from 



- 91 -

Turkish Salvia hydrangea DC. ex Benth. Biochemical Systematics and 

Ecology 36(5): 360-368.

Lambert, R. J. W., Skandamis, P. N., Coote, P. J., and Nychas, G. J. 2001. 

A study of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and mode of action 

of oregano essential oil, thymol and carvacrol.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91(3): 453-462.

Lee, H. C., Cheng, S. S., and Chang, S. T. 2005. Antifungal property of the 

essential oils and their constituents from Cinnamomum osmophloeum 

leaf against tree pathogenic fungi.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85(12): 2047-2053.

Lee, S. H., Lee, S., Kim, J., Lee, C. K., Kim, K., and Yi, Y. 2012. 

Antifungal Property of Microorganisms against Korea Oak Wilt 

Pathogen, Raffaelea quercus-mongolicae. Korean J. Microbiol. 

Biotechnol 40(1): 66-69.

Lee, S. O., Choi, G. J., Jang, K. S., Lim, H. K., Cho, K. Y., and Kim, J. C. 

2007. Antifungal activity of five plant essential oils as fumigant 

against postharvest and soilborne plant pathogenic fungi. The Plant 

Pathology Journal 23(2): 97-102.

Lee, Y. S., Kim, J., Shin, S. C., Lee, S. G., and Park, I. K. 2008. Antifungal 

activity of Myrtaceae essential oils and their components against three 

phytopathogenic fungi.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23(1): 23-28.

Legault, J., Dahl, W., Debiton, E., Pichette, A., and Madelmont, J. C. 2003. 

Antitumor activity of balsam fir oil: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duced by alpha-humulene as possible mechanism of action. 



- 92 -

Planta medica 69(5): 402-407.

Lehtijärvi, H. D. 2006. Antifungal effect of essential oils from some 

Turkish herbs against Rhizoctonia solani Kühn. Phytopathologia 

Mediterranea 45(3): 261-265.

Li, W. R., Shi, Q. S., Dai, H. Q., Liang, Q., Xie, X. B., Huang, X. M., and 

Zhang, L. X. 2016. Antifungal activity, kinetics and molecular 

mechanism of action of garlic oil against Candida albicans. Scientific 

Reports, 6.

Lis-Balchin, M., Ochocka, R. J., Deans, S. G., and Hart, S. 1996. Bioactivity 

of enantiomers of limonene. Medical Science Research 24: 309-310.

Lis-Balcnin, M., Ochocka, R. J., Deans, S. G., Asztemborska, M., and Hart, 

S. 1999. Differences in bioactivity between the enantiomers of α

-pinene. Journal of Essential Oil Research 11(3): 393-397.

Loewen, P. C. 1979. Levels of glutathione in Escherichia coli. Canadian 

Journal of Biochemistry 57(2): 107-111.

Martinez-Velazquez, M., Castillo-Herrera, G. A., Rosario-Cruz, R., 

Flores-Fernandez, J. M., Lopez-Ramirez, J., Hernandez-Gutierrez, R., 

and del Carmen Lugo-Cervantes, E. 2011. Acaricidal effect and 

chemical composition of essential oils extracted from Cuminum 

cyminum, Pimenta dioica and Ocimum basilicum against the cattle tick 

Rhipicephalus (Boophilus) microplus (Acari: Ixodidae). Parasitology 

Research 108(2): 481-487.

Mueller-Riebau, F., Berger, B., and Yegen, O. 1995. Chemical composition 



- 93 -

and fungitoxic properties to phytopathogenic fungi of essential oils of 

selected aromatic plants growing wild in Turke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3(8): 2262-2266.

Muthaiyan, A., Martin, E. M., Natesan, S., Crandall, P. G., Wilkinson, B. J., 

and Ricke, S. C. 2012. Antimicrobial effect and mode of action of 

terpeneless cold‐pressed Valencia orange essential oil on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112(5): 1020-1033.

Newton, G. L., Arnold, K., Price, M. S., Sherrill, C., Delcardayre, S. B., 

Aharonowitz, Y., and Davis, C. 1996. Distribution of thiols in 

microorganisms: mycothiol is a major thiol in most actinomycetes. 

Journal of Bacteriology 178(7): 1990-1995.

Nguyen, V. N., Seo, D. J., Park, R. D., and Jung, W. J. 2009. Antimycotic 

activities of Cinnamon-derived compounds against Rhizoctonia solani in 

vitro. BioControl 54(5): 697-707.

Oussalah, M., Caillet, S., Saucier, L., and Lacroix, M. 2007. Inhibitory 

effects of selected plant essential oils on the growth of four 

pathogenic bacteria: E. coli O157: H7, Salmonella typhimurium, 

Staphylococcus aureus and Listeria monocytogenes. Food control 18(5): 

414-420.

Page, B., Page, M., and Noel, C. 1993. A new fluorometric assay for 

cytotoxicity measurements in vitro.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3: 473-473.

Panizzi, L., Flamini, G., Cioni, P. L., and Morelli, I. 1993. Composition and 



- 94 -

antimicrobial properties of essential oils of four Mediterranean 

Lamiacea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39(3): 167-170.

Park, H. M., Kim, J., Chang, K. S., Kim, B. S., Yang, Y. J., Kim, G. H., and 

Park, I. K. 2011. Larvicidal activity of Myrtaceae essential oils and 

their components against Aedes aegypti, acute toxicity on Daphnia 

magna, and aqueous residue. Journal of Medical Entomology 48(2): 

405-410.

Park, I. K., Kim, J., Lee, S. G., and Shin, S. C. 2007. Nematicidal activity 

of plant essential oils and components from ajowan (Trachyspermum 

ammi), allspice (Pimenta dioica) and litsea (Litsea cubeba) essential oils 

against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 Journal of 

Nematology 39(3): 275.

Perry, N. B., Anderson, R. E., Brennan, N. J., Douglas, M. H., Heaney, A. 

J., McGimpsey, J. A., and Smallfield, B. M. 1999. Essential oils from 

Dalmatian sage (Salvia officinalis L.): variations among individuals, 

plant parts, seasons, and site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7(5): 2048-2054.

Pérez-Sánchez, R., Infante, F., Gálvez, C., and Ubera, J. L. 2007. 

Fungitoxic activity against phytopathogenic fungi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ymus zygis essential oils. Food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13(5): 341-347.

Pina‐Vaz, C., Gonçalves Rodrigues, A., Pinto, E., Costa‐de‐Oliveira, S., 

Tavares, C., Salgueiro, L., and Martinez‐de‐Oliveira, J. 2004. Antifungal 
activity of Thymus oils and their major compounds. Journal of the 



- 95 -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18(1): 73-78.

Pitarokili, D., Couladis, M., Petsikos-Panayotarou, N., and Tzakou, O. 2002. 

Composition and antifungal activity on soil-borne pathogens of the 

essential oil of Salvia sclarea from Greec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0(23): 6688-6691.

Qiu, J., Zhang, X., Luo, M., Li, H., Dong, J., Wang, J., and Deng, X. 2011. 

Subinhibitory concentrations of perilla oil affect the expression of 

secreted virulence factor genes in Staphylococcus aureus. PLoS One 

6(1): e16160.

Radulović, N. S., Zlatković, D. B., Randjelović, P. J., Stojanović, N. M., 

Novaković, S. B., and Akhlaghi, H. 2013. Chemistry of spices: bornyl 

4-methoxybenzoate from Ferula ovina (Boiss.) Boiss. (Apiaceae) 

induces hyperalgesia in mice. Food and function 4(12): 1751-1758.

Rahimi, E. S., Soltani, S., Khoshrooei, R., Eslami, B., and Rahmani, Z. 2015. 

Comparison of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alvia sp. and Ballota 

platyloma extracts on pathogenic bac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and Clinical Microbiology 5(1): 469-474.

Ramezani, H., Singh, H. P., Batish, D. R., Kohli, R. K., and Dargan, J. S. 

2002. Fungicidal effect of volatile oils from Eucalyptus citriodora and 

its major constituent citronellal. New Zealand Plant Protection: 

327-330.

Rampersad, S. N. 2012. Multiple applications of Alamar Blue as an indicator 

of metabolic function and cellular health in cell viability bioassays. 

Sensors 12(9): 12347-12360.



- 96 -

Rajeswara Rao, B. R., Kaul, P. N., Syamasundar, K. V., and Ramesh, S. 

2003. Comparative composition of decanted and recovered essential 

oils of Eucalyptus citriodora Hook.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18(2): 133-135.

Rhayour, K., Bouchikhi, T., Tantaoui-Elaraki, A., Sendide, K., and Remmal, 

A. 2003. The mechanism of bactericidal action of oregano and clove 

essential oils and of their phenolic major components on Escherichia 

coli and Bacillus subtilis. Journal of Essential Oil Research 15(4): 

286-292.

Ribeiro, A. F., Andrade, E. H. A., Salimena, F. R. G., and Maia, J. G. S. 

2014. Circadian and seasonal study of the cinnamate chemotype from 

Lippia origanoides Kunth. Biochemical Systematics and Ecology 55: 

249-259.

Rodrigues, L., Póvoa, O., Teixeira, G., Figueiredo, A. C., Moldão, M., and 

Monteiro, A. 2013. Trichomes micromorphology and essential oil 

variation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cultivated and wild 

growing Mentha pulegium L. populations from Portugal.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 43: 692-700.

Rota, M. C., Herrera, A., Martínez, R. M., Sotomayor, J. A., and Jordán, M. 

J. 2008. Antimicrobial activity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ymus 

vulgaris, Thymus zygis and Thymus hyemalis essential oils. Food 

Control 19(7): 681-687.

Runion, G. B., and Kelley, W. D. 1993. Characterization of a binucleate 

Rhizoctonia species causing foliar blight of loblolly pine. Plant Disease 



- 97 -

77(7): 754-755.

Salem, M. Z., Ashmawy, N. A., Elansary, H. O., and El-Settawy, A. A. 

2015. Chemotyping of diverse Eucalyptus species grown in Egypt and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its respective essential oils. 

Natural Product Research 29(7): 681-685.

Sartorelli, P., Marquioreto, A. D., Amaral‐Baroli, A., Lima, M. E. L., and 

Moreno, P. R. H. 2007.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ssential oils from two species of Eucalyptus. Phytotherapy 

Research 21(3): 231-233.

Scherer, R., Lemos, M. F., Lemos, M. F., Martinelli, G. C., Martins, J. D. 

L., and da Silva, A. G. 2013.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and composition of Brazilian spearmint (Mentha spicata L.).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 50: 408-413.

Shaaya, E., Kostjukovski, M., Eilberg, J., and Sukprakarn, C. 1997. Plant oils 

as fumigants and contact insecticides for the control of stored-product 

insects. Journal of Stored Products Research 33(1): 7-15.

Shetty, N. P., Jørgensen, H. J. L., Jensen, J. D., Collinge, D. B., and 

Shetty, H. S. 2008. Role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interactions 

between plants and pathogens. European Journal of Plant Pathology 

121(3): 267-280.

Sikkema, J., De Bont, J. A., and Poolman, B. 1995. Mechanisms of 

membrane toxicity of hydrocarbons. Microbiological Reviews 59(2): 

201-222.



- 98 -

Siqueira‐Lima, P. S., Araujo, A. A., Lucchese, A. M., Quintans, J. S., 

Menezes, P. P., Alves, P. B., and Quintans‐Júnior, L. J. 2014. β‐
Cyclodextrin Complex Containing Lippia grata Leaf Essential Oil 

Reduces Orofacial Nociception in Mice–Evidence of Possible 

Involvement of Descending Inhibitory Pain Modulation Pathway.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and Toxicology 114(2): 188-196.

Smirnova, G. V., and Oktyabrsky, O. N. 2005. Glutathione in bacteria. 

Biochemistry (Moscow) 70(11): 1199-1211.

Smirnova, G. V., Muzyka, N. G., and Oktyabrsky, O. N. 2000. The role of 

antioxidant enzymes in response of Escherichia coli to osmotic upshift. 

FEMS Microbiology Letters 186(2): 209-213.

Smirnova, G. V., Torkhova, O. A., and Oktyabr'skii, O. N. 2003. The status 

and the role of glutathione under disturbed ionic balance and pH 

homeostasis in Escherichia coli. Microbiology 72(5): 542-547.

Soltani, M., Ghodratnama, M., Ebrahimzadeh-Mosavi, H. A., 

Nikbakht-Brujeni, G., Mohamadian, S., and Ghasemian, M. 2014. Shirazi 

thyme (Zataria multiflora Boiss) and Rosemary (Rosmarinus officinalis) 

essential oils repress expression of sagA, a streptolysin S-related gene 

in Streptococcus iniae. Aquaculture 430: 248-252.

Song, Y. R., Choi, M. S., Choi, G. W., Park, I. K., and Oh, C. S. 2016. 

Antibacterial Activity of Cinnamaldehyde and Estragole Extracted from 

Plant Essential Oils against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Causing Bacterial Canker Disease in Kiwifruit. The Plant Pathology 

Journal 32(4): 363.



- 99 -

Stefanello, M. E. A., Pascoal, A. C., and Salvador, M. J. 2011. Essential oils 

from neotropical Myrtaceae: chemical diversity and biological 

properties. Chemistry and Biodiversity 8(1): 73-94.

Suh, D. Y., Son, S. Y., Kim, S. H., Seo, S. T., Kim, K. H., and Ko, H. K. 

2012. Investigation of Fungi in Pesticide Fumigated Oak Wilt-Diseased 

Logs. 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 40(4): 288-291.

Suhr, K. I., and Nielsen, P. V. 2003. Antifungal activity of essential oils 

evaluated by two different application techniques against rye bread 

spoilage fungi.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94(4): 665-674.

Tang, H., Ren, Z., and Krczal, G. 2000. An evaluation of antibiotics for the 

elimination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from walnut somatic 

embryos and for the effects on the proliferation of somatic embryos 

and regeneration of transgenic plants. Plant Cell Reports 19(9): 

881-887.

Torii, M., Matsuda, Y., Seo, S. T., Kim, K. H., Ito, S. I., Moon, M. J., and 

Yamada, T. 2014. The Effect of Raffaelea quercus-mongolicae 

Inoculations on the Formation of Non-conductive Sapwood of Quercus 

mongolica. Mycobiology 42(2): 210-214.

Tyagi, A. K., and Malik, A. 2012. Morphostructural damage in food-spoiling 

bacteria due to the lemon grass oil and its vapour: SEM, TEM, and 

AFM investigation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

Ultee, A., Bennik, M. H. J., and Moezelaar, R. 2002. The phenolic hydroxyl 

group of carvacrol is essential for action against the food-borne 



- 100 -

pathogen Bacillus cereus.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68(4): 1561-1568.

Van den Dool, H., and Kratz, P. D. 1963. A generalization of the retention 

index system including linear temperature programmed gas—liquid 

partition chromatography. Journal of Chromatography A 11: 463-471.

Van Vuuren, S. F., and Viljoen, A. M. 2007. Antimicrobial activity of 

limonene enantiomers and 1, 8‐cineole alone and in combination.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22(6): 540-544.

Varma, J., and Dubey, N. K. 1999. Prospectives of botanical and microbial 

products as pesticides of tomorrow. Current Science 76(2): 172-178.

Werker, E. 1993. Function of essential oil‐secreting glandular hairs in 

aromatic plans of Lamiacea—a review. Flavour and Fragrance Journal 

8(5): 249-255.

Xia, J. L., Wu, S., Zhang, R. Y., Zhang, C. G., He, H., Jiang, H. C., and 

Qiu, G. Z. 2011. Effects of copper exposure on expression of 

glutathione-related genes in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 Current 

Microbiology 62(5): 1460-1466.

Yan, D. 2007. Protection of the glutamate pool concentration in enteric 

bacter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22): 

9475-9480.

Yoo, C. B., Han, K. T., Cho, K. S., Ha, J., Park, H. J., Nam, J. H., and 

Lee, K. T. 2005. Eugenol isolated from the essential oil of Eugenia 

caryophyllata induces a reactive oxygen species-mediated apoptosis in 



- 101 -

HL-60 human promyelocytic leukemia cells. Cancer Letters 225(1): 

41-52.

Zabka, M., Pavela, R., and Slezakova, L. 2009. Antifungal effect of Pimenta 

dioica essential oil against dangerous pathogenic and toxinogenic fungi.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 30(2): 250-253.

Zambonelli, A., d'Aulerio, A. Z., Bianchi, A., and Albasini, A. 1996. Effects 

of essential oils on phytopathogenic fungi in vitro. Journal of 

Phytopathology 144(9‐10): 491-494.
Zeevalk, G. D., Razmpour, R., and Bernard, L. P. 2008. Glutathione and 

Parkinson’s disease: Is this the elephant in the room? Biomedicine 

and Pharmacotherapy 62: 236–249.



- 102 -

Abstract

Antimicrobial activity of Lamiaceae 

and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nd their constituents against fungal 

and bacterial three pathogens of tree 

diseases

Kim Jeong-eu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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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irty-three 

Lamiaceae and Myrtaceae plant essential oils and components of the active 

essential oils against the oak wilt disease (Raffaelea quercus-mongolicae 

KH Kim, YJ Choi & HD Shin), damping-off disease (Rhizoctonia solani JG 

Kühn), and crown-gall disease (Agrobacterium tumefaciens Smi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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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send).

  In a fumigant, summer savory (Satureja hortenesis), thyme white 

(Thymus vulgaris) and allspice MR (Pimenta doica) plant essential oils 

showed 10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against R. quercus-mongolicae at 

2.5 ㎕/paper disc concentration. In a test with R. solani, summer savory 

and thyme white oils showed 10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at 2.5 ㎕

/paper disc concentration.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Hook.),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bay, and allspice MR oils showed 

10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at 10 ㎕/paper disc concentration. 

Summer savory and thyme white oils showed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A. tumefaciens with length of inhibition zone of 2.71 ㎝ and 2.65 

㎝ at 10 ㎕/paper disc concentration, respectively. Lemon eucalyptus 

(Eucalyptus citriodora hook), creek tea tree (Melaleuca dissitiflora), bay, 

and Allspice MR oils showed fumigant antibacterial activity with length of 

inhibition zone of 2.5 ㎝, 2.27 ㎝, 1.58 ㎝, and 1.47 ㎝ at 10 ㎕/paper disc 

concentration, respectively.

  In a contact antifungal activity test with R. quercus-mongolicae, 

MICs(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summer savory, thyme white, 

bay, and allspice MR oils were 450 ㎍/㎖, 700 ㎍/㎖, 700 ㎍/㎖, and 450 ㎍

/㎖, respectively. In a test with R. solani, MICs of the summer savory, 

thyme white, bay, and allspice MR oils were 600 ㎍/㎖, 800 ㎍/㎖, 800 ㎍/

㎖, and 650 ㎍/㎖, respectively. In a contact antibacterial activity test with 

A. tumefaciens, MICs of the summer savory, thyme white, bay, and allspice 

MR oils were 650 ㎍/㎖, 800 ㎍/㎖, 1,200 ㎍/㎖ and 1,000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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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identified compounds in active oils, thymol, carvacrol, and 

eugenol showed 10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against R. 

quercus-mongolicae at 0.625 ㎕/paper disc concentration, 1.25 ㎕/paper disc 

concentration, and 2.5 ㎕/paper disc concentration, respectively. In a test 

with R. solani, thymol and carvacrol showed 100% fumigant antifungal 

activity at 0.625 ㎕/paper disc concentration, and neral and geranial 

showed 100% antifungal activity at 1.25 ㎕/paper disc concentration. In a 

fumigant activity test with A. tumefaciens, thymol and carvacrol 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with length of inhibition zone of 2.71 ㎝ and 2.65 ㎝, 

respectively.

  In a contact antifungal activity test with R. quercus-mongolicae, MICs of 

thymol, carvacrol, and eugenol were 250 ㎍/㎖, 250 ㎍/㎖, 350 ㎍/㎖, 

respectively. MICs of commercial fungicides benomyl, propiconazole, and 

tebuconazole were 12.5 ㎍/㎖, 12.5 ㎍/㎖, and 6.25 ㎍/㎖, respectively. In a 

test with R. solani, MICs of thymol, carvacrol, and eugenol were 350 ㎍/㎖, 

350 ㎍/㎖, and 500 ㎍/㎖, respectively. MICs of commercial fungicides 

benomyl, propiconazole, and tebuconazole were 12.5 ㎍/㎖, 12.5 ㎍/㎖, and 

25 ㎍/㎖, respectively. In a contact antibacterial activity test with A. 

tumefaciens, MICs of thymol, carvacrol, geraniol, and β-citronellol were 

350 ㎍/㎖, 350 ㎍/㎖, 450㎍/㎖, and 500 ㎍/㎖, respectively. MICs of 

commercial antibiotics streptomycin sulfate salt was 3.125 ㎍/㎖.

  In conclusion, summer savory, thyme white, bay, allspice MR, thymol, 

carvacrol, eugenol, geraniol and isoeugenol showed strong fumigant and 

contac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three pathogens of tree diseases.

  In order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plant essential oil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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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ent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A. tumefaciens treated with 

thyme white, allspice MR, thymol and eugenol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expression of genes regulating oxidative stress 

was suppressed in all experimental groups. This result indicated that 

bacteria treated with plant essential oils and their constituents could not 

regulate reactive oxygen species and it was killed by exposure in 

environment with excess reactive oxygen species. 

keywords: plant essential oil, Raffaelea quercus-mongolicae, Rhizoctonia 

solani, Agrobacterium tumefaciens, antimicrobial activity, thymol, 

eug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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