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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약제제 중에서 연은 수련과의 식물로서 예로부터 위염, 출혈, 설사, 치질, 두통, 해독작용 등에 사용

되어 왔으며, 민들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천식, 해열, 강장, 부인병 등에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들 생약제제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항산화작용, 항알레르기효과. 항균작용,

항암활성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잎과, 민들레의 추출물이 치아우식

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추출물의 첨가에 따른 S. mutans의 성

장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S. mutans의 성장억제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

었다. 이로써 연잎과 민들레 추출물은 S. mutans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본 연

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1. 서론

치태 내 세균, 타액, 음식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치아우식증은 가장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

[1], 구강 내에 상주하는 세균에 의해 치아의 경조직

이 탈회되어 발생한다[2]. S. mutans는 치아우식증의

주 원인균으로 알져져 있으며[3] 치아 면에 부착, 증

식하며 젖산을 생성하여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4].

또한 S. mutans는 치면의 획득피막에 부착되어 불

용성 glucan을 생성되는데 이 때 생성된 glucan은

세균들이 치아에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 S.

mutans가 산을 생성하여 치질을 탈회시키고 최종적

으로 치아 우식증이 유발되도록 한다[5].

최근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로 이미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인체에 대한 안

정성이 검증 된 생약제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생약제제 중에서 연(Nelumbo

nucifera)은 수련과의 쌍떡잎식물로써 북호주, 일본

등에 널리 분포하는 식물로서 한국의 곳곳의 연못에

서 볼 수 있는데, 논밭에서 재배되기도 한다[6,7]. 연

잎은 주로 건조된 형태로 쓰이며, 성질은 유하고 맛

이 쓰며 예로부터 출혈성위궤양이나 위염, 출혈, 설

사, 치질, 두통과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으며 각종 독

성물질의 중화작용으로 해독작용 등에 쓰여 민간치

료재료로 이용되어 왔다[8].

민들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4~5월

에 노란색의 꽃을 피우며 뿌리에서 잎이 나와 비스

듬히 자라며 전국곳곳에 야생하는 식물이다. 예로부

터 뿌리와 어린순을 국과 나물, 영양 강장식으로 식

용하였고, 건위, 이죠, 천식, 해열, 강장, 최유, 부인

병등에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약리작용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항산화작용, 항알레르기효

과. 항균작용, 항암활성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잎과, 민들레의 추출물이

치아우식 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를

연구하고, 추출물을 구강위생용품에 적용하여 이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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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추출물 준비 
연구 재료는 국내산 100% 민들레분말, 연잎분말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말 60g과

methanol 600ml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동안

보관한 후에 초음파를 1시간동안 가해준 뒤 vacuum

여과기를 통과시켰다. 여과된 추출물을 감압농축기

를 이용하여 농축된 각각의 메탄올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은 250 mg/ml의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한 상

태로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2 사용균주 
S.mutans KCTC 3065를 분양받아 Brain Heart

Infusion (BHI, Difco, USA)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 배양기에서 12시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2.3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수 
추출물을 1, 2, 3 mg/ml의 농도로 실험군 BHI 액

체배지 5 ml에 각각 첨가하였고 대조군에는 추출물

을 첨가하지 않았다. 각각의 배지에 1회 계대 배양

시킨 S.mutans 균주를 25 µl씩 접종하였다. 접종 후

37℃ 배양기에서 배양하면서 5, 10시간 간격으로

100 ㎕씩 Sampling 하여 멸균증류수에 10
-6
배로 희

석한 후 agar plate에 접종하였다. 그 후 37℃에서 3

일동안 배양 후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

수(Colony Forming Unit, 이하 CFU를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연잎 추출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BHI 액체배지

에서 시간에 따라 배양 한 다음, 멸균증류수에 10-6

배로 희석하여 agar plate에 접종 후, 균주의 성장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FU와 성장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실험군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p<0.05).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colony

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Plate를 최종 10시간까지 배양한 결과, colony 수

는 대조군에서 9.31±0.05, 1 mg/ml의 추출물에서

9.23±0.12, 2 mg/ml의 추출물에서 9.08±0.06, 3

mg/ml의 추출물에서 8.90±0.17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1]. 균주의 성장억제율은 1 mg/ml의 추출물에서

16.84±21.83%, 2 mg/ml의 추출물에서 41.54±6.73%,

3 mg/ml의 추출물에서 60.01±14.90%로 농도가 높아

질수록 억제율도 높아졌다[표 2].

〔표 1〕연잎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CFU(mean±SD)
Unit: log10 CFU/ml

농도

(mg/ml)
5시간 10시간

0 9.51±0.01 9.31±0.05

1 9.15±0.20* 9.23±0.12

2 8.68±0.05* 9.08±0.05*

3 8.62±0.06* 8.90±0.17*

* p<0.05

〔표 2〕 연잎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억제율
(mean±SD)

Unit: %

농도

(mg/ml)
5시간 10시간

0 0.00±0.00 0.00±0.00

1 52.69±23.84 16.84±21.83

2 85.08±1.65 41.54±6.73

3 86.93±1.91 60.01±14.90

민들레 추출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BHI 액체

배지에서 시간에 따라 배양 한 다음, 멸균증류수에

10-6배로 희석하여 agar plate에 접종 후, 균주의 성

장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FU와 성장억제율

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실험군 모두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p<0.05). Plate를 최종 10시간까지 배양한

결과 colony 수는 대조군에서 8.53±0.01, 1 mg/ml의

추출물에서 6.86±0.02, 2 mg/ml의 추출물에서

6.62±0.10, 3 mg/ml의 추출물에서 6.380±0.01의 값을

나타내었다[표 3]. 균주의 성장억제율은 1 mg/ml의

추출물에서 97.89±0.10%, 2 mg/ml의 추출물에서

98.74±0.22%, 3 mg/ml의 추출물에서 99.30±0.02%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율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민들레 추출물을 첨가한 경우 균주의 성장억제율의

97%이상으로 균주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표 4].

〔표 3〕민들레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CFU(mean±SD)
Unit: log10 CFU/ml

농도

(mg/ml)
5시간 10시간

0 8.17±0.02 8.53±0.01

1 6.64±0.16* 6.86±0.02*

2 6.34±0.10* 6.62±0.10*

3 6.31±0.12* 6.38±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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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민들레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억제율
(mean±SD)

Unit: %

농도

(mg/ml)
5시간 10시간

0 0.00±0.00 0.00±0.00

1 96.91±1.01 97.89±0.10

2 98.47±0.32 98.74±0.22

3 98.72±0.40 99.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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