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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상에   차로 용 고 는 차 , 마 , 뽕  치아우식원 균 로 알려진 S. mutans

에 미치는 항균효과  알아보고  하 다. S. mutans  추출물  첨가  지에 1%씩 하고 37℃에  6시간과 

10시간동안 양한 후 도  균 집락수  측 하 다. 차 , 마 , 추출물  0, 0.5, 1.0, 2.0, 4.0%  도

로 지에 첨가하 다. S. mutans  억 효과  확 한 결과, 도가 수록 colony  수가 현  어드는 

것  찰 할 수 었다. 2% 추출물  첨가하고 10시간 후 균 집락수  측 하   차  99.0%, 뽕  

97.1%, 마 에 는 89.6%   억  나타내었다.

주 어 : 차 , 뽕 , 마 , 항균, S. mutan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how green tea leaves, mulberry leaves, and mate leaves that are often 

taken around in drinking tea influence on S. mutans known as dental caries causative bacteria. After 

vaccinating 1% of S. mutans on the extract added badge and incubating 6 hours and 10 hours in 37℃, it 

calculated absorbance and bacterial colony number. Extract of green tea leaves and mate leaves were added 

with 0, 0.5, 1.0, 2.0, and 4.0% of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growth suppressive effect of S. mutans, it may 

be observed that colony number significantly decreases in higher concentration. When it calculated bacterial 

colony number with adding 2% extract after 10 hours, 99.0% for green tea leaves, 97.1% for mulberry leaves, 

and 89.6% for mate leaves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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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치아우식증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구강질환으로 원인

균은 Streptococcus mutans로 알려져 있다. S. mutans

는 그람양성구균으로 물에 녹지 않는 액성분의 다당류

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어 치아의 표면에 다른 세균과 합

동으로 치면세균막을 형성한다. 치면세균막은 치아표면

에 붙어있는 세균덩어리의 얇고 끈 거리는막으로 치아

우식, 치석, 치주병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다. 한 S.

mutans는 당 사를 통하여 산을 생성하여 pH를낮추어

치아에서 칼슘을 유리시켜 치아를 탈회시킨다[1].

그동안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천연추출물을 이

용하여 구강질환을 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2,3]. 녹차는 S. mutans 등을 억제하는데

효과 이며, 녹차의 catechin 등 polyphenol 화합물이

glucosyltransferase에 한 강력한 해활성을 갖는다고

하 으며[4]. 계피는 항균효과, 항돌연변이원성, 항암효

과, 항궤양유발작용, 항알러지효과 보체계 활성화 작

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5]. 통약제들인 감

(Glycyrrhiza uralensis), 강황(Ostericum koreanum),

결명자(Cassia tora), 구기자(Lycium chinense), 오미자

(Schzandra chinensis), 질경이(Plantago bracltycarpa),

치자(Gardenia jasminoide), 향부자(Cyperus rotundus)

등 많은 식물에서 항균효과를 발견하 고[6], 몰약

(Myrrha), 상백피(Moriradicis cortex), 승마(Cimicifugae

rhizoma), 인삼 사포닌(Ginseng Saponine) 등의 천연 추

출물에서는구강내 염증완화, 소염, 진통의 효과가 있다

고 보고되있다[7]. 이외에도 테르펜, 페놀, 탄닌 등의 화

합물을 주성분으로한 솔잎추출물은 항균 항염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8].

치약 등의 구강질환 방용품에 방부살균제를 배합하

여 사용되게 되는데, 방부살균제는 구강질환의 원인이되

는 구강미생물에 해 살균작용을 하거나그 사작용을

지시키는작용을 한다[9]. 방부살균제를장기간 사용함

으로써발생될수도있는인체부작용을최소화하기 해최

근각종천연추출물의항균작용에 한 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차로 음용하고 있는 녹차잎, 마테잎, 뽕잎이 치아우식원

인균으로알려진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다.

2. 연 재료  

2.1 추출물 비

연구 재료는 국내산 100% 녹차가루, 마테잎가루, 뽕잎

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각각의 가루 80 g과 80%

ethanol 800 ml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동안 보 한

후에 침 물을 제외한 액체성분만을 vacuum여과기에

통과시켰다. 여과된 추출물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

축된 각각의 추출물을 얻었다. 농축된 추출물은 동결건

조 후 연구에 사용하 다.

2.2 사용 균주  양

생물자원센터(KCTC)으로부터 S. mutans KCTC3065

를 분양받아 BHI 액체배지에 종하고 37℃배양기에서

배양하며 사용하 다.

2.3 도  집락수 측

추출물을 0%, 0.5%, 1%, 2%, 4%의 농도로 실험군

BHI 액체배지에 각각 첨가하 고 조군에는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각각의 배지에 2회 계 배양시킨 S.

mutans 균주를 1% 종하여 37℃ 배양기에서 배양하면

서 6, 10 시간 간격으로 Sampling하여 흡 도 값을 측정

하 다. 흡 도는 분 도계에서 600 nm로 측정하 고

모든 실험군은 3개씩 반복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집락수측정은 6, 10 시간 간격으로 100 μl씩 Sampling

하여 멸균증류수에 105 배로 희석한 후 고체배지에 종

하 다.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후 각각의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시간별 집락형성단 (Colony Forming Unit,

이하 CFU)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군은 3개씩 반복 실

험하여 평균값을 내고 추출물에 의한 S. mutans의 성장

억제율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억제율(%) =
( 조군의 세균수-실험군의 세균수)*100

조군의 세균수

3. 연 결과

3.1 추출물 도에  도

BHI 액체배지에 S. mutans와 0%, 0.5%,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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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녹차잎, 뽕잎, 마테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6 시간,

10 시간동안 배양한 뒤 Sampling 하여 6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6 시간동안 배양한 뽕잎 추출물 0% 농

도의 흡 도는 0.11이었고, 농도가 0.5%일 때 0.03, 1%일

때 0.04, 2%일 때 0.04, 4%일 때 0.00이었다. 마테잎 추출

물 0% 농도의 흡 도는 0.12이었고, 농도가 0.5%일 때

0.03, 1%일 때 0.03, 2%일 때 0.05, 4%일 때 0.17이었다.

10 시간 배양한 뽕잎 추출물 0% 농도의 흡 도는 0.30

이었고, 농도가 0.5%일 때 0.07, 1%일 때 0.06, 2%일 때

0.01, 4%일 때 0.00이었다. 마테잎 추출물 0% 농도의 흡

도는 0.29이었고, 농도가 0.5%일 때 0.09, 1%일 때 0.08,

2%일 때 0.39, 4%일 때 0.18이었다. 녹차의 흡 도값은

측정되지 않았다<Table 1>.

classification
6h 10h

0% 0.5% 1% 2% 4% 0% 0.5% 1% 2% 4%

green tea - - - - - - - - - -

mulberry 0.11 0.03 0.04 0.04 0.00 0.30 0.07 0.06 0.01 0.00

mate 0.12 0.03 0.03 0.05 0.17 0.29 0.09 0.08 0.39 0.18

<Table 1> Absorbance in accordance with extract concentration

Mean±SD

concentration

(%)

log10 CFU/ml Inhibition rate(%)

green tea mulberry mate green tea mulberry mate

0 190.5±106.8* 10272.0±633.6* 5416.0±376.0* 0.0±0.0* 0.0±0.0* 0.0±0.0*

0.5 125.5±6.4* 1629.2±1152.0 1788.0±292.0* 49.3±2.6* 55.0±18.6 66.5±10.9

1 21.5±13.4* 823.1±582.0 727.5±15.5* 91.6±4.6* 76.9±6.5* 86.5±0.9*

2 2.5±2.1* 125.2±88.5 562.5±54.5* 99.0±0.8* 97.1±1.4* 89.6±0.4*

4 0.0±0.0* 19.1±13.5* 261.0±71.0* 100±0.00* 98.3±0.3* 95.2±1.4*

*p<0.05

<Table 2> Growth inhibition of S. mutans in accordance with extract concentration

classification 0% 0.5% 1% 2% 4%

green tea 5

mulberry

mate

[Fig. 1] CFU of S. mutans in accordance with extrac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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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출물 도에  억

추출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에 한 항균효과를

보기 해 각각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배양한 후

집락 수를 찰하고 성장억제 효과를 측정하 다.

녹차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S. mutans

의 집락 수는 0%에서 191개, 0.5%에서 126개 1%에서 22

개 2%에서 3개 4%에서 0개를 나타내었고 성장억제율은

0.5%에서 49.3±2.6, 1%에서 91.6±4.6, 2%에서 99.0±0.8,

4%에서 100±0.00를 나타내었다.

뽕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S. mutans의

집락 수는 0%에서 10272개, 0.5%에서 1629개 1%에서

823개 2%에서125개 4%에서 19개를 나타내었고 성장 억

제율은 0.5%에서 55.0±18.6, 1%에서 76.9±6.5, 2%에서

97.1±1.4, 4%에서 98.3±0.3를 나타내었다.

마테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S. mutans

의 집락 수는 0%에서 5416개, 0.5%에서 1788개 1%에서

728개 2%에서 563개 4%에서 261개를 나타내었고 성장

억제율은 0.5%에서 66.5±10.9, 1%에서 86.5±0.9, 2%에서

89.6±0.4, 4%에서 95.2±1.4를 나타내었다.

녹차잎, 뽕잎, 마테잎 추출물의 S. mutans에 한 성장

억제율은 3가지 추출물 모두에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성

장억제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었다<Table 2>,

[Fig. 1].

4. 고찰 

치아우식증은 치아의 파괴를 동반한 감염성 질환으로

구강 내 세균, 음식물, 타액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다인성질환이다. 구강 내 세균 에서도 S. mutans가 주

요 원인균으로 치면의 피막에 부착한 후 자신이 생산하

는 glucosyltransferase에 의하여 음식물 의 설탕으로

부터 불용성 glucan을 합성한다. 합성된 glucan은 치면에

서 증식하는 세균 간의 결합을 증가시키며, 치면에 부착

한 S. mutans는 당질 사과정에서 lactic acid 등 유기산

을 생성하여 치아의 법랑질을 탈회(decalcification)시켜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10]. 최근 치아우식증을 효과

으로 방하기 하여 S .mutans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

능, 그리고 설탕으로부터 glucan 합성에 여하는 GTase

활성 해 기능을 갖는 항우식 물질의 검색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11]. 임 등의 연구에서는 오래 부터기호

식품으로 음용되었던 녹차와 결명자차를 이용하여

streptococci에 한 항균작용을 실험하 고, 녹차추출물

은 alpha-amylase의 활성 억제를 보이는 성질인 폴리페

놀류를 포함하고 있어 S. mutans S. sobrinus에 한

성장 억제능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12]. 오이풀 추출물

은 치아우식증 주 원인균인 S.mutans의 성장과 S-HA에

의 부착을 농도의존 으로 억제하여 치아우식증 방에

있어 효과가 있으며[13] 뽕잎에도 카테킨 에서 EC와

EGCg가 포함되어 있어 치아우식증 방에 효과가 있다

[14].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하나인 EGCg가 치태의

pH 하락을 억제하며, S. mutans로부터 산 생성을 억제하

는데 효과 이며[15], 뽕잎의 카테킨은 녹차에 비하여 매

우 은 양이 함유되어 있으나, 다양한 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음이 보고

되었다[16]. 카테킨은 표 인 폴리페놀 화합물로 녹차

와 같은 차 종류에 존재하며 S. mutans의 GTase의 활성

을 해함으로써 세포외 다당류인 glucan의 생성을 억제

하여 항우식 작용을 나타낸다[17,18]. 항균효과를 알아보

는 방법에는 표 으로 액체배지 희석법, 고체배지 희

석법, 디스크 확산법이 있다. 액체배지 희석법은 추출물

을 에탄올에 용해시킨 다음 멸균된 배지에 24시간 배양

하여 활성화 시킨 다음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다[19]. 이러한 액체배지 희석법은 흡 도 값을 이용하여

균의 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흡 도 값을 측정하기 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한

계가 있다. 고체배지 희석법은 균의 활성을 으로 보고

직 헤아릴 수 있어 효과 이라는 장 이 있다. disc 확

산법은 검사에 사용되는 배지와 시약 등이 제조회사마다

다르고 시험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disc 확산법은 본 실험에서 배제

하 다. 액체배지와 고체배지 병행에 의한 효율성 분석

에 한 연구에서 액체배지는 고체배지에 비하여 양성률

이 높고 배양시간이 짧지만, 오염률이 높고 분리배양이

어려운 단 을 지녀 고체배양과 병행하는 것이 하다

고 알려져 있다[20]. 따라서 항균 효과를 보기 한 방법

으로 오차를 이기 하여 액체배지 희석법과 고체배지

희석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

하여 흡 도 값을 측정하고, 고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

여 집락형성수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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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흡 도 값에 있어 뽕잎과 마테잎에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흡 도값이 낮아지는 경향을보여 유

의한 성장억제효과를 볼 수 있었다. 녹차잎 추출물은 고

유의 색 때문에 600nm 파장에서는 정확한 균의 흡 도

값은 측정할 수 없었지만 집락 형성단 에서 농도가 높

아질수록 성장억제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유 등이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녹차의

polyphenol 화합물이 glucosyltransferase에 한 강력한

해활성을 갖는다고 하 다[5]. 한, Jin은 뽕잎 추출물

의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항산화능에 계있음을 입증하

고[21]. Nihal Turkmen 등은 마테차 추출물의 폴리페

놀 함량을 비교하여 항산화 활성과 높은 상 계를 보

고하 다[22]. 본 연구결과 세 가지 추출물 모두 농도가

증가할수록 S. mutans에 해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찰할수 있었으며 이는항균활성을갖는 polyphenol 성

분이 녹차, 뽕잎과 마테잎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항균효

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

째, 녹차 추출물의 고유의 색 때문에 600 nm 파장에서는

정확한 균의 흡 도값은 측정할 수 없었다. 둘째, S.

mutans의 항균효과만 보았기 때문에 S. mutans를 제외

한 다른 우식균에 한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구강상태와 다른 환경에서 실

험이 진행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구강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구강내 세균을 상으로 항균효

과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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