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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gredient analysis and the medical action of various teas are accomplished on multi angle. However, the
research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a treatment of oral cavity disease, which use the green tea, is still insufficient
relatively. In this experiment, the virtue of green tea bag on periodontal disease was studied. This experiment was
used in 11 beagles. As a test group, 6 beagles were rinsed their tooth with green tea bag. The remaining 5 beagles
were rinsed with filter paper which was soaked with normal saline. The test fou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gingival
index, plaque index, calculus index and dental pocket depth. But the number of bacteria coloni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est groups. The periodontal disease is related to the number of bacterial colonies. Therefore, this results show that
the green tea bag is effective for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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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 영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치주 질환

은 국소적 및 전신적인 여러 가지 원인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구강 내에 존재하

는 세균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질환

은 불량한 구강 위생과 국소적인 세균증가로 인해 숙주의 저

항성과 세균의 병원성 상호간의 균형이 깨어져 발병하게 되

는, 이른바 내인 감염에 의한 것이다(21).

치주질환은 세균성 치태에 의하여 발병되는 염증성 질환

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치주 질환과 관련된 세균들이

규명되고 분류되어 왔다(2.6). Loe 등(8)과 Theilade 등(14)

은 치주질환의 진행과 세균 집단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여

치주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람 음성균과 사상균, 나선균 등

이 출현되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5,7). 치주 질환의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녹차, 몰약,

상백피 및 승마 추출물이 함유된 치약이 치태 억제 효과 및

치은염의 예방 및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

(17). 구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연 물

질들 가운데서 중국의 전통 약제, 녹차, 우롱차 및 죽염 등

에서 실제로 이들 추출물을 이용한 치약, 구강 세척제, 껌

등의 구강 위생제가 개발되어 있으나, 다류를 이용한 구강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

하고,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4,11,13,15,16). 그 중에서 녹차는 수천 년 전부터 주

로 아시아에서 음료로 사용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치료적 목

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20). 1827년 녹차 속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을 발견한 이래로, 다류의 성분 분석과 약

리 작용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9).

녹차는 카페인, 탄닌,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30여 가지

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러한 성분에 의해 각성 작용,

해독 작용, 소염 작용뿐만 아니라 수렴 작용 등의 일련의 생

리 활성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4,26). 병원

세균과 기생충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카테킨

(catechin)은 항 바이러스 효과와 세포의 노화를 저지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짐으로써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

음을 실험적으로 입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

다(28).

본 연구에서는 수의 분야의 소동물 임상에 있어서 녹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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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고자 치주질환이 있는 개에

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녹차 티백을 이용하여 치

은지수, 치태지수, 치석지수 그리고 세균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동물

본 실험에 공시된 실험 동물은 5년 이상 사육되어 온 11

마리의 비글견(7 - 12 kg, 5 - 6년령, 암컷 7마리, 수컷 4마리)

으로 독립된 케이지에 사육되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실

험 기간 동안 시판용 개 사료(바이오 진도, 우성)를 하루 권

장량을 급여하고 자유 음수 시켰다. 

치주질환에 대한 녹차 티백의 효과

실험군으로 6마리(암컷 3마리, 수컷 3마리), 대조군으로는

5마리(암컷 4마리, 수컷 1마리)로 치주염에 대한 녹차 티백

의 효과에 대해 실험을 진행시켰다. 대조군은 티백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여과지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사용하였고,

실험군은 녹차 티백(동원 보성 녹차, 동원)을 70 oC의 물에

1분 정도 담근 후, 빼낸 식힌 티백을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티백으로 7일 동안 개의 치아의 입술과 볼쪽

부위의 치아를 잇몸과 교차해서 10번 문질러 주었다. 실험

시작일로부터 0일과 8일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xylazine

(럼푼, 바이엘) 2 mg/kg과 ketamine (유한 케타민50, 유한

양행) 5.5 mg/kg를 정맥 주사 후 치태 지수 (plaque index,

PI), 치은지수 (gingival index, GI), 치석지수 (calculus index,

CI)를 검사하였다.

치태지수는 치아의 입술과 볼 쪽면에 Disclosing Solution

(DS, Sultan Chemists, Inc)을 적용 후 점수를 매겼다. 5

ml의 물에 10방울의 DS를 더한 후 면봉에 적셔서 치아의

입술과 볼 쪽면에 가볍게 두드려서 색의 차이로 판정을 하

였다 (Table 1).

치은지수는 William’s 14W probe (직경 0.5 mm)를 사용

하여 상악과 하악의 견치로부터 구치까지 실험 치아의

mesiobuccal, midbuccal, distobuccal side에서 측정하였다

(Table 2). 

치석지수는 Table 3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검사는 동일한 검사자가 실험을

시행하였다. 치주낭 깊이 측정 (probing pocket depth,

PPD)은 0.5 mm 직경의 William’s probe를 사용하여 실험군

과 대조군의 각각 치아의 mesiobuccal, midbuccal, disto-

buccal side에서 probe를 이용하여 치주낭의 깊이를 잰 후

그 값을 평균(mm)으로 나타내었다.

녹차 티백이 치은연의 세균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실험 시작일로부터 0, 2, 4, 6, 8일에 멸균 면봉으로 개의 치

은연을 따라서 2회 문질렀다. 이 면봉의 끝부분을 thyogly-

collate broth (TB)내에 넣어서 35± 1 oC 온도에서 3시간

증균 배양하고, 낙하 세균을 피하기 위하여 크린 벤치 내에

서 TB 0.5 ml를 뽑아 생리 식염수 4.5 ml에 1 : 10으로 희

석하여 TTC medium (Compact Dry Nissui TC, NISSUI

PHARMACEUTICAL CO)에 1 ml를 분주하여 35± 1oC

온도에서 48시간 배양하여 colony의 총수를 구하였다.

통계 처리

치주질환에 대한 녹차 티백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의 통

계 처리는 카이 제곱 검정 (x2 - test)을 이용하였다. 모든 검

Table 1. Plaque score was checked using disclosing solution

with Plaque index of Gorrel et al (3) 

PI Plaque covering

0 No detectable plaque

1
Scattered plaque covering < 25% of baccal tooth 

surface

2
Plaque covering between 25 and 49% of buccal 

tooth surface

3
Plaque covering between 50 and 74% of buccal 

tooth surface

4 Plaque covering ≥ 75% of buccal tooth surface

Table 2. Gingival score was checked gingival redness and

bleeding using dental probe with Gingival index of Loe (9) and

Gorrel et al (3)

GI Gingival state

0 No gingivitis

1
Very mild gingivitis (red, swollen but no 

bleeding when probed)

2
Moderate gingivitis (red, swollen and delayed 

bleeding when probed)

3
Moderate gingivitis (red, swollen and immediate 

bleeding when probed)

4
Severe gingivitis (ulceration, spontaneous 

hemorrhage and bleeding when probed)

Table 3. Calculus score was checked by using dental probe

with Calculus index of Gorrel et al (3) 

CI Calculus covering

0 No detectable calculus

1
Scattered calculus covering <25% of buccal 

tooth surface

2
Calculus covering between 25 and 49% of 

buccal tooth surface

3
calculus covering between 50 and 74% of the 

buccal tooth surface

4
Calculus covering ≥75% of the buccal toot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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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P < 0.05를 유의성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녹차 티백

이 치은연의 세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은 two-way

ANOVA test를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결  과

치주질환에 대한 녹차 티백의 효과 

대조군은 생리 식염수를 적신 여과지로, 실험군은 70 oC에

서 1분 동안 물에 담그고 난 후 빼낸 녹차 티백으로 실험치

아를 닦아낸 뒤 실험 시작 0일과 8일에 다음과 같은 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치태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아에서 실험 0일과 8일

에 어떤 유의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 치은 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각의 치아의 mesiobuccal, midbuccal,

distobuccal side에서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나 별다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5). 치석지수는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 8일째에 하

악의 견치와 전구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유의성 있

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치아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치주낭 깊이 측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각의 치아 치주

낭의 깊이를 측정 후 그 값의 평균으로 나타내었으며 실험

군과 대조군에서 실험 0일과 8일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Table 7).

녹차 티백이 치은연의 세균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실험 시작 0, 2, 4, 6, 8일에 치은연의 세균 변화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비교하였을 때, 실험 4일부터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세균수 감소를 보였다 (p < 0.05).

일주일간의 녹차 티백으로 인한 효과를 비교 시 생리 식염

수로 닦아낸 개체에서보다 녹차 티백으로 닦아낸 개체에서

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리 식염수로 닦아낸

개체도 세균수의 감소에 대한 효과를 보였으나 녹차 티백으

로 닦아낸 개체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효과를 보였다. 단기간의 녹차로 인한 치아 세정의 효과는

지속적인 세균수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고  찰

치주질환은 치태 내 치주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Table 4. Eight-day study of gingival rinse as adjunct to cleansing with green tea: Plaque index score according to the tooth position

PI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Mean±SE N Mean±SE

All teeth 115 135

Day 0 3.1±0.2 3.3±0.2

Day 8 1.9±0.2 1.9±0.3

Upper canine teeth 10 12

Day 0 2.3±0.4 2.0±0.1

Day 8 1.7±0.2 1.9±0.1

Upper premolar teeth 40 48

Day 0 2.9±0.3 3.2±0.4

Day 8 2.1±0.1 2.2±0.4

Upper molar teeth 10 12

Day 0 3.9±0.1 4.0±0.0

Day 8 3.1±0.6 2.8±0.3

Lower canine teeth 10 12

Day 0 2.3±0.3 2.0±0.3

Day 8 1.3±0.4 1.4±0.3

Lower premolar teeth 35 39

Day 0 2.4±0.6 3.4±0.4

Day 8 1.0±0.4 1.3±0.3

Lower molar teeth 10 12

Day 0 4.0±0.0 3.8±0.1

Day 8 2.2±0.5 1.7±0.5

*; Significant difference was checked when experimental group wit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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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인대, 치조골 및 치은 조직의 염

증에 의한 조직 파괴와 골조직의 흡수, 이로 인한 치아의 동

요 및 탈락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병인균 및 병인균으로부터 나오는 독소에 의한 염증 유발과

이에 대한 숙주의 면역 반응으로 생성되는 면역 반응 물질이

치주 조직 내로 유출되면서 진행된다 (22). 치은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세균학적 구성에 있어 치은연하 치주낭에 연쇄

상구균의 비율이 감소하고 혐기성 세균의 증가와 함께,

Capnophilic bacteria, Black pigmental bacteroides (10,12)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세균 요인의 변화와 치은 열구액의 증

가, 출혈, 산화 환원 전위의 감소 등의 환경 요소의 변화로

치주염의 상태로 진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치태

내 세균은 치주질환의 원인으로서의 국소 요인으로 치주질

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태 조절이 필수적이

다. 치태조절법은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특히 수의 임상에서는 기계적 방법으로서 칫솔질을

정해진 시간과 방법을 지켜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계적인 치태 관리법만으

로는 치태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우므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

적인 항치태 기능을 가진 세정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었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항균 또는 항염 기능을

가진 약물을 치약이나 세정제에 함유시켜 사용하고 있다 (19,

23). 화학적 치태 제거를 위한 구강 양치액에 포함시켜 활용

가능한 약제로는 각종의 항생제, bisbiguanide 제재, 석탄산

제재, 4급 암모니움 화합물 제재, 효소 제재, 그리고 생약 추

출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 항생제는 내성 균주의 출

현 및 과민 반응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구강내에서 상용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chlorhexidine과 같은

bisbiguanide 제재는 치태 억제 효과는 매우 우수하나 치아

및 혀의 착색, 미각 훼손, 그리고 점막 궤양 등의 부작용으

로 인해 장기간 사용이 적절하지 않고 (27), listerine과 같은

석탄산 제재와 4급 암모니움 화합물은 chlorhexidine에 비해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치태 억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효소 제재는 치태의 기질을 분해하여 치

태 형성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나 아직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생약 추출물은 치태 내 세균

에 대한 항균 작용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chlorhexidine과

유사한 정도의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5). 이에 따라, 가능하면 자극적인 화학 약품이나 알코

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항세균, 항진균력이 높아, 치

아 우식 및 치주질환을 야기하는 치태 형성 및 치태 재부착

에 억제력이 뛰어나고 이와 더불어 치은염 예방 및 치료의

Table 5. Eight-day study of gingival rinse as adjunct to cleansing with green tea: Gingival index score according to the tooth
position

GI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Mean±SE N Mean±SE

All teeth 115 135

Day 0 1.0±0.0 1.6±0.6

Day 8 0.9±0.1 0.7±0.1

Upper canine teeth 10 12

Day 0 0.9±0.1 0.9±0.1

Day 8 0.8±0.1 1.3±0.3

Upper premolar teeth 40 48

Day 0 1.0±0.1 1.0±0.1

Day 8 1.0±0.0 0.8±0.1

Upper molar teeth 10 12

Day 0 1.2±0.2 1.2±0.2

Day 8 1.0±0.0 0.6±0.1

Lower canine teeth 10 12

Day 0 1.0±0.2 4.1±0.1

Day 8 1.0±0.1 0.9±0.1

Lower premolar teeth 35 39

Day 0 0.7±0.1 0.9±0.1

Day 8 0.7±0.1 0.6±0.2

Lower molar teeth 10 12

Day 0 1.1±0.2 0.9±0.1

Day 8 1.0±0.1 0.7±0.3

*; Significant difference was checked when experimental group wit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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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이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도 무해한 천연 양치액

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또한 즐겨 음용

하는 녹차의 치주 질환에 대한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구강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경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비글견의 치아를 녹차 티백과 생

리식염수를 적신 여과지로 세정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 녹차티백은 70 oC의 물에서 1분간 유지하였던 티백을 이

용하였다. 이것은 재활용된 티백이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수의 임상에서도 치주 질환에 대한 홈케어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시행하였다. 일주일간 똑같은 방법과 시간으로

세정하고 난 후 8일째에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석지수, 치주

낭 깊이 그리고 치은연의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8일간의 단

기간 적용으로 인한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석지수 그리고 치

주낭 깊이 등의 변화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 기간이 단기간이었기에 장기간의

적용에 대한 평가나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치주질환 시 기

계적 치태제거를 우선적으로 행한 뒤의 녹차 티백의 적용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의임상에서

는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기에 다른 자료와 비교 분석이 용

이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치석 지수에 있어서 8일째에 전체

평균은 두 군에서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치석

제거에는 기계적인 치석제거가 소동물에서는 더 유용한 방

법으로 사료된다.

녹차 티백이 치은연의 세균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험에서는 실험 4일째부터 세균수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

기 시작하고 8일까지 녹차 티백을 이용한 세정은 치은 세균

수의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녹

차 티백 세정이 일반적인 세균 외에 특정 병원성 세균에 대

한 구체적인 항균 능력의 측정과 감수성 검사가 연구된다면

더욱 더 좋은 실험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

에 사용한 TTC배지의 선택은 세균수 측정에 있어서 오차를

줄이고, 대조군과 실험군의 colony수의 변화를 한 시야에 측

정하고, colony수 측정도 용이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도

의 치주 질환에서 어떠한 종류의 병원성 세균이 가장 많이

개에서 분리되는지 그리고 항균 능력과 감수성이 어떠한지

하는 후속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치은연의 세균수에 대한 단기간의 녹차 티

백의 세정 효과를 살펴본 결과 생리 식염수로 세정한 대조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치은연의 세균수 감소에 대한 효

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6. Eight-day study of gingival rinse as adjunct to cleansing with green tea: Calculus index score according to the tooth
position

CI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Mean±SE N Mean±SE

All teeth 115 135

Day 0 1.3±0.1 1.9±0.4

Day 8 1.0±0.1 1.5±0.3

Upper canine teeth 10 12

Day 0 1.0±0.0 1.7±0.5

Day 8 0.9±0.1 1.7±0.5

Upper premolar teeth 40 48

Day 0 1.4±0.2 1.9±0.4

Day 8 1.2±0.2 1.6±0.3

Upper molar teeth 10 12

Day 0 2.5±0.5 3.0±0.5

Day 8 2.0±0.3 2.0±0.4

Lower canine teeth 10 12

Day 0 0.5±0.2 1.1±0.2

Day 8 0.3±0.2 1.0±0.0*

Lower premolar teeth 35 39

Day 0 0.8±0.2 1.7±0.4

Day 8 0.4±0.2 1.6±0.4*

Lower molar teeth 10 12

Day 0 1.2±0.2 1.6±0.5

Day 8 1.0±0.0 1.4±0.5

*; Significant difference was checked when experimental group wit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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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경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비글견의 치아를 녹차 티백으로

세정한 후, 생리 식염수로 세정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시작 8일째까지의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석지수 그리고

치주낭 깊이 측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별다른 통계적으

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그러나 녹

차 티백의 치은연에 대한 세균수 측정 실험에서는 녹차 티

백으로 세정한 실험군이 4일째부터 유의적인 세균수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녹차 티백으로 단기간 치아와 잇몸을

세정한 경우, 치은의 세균 수 감소를 나타내어 경도의 치주

질환을 가진 개에 있어서 유의한 임상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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