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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갖는 특유의 향인 피톤치드는 휘발성 화학물질로서, 식물이 방어를 해 스스로 생성하여 발산하는 물질이며, 항

균, 방충, 소취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 물질이다.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Japanese 

cypress)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정유가 구강 내 상주균주이면서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andida albicans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해 편백 피톤치드와 함께 C. albicans 를 배양한 후, 성장정도, 생존력  형태  변화를 찰한 결과, 피톤치

드는 C. albicans에 강한 항진균력을 보 고, C. albicans에 한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MIC)는 0.25%, 최소살균농도

(MFC)는 0.5% 으며, 성장 곡선 상에서, MIC에 근 한 농도의 피톤치드는 C. albicans의 성장을 억제하 다.  피톤치드를 

첨가하여 배양한 C. albicans는 투과 자 미경 상에서, MIC 농도에서 다수의 세포가 세포질 내 자 도가 높은 과립물

질과 공포를 보이는 비 형 인 형태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피톤치드는 C. albicans에 해 살균작용에 의한 항진균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피톤치

드의 항진균력은 구강 내 상주균주이면서 특별한 경우에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 albicans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이를 

이용한 구강 생용품의 용으로 구강 캔디다증의 방과 치료  후 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편백 피톤치드, 구강 캔디다증, 최소억제농도, 최소살균농도

1)Ⅰ. 서    론

  인간 소화기 의 문인 구강의 타액에는 약 500여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며,1) 그 에는 질환을 일으키

는 다양한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구취를 발

생시키고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질환을 일으켜 

섭식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통증을 유발하며 치

아상실을 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질환의 치료를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구강질환의 치료에 한 연구와 임

상 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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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발 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자체뿐만 아니라 

질환의 방과 치료 후 후 리도 요하며 이를 

한 연구 한 필요하다.

  구강 병원균을 억제하기 하여 사용하는 화학제

재는 부분 항균작용을 목 으로 하며 주로 항생제

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항생제는 장기간 사용 시 

내성균을 만들거나, 균교 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감염질환의 방이나 구강 병

원균의 지속 인 억제를 한 목 으로 오랜 기간 동

안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강세정제에 강력한 화학제

재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균과 함께 구강 상

주균까지 함께 제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구강 상

주균을 건강하게 유지시킨 채 병원균만을 억제시키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합성 화학제재보다는 천연 추

출물의 활용이 추천되고 있다.2,3) 천연 추출물의 활용

성에 한 이해가 넓어지고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결

과물에 한 이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 진균 감염, 기타 구강감염질

환의 원인균들에 한 식물 추출물 는 정유의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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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면서 이러한 

질환을 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목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항균제 후보물질들이 알려지고 있다.4-8)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인 피톤치드(phytoncide)
9)
  

아로마 정유(essential oil)3)의 항 미생물 효과는 리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는 휘발성 방향성분을 말하며, 이들 휘발성분들은 

수십 종에서 200여 종에 달하는 phenolics, terpenoid, 

alkaloid, phenylpropane, acetogenin, steroid 등의 화

합물로 구성되어 있다.10-12) 피톤치드 정유는 항균력, 

다시 말해서 항세균 효과와 항진균 효과13)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장기  항생제 사용이나 면역력 

하 등으로 인해 구강내 상주균이 기회감염을 일으키

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 캔디다증(oral candidasis)은 

캔디다속 효모형 진균의 구강 내 과잉성장이나 감염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14,15) 구강 내에 기회감염

으로 발생한다.16) 이  요한 것들은 Candida 

albicans (C. albicans), C. tropicalis, C. glabrata, C. 

pseudotropicalis, C. guillierimondii, C. krusei, C. 

lusitaniae, C. parapsilosis, 그리고 C. stellatoidea인

데,
16)
 이  임상 인 감염에서 80% 이상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은 C. albicans, C. glabrata 와 C. 

tropicalis 이다.17) C. albicans 는 보통 구강 내 친화

으로 존재하며 건강한 사람들에는 일반 으로 문제

를 일으키지 않는다.16) 일반 인 사람들에서 어떤 증

상도 없는 상태의 수송률(carriage rates)은 20-75%

라고 알려져 있으며,
18)
 반면 C. albicans가 구강 캔디

다증을 일으키는 발병률은 건강한 성인에서 30-45%

라고 보고되었다.19,20)

  C. albicans는 구강 내 상주하는 미생물이며 기회감

염으로 연조직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를 해서

는 구강 생의 개선과 국소 인 항진균제 치료나 

신  항진균제 투약이 주로 이루어진다.
16)
 그러나, 복

용 방법의 불편함과 불쾌한 맛 등으로 임상 용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

진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연물질인 편백나무

(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피톤치드가 

Candida albicans 균주에게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항진균 효과  피톤치드에 노출된 C. albicans의 변

화를 찰하여 편백나무 피톤치드의 임상 용의 가

능성을 제안하 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실험균주의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피톤치드는 편백나무(Chamae-

cyparis obtusa Sieb. et Zucc.)에서 추출한 정유(

(주)SH제약) 으며, 실험 균주는 Candida albicans 

ATCC 18804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irginia, U.S.A)를 사용하 고, Sabouraud

-Dextrose 액체배지(Bacto-peptone 10g/L, glucose 

20g/L)에서 24시간 37℃에서 호기 상태로 배양하 다. 

2. 피톤치드의 Candida albicans (C. albicans)

에 한 성장 억제 실험

  호기 상태에서 하룻밤 배양한 C. albicans ATCC 

18804를 피톤치드가 0-1% 첨가된 Sabouraud

-Dextrose 액체배지에 1:100으로 종하 다. 종 

후 24시간 배양하여 C. albicans의 증식여부를 혼탁도

로 확인하 다. 맨 으로 찰하 을 때 C. albicans

가 증식하지 못해 혼탁도가  없는 배지 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게 들어간 배지의 피톤치드 농도

를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로 결정하 다.

  한편, 하룻밤 배양한 C. albicans를 새 Sabouraud 

-Dextrose 액체배지에 종하여 수기까지 배양한 

다음, 같은 액체배지로 600nm에서 흡 도를 0.1로 조

하 다. 흡 도 0.1로 조 된 C. albicans 균액에 피

톤치드를 0.0625-0.5% 첨가한 다음 호기 상태에서 24

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미리 비해둔 멸균된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900㎕가 들어있는 

microcentrifuge tube에 각각 배양된 균액 100㎕를 넣

고 1:10 단계희석하 다. 희석된 균액 100㎕를 

Sabouraud-Dextrose 한천배지에 고르게 퍼지도록 

유리막 로 도말하여 호기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200개 정도의 집락이 형성된 배지를 선택하여 집

락수를 센 다음 희석배율에 따라 계산하여 배양균 원

액 1㎖당 C. albicans 생균수를 측정하 다. 피톤치드

가 첨가된 배지에 형성된 집락 수, 즉 생균수를 기

종 균수와 비교하여 99.9%(3 log10 사멸) 이상 차이

가 나는 배지 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게 첨가된 

배지의 피톤치드 농도를 최소살균농도(minimum 

fungicidal concentration, MFC)로 결정하 다.
21)
 

  하룻밤 배양한 C. albicans를 피톤치드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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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5, 0.125, 0.25%씩 첨가된 액체배지와 피톤치드

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 액체배지 15㎖에 1:100으로 

새 액체배지에 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4시

간 간격으로 흡 도를 측정하여 성장곡선(growth 

curve)을 찰하 고, 동시에 같은 시간 의 생균수

도 측정하 다. 

  한편, 하룻밤 배양한 C. albicans를 피톤치드 없는 

새 액체배지에 1:100으로 종한 후 흡 도가 0.3이 

되도록 배양한 다음 4 개의 시험 에 균액을 분주하

다. 이  3 개의 시험 에 피톤치드를 각각 0.0625, 

0.125, 0.25%가 되도록 첨가하고 나머지 1 개는 조

군으로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24시간동

안, 4시간 간격으로 흡 도와 생균수를 측정하 다.

3. 투과 자 미경 찰

  피톤치드에 의한 C. albicans의 세포막과 세포질 내 

구조 변화를 찰하기 하여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우선 실험균주를 액체배지에 종하여 3

7℃ 호기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 100 ㎕

를 새로운 액체배지 10 ㎖에 종한 후 분 도계

(600 ㎚)로 흡 도 0.4가 될 때까지 호기 상태에서 배

양하 다. 배양한 실험균주에 피톤치드를 0.0625, 

0.125, 0.25% 첨가하고,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을 포함하여 6시간을 추가로 배양하 다. 배양액

을 10,000 ×g로 30분간 4℃에서 원침시켜 회수한 균 

pellet을 PBS로 3회 세정하 다. 세정된 균 pellet은 

0.1M PBS (pH 7.4)로 조정한 Karnovsky고정액(2% 

glutaraldehyde, 2% paraformaldehyde, 0.5% CaCl2)

으로 6시간 이상 고정하고 나서 0.1M PBS로 2시간 

수세한 후 1% OsO4-0.1 M PBS로 2시간 후고정하

다. 후고정된 시료를 0.1M PBS로 10분간 세정한 다음 

농도 alcohol에서 100% alcohol (50, 60, 70, 80, 90, 

95, 100%)까지 순차 으로 탈수한 후 propylene oxide

에 10분간 치환하 다. 이어서 EPON mixture (EPON 

812, MNA, DDSA, DMP30)와 propylene oxide를 1:1

로 혼합하여 시료를 하룻밤 처리한 후 EM oven에서 

35℃ 6시간, 45℃ 12시간, 60℃에서 24시간 포매하여 

시료 block을 만들었다. EM oven에서 꺼낸 block을 

trimming한 다음 ultramicrotome을 이용하여 block을 

0.25 ㎛ 두께로 semithin section하 다. 이 편을 1%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우선 학 미경으로 찰

함으로써 자 미경으로 찰하고자 하는 부 를 정

하고 나서 retrimming한 후 80 ㎚정도 두께로 thin 

section하 다. Thin section한 편을 copper grid에 

올려놓고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 염색한 

후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1011, 

JEOL)로 찰하 다.

Ⅲ. 실험결과

1. C. albicans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 

  피톤치드가 첨가된 액체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C. albicans가 증식하여 혼탁도를 보이는지 으

로 찰하 다. 첨가된 피톤치드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혼탁도는 감소하여 0.25% 이상부터는 C. albicans

가 증식되지 않아 배지의 혼탁도가 찰되지 않았다

(Table 1). 따라서 C. albicans에 한 피톤치드의 

MIC는 0.25%로 결정되었다.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한 C. albicans를 한천배지에 

도말한 다음 형성된 생균수로 피톤치드의 살균효과

를 찰하 다.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조군 C. albicans는 생균수가 100㎕당 4.50 x 109이었

으나,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했을 때는 생균수가 크게 

어 피톤치드 첨가량이 0.125%일 때 생균수 3.10 x 

107, 0.25%일 때 1.15 x 105이었고, 0.5%이상 첨가한 

경우 모든 Candida 균이 사멸되었다. 따라서 C. 

albicans에 한 피톤치드의 MFC는 0.5%로 결정되

었다(Table 2).   

Phytoncide added(%) Turbidity

1 -

0.5 -

0.25 -

0.125 +

0.0625 ++

0 (control) +++

Candida albicans ATCC 18804 was grown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The growth of the Candida cells was determined by 

assessing turbidity visually. The result shown here is 

the representative of several experim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MIC of phytoncide for C. albicans 

was determined to be 0.25%.

Table 1. Changes in the growth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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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ncide added(%) Number of viable cells

0 4.50 X 109

0.0625 1.58 X 108

 0.125 3.10 X 107

 0.25 1.15 X 105

0.5 0

Candida albicans ATCC 18804 was grown, adjusted the 

optical density to 0.1 at 600 ㎚, and incubated for 24 h 

aerobically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at 0.0625～1% 

(v/v). After the incubation, 100 ㎕ of the cultured cells 

was smeared on a plate. Number of the viable cells 

(colony forming unit; CFU) in the 100-㎕ bacterial cells 

was counted after 24 h incubation. The results shown 

here are the representative of several experim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MFC was determined to be 0.5%.

Table 2. Effect of phytoncide on viability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2. C. albicans의 성장곡선(growth curve) 변화

  C. albicans의 성장곡선을 찰하기 해 C. 

albicans를 0.0625, 0.125, 0.25% 피톤치드를 각각 첨가

한 배지와,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 배지에 

(A) (B)

Fig. 1. A growth curve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C. albicans 

was incubated with 0.0625, 0.125 and 0.25 % phytoncide for 24 h. The optical density(A) 

and the number of cells(B) were measured every 4 h.

24시간 배양하면서 4시간 간격으로 흡 도와 생균수

를 측정하 다. 흡 도를 측정하여 C. albicans의 성

장곡선을 찰한 결과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과 비교했을 때 피톤치드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C. albicans의 성장곡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를 0.0625% 첨가하고 24시간 배양했을 때 

조군에 비해 흡 도가 1/2 이하로 감소하 고, 피톤치

드를 0.125% 첨가하 을 때는 약 1/3로 감소하 다. 

피톤치드를 MIC 농도인 0.25%로 첨가하 을 때는 앞

서 MIC 측정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상할 수 있듯이 

 증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24시간 동안 흡 도

가 기 종시 흡 도와 차이가 없었다(Fig. 1A). 

  흡 도를 측정한 같은 시간 에 C. albicans 균액을 

수집하여 Sabouraud-Dextrose 한천배지에 도말, 

종하여 생균수를 측정하 다. 흡 도와 마찬가지로 

피톤치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생균수는 비례하여 

감소하 다. 피톤치드가 0.0625% 첨가되었을 때 24시

간 후 조군과 비교하 을 때 생균수는 약 2 log10, 

0.125%일 때는 3 log10 이상 감소하 다. 이 정도의 첨

가농도 범 에서 피톤치드는 C. albicans의 증식을 완

히 억제하지 못하 기 때문에 기 종시의 생균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IC 농도인 0.25%

를 첨가하 을 때는 기 종시의 생균수보다 기 

시작하여 16시간 경과 후 기 종된 C. albicans가 

모두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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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albicans의 time-kill 곡선 변화

  C. albicans를 흡 도가 0.3이 되도록 배양한 후 피

톤치드를 첨가 는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배양

한 결과, 조군의 경우 20시간 경과 후 가장 높은 흡

도를 보 으며 24시간 경과하 을 때는 다소 감소

하는 양상을 보 다. 피톤치드를 0.0625, 0.125% 첨가

한 경우 시간에 따라 24시간까지 지속 으로 흡 도

가 증가하 으나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

과 비교했을 때 피톤치드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C. 

albicans의 성장곡선은 감소하 다. MIC 농도인 

0.25%를 첨가한 경우 기보다 흡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흡 도를 측정한 같은 시간 에 C. albicans 균액을 

수집하여 Sabouraud- Dextrose 한천배지에 도말, 

종하여 생균수를 측정하 다. 피톤치드를 0.0625, 

0.125% 첨가하고 20시간 배양하 을 때는 기 종 

균수보다 증가하 다. 그러나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20시간 배양한 다음의 조군 균수와 비교하면 

0.0625% 첨가 시는 약 3.5 log10, 0.125%일 때는 약 5 

log10 이상 감소하 다. 그러나 MIC 농도인 0.25%를 

첨가하 을 때는 기 종시의 생균수보다 오히려 

기 시작하여 20시간 경과 후 C. albicans가 모두 사

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A) (B)

Fig. 2. A change in the growth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with phytoncide added. Phytoncide (0.0625, 0.125 and 0.25 %) 

was added to the culture of C. albicans at the time when the culture reached the optic density of 0.3 at 600nm. The culture 

was subjected to further incubation for 24 h. The optical density(A) and the number of cells(B) were measured every 4 h.

4. 피톤치드에 의한 C. albicans의 형태변화

  피톤치드에 의한 C. albicans의 형태변화를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C. albicans는 반 으로 정상 인 원형의 세

포형태를 보 다. 온 한 외형과 함께 핵이 뚜렷하게 

찰되었고(arrow), 미토콘드리아도 구별할 수 있었

으며(arrowhead) 세포질의 도도 세포 체에 걸쳐 

비교  균등하게 나타났다(Fig. 3A, B). 

  피톤치드를 0.0625% 첨가하고 6시간 추가배양 했

을 때 모양이 비 형 으로 나타나는 세포의 수가 증

가하 다. 세포의 크기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세

포 내에 공포(asterisk)가 찰되었다(Fig. 3C, D).

  피톤치드의 첨가량을 0.125%로 증가시키고 6시간 

추가배양 하 을 때 비 형 인 외형을 보이는 세포

의 수도 증가하 다. 핵, 미토콘드리아 등과 같은 세

포 내부 기 의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세포들이 나

타났고 반 으로 세포질의 자 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자 도가 매우 높은 과립들(arrow)도 찰

되었다(Fig. 3E, F).

  피톤치드를 MIC 농도인 0.25%로 첨가하고 6시간 

추가배양 하 을 때 Figure 3E, F에서 찰된 비 형

인 형태를 갖는 세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3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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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with or without phytoncide. C. 

albicans was grown the optical density of 0.4 at 600nm and subjected to an additional 6 h incubation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phytoncide. A (10,000 x magnif.) and B (30,000 x magnif.), C. albicans 

without phytoncide. Most of the cells are observed to have well-defined nuclei (arrows) and 

mitochondria (arrowheads). C (10,000 x magnif.) and D (30,000 x magnif.), some candida cells with 

atypical morphology are found when incubated with 0.0625% phytoncide. Note that atypical cells with 

the relatively electron-dense cytoplasm and vacuole (asterisk) are frequently observed. E (10,000 x 

magnif.) and F (30,000 x magnif.), cells incubated with 0.125% phytoncide fail to show distinct cell 

compartments and organelles in the cytoplasm. Highly electron-dense granules (arrows) are noticeable. 

G (10,000 x magnif.) and H (30,000 x magnif.), when incubated with 0.25% phytoncide, cells like the 

atypical cell in Figure 3F are more frequently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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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   고안

  식물이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2차 사산물 에 

많은 것들은 주변의 다른 식물 는 균류를 포함한 

각종 미생물에 스트 스를 주는데, 이러한 스트 스

는 식물과 미생물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이

러한 상을 식물의 방어기작이라고 하고
22)
 결과 으

로 식물 생존과 응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3) 

이와 같이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주 로 방산

함으로써 다른 식물들에게 직‧간 으로 해를 입히

는 것을 타감작용(allelopathy)이라고 한다.6,24,25) 이들 

타감효과에 여하는 물질로 알려진 것들은 타감물

질(allelochemical)이라는 2차 사산물들로서, 

phenolics, terpenoid, alkaloid, phenylpropane, 

acetogenin, steroid 등이 있다.10-12) 타감 물질  휘발

성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주 환경 내로 퍼져나가 서

식처의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며, 이들 물질이 

식물들의 생존과 응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12) 

타감물질은 증기, 압축, 추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유(essential oil)의 형태로 정제할 수 있는데, 이 정

유를 기능 인 측면에서 피톤치드(phytoncide)라고도 

부른다. 피톤치드는 일반 으로 휘발성이며 그 주성

분은 ‘테르펜(terpene)’ 이라고 하는 유기 화합물이

다.26) 정유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기능을 가진 집단의 

합성물질이 복합 으로 혼합된 것으로서, 냄새와 맛

이 단독으로 혹은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심신에 

진정작용과 액유도작용, 소염작용, 울 제거작용, 

면역조 작용, 항균작용, 항진균작용, 거담작용, 항산

화작용, 향정신작용, 진통작용, 살충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들이 의료에 반 되려면 그 용도와 용량, 투여

방법 뿐 만 아니라 독성과 부작용까지도 검토되어, 일

정한 안정성과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한다.27) 

  측백나무과(Cupressaceae)에 속하는 편백나무

(Chamaecyparis obtusa)는 원래 일본이 원산지로써 

우리나라에는 20세기 에 들어와 주로 부이남에

서 자생하고 있다.28) 편백정유는 소나무, 잣나무, 편

백, 화백의 잎 정유 에서 항진균 활성이 가장 우수

하 으며29) 편백의 목재에서 분리정제된 yoshixol은 

Escherichia coil, Mycobacterium chelonei, 

Pseudomonas aeruginosa 그리고 Candida albicans

에 강한 항균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30) 한 편

백정유는 500ppm 이상의 농도에서 피부 사상균인 

Microsprum canis와 Trichophyton mentagrophytes

의 균사 생장을 해하 고 M. canis보다 T. 

mentagrophytes에 한 항진균 효과가 더 높게 나타

났다.28) 편백정유의 효모형 균주 Candida albicans에 

한 항진균 효과는 200ppm의 농도부터 나타났으며, 

편백정유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항진균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사상형 균주 Alternaria mali와 

Aspergillus nidulans에 해서는 400ppm부터, 

Fusarium oxyporum에 해서는 100ppm부터 항진

균 효과를 보 으며 편백정유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균주의 성장억제 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13) 

  본 연구에서 피톤치드를 첨가하고 Candida 

albicans를 배양했을 때 성장이 크게 억제되었으며 

MIC와 MFC는 각각 0.25%, 0.5% 다(Table 1, 2). 건

강한 사람들의 구강 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효모

형 진균은 보통 특이한 병변을 일으키지 않으나, 균주

가 병변을 일으킬 수 으로 증가하거나 숙주의 국소

 는 신  요인으로 인해 기회감염이 발생하여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킬 수 있다. 구강 캔디다증의 국

소요인으로는 의치 사용이나 타액선 기능 하, 스테

로이드(steroid) 흡입과 구강 암(oral cancer) 등이 있

고, 신  요소로 연령, 흡연, 당뇨, 쿠싱 증후군

(Cushing’s syndrome), 면역력 하, 악성 종양, 양 

결핍, 그리고 항생제 사용 등이 있다.
13)
 구강 캔디다

증은 사람에게 가장 흔한 진균 감염이며18,31) 특히 

유아기와 고령기에 잘 발생한다. 일반 인 사람들에

서 어떤 증상도 없는 상태의 수송률(carriage rates)

은 20-75%라고 보고되었다.18) 구강에서 분리된 C 

albicans 의 발병률은 신생아에서 45%,32) 건강한 어

린이에서는 45–65%,
33)
 건강한 성인에서는 30-45%, 

19,20)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는 사람에서는 50-65%,20) 

성 질환이 생기고 장기간 치료받는 사람들의 

65-88%,
20,34-36)

 성 백 병으로 화학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들의 90%,37) 그리고 HIV 환자들의 95% 라고 

보고되었다.38) C. albicans 는 막에 친화 으로 군

락을 이루며, 기회감염으로 병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에게 일상 인 막 

감염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하는 침해 인 감염

이 될 수 있다.
39) 

구강 캔디다증이 발생했을 때 원인 

요소가 제거되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

만, 부분 항진균제 치료가 필요하다. 재 구강 캔

디다증의 항진균 치료를 해 사용하는 표  약제

는 polyene계열과 azole계열의 약물이다.40,41) 구강 

막에 국소 으로 용시키거나 항진균제를 복용하여 

신 으로 흡수하게 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Nystatin은 polyene계 약물로서 장 으로 흡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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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구강 막에 도포하는 방법으로 용되었으나 

수시로 도포해야 하는 불편함과 좋지 않은 맛으로 사

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강 내 환경의 특수성으로 

나 구개, 치은, 치아 등의 구강 내 구조물과 타액에 의

해 용된 약물이 병소에 충분히 용되지 못하거나 

희석되는 것과 같은 한계 으로 치료에 성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40,41)

 국소  항진균제 치료를 먼  

시행하여 신  약물 투여를 진행하여 투약의 양과 

기간을 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신  진균 

감염 험이 있거나 국소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

을 때 신  약물 투여를 시행해야 한다.42) Nystatin 

구강 도포액과 clotrimazole 정제는 고농도의 설탕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아 우식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구강 캔디다증이 당뇨, 스테로이드 사용, 면역기능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fluconazole이나 

itraconazole과 같은 triazoles 약물을 하루에 한 번 복

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43) 피톤

치드 정유의 항진균 작용이 확인되었고,13,28-30) 구강내 

병원균에 한 항균작용도 밝 진 바 있다.
44) 

더 나아

가서 본 연구에서 찰했듯이 피톤치드 정유가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 albicans의 성장을 억제한다

는 것은 매우 고무 이다.

  일반 으로 항미생물제제는 단 용  당 미생물수

가 많을수록 MIC 농도 범  내에서 상 으로 항미

생물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45)
 본 연구에서 MIC 

농도인 0.25% 피톤치드를 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C. albicans의 성장을 지속 으로 억제하 을 뿐만 아

니라 16시간 후 기 종된 균주까지 사멸시켰다

(Fig. 1). 한, C. albicans를 흡 도 0.3까지 미리 배

양한 후 피톤치드를 첨가한 경우라도 피톤치드는 

MIC 농도 이하에서도 C. albicans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 으며 MIC 농도 0.25%에서는 흡 도를 감소

시키고 생균수를 감소시켜 20시간 경과 후 C. 

albicans가 모두 사멸하는 것이 찰되었다(Fig. 2). 

이는 피톤치드가 C. albicans의 성장을 억제하며 성장

한 균주 한 사멸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유는 범 한 항균효과를 갖고 있는데 일반

으로 그람음성 세균보다는 그람양성 세균에 해 효

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46,47). 그람음성 세균인 경

우 외막(outer membrane)에 있는 다당체가 친수성인

데 반해 정유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정유에 비교  

항 인 것으로 생각된다.48) 이와 다르게 구강세균의 

경우는 치아우식증 련 그람양성의 통성 는 기

성 세균보다 치주질환 련 그람음성 기성 세균이 

정유에 해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찰되고 있

다.4,7,49) 그러나 정유의 항균효과는 그람염색성과 

계없이 세균종이나 균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

고,
46,50,51)

 정유의 종류, 는 같은 정유라도 원산지나 

원료, 추출기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25,52)는 것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유의 항균기 은 아직 명확히 밝 진 것이 많지 

않다. 다만, 피톤치드 정유가 미생물의 세포막을 손상

시키고 이에 따른 투과성을 증가시켜 세포질 유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는 정유가 세균 호흡 사에 향을 미침으로써 

항균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53,54) 그러나 

Carson 등
55)

은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 tea 

tree 정유가 세포용해를 일으킬 만큼 직 으로 세

균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

포벽을 약화시킴으로써 세포막삼투압에 변화를 유도

하여 세포벽을 괴하고, 동시에 자가분해효소를 활

성화시켜 결과 으로 세균의 자가분해(autolysis)를 

야기한다고 추측하 다. 연구자들은 이것 외에도 항

균기 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 이 있을 것이라고 

상하 다. Oussalah 등56)은 Spanish oregano, 

Chinese cinnamon, savory 정유가 Escherichia coli 

O157:H7 와 Listeria monocytogenes의 세포막 통합

성(integrity)에 향을 미치고 세포 내 ATP의 감소, 

세포질 내용물 유출의 증가, 세포 내 pH가 감소하는 

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한편, 이들 연구자는 

자 미경으로 세균 세포막이 손상된 것을 찰하

다. Nguefack 등
57)

도 일부 정유들이 Listeria, 

Staphylococcus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다고 보고

하 다.

  피톤치드의 C. albicans에 한 성장억제기 은 아

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C. albicans를 흡

도 0.3까지 증식시킨 후 피톤치드를 첨가하고 24시

간 추가 배양했을 때 0.25% 농도에서 20시간 후 모든 

세포가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ig. 2B), 흡 도는 

기의 흡 도보다 다소 감소하 으나 큰 차이는 없

었다(Fig. 2A). 이 사실은 피톤치드가 C. albicans에 

하여 살균작용을 발휘하지만, 세포용해 상을 유도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피톤치드를 첨가하

고 6시간 배양한 후 C. albicans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피톤치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 형

인 모양의 세포수가 증가하 고, 세포질의 자

도도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 도의 과립도 

많이 나타났으며, 세포내 기 의 구분도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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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뚜렷한 세포용해 상은 찰되지 않았다. 

피톤치드가 첨가되면 세포내에 공포가 찰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피톤치드의 항진균력

은 구강 내 상주균주이면서 특별한 경우에 구강 캔디

다증을 일으키는 C. albicans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이

를 이용한 구강 생용품의 용으로 구강 캔디다증

의 방과 치료 후 후 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리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나무가 갖는 특유의 향인 피톤치드는 휘발성 화학

물질로서, 식물이 방어를 해 스스로 생성하여 발산

하는 물질이다. 이는 항균, 방충, 소취 등 다양한 기능

을 가지고 있는 천연 물질이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 피톤치드 정유가 구강 내 상주균주이면서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 albicans에 한 효과를 알아

보기 해 편백 피톤치드와 함께 C. albicans 를 배양

한 후, 성장정도, 생존력  형태  변화를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피톤치드는 C. albicans에 강한 항진균력을 보 다.

2. C. albicans에 한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

(MIC)는 0.25%, 최소살균농도(MFC)는 0.5% 다. 

3. 성장 곡선 상에서, MIC에 근 한 농도의 피톤치드

는 C. albicans의 성장을 억제하 다.

4. 피톤치드를 첨가하여 배양한 C. albicans는 투과

자 미경 상에서, MIC 농도에서 다수의 세포가 

세포질 내 자 도가 높은 과립물질과 공포를 보

이는 비 형 인 형태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피톤치드는 C. albicans에 해 살

균작용에 의한 항진균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피톤치드의 항진균력은 구강 내 상주균

주이면서 특별한 경우에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 albicans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이를 이용한 구강 

생용품의 용으로 구강 캔디다증의 방과 치료 

 후 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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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ffect of Chamaecyparis obtusa tree Phytoncide on Candida albicans 

Soo-Kyung Kang, D.M.D.,M.S.D.1, Q-Schick Auh1, D.M.D.,M.S.D.,Ph.D., 

Yang-Hyun Chun
1, D.M.D.,M.S.D.,Ph.D., Jung-Pyo Hong1,2, D.M.D.,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1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Phytoncide, essential oil of trees, has microbicidal, insecticidal, acaricidal, and deodorizing effe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hytoncide on Candida albicans, which is a commensal colonizer of the mucous 

membranes but has become an opportunistic pathogen. C. albicans was incubated with or without phytoncide extracted 

from Hinoki (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Japanese cypress) and then changes were observed in its optical 

density, cell viability and morphology. As concentrations of phytoncide added to the culture medium increased, optical 

density and cell viability of C. albicans decreased.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phytoncide for C. albicans was 

observed to be 0.25%, and minimum fungicidal concentration was 0.5%. Numbers of morphologically atypical cells with 

electron-dense cytoplasm and granules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the phytoncide. At higher 

concentrations of phytoncide, compartments and organelles in the cytoplasm became indistinguishable.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phytoncide used for this study has a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C. albicans. Therefore, the 

phytoncide may be used as a candidate for prevention and therapeutic agent against oral candidiasis.

Key words: Phytoncide, Candida albicans,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nimum Fungicid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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