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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약, 라타니아, 카모밀레 등의 구강 내 병원균에 대한

항균작용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1, 경희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2

백한승1・강수경1・어규식1・전양현1,2・홍정표1,2

여러 식물의 추출물에 대한 항균효과와 항균작용은 이미 연구되어 있으나, 구강 내 병원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

다. 이에 타액에 수 종의 식물 추출물, myrrh, rhatany, chamomomilla를 첨가하여 치주질환과 구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균들에 대한 억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생약 추출물은 Myrrh tincture (100 mg/ml), Ratanhia tincture (100 mg/ml), Chamomile tincture (100

mg/ml)를 사용하였으며, 충치원인균인 S. mutans GS5, S. sobrinus 6715와 치주염원인균주인 P. gingivalis 2561 및 P.

intermedia ATCC 25611,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 feacalis ATCC 4083 균주를 대상으로 항균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물 추출물인 myrrh, rhatany, chamomomilla는 수렴작용과 살균작용, 항염증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

질로서, P. gingivalis, S. mutans, C. albicans 등의 구강 내 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나 항균작용이 구명되었다. 또한 가장

강한 항균효과를 보인 rhatany를 처리한 이들 병원균을 투과전자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을 때, 심한 형태적 변형이 관찰되었

다. 이는 식물 추출물에 의하여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시킴으로써 치주질환과 충치, 구취 및 구강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구강 환경 개선을 위한 임상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구강 유해 세균, 라타니아, 몰약, 카모밀레

Ⅰ. 서 론1)

인간의 타액에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그

종류만 해도 약 500여종에 이른다.1) 이들은 구취를

발생시키고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질환을 일으

켜 섭식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통증을 유발하며

치아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같은 구강질환은 한 번 손상이 가해지면 영

구손상으로 남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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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예방과 치료 예후 관리가 중

요하게 여겨진다.

C. albicans는 구강 내 상주하는 미생물이며 기회

감염으로 연조직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를 위

해서는 구강 위생의 개선과 국소적인 항진균제 치료

나 전신적 항진균제 투약이 주로 이루어진다.2) 그러

나, 복용 방법의 불편함과 불쾌한 맛 등으로 임상 적

용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P. gingivalis는 그람음성 혐기세균이며 태생적으

로 일부 항생제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는 동시에 다른

많은 항생제에 저항성을 획득하는 경향을 보이는 세

균으로서, 구강 세균 중에서 가장 강하고 많은 독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다.3) P. gingivalis는 치

주질환이 있을 때 치주병소 내에서 그 수가 증가되

며,4) 치주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열구상피에 침투하

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된다.5) 또한 P. gingivalis는

치주치료를 하면 감소되거나 제거되며, 치주질환이

재발되는 병소에서는 또 다시 발견되기도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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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utans는 혈청학적으로 a에서 h까지의 8형으

로 나뉘는데, 이 중 a, b형은 설치류에서, h형은 원

숭이에게서 분리된다. 사람에게는 c형 균이 가장 많

이 분포되는데, d형과 e형이 그 뒤를 잇고, f형과 g

형 균은 드물게 나타난다. S. mutans는 설탕을 기

질로 글루코실전이 효소작용을 하며 비수용성이고 부

착성인 글루칸을 생산함으로써 이 균이 치아 면에 견

고하게 부착하는 데 기여한다. 이 균은 솔비톨과 만

니톨을 분해하여 산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이 균의

동정에 실마리가 된다. S. mutans 외에도 충치를

유발하는 균종과 균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골저원

성은 S. mutans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이러한 다양한 병원균들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제재

로는 대부분 항균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항생제가 주

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항생제는 장기간 사용 시

내성균을 만들 수 있으며, 병원균과 함께 구강 내 상

주균까지 함께 제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구강

상주균을 건강하게 유지시킨 채 병원균만을 억제시키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합성 화학제재보다는 천연 추

출물의 활용이 추천되고 있다.7,8) 천연 추출물의 활

용성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결과물에 대한 이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 진균 감염, 기타 구강감

염질환의 원인균들에 대한 식물 추출물 또는 정유의

항균효과를 관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면서 이러

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항균제 후보물질들이 알려지고 있

다.9,10,11,12,13)

몰약(myrrh)은 수렴제, 살균제, 항염증제로서 사

용되는 물질로서,14) 껍질의 oleo-resin수지를 이용

한다. 또한 구강의 국소치료, 인후염, 치은염, 기타

잇몸질환에 사용되며 편도선염, 구강궤양 등에 사용

된다. 몰약은 병원균이 몸 안에 침투되어 항체가 만

들어져 대응하기 이전에 면역시스템을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몰약의 gugulsterone성분은 toll-like

receptor를 조절하고 병원체로부터 숙주를 보호한

다.15)

라타니아(rhatany)는 크라메리아카세에 과에 속

하는 식물로서, 에콰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 지역의

토착 식물이다. 해발 1,000m∼3,000m높이의 안데

스 산맥 서부 경사면에 자생하고 있다. 라타니아는

수렴제, 지사제로서 사용되며, 건조뿌리가 이용된다.

설사,구강점막염, 인후치료에 사용되며 혈관기능 부

전에도 사용된다.

허브과에 속하는 카모밀레(chamomilla)는 번대

국화라고도 하고, 유럽이 원산지이다. 줄기는 밑 부

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가 50cm∼

100cm이며 능금 향기가 나고 모가 난 줄이 있다. 유

럽에서는 민간에서 신경통, 치통, 월경곤란에 내복하

고, 구강염, 결막염, 화농증에 의용하였다. 카모밀레

는 항염증, 항경련제, 구풍제, 소독제로서 사용되며

마른 꽃 봉우리를 사용한다. 주요성분으로는

Chamazulene, α-bisabolol oxide A, α

-bisabolol oxide B, bisabolone oxide A가 있으

며 α-bisabolol oxide A, α-bisabolol oxide B,

bisabolone oxide A는 항염작용 등으로 사용되며
16) 아기의 피부 진정용으로 사용되며 자극받은 피부,

건선, 치질 등에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 Chamazulene은 항염증, 진정작용 특히 신경

성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액에 수종의 식물 추출물인

myrrh, rhatany, chamomilla를 첨가하여 치주질

환과 구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균들에 대

한 억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 생약 추출물

Myrrh tincture(100mg/ml), Ratanhia

tincture(100mg/ml), Chamomile tincture(100

mg/ml)를 항균효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실험균주 및 배양조건

충치원인균인 S.mutans GS5, S.sorbirnus

6715와 치주염원인균주인 P.gingivalis 2561 및

P.intermedia ATCC 25611,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feacalis ATCC 4083 균주를 사

용하였다. P.gingivalis 2561의 배양을 위해서

half-strenght brain hreat infustion(BHI;BD)

와 yeast extract(5mg/ml;Duchefa Biochemie)

,hemin(5mg/ml), vitamin K (0.2mg/ml)가 첨

가된 액체배지와 Tryptic soy broth (BD)와 yeast

extract(5mg/ml;Duchefa Biochemie), hemin

(5mg/ml;Sigma), vitamin K (0.2mg/ml;

Sigma), 면양 적혈구(50ml/L Sheep blood;

Medex)인 고체배지에서 37℃조건으로 혐기적(N2,

85%, H2 10%, CO2 5%)으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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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species
Media

Condition
Liquid Solid

S. mutans GS5 BHI broth BHI +agar 37oC, Anaerobic

S. sobrinus 6715 BHI broth BHI +agar 37oC, Anaerobic

P. gingivalis 2561 Pg broth Blood agar 37oC, Anaerobic

P. intermedia ATCC 25611 Pg broth Blood agar 37oC, Anaerobic

E.feacalis ATCC 4083 BHI broth BHI +agar 37oC, Anaerobic

Candida albicans ATCC 18804 Sabouraud Sabouraud+agar 37oC, aerobic

Table 1. Culture media for bacterial species

S.mutans GS5, S.sorbirnus 6715,E.feacalis

ATCC 4083는 half-strenght brain hreat

infustion(BHI;BD) 액체배지와 MIcro

agar(1.5%; Duchefa Biochemie)를 포함한 고체

배지서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Bacto pepton(10g/ml;BD),

Glucose(5g/ml;Sigma)를 포함한 액체배지와

MIcro agar(1.5%;Duchefa Biochemie)를 포함

한 고체배지에서 37℃조건으로 호기적으로 배양하였

다. (Table 1.)

3.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의 세균억제 및 사멸실험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를 농도가 순서대로 1/2씩 희

석되도록 94 well plate에서 액체배지와 단계희석하

여 200ul씩 분주하고 균액이 Optical

Density(600 nm) 0.1인 농도에서 37℃조건으로

48시간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배양된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 Streptococcus mutans GS5,

Streptococcus sobrinus 6715, E.feacalis

ATCC 4083, Candida albicans ATCC 18804

균주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하고(MIC;

Minmal Inhibitory Concentration), 고체배지에

1ul씩 3곳에 적하하고 1~7일 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수를 생균수(CFUs)로 계산하고 99.9% 사멸효

과가 있는 농도(MBC; Minimal Bacteriocidal

Concentration)를 관찰하였다.

4.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의 혼합효과 세균억제 실험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를 각각 (Myrrh tincture :

Chamomile tincture : Ratanhia tincture =

1:1:1), (Myrrh tincture : Chamomile tincture

= 1:1),(Myrrh tincture : Ratanhia tincture =

1:1),(Chamomile tincture : Ratanhia tincture

=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단일 tincture의 효과와

동일하게 실험하고 비교하였다.

5.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

S. mutans GS5(그람양성균)와 P. gingivalis

2561(그람음성균) 그리고 Candida albicans ATCC

18804을 배양하고 optical density가 0.1이 되었을

때, Ratanhia tincture의 MBC 농도의 1/2을 넣고

6시간 배양하였다. 그리고, 이 균액을 10,000 X g로

원심분리하여 얻은 균 pellet을 20 mM

인산완충용액(pH 7.0)으로 2회 가볍게 세정하였다.

세정된 균 pellet을 0.1 M sodium cacodylate

완충용액(pH 7.4) 1ml에 부유시킨 후 2%

glutaraldehyde와 0.2% ruthenium red가 포함된

같은 용량의 0.1 M cacodylate 완충용액으로 3회

세정하고 나서 2% sodium tetroxide로 하룻밤

고정하였다. 표본은 ethanol로 탈수시킨 후 Epon

812에 포매하였다. 포매된 표본은 ultrathin-

section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하여 전자현미경 (TEM)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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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rh 

tincture(mg/ml)

 Ratanhia

tincture(mg/ml)

Chamomile 

tincture(mg/ml)

MBC MIC MBC MIC MBC MIC

S.sorbrinus 6715 12.5 12.5 3.1 3.1 25.0 25.0

S.mutans GS5 6.3 6.3 0.8 0.8 12.5 12.5

P.gingivalis 2561 1.6 0.8 0.2 0.2 3.1 3.1

P.intermedia ATCC 25611 0.8 0.4 0.2 0.2 1.6 0.8

E.feacalis ATCC 4083 25< 25< 1.6 0.8 25< 2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6.3 6.3 0.4 0.4 6.3 6.3

Table 2. Antibacterial effect of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

Ⅲ. 실험 결과

1. Myrrh tincture의 효과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feacalis ATCC 4083

의 Myrrh tincture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에서 세균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그람

음성 균인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1.6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2)

2. Ratanhia tincture의 효과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feacalis ATCC 4083,

P.gingivalis 2561, P.intermedia ATCC 25611

균의 세균억제 및 사멸효과는 모두 3.1mg/ml 이하

로 Myrrh tincture, Chamomile tincture 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Table 2)

3. Chamomile tincture의 효과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feacalis ATCC 4083

의 Myrrh tincture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에서 Myrrh tincture와 동일하게 세균

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그람음성 균인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3.1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

할 수 있었다. (Table 2)

4. 혼합용액의 효과

(1) Myyrh:Ratanhia:Chamomile를 1:1:1로 섞

은 혼합용액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E.feacalis

ATCC 4083의 3종의 혼합액에 대한 세균억제효과

는 6.3 mg/ml 이상에서 세균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

나,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0.4 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3.1 mg/ml에서 효과가 관찰되었다.

(2) Myrrh:Chamomile를 1:1로 섞은 혼합용액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E.feacalis ATCC 4083의 Myrrh:Chamomile의

1:1혼합액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

에서 세균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0.4

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3.1

mg/ml에서 효과가 관찰되었다.

(3) Myrrh:Ratanhia를 1:1로 섞은 혼합용액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E.feacalis ATCC 4083의 Myrrh:Ratanhia 의

1:1혼합액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

에서 세균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0.8

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1.5

mg/ml에서 효과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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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rh:

Chamomile:

Ratanhia =

(1:1:1)

Myrrh

:

Chamomile

= (1:1)

Myrrh:

Ratanhia =

(1:1)

Chamomile

:

Ratanhia

= (1:1)

MBC MIC MBC MIC MBC MIC MBC MIC

S.sorbrinus 6715 6.3 6.3 12.5 12.5 6.3 6.3 1.6 1.6

S.mutans GS5 12.5 12.5 12.5 6.3 6.3 6.3 1.6 1.6

P.gingivalis 2561 0.4 0.2 0.8 0.8 0.8 0.4 0.4 0.4

P.intermedia ATCC
25611

0.4 0.4 0.2 0.2 0.4 0.2 0.2 0.2

E.feacalis ATCC 4083 25 25 25 25 25 25 6.3 6.3

Candida albicans
ATCC 18804

3.1 3.1 0.8 0.8 1.5 1.5 0.4 0.4

Table 3. Antibacterial Effect of Mixtures of Myrrh t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

(4) Chamomile:Ratanhia를 1:1로 섞은 혼합용액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E.feacalis ATCC 4083의 Chamomile:

Ratanhia 의 1:1혼합액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에서 세균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는 0.4 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

찰할 수 있었으며,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0.4 mg/ml에서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리

고, Ratanhia tincture가 Myrrh와 혼합된 것 보다

Chamomile와 혼합되었을 경우 세균사멸효과가 더

높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S.sobrinus 6715와 S.mutans GS5,

E.feacalis ATCC 4083인 그람양성 균보다

P.gingivalis 2561와 P.intermedia ATCC 25611

인 그람음성 균에서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용액의 세균억제와

사멸효과가 더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 혼합용액은 Ratanhia tincture의 단일용액

보다 세균억제와 사멸효과가 높지 않았으며,

P.gingivalis 2561의 경우 Chamomile:Ratanhia

의 1:1의 혼합용액은 Ratanhia tincture의 사멸과

억제효과가 오히려 1/2로 낮게 관찰되었다.

5. P. gingivalis 2561와 S. mutans GS5 그리

고 Candida albicans ATCC 18804의 전자현

미경적 형태변화

가장 뚜렷한 항균효과를 보인 라타니아를 선택하여

P. gingivalis 2561, S. 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투

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우선 이들 실험균주를

앞서 기술한 각각의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 호기

또는 혐기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 100

㎕를 새로운 액체배지 10 ㎖에 접종한 후 분광광도

계(600 ㎚)로 흡광도 0.1이 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배양한 실험균주에 라타니아 추출액을 위에서 확인된

MBC의 1/2 농도로 배양액에 첨가한 실험군과 라타

니아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을 포함하여 6

시간을 추가로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0,000 ×g로

30분간 4℃에서 원침시킨 후 회수된 균 pellet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3회 세정한

다음 균 pellet을 0.1M sodium cacodylate 완충

용액(pH 7.4) 1ml에 부유시킨 후 2%

glutaraldehyde와 0.2% ruthenium red가 포함

된 같은 용량의 0.1M cacodylate 완충용액으로 3

회 세정하고 나서 2% sodium tetroxide로 하룻밤

고정하였다. 표본은 ethanol로 탈수시킨 후 Epon

812에 포매한 다음 초박절(ultrathin-section) 표

본을 제작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한 후 전자현미경(JEM-1011, JEOL)하에서

관찰하였다.

(1) 라타니아에 의한 실험균주의 형태변화

라타니아에 의한 P. gingivalis 2561의 형태변화

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라타니아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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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배양한 P. gingivalis는 뚜렷하게 내막과

외막이 관찰되었고 균세포 내 리보솜 분포, 즉 세포

질 전자밀도 균일화 정도에서 리보솜이 세포막 쪽으

로 편중된 상태로 균일한 세포질 전자밀도를 갖는 정

상적인 형태를 보였다. 핵(nucleoid)도 균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일부 균에서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고밀도과립(electron-dense granule)이 작은

크기로 세포질 내에 소수 관찰되었다.(Figure 1A)

20,000×magnification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with or

without rhatany tincture. Fig. 1A

라타니아를 첨가하고 배양한 실험군 P. gingivalis

는 많은 균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였다. 정상적인

coccobacillus의 형태를 갖는 균보다는 대조군보다 크

거나 작아 세포 크기가 다양했고, 세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각형, comma 형태 등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형

태의 균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비정형적 형태의 균에서

는 내막, 외막의 일부가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징적으로 대부분의 균에서 리보솜이 세포막에 더 편향

되게 나타남으로써 세포막 바로 내측에 전자밀도가 편

중되었고, 이 전자밀도는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많은 균들에서 세포 내에 공포같은 빈 공간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소포질 내 고밀도과립이 대조군보

다는 더 많은 균에서, 그리고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

다. 한편 라타니아로 처리한 P. gingivalis 바깥 주변

에는 외막에서 떨어져 나온 소포(vesicle)와는 다른

형태의 과립물질이 분포되어 있었다.(Figure 1B)

100,000×magnification

Fig. 1B

20,000×magnification

100,000×magnification

C. albicans was grown the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nm and subjected to an additional 6 h

incubation in the absence(A) and presence of 1/2

MBC (0.1 ㎎/㎖) rhatany tinct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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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타니아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대조군 S.

mutans GS5는 균이 서로 연결된 연쇄상 형태를 보

이면서 동시에 분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division septum의 균세포 내 함입 현상이 관찰되

었고, 리보솜 때문에 나타나는 세포질 전자밀도도 전

Figure 2A

20,000×magnification

100,000×magnification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Streptococcus mutans GS5 with or

without rhatany tincture.

Figure 2B

20,000×magnification

100,000×magnification

C. albicans was grown the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nm and subjected to an additional 6 h

incubation in the absence(A) and presence of 1/2

MBC (0.4 ㎎/㎖) rhatany tincture (B).

반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Figure 2A) 반면, 라

타니아와 함께 배양한 실험군 S. mutans GS5는 균

모양이 대조군보다는 구형에 가깝고, 균의 크기가 일

정하지 않았으며 세포질의 전자밀도도 다양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세포질 전자밀도는 전체적으로 대조군

보다 낮았고, 개개 균을 관찰했을 때 세포질의 전자

밀도도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라타니아

로 처리한 P. gingivalis에서와 같이 S. mutans도

균 외부에 과립형태의 물질이 다량 관찰되었다.

(Figure 2B)

라타니아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C. albicans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원형의 세포형태를 보였다. 온

전한 외형과 함께 세포 외부에 염색되지 않은 두터운

세포벽 공간이 나타났고, 세포 내부는 정상적인 핵,

핵막이 존재하였으며, 모든 세포가 세포질 내 리보솜

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여 균일한 전자밀도를 보

였다.(Figure 3A) 라타니아를 첨가하고 배양한 실

험군 C. albicans는 라타니아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

한 대조군 세포에 비해 큰 세포는 거의 관찰되지 않

았으며, 다양한 크기의 전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세포

를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 세포에서 세포벽의 형

태는 대조군과 비슷한 반면 세포질 전자밀도는 세포

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세포질의 전자밀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세포 대부분에서 리보솜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쏠리는(eccentric)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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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A

6,000×magnification

15,000×magnification

Figure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Candida albicans ATCC 18804 with or

without rhatany tincture.

Fig. 3B

6,000×magnification

15,000×magnification

C. albicans was grown the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nm and subjected to an additional 6 h

incubation in the absence(A) and presence of 1/2

MBC (0.2 ㎎/㎖) rhatany tincture (B).

이 두드려져 세포의 일부에는 전자밀도가 관찰되지

않는 비염색 부위도 나타났다. 한편, P. gingivalis

에서 관찰되는 고밀도과립보다 훨씬 크고 뚜렷한 구

형의 과립이 대조군보다 많은 세포에서 관찰되었

다.(Figure 3B)

Ⅳ. 총괄 및 고찰

최근 지속적인 화학적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병원균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항균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을 임상적

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

라 몰약, 라타니아, 카모밀레와 같이 항균효과가 잘

알려진 천연물질이 구강 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어

떠한 항균효과를 발휘하며 구강 내 치료목적으로 임

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구강 내에는 500여종의 세균이 있으며, 배

양이 불가능하여 아직 검출되지 못한 세균도 상당히

존재하지만 병원성 세균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

부분이 무해하다.17) 이들 대부분은 구강 상주균으로

서, 병원성 세균이 구강 내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선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강 내 미생물 중에 특정 미생물 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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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면 구강 내 질환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

로 구강감염성 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치수

및 치근단 감염, 구강안면조직 또는 악골 감염 등의

질환들이 구강 내의 상주균에 의한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다.18)

구강 내 유해성 상주균에는 S. mutans, P.

gingivalis, C. albicans 등이 있는데, 이들은 촉발

인자에 의하여 유해균으로 전환되며 이로 인하여 구

강질환이 야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 P.

gingivalis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데, 치주질환은 일

반적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이환율이 점점 증가

하여 40～50대가 되면 60～90%가 이환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치주질환은 성인에서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대다수의 성인

들은 치아상실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최근

에 사람들은 구강위생에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구취에 대해서도 점

차 예민해지면서 구취가 있는 사람을 기피하게 됨으

로써 구취가 있는 사람은 구취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

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

구취는 치주질환의 진행과정 중에 치주조직 단백질이

분해되어 황화합물과 같은 부패물질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치주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

인균 중 하나인 P. gingivalis는 구취의 유발인자로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 C. albicans는 건

강한 사람들의 구강 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이

효모형 진균은 보통 특이한 병변을 일으키지 않으나,

균주가 병변을 일으킬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숙주의

국소적 또는 전신적 요인으로 인해 기회감염이 발생

하여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킬 수 있다. 구강 캔디다

증의 국소요인은 의치 사용이나 타액선 기능 저하,

스테로이드(steroid) 흡입과 구강 암(oral cancer)

등이 있고, 전신적 요소로는 연령, 흡연, 당뇨, 쿠싱

증후군(Cushing's syndrome), 면역력 저하, 악성

종양, 영양 결핍, 그리고 항생제 사용 등이 있다.19)

구강 캔디다증은 사람에게 가장 흔한 진균 감염이며
20,21) 특히 영유아기와 고령기에 잘 발생한다. 일반적

인 사람들에게서 어떤 증상도 없는 상태의 수송률

(carriage rates)은 20-75%라고 보고되었다.20)

구강에서 분리된 C. albicans의 발병률은 신생아에

서 45%,22) 건강한 어린이에서는 45–65%,23) 건강

한 성인에서는 30-45%,24,25)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

는 사람에서는 50-65%,25) 급성 질환이 생기고 장기

간 치료받는 사람들의 65-88%,25,26,27,28) 급성 백혈

병으로 화학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90%,29) 그

리고 HIV 환자들의 95% 라고 보고되고 있다.30) C.

albicans 는 점막에 친화적으로 군락을 이루며, 기

회감염으로 병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이 억제된 환자들에게 일상적인 점막 감염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침해적인 감염이 될 수 있

다.31) 충치 유발균인 S. mutans GS5는

glycosyltransferase 활성을 가지고 치아표면에

sucrose-dependent colonization에 관여하며,32)

S. sobrinus는 다만, 혈청학적, 유전적 성상이 약간

다를 뿐 S. mutans와 매우 유사하여 사람의 충치에

서 주로 나타나고, 특히 S. sobrinus 6715는

glucan이 축적된 치아표면에 부착하여 성공적으로

구강 내에 colonization을 하게 하는 세균이다.33)

본 논문에서는, 식물의 추출물인 몰약, 라타니아,

카모밀레가 구강 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치원인균인 S .mutans GS5, S.

sorbirnus 6715와 치주염원인균주인 P.

gingivalis 2561 및 P. intermedia ATCC

25611, 그리고 구강점막의 진균감염균인 C.

albicans ATCC 18804를 대상으로 실험하였

다.34-44)

몰약은 구강의 국소치료, 인후염, 치은염, 기타 잇

몸질환과 편도선염, 구강궤양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 케냐지역에서 야생수확

되며 국소용으로는 비희석 팅크를 1일에 2∼3회 침

범 범위위에 도포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치약과

방향제, 자극성 강장제의 성분 및 제약산업에서의 보

호제로 사용된다.14,15)

라타니아는 에콰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 지역의 토

착 식물로서, 이 작은 관목은 붉거나 자주색 꽃과 함

께 가시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멕시코, 바하, 캘리포

니아 및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야생에서도 자생한다.

이 식물은 밀집된 관목상록수로서 직사각형의 잎과

큰 붉은 색 꽃이 있으며 1m까지 자란다. 어린 가지

일수록 짙은 녹색을 띠며 오래된 가지는 검은 색을

띠며, 뿌리는 두껍고 갈적색의 껍질은 부드럽고 벗겨

져 있다. 해마다 야생에서 채집된 뿌리는 세척 후 그

늘에서 건조시키며, 라타니아 뿌리는 분쇄해서 혹은

분말로 사용할 수 있고, 알코올용액으로도 사용된다.

라타니아의 활성은 수렴성 라타닌-타닌산에 의해서

발생하며 가글액, 캔디, 국소성 지혈제, 설사약으로

사용된다. 또한 마른 뿌리는 가루 치약의 주요성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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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용된다. 라타니아는 남미지역의 전통 민간요

법 약초로서 역사적으로 치아 보호 및 잇몸 강화에

쓰였다. 뿌리는 가벼운 구강 및 인두부 점막 염증을

국소적으로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다.

카모밀레는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없으며 밑 부

분이 줄기를 감싸고 2～3회 깃꼴로 갈라진다. 갈라

진 조각은 줄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6～9월에 피고 줄기와 가지 끝에 두상화(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피어 머리 모양

을 이룬 꽃)가 엉성한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두상화는 지름이 13～20cm이고 흰색의 설상화와 노

란 색의 관상화로 구성된다. 설상화는 암꽃이고 1줄

로 달리며 꽃이 핀 다음 밑으로 젖혀지고, 관상화는

양성화이다. 총포는 반구형이고, 총포 조각은 4줄로

배열하며, 바깥 조각은 긴 타원 모양이고 겉에 흰색

털이 있으며 끝이 둥글고 가장자리가 막질이다. 열매

는 수과이고 타원 모양이며 약간 굽고 끝이 편평하며

몇 개의 모가 난 줄이 있고 관모가 없다. 유럽에서는

민간에서 신경통, 치통, 월경곤란에 내복하고, 구강

염, 결막염, 화농증에 의용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Myrrh tincture, Ratanhia

tincture, Chamomile tincture를 첨가하고 P.

gingivalis, S. mutans, C. albicans 를 배양했을

때 성장이 크게 억제된 것이 관찰되었다. Myrrh

tincture의 경우, S. sobrinus 6715와 S. 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

.feacalis ATCC 4083의 Myrrh tincture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에서 세균사멸효과

를 보여주었으나 그람음성 균인 P. gingivalis

2561와 P. intermedia ATCC 25611는

1.6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할 수 있

었다.(Table 2) Ratanhia tincture의 경우에는

S. sobrinus 6715와 S. 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 feacalis ATCC

4083, P. gingivalis 2561, P. intermedia

ATCC 25611 균의 세균억제 및 사멸효과는 모두

3.1mg/ml 이하로 Myrrh tincture, Chamomile

tincture 보다 높게 관찰되었다.(Table 2) 또한

Chamomile tincture의 경우에도 S. sobrinus

6715와 S. mutans GS5,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 .feacalis ATCC 4083의

Myrrh tincture에 대한 세균억제효과는 6.3

mg/ml 이상에서 Myrrh tincture와 동일하게 세균

사멸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그람음성 균인 P.

gingivalis 2561와 P. intermedia ATCC 25611

는 3.1mg/ml 이하에서 MBC와 MIC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2)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는 라타니아를 첨가하고 배양

한 실험군 P. gingivalis는 많은 균이 비정상적인 형

태를 보였다. 정상적인 coccobacillus의 형태를 갖

는 균보다는 대조군보다 크거나 작아 세포 크기가 다

양했고, 세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각형, comma

형태 등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형태의 균이 대부분이

었다. 이런 비정형적 형태의 균에서는 내막, 외막의

일부가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대부

분의 균에서 리보솜이 세포막에 더 편향되게 나타남

으로써 세포막 바로 내측에 전자밀도가 편중되었고,

이 전자밀도는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타니아

를 첨가하고 배양한 실험군 S. mutans GS5의 경우

는 균 모양이 대조군보다는 구형에 가깝고, 균의 크

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세포질의 전자밀도도 다양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포질 전자밀도는 전체적으로

대조군보다 낮았고, 개개 균을 관찰했을 때 세포질의

전자밀도도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

막으로 C. albicans는 라타니아를 첨가하지 않고 배

양한 대조군 세포에 비해 큰 세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크기의 전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세

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 세포에서 세포벽의

형태는 대조군과 비슷한 반면 세포질 전자밀도는 세

포 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세포질의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대부분에서 리보솜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쏠리는(eccentric) 현상

이 두드려져 세포의 일부에는 전자밀도가 관찰되지

않는 비염색 부위도 나타났다.

이러한 몰약, 라타니아, 카모밀레의 항균기전은 아

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다만, 이러한 천연

추출물이 미생물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이에 따른

투과성을 증가시켜 세포질 유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정유가

세균 호흡대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균효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45) 그러나 Carson 등46)은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 tea tree 정유가

세포용해를 일으킬 만큼 직접적으로 세균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포벽을 약화시

킴으로써 세포막삼투압에 변화를 유도하여 세포벽을

파괴하고, 동시에 자가분해효소를 활성화시켜 결과적

으로 세균의 자가분해(autolysis)를 야기한다고 추

측하였다. 연구자들은 이것 외에도 항균기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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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른 기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Oussalah 등47)은 Spanish oregano, Chinese

cinnamon, savory 정유가 Escherichia coli

O157:H7 와 Listeria monocytogenes의 세포막

통합성(integrity)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 내 ATP의

감소, 세포질 내용물 유출의 증가, 세포 내 pH가 감

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들

연구자는 전자현미경으로 세균 세포막이 손상된 것을

관찰하였다. Nguefack 등48)도 일부 정유들이

Listeria, Staphylococcus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몰약, 라타니아, 카모

밀레의 항균력은 구강 내 병원균주인 S. mutans,

P. gingivalis, C. albicans 에 대해 유효하게 작용

하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위생용품에 이들을 적용시

키면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리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여러 식물의 추출물에 대한 항균효과와 항균작용

은 이미 연구되어 있으나, 구강 내 병원균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에 타액에 수종의 식물

추출물, myrrh, rhatany, chamomomilla를 첨가

하여 치주질환과 구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

인균들에 대한 억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생약 추출물은 Myrrh tincture

(100 mg/ml), Ratanhia tincture (100

mg/ml), Chamomile tincture (100 mg/ml)를

사용하였으며, 충치원인균인 S. mutans GS5, S.

sobrinus 6715와 치주염원인균주인 P. gingivalis

2561 및 P. intermedia ATCC 25611,

Candida albicans ATCC 18804, E. feacalis

ATCC 4083 균주를 대상으로 항균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물 추출물인 myrrh,

rhatany, chamomomilla는 수렴작용과 살균작용,

항염증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P. gingivalis,

S. mutans, C. albicans 등의 구강 내 병원균에 대

한 항균효과나 항균작용이 구명되었다. 또한 가장 강

한 항균효과를 보인 rhatany를 처리한 이들 병원균

을 투과전자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을 때, 심한 형태

적 변형이 관찰되었다. 이는 식물 추출물에 의하여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시킴으로써 치주질환과 충치,

구취 및 구강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향후 구강 환경 개선을 위한 임상적 근거

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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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antibacterial effects of myrrh, rhatany, chamomomilla

against to oral microorganisms

Han-Seung Baek, M.S.D.1, Soo-Kyung Kang, D.M.D, M.S.D., Ph.D.1, Q-Schick A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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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Pyo Hong, D.M.D.,M.S.D.,Ph.D.1,2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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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ough there exist a lot of study about antibacterial effects and reactions of extracted materials from plant,

few study exist about oral pathogenic bacteria. Therefore we tried to recognize about the suppression effect to the

periodontal pathogenic bacteria and halitosis, when add some kinds of plant extracted materials, myrrh, rhatany,

chamomolilla to saliva.

We used Crude drug : Myrrh tincture (100mg/ml), Ratanhia tincture (100mg/ml), Chamomile tincture(100mg/ml). We

inspected about the cariogenic bateriae, S. mutans GS5 and S. sobrinus 6715, periodontal pathogenic bacteria, P.

gingivalis 2561, P. intermedia ATCC 25611, Candida albicans ATCC 18804, and E. feacalis ATCC 4083 , then the result

follow.

The plant extracted material, myrrh, rhatany, chamomomilla, which have convergence effect, bacteriocidal effect and

anti-inflammation effect, show an antibacterial effect and reaction to the oral pathogenic bacteria. And with treating

rhatany that have the most strong antibacterial effect, through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 could see a severe

morphologic change of bacteria. This means with the plant extracted material, we can suppress the oral harmful

bacteria and prevent periodontal diseases, caries, halitosis and oral inflammations. And within the future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oral hygiene, our result might be a clinical evidence.

Key words : chamomomilla, myrrh, oral harmful bacteria, rhat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