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균에 의한 감염성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은 대표적

구강질환으로 원인균은 Streptococcus mutans(S. 

mutans)로 알려져 있다. S. mutans는 치아 표면에 부착, 

증식하며 당 대사를 통하여 젖산을 생성하여 낮은 pH를

형성하고 치아에서 칼슘을 유리시켜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1]. 또한 치면의 획득피막에 부착하여 당전이

효소(glucocyltransferase, GTase)를 이용하여 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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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새싹보리 추출물과 솔잎 추출물이 치아우식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 및 탐식작용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산 새싹보리가루와 솔잎가루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며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에 대한 항균효과와 탐식작용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S. mutans 집락형성은 새싹보리 

추출물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으나, 솔잎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THP-1 세포의

S. mutans에 대한 탐식작용을 확인한 결과, 새싹보리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솔잎

추출물에서는 면역세포의 탐식작용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솔잎 추출물은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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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bacterial and phagocytosis regulation effects of Hordeum vulgare

extract and pine needle extract on S. mutans, the causative bacteria of dental caries, were 

investigated. Ethanol extracts of domestic Hordeum vulgare powder and pine needle powder were 

used, and the antibacterial and phagocytic ability against S. mutans was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the extracts. As a result, S. mutans colony form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ordeum vulgare extract bu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pine needle 

extrac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phagocytic ability of THP-1 cells for S. muta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ordeum vulgare extract, but the phagocytic ability of immune cells 

was improved in the pine needle extract. Therefore, it suggests that pine needle extract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preventing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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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an을 생성한다. 생성된 glucan은 치면세균막의 

골격을 형성하며 다른 세균들이 치아에 쉽게 결합하여 

증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아 우식증을 최종적으로 

유발시킨다[2]. 치아우식증의 예방에는 치아표면에 S. 

mutans의 부착과 집락형성 억제 및 불용성 glucan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에는 예로부터 음식 및 약재로 사용되어온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새싹보리(Hordeum vulgare L.)는 겉보리종자를

파종한 후 15-20 cm 자란 14일 전후의 어린잎으로 외

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알려져 

있다[4]. 완전히 자란 채소와 비교할 때 새싹은 5배에서 

10배 정도의 다량의 각종 아미노산, 효소, 비타민, 무기

질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새싹보리는 산

화 비타민인 비타민 C, E, β-카로틴 외에도 항산화 효

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5],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

키는 유해활성산소 제거, 지질 및 당의 대사작용에 효

과, 항염증 효과, 혈당조절에 미치는 효과 등이 보고되

었다. 또한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성 사포

나린, 페루릭산, 루테오린 등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효

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6-8].

솔잎(pine needle)은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잎

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자생

하고 예로부터 약리효능이 우수하여 식용 및 약용 뿐만 

아니라 공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되어져 왔다[9]. 

솔잎에는 플라보노이드류인 querecetrin, kaempferol

등과 정유성분인 camphene, phellandrene, borneol, 

α-pinene, β-pinen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균, 항산화, 항당뇨, 혈청 콜레스테롤에 대한 저하, 

지질 저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이처럼 새싹보리와 솔잎은 다양한 약리 활성을 지닌 

천연물질로 일상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새싹보리 추출물(Hordeum vulgare extract: 

HVE)과  솔잎 추출물(pine needle extract: PNE)이 

치아우식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 및 탐식작용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

산업에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천연물의 처리   

새싹보리가루와 솔잎가루 100%(국내산)를 구입하여 

ethanol 800 mL에 80g의 새싹가루와 80g의 솔잎

가루를 각각 혼합하였다. 이후 상온에서 24시간 정치

보관한 후, 1차로 침전물을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2차로

vacuum 여과기를 이용하여 1차 추출물을 여과하고 

추출물은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13].

2.2 균주 배양 및 집락수 측정  

한국생물자원센터(KCTC)으로부터 Streptococcus 

mutans KCTC 3065를 분양받아 37℃ 배양기에서 

Brain Heart Infusion(BHI) 액체배지에 배양했다. 새

싹보리 추출물와 솔잎 추출물을 0%, 2%, 4%, 8%의 농

도로 희석한 후 S. mutans 균주(1×107 bactera)를 접

종하여 12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집락수 측정은 20 μl

씩 채취한 다음 BHI agar에 접종하고 37℃에서 48시

간 동안 배양시켰다.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박테리아의 

집락을 집락형성단위(colony forming unit, CFU)로 

표기하였다. 

2.3 THP-1 세포의 탐식능력 측정

인간 단핵세포주인 THP-1은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다. THP-1 세포는 RPMI 1640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00 U/mL 

penicillin, 0.1 mg/mL streptomycin를 첨가해서 3

7℃, 5% CO2 조건을 유지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6-well plate에 well당 2×105이 되도록 분주

하고 2시간 동안 안정화 시간을 주었다. 4% 추출물을 

2시간 동안 전처리시킨 다음 S. mutans을 Multiplicity

of infection(MOI, bacteria/cells) 1로 2시간 동안 

접종시킨 후 gentamicin(Gibco, Waltham, MA, USA)

을 첨가해서 균 증식을 억제하고 4시간을 더 자극시켰다. 

자극시킨 세포를 PBS로 4번 세척하고 부착하지 않은 

균을 제거한 뒤 세포 내에 permeabilization을 위해 

1% Triton X-100(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10분간 처리하였고 집락수 측정을 위해 PBS에 

희석해서 20 μl씩 고체배지에 접종하였다.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박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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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집락을 계수하여 CFU/mL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추출물 농도에 따른 S. mutans 집락형성

새싹보리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에 대한 

항균효과를 보기 위해 균과 함께 새싹보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집락수를 관찰하였다.

각 군의 mL당 집락형성단위의 평균값으로 0%에서 

Log10 10.27, 2%에서 Log10 9.21, 4%에서 Log10 

9.23, 8%에서 Log10 8.42개를 나타내었다. 새싹보리 

추출물 농도에 따른 S. mutans 집락형성은 8% 새싹보리

추출물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1). 

솔잎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기 위해 균과 함께 솔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집락수를 관찰하였다. 각 군의 mL당

집락형성단위의 평균값으로 0%에서 Log10 9.78, 2%

에서 Log10 7.86, 4%에서 Log10 7.97, 8%에서 

Log10 7.20개를 나타내었다. 솔잎 추출물 농도에 따른 

S. mutans 집락형성은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

Fig. 1. S. mutans colony forming unit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Hordeum vulgare
extract(HVE)

Fig. 2. S. mutans colony forming units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pine needle 

extract(PNE)

3.2 추출물 처리에 따른 THP-1세포의 S. mutans 

탐식작용

새싹보리 추출물이 면역세포의 탐식능력에 관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군의 mL당 

집락형성단위의 평균값으로 THP-1세포의 S. mutans

탐식 균 수는 Log10 5.16, 새싹보리 추출물에서는 

Log10 4.96를 나타내었고 둘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Fig. 3). 

솔잎 추출물이 면역세포의 탐식능력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군의 mL당 집락

형성단위의 평균값으로 THP-1세포의 S. mutans 탐식 균

수는 Log10 5.09, 솔잎 추출물에서는 Log10 5.91를 

나타내었다. 솔잎 추출물이 처리되면 면역세포의 탐식

작용이 향상되었다(Fig. 4).

Fig. 3. Phagocyttic ability of THP-1 on S. mutans 
at 4% concentration of Hordeum vulgare 
extract(HVE)

Fig. 4. Phagocyttic ability of THP-1 on S. 

mutans at 4% concentration of pine 

needle extract(PNE)

4. 고찰 및 결론

새싹보리 및 솔잎을 이용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보리잎에서 발견

된 대표적인 flavone계 항산화 물질로 6-c-glycosyl

-7-o-glucosylapigenin, 2-C-glycosylisovitexi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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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 플라보노이드는 항박테리아작용, 항바

이러스작용, 항염작용, 효소활성 억제, 항암작용 및 면

역계에 대한 작용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활성을 지니

고 있다[14,15]. 솔잎의 주요 약리 성분에는 테르펜, 페

놀화합물, 탄닌 등의 정유성분과 flavonoid계 성분이 

있으며, 솔잎 추출물은 항균, 항산화, 항암, 혈청 콜레스

테롤을 저하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16,17].

본 연구에서는 새싹보리와 솔잎 추출물이 치아우식

원인균인 S. mutans에 미치는 항균 및 탐식작용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 mutans는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능력이 뛰어나

고, 많은 양의 산을 생성하여 낮은 pH 조건에서 생존하

고 대사를 계속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 최근 

S. mutans의 colony를 조절하기 위한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8,19]. 본 연

구에서 새싹보리와 솔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S. mutans와 배양하고 집락수를 관찰한 결과, S. 

mutans 집락형성은 새싹보리 추출물에서는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내지 않았으나 솔잎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으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강 내 S. mutans의 증가는 다양한 면역세포

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그 중 대식세포는 탐식작용과 

염증 촉진, 사이토카인 생산 및 항원 제시에 대한 높은 

능력을 지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사이에 독특하게 

위치한 전문 식세포이다[20]. 탐식작용은 미생물, 세포 

사멸 세포 및 기타 외부 입자를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

이다. 이전 연구에서 THP-1 세포에서 Coccinia 

grandis 식물 추출물에 의해 탐식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본 연구에서 솔잎 추출물이 S. 

mutans에 감염된 THP-1의 탐식능력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핵세포의 탐식작용을 촉진시켜 

병원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솔잎 추출물이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당대사 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S. mutans는 GTase와 같은 당전이 효소를 

이용하여 당을 중합시켜, 불용성의 점액성 다당류 

glucan을 합성한다. 합성된 glucan은 세균 간의 결합을

증가시켜 치면에서 치면세균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아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S 

.mutans의 증식 억제와 더불어 GTase 활성 저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추출물을 이용하여 GTase에

대한 저해활성 및 당대사 기전과 항우식 작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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