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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antibacterial effects on representative oral microorganism, namely
Streptococcus mutans, Escherichia coli and Candida albicans, and inhibitory effects of halitosis of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 a natural medicinal herb. In case of S. mutans as a typical pathogenic
microorganism causing for dental caries and E. coli as accounting for 15 percent of all oral flora,
extracts of omija showed antibacterial effects of in 2.5 ㎎/㎖ over than penicillin (100 unit). Antibacterial
effects of extracts of omija grew larger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density. In case of C. albicans
as a typical fungi and opportunists of normal oral flora, extracts of omija also showed antibacterial effects
in 2.5 ㎎/㎖ over than penicillin (100 unit) but had little antibacterial effects than S. mutans and E. coli
and there are no changes of antibacterial effects according to the density of extracts. Extracts of omija
also showed inhibitory effects of halitosis in 2.5 ㎎/㎖ over and the largest inhibitory effect in 5.0 ㎎/㎖.
This is show that there is not only a fair chance for the utilization of extracts of omija as an effective
antibiotic to bacteria and fungi but also as a depressor of hali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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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있다[2]. 항생제를 포함한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필요성으로
인해 합성의약품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개발 비용과 짧은 개발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만성, 난

기간 및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확인된 천연물의 유효성과 안

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

정성의 과학적 입증으로 천연물을 활용한 약물 개발이 합성

되는 약물의 장기 투여에 기인하는 부작용과 현대 의약의 치

의약품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1].

료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천연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이 대두되고 있다[1]. 특히 감염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물

Baillon)는 작은 구슬공 모양의 짙고 붉은 빛깔 열매를 가진

질은 1940년대 발견된 이래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사용

목련과의 낙엽덩굴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5가지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내성세균의 증가, 치료약제의 효력감소,

맛이 난다고 해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고 약용으로서의 효용

중복감염, 의료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을 인정받고 있다[3]. 오미자는 한의학에서 거담, 자양 및 강

Copyright@ 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93

Antibacterial Effects on Oral Microorganism and Inhibitory Effects of Halitosis of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extract

장제 등으로 이용되는 생약재로 약리 기능이 다양하고 진정,

Ⅱ. 재료 및 방법

진해, 해열 등의 중추 억제 작용, 간 보호 작용, 혈압 강하 작
용 및 알코올 해독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4]. 또한 중

1. 오미자 추출

추신경계의 반사기능 혈당 강하, 간 기능의 복구, 항균, 항암
및 항산화 효과 등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4][5] 하지만 구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aillon) 1kg을 증류수로 90℃,

강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에 대한 효능과 가능성을 확인

24시간 열수추출하였다. 추출된 용매는 whatman No. 2 filter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6][7].

paper로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 (Eyela A-1000, Eyela,

구강에서 Streptococcus mutans는 글루코실전이효소(gulcosy-

Tokyo, Japan)에서 농축하여 -70℃에서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ltransferrase, GFT)를 생산하여 자당으로부터 거대한 포도당

사용하였고 추출된 시료는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적정 농

다량체인 글루칸을 합성함으로써 치아우식을 일으키는 주요

도로 만든 후 사용하였다.

원인균으로 주목받고 있다[6][7][8][9]. 구강세균총의 15%를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세균의 대표적 종인 Escherichia
coli (대장균)는 장관 내에 서식하는 Gram 음성 간균이다[10].
비록 E. coli 장 밖으로 배출되면 짧은 기간 동안 생존 가능하
여도[10]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이고 식중독을 포함한
설사증 등의 위장관계 질환 뿐 만 아니라 요로감염이나 신생
아 수막염을 유발한다[11][12][13]. 대부분 구강에서 일과성으
로 서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존재 비율이 증가하고 타액 분
비 등에 영향을 주어 구강 건조증 등을 초래한다[10]. Candida
albicans는 진균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비병원성이지만 면역
력이 약화된 환자나 구강상피세포와 의치에 부착하여 구강

2. 미생물과 배양
항균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S. mutans (KCCM 40105), E. coli
(KCTC 1039), C. albicans (KCCM 11282)는 한국미생물보존센
터(KCCM)의

유전자은행(KCTC)으로부터

구입하였고

S.

mutans는 Brain Heart Infusion (BHI, MB cell) Agar와 Broth, E.
TM
coli는 Luria Bertani (Difco LB, MILLER) Agar와 Broth, C.

albicans는 Potato Dextrose Agar (PDA, MB cell)와 Broth (PDB,
MB cell)를 이용하여 Incubator (invision, korea)에서 24시간 배
양 후 사용하였다.

캔디다증과 같은 기회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15].

3. 항균활성

구취란 숨을 쉬거나 말할 때 입을 통해 나오는 불쾌한 냄
새를 말한다[16]. 구취는 치태, 치석, 설태 등의 세균막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연조직감염, 구
강암, 구강 캔디다증, 불량의치, 보철물, 혀 질환 및 구강 건조
증 등의 원인으로 이상증식한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
[16][17][18][19]. 특히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 VSCs)들이 주요인이고
[20][21]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 CH3SH), 그리고 디메틸썰파이드(Dimethylsulfide,
CH3SCH 3) 등이 전체 휘발성 화합물 중 90%를 차지한다[22].
본 연구에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내산의
오미자 추출물을 사용하여 S. mutans, E. coli 및 C. albicans 대
한 항균효과를 밝히고 휘발성 황화합물에 의한 구취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Disk diffusion에 따라 미생물을 준비된 Agar Plate에 균일하
게 도말한 후 각 실험농도별로 오미자 추출물과 Penicillin
(100 unit)을 흡수시킨 멸균 Paper disc (Advantec, 6mm, Tokyo,
Japan)를 실험균이 도말된 Agar Plate에 올려놓고 배양한 후
생육저해환(clear zone)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4. 구취 측정
구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 내
염증 및 치아교정기 착용자를 제외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총 5명의 20대 여성을 선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한식 섭취 후 오미자를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모든 과
정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다.

구취측정기 oral chroma

(CHM-1, JAPAN)를 사용하여 생마늘을 섭취한 후 오미자 섭
취 전과 후의 구취를 측정하였다. 오미자 섭취 전과 1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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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한 후 주사기를 입에 물고 다문 후 3분간 호기를 불어넣

주입하여 측정하였고 각 측정치는 <Table 1>과 같이 수치화

고 10ml의 공기를 채취 후 5ml의 가스를 oral chroma 본체에

하였다.

<Table 1> Value conversion of the Oral chroma measurement results
H2S

CH3SH

(CH3)2S

Score

Explanation

+

+

+ or -

5

you can feel discomfort some halitosis

+

-

-

4

you get halitosis

-

-

-

3

little halitosis and cannot feel it

+
-

+
+

+
+

2

a few or no halitosis

-

-

+

1

few or no halitosis

생육 저해환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구강세균

Ⅲ. 결과

인 S. mutans와 E. coli에서는 오미자 열수추출물 2.5 mg/ml 이
상에서 Penicillin보다 항균효과가 있었고 농도가 증가할 수 록

1. 오미자 추출물의 항균효과

항균효과가 컸다. 진균인 C. albicans의 경우, 오미자 열수추출
물 2.5 mg/ml에서부터 penicillin보다 큰 항균효과를 보였으나

오미자의 S. mutans, E. coli 및 C. albicans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를 밝히기 위해 농도 0 mg/ml, 1 mg/ml, 2.5 mg/ml, 5

S. mutans나 E. coli에 비해서는 항균효과가 적고 농도가 높아
져도 그 차이는 적었다<Fig. 2>.

mg/ml, 7.5 mg/ml 오미자 열수추출물과 penicillin을 처리한 후

<Fig. 1> Clear zone of S. mutans (a), E. coli (b) and C. albicans (c)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Omija extract. P, Penic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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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ear zone of S. mutans (a), E. coli (b) and C. albicans (c)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Omija extract.

2. 오미자 추출물이 구취억제 효과

섭취 전은 3.5였으나 섭취 후는 2.5였고 오미자 농도 5 mg/ml
의 섭취 전은 4.1이었으나 섭취 후는 2.6이였고, 오미자 농도

구취억제효과를 밝히기 위해 오미자 열수추출물의 1

7.5 mg/ml의 섭취 전은 3.4이였으나 섭취 후는 2.9로 농도가

mg/ml, 2.5 mg/ml, 5 mg/ml과 7.5 mg/ml 농도 섭취 전과 후의

높아도 구취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미자 열

구취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미자 농도 1 mg/ml의 섭취

수추출물은 농도 2.5 mg/ml 이상에서 구취억제 효과를 보였으

전은 2.8였으나 섭취 후는 3.7였고, 오미자 농도 2.5 mg/ml의

며 5 mg/ml에서 가장 큰 구취억제효과를 보였다<Fig 3>.

<Fig. 3> Changes of halitosis according to intakes of Omij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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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며 5mg/ml에서는 가장 큰 구취억제효과를 보였지만 7.5mg/ml
에서는 구취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24년 Clark에 의해 사람의 치아우식병변에서 발견되어 명

Heo 등[7]의 2% 오미자 추출물 사용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

명된 그람양성균으로 단당류와 과당류를 분해하여 유기산을

사하였다. Heo 등[7]은 오미자 추출물의 구취억제 효과는 황

생산하여 치아의 탈회를 유발, 치아우식을 발생시키는 균주인

화수소의 감소와 관련된 것이라 보고하였다.

S. mutans[7], 사람의 장관 상주균이면서 위생학상 중요한 오

이상의 결과로부터 오미자 추출물은 penicillin보다 높은 항

염지표균인 E. coli[13],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질병을 유

균 활성을 보여 세균과 진균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항균제임

발하고 구강상피세포나 의치에 부착하여 캔디다증을 유발하

을 알 수 있었고, 오미자 섭취 후가 섭취 전보다 구취가 감소

는 대표적 구강기회감염성 진균인 C. albicans[14][15]에 대한

하여 구취 억제제로서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

오미자 추출물의 항균활성효과를 밝히기 위해 배양된 미생물

미자 추출물은 세균과 진균 모두에 효과적인 항균제와 구취

에 농도 0mg/ml, 1mg/ml, 2.5mg/ml, 5mg/ml, 7.5mg/ml 오미자

억제제로서의 기능을 가져 구강위생보조제로서도 활용 가능

열수추출물과 penicillin을 처리한 후 생육 저해환(Clear zone)

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을 측정한 결과 구강세균인 S. mutans와 E. coli에서는 오미자
열수추출물 2.5mg/ml 이상에서 Penicillin보다 항균효과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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