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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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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톤치드란 ‘산림향’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갖는 특유의 향을 발산하는 휘발성 화학물질로서, 우리 몸을 쾌 하게 해  

뿐만 아니라 항균, 방충, 소취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주질환과 구취를 유발시키는 요한 원인균인 P. gingivalis

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와 항균작용을 연구하기 하여, 편백 피톤치드와 함께 P. gingivalis 2561을 배양한 후 P. 

gingivalis 2561의 성장정도, 생존력  형태 , 분자생물학  변화를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에 매우 강한 항균력을 보 고, 이 항균력은 살균작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는 0.008%, 최소살균농도는 0.01%로 결정되었다. 

2.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된 P. gingivalis는 ampicillin, cefatoxime, penicillin, tetracycline에 한 감수성이 변하지 않았으나 

amoxicillin에 한 감수성은 증가하 다.

3. 피톤치드와 같이 배양된 P. gingivalis를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핵이 뚜렷해지고 자 도가 높은 과립이 증

가하 고 리보솜이 세포질 가장 자리로 분포하 으며, 피톤치드 양이 증가할 수록 유령세포, 특히 소포가 특징 으로 크

게 증가하 다.

4. RT-PCR 분석 결과,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의 superoxide dismutase의 발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SDS-PAGE와 immunoblot 분석 결과,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의 단백질 발 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에 해 강한 항균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살균작용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즉, 피톤치드는 단백질 발 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P. gingivalis의 항산화물질 생산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아직 밝 지지 않은 기 을 통해 스트 스 상황을 유도하여 생존능력을 억제하여 결과 으로 세균세포의 구조  형태 변화

와 함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피톤치드, 항균작용, 입냄새, P. gingivalis, 구강병원균

1)I. 서    론

  사람의 구강 내에는 500여종의 수많은 세균이 존재

하며, 이들은 구강 내 상주균과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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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호 작용하여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질환을 일으켜 통증  섭식기

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치아상실을 래하기도 하며, 

치료를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같은 구강질환은 

한 번 손상이 가해지면 구손상으로 남는 경향이 높

으므로, 이들에 해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방과 치료 후 리가 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치주질환은 성인에 있어 치아상실을 가져오는 

가장 요한 원인으로써, 치태를 구성하고 있는 복잡

한 세균군, 즉 혼합감염에 한 치아 주변조직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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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염증진행에 의하여 야기된다.
1)
 이 에서도 

red complex에 속하는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가 치주질환의 가장 요한 원인균으로 알

려져 있다.
2) 
P. gingivalis는 그람음성 기세균이며 

태생 으로 일부 항생제에 하여 항성을 갖는 동

시에 다른 많은 항생제에 항성을 획득하는 경향을 

보이는 세균으로서, 구강 세균 에서 가장 강하고 많

은 독성인자를 갖고 있는 세균이다.3) 치주질환이 있을 

때 치주병소 내 P. gingivalis의 수가 증가되며4) 치주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열구상피에 침투하는 P. 

gingivalis가 빈번히 발견된다.5) P. gingivalis는 치주

치료를 하면 감소되거나 제거되며, 치주질환이 재발되

는 병소에서는  다시 발견된다.
6)
 P. gingivalis는 숙

주조직과 세포에 부착 는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

산물이나 독소를 만들어 치주조직에 직  해를 미치

기도 하지만 P. gingivalis와 반응하는 이들 세포에서 

생산되는 cytokine, 그리고 cytokine에 반응하는 숙주

세포에서 생산된 물질로 치주조직을 더욱 괴시킨다. 

를 들어 P. gingivalis와 반응하는 다형핵백 구는 

collagenase를 분비하고 P. gingivalis는 이를 활성화

시켜 치주조직을 괴한다.7,8) 

  구취는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여 나오는 악취를 말

하며,9) 어도 50%의 사람들은 만성 인 구취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의 반정도는 개인의 불편함이나 사

회  난처함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

며,10) 다수 성인들에게서 구취는 사회생활을 하

는데 한 향을 미치는 공통된 문제 으로 두

되고 있다. 구취의 원인으로 요한 것은 구강 내 미생

물이 타액 는 조직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고 더 나아

가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

아, 휘발성 황화합물, 젖산과 같은 성분들이다. P. 

gingivalis는 구취를 유발하는 데 가장 요한 휘발성 

황화합물 생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11) 

  구강 내에서 미생물을 제거하여 치주질환이나 구취

를 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 으로 치태를 제거해 

내거나 화학 으로 미생물의 수를 여 주는 것이다. 

기계 으로 여 주는 방법은 양치질이나 치실을 사

용하고, 화학 으로는 항생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세균들을 조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강 상

주균을 건강하게 유지시킨 채로 병인균 만을 억제시

킨다는 차원에서 최근 천연 추출물의 활용이 두되

고 있다.12,13)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체를 수증기로 증류하

여 얻는 휘발성 방향성분을 말하는데, 이들 휘발성분

들은 수십 종에서 많은 것은 200여 종에 달하는 

phenolics, terpenoid, alkaloid, phenylpropane, 

acetogenin, steroid 등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14-16) 

이들은 미생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수목 자신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상은 

식물의 방어기작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를 알 로

시(allelopathy)라고 한다.
17) 

정유라고 일컫는 피톤치

드는 항균력, 즉 항세균 효과, 항진균 효과18)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백

나무(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피톤치드

가 치주질환  구취와 한 연 성이 있는 P. 

gingivalis에 하여 항균효과가 있는 지를 찰하고 

항균작용을 규명하는 데에 목 이 있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균주의 배양

  생균수 측정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 실험균

주로 P. gingivalis 2561를 사용하 다. 실험균주를 

yeast extract (5 ㎎/㎖), hemin (5 ㎍/㎖)  vitamin 

K1 (0.2 ㎍/㎖)이 첨가된 half-strength brain heart 

infusion (BHI) 액체배지와 면양 구가 5% 첨가된 

BHI 액한천배지에서 24시간 37˚C에서 기 으로 

배양하 다. 배양된 실험균주를 분 도계(Ultra-

spec 2000, Pharmacia Biotech, USA)로 600 ㎚에서 

흡 도가 0.1이 되도록 새 BHI 액체배지에 희석하

다. 한편, 투과 자 미경  생화학 , 분자생물학  

찰을 해서는 실험균주를 BHI 액체배지에 종하

여 37℃ 기배양기에서 분 도계로 600 ㎚에서 흡

도가 0.4가 되도록 배양하 다.

2. 피톤치드의 항균력 찰

1) 최소억제농도 측정

  실험균주에 한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mini-

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기 

해, 우선 실험균주를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균액의 일

정액을 새 BHI 액체배지에 종하여 McFarland #1 

흡 도의 1/2 농도, 즉 10 ㎖ 액체배지의 흡 도가 

0.1(600 ㎚)이 되도록 균액 농도를 조정한 후 피톤치드

를 0～0.4%(vol/vol) 첨가하 다. 실험균주가 종된 

BHI 액체배지를 각 실험균주의 배양조건에 따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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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배양한 후 600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실험

균주에 한 MIC는 육안으로 실험균주의 증식이 보

이지 않는 최소농도19)이나 정확을 기하기 해 흡 도

를 측정하여 흡 도가 0.1±0.01 는 그 이하로 측정되

는 균 배양액에 첨가된 피톤치드의 농도를 그 실험균

주에 한 MIC로 결정하 다. 

2) 최소살균농도 측정  

  실험균주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가 살균작용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를 결정하기 하여 

생균수를 측정하 다. 배양된 실험균주(흡 도 0.1)에 

피톤치드를 0.005, 0.01, 0.1% 첨가한 후 24 시간 배양

하 다. 배양 후 균의 농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가볍게 

진탕하고 나서 100 ㎕을 취하여 생리식염수가 900 ㎕

이 담긴 1.5 ㎖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vortex하

여 10배 희석균액을 만들었다. 희석균액을 다시 100 

㎕ 취하여 생리식염수 900 ㎕가 담긴 새 1.5 ㎖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vortex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10-7～10-9까지 단계희석하 다. 단계희석된 균액 

100 ㎕을 BHI 액한천배지에 하한 다음, 멸균된 유

리 를 사용하여 균액을 한천배지 면에 고루 도

말하 다. 도말된 한천배지를 37˚C 기 배양기에서 

4～5일간 배양한 후 형성된 P. gingivalis 집락이 200

개 정도로 나타난 한천배지를 선택하여 집락수를 센 

다음, 이 배지에 도말했던 균액의 희석배수를 역산하

여 균액 원액 100 ㎕당 생균수를 계산하 다. 생균수

를 측정하여 조군과 비교해 사멸된 균수가 99.99%

를 넘는 피톤치드의 최소농도를 MBC로 결정하

다.20,21) 

3) 항생제 감수성 검사

  피톤치드에 노출된 P. gingivalis의 항생제에 한 

감수성 변화를 찰하기 하여 disc 확산법을 시행하

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앞서 비실험을 통해 

disc 환산법으로 나타난 억제환(inhibition zone)의 크

기가 20～40 ㎜ 정도가 되어 찰하고 측정하기 용이

하도록 항생제 농도를 미리 결정하 다. 다음, 멸균된 

8 ㎜ 직경의 paper disc에 항생제 용액을 20 ㎕씩 하

하여 각 paper disc 당 항생제 농도가 에서 결정한 

정농도, 즉 amoxicillin 5 ㎍, ampicillin 5 ㎍, 

cefotaxime 15 ㎍, penicillin 5 ㎍, tetracycline 15 ㎍이 

되도록 최종농도를 조 하 다. 항생제 용액이 하된 

paper disc는 50˚C 배양기에서 무균상태로 건조시켰다. 

  피톤치드를 0.005% 첨가한 상태로 24시간 배양한 

P. gingivalis 균액을 100 ㎕씩 도말한 BHI 액한천

배지에 정농도의 항생제 disc를 올려놓은 상태로 37

˚C에서 기 으로 4～5일간 배양한 후 항생제 disc 

주변에 형성된 억제환의 직경을 측정하 다. 피톤치드

를 0.005% 첨가하 을 때 P. gingivalis의 생존율이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했을 때의 약 30%이었

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P. gingivalis를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균액을 새 BHI 액체배지와 혼

합하여 30% 희석 균액을 만들어 100 ㎕를 도말한 것

을 조군으로 사용하 다. 

3. 투과 자 미경 찰

  P. gingivalis 2561균주의 세포막과 세포질 내 구조

를 찰하기 하여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우선 실험균주를 액체배지에 종하여 37℃ 기성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 100 ㎖를 새로운 

액체배지 10 ㎖에 종한 후 분 도계(600 ㎚)로 흡

도 0.4가 될 때까지 기 으로 배양하 다. 배양한 

실험균주에 피톤치드를 0.005, 0.01% 첨가하고, 는 

피톤치드 없이 6시간을 추가로 배양하 다. 배양액을 

10,000 ×g로 30분간 4℃에서 원침시킨 후 회수된 균 

pellet을 PBS로 3회 세정한 다음 2% glutaraldehyde와 

0.2% ruthenium red가 포함된 1차 고정액 1 ㎖에 4℃ 

1시간 동안 고정하 다. 다음, PBS로 3회 세정하고 

2차 고정액인 2% OsO4를 1 ml 첨가하여 4℃에서 1시

간 30분 동안 후고정하 다. 표본은 ethanol로 탈수시

킨 후 Epon 812, DDSA (dodecenyl 

scuccinioanhydride), NMA (nadic methyl anhydride), 

DMP-30 (tridimethyl amino- methyl phenol)를 혼합

하여 포매한 다음 박  표본을 제작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한 후 자 미경

(H-7100; Hitachi, Japan)하에서 찰하 다.

4.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1) Total RNA 추출

  P. gingivalis의 fimbriae 유 자인 fimA와 

superoxide dismutase 유 자인 sod 발 의 변화를 

사수 에서 살펴보기 하여 RT-PCR를 시행하

으며 이를 시행하기 하여 먼  RNA를 분리하 다. 

우선 실험균주를 액체배지에 종하여 37℃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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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 100 ㎖를 새 액

체배지 10 ㎖에 종한 후 흡 도 0.4(600 ㎚)까지 배

양하 다. 배양액에 피톤치드를 0.005% 농도로 첨가, 

는 피톤치드 없이 2시간 배양하 다. 배양액을 1 ㎖

씩 취하여 얼음에서 냉각시킨 RNase free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긴 다음 Qiagen Total RNA 

Isolation Kit (Valencia, CA, U .S. 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 다. 추출한 RNA는 분 도계

로 각 260 ㎚, 280 ㎚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추출량을 

정량하고 순도를 계산하 다.

2) RT

  Qiagen RT-PCR Kit (Valencia, CA, U.S.A.)를 사

용하여 RT를 시행하 다. 정량하여 농도를 동일하게 

맞춘 Total RNA (50 ng～100 ng/㎕) 1～5 ㎕, RNasin 

(40 Units/㎕) 0.2 ㎕, 2 mM dNTPs 2 ㎕, oligo dT 

primer (10 pmol) 1 ㎕, MgCl2 (2～5 mM) 2～4 ㎕, 

RNase inhibitor (40 Units/㎕) 1 ㎕를 혼합하고 증류

수로 최종량을 20 ㎕로 조 하 다. 이들 RT 혼합액

을 50℃에서 30분, 95℃에서 15분간 시행하고 4℃에서 

반응을 정지시켜 cDNA를 얻었다.

3) PCR

  PCR에 앞서, Dickinson 등22)이 보고한 P. 

gingivalis 381의 fimA 염기서열을 토 로 하여 fimA 

체를 포함하는 forward (5´-GCT TTT GGA GTT 

GGC GAT GAC-3´), reverse (5´-TTA CCA AGT 

AGC ATT CTG ACC-3´) primer를 제작하 고, sod 

유 자의 PCR을 해서는 Nakayama23)가 보고한 P. 

gingivalis ATCC 33277의 sod 염기서열 일부를 포함

하는 forward (5´-CCT ATG TGG ACA ACC TCA 

AT-3´), reverse (5´-GGC TTC CTT ATG TAT 

Primers Sequence (5' to 3') Amplicon size (bp)

fimA-forward  GCT TTT GGA GTT GGC GAT GAC
1,014

fimA-reverse  TTA CCA AGT AGC ATT CTG ACC

sod-forward  CCT ATG TGG ACA ACC TCA AT
517

sod-reverse  GGC TTC CTT ATG TAT TGG TG

gapA-forward  AAT ATC ATC CCC TCT TCC ACC
354

gapA-reverse  GTT GGA GTA TCC GAT TTC GTT

Table 1. Primers to be used in RT-PCR

TGG TG-3´) primer를 제작하 다.

  그리고 PCR에 사용되는 template의 동량화를 한 

조군으로 Nelson 등24)이 보고한 P. gingivalis의 게

놈 체 염기서열 에서 housekeeping 유 자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A) 

일부를 포함하는 forward (5´-AAT ATC ATC CCC 

TCT TCC ACC-3´), reverse (5´-GTT GGA GTA 

TCC GAT TTC GTT-3´) primer를 제작하 다

(Table 1). 

  PCR을 하여 cDNA (10～50 ng/㎕) 1～5 ㎕, 

primer 각각 10 pmol, Taq DNA polymerase (5 

Units/㎕; TaKaRa Korea) 0.25 ㎕, 2 mM dNTP 2～5 

㎕, 10× buffer 2～5 ㎕, MgCl2 (2～5 mM) 2～4 ㎕를 

혼합하고 증류수로 최종량을 50 ㎕로 조 하 다. 

PCR 혼합액을 95℃에서 5분간 변성시킨 다음, PCR 

cycle은 94℃에서 30～60 , 52～55℃에서 30～60 , 

72℃에서 60～90 로 25～30회 반복하고, 72℃에서 10

분간 반응한 후 4℃에서 반응을 정지하여 PCR 산물을 

얻었다. 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 기 동한 후 

ethidium bromide (0.5㎍/㎕)로 염색한 다음 UV 선 

하에서 나타난 띠의 크기와 상 인 양을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는 사진촬 으로 기록하 다.

5. SDS-PAGE

  실험균주를 액체배지에 종하여 37℃ 기성 상태

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 100 ㎕를 새 액체배

지 10 ㎖에 종하고 피톤치드를 0.005% 첨가, 는 

피톤치드 없이 24시간 기 으로 배양하 다. 배양액

을 10,000 ×g로 30분간 4℃에서 원침시킨 후 균체를 

PBS로 세정한 균 부유액을 음 쇄기로 1분간 

쇄 시킨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의 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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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하여 각 시료의 단백질 총량

을 동일하게 조정하 다. 농도가 조정된 상층액에 5× 

sample buffer (β-mercaptoethanol 포함) 4 ㎕를 첨가

하여 100℃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SDS-10% 

polyacrylamide gel에 하한 후 Tall Mighty Small 

gel apparatus (SE280; Hoefer Scientific Instru-

ments, U. S. A.) 상에서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시행하 다. 기

동이 끝난 polyacrylamide gel은 Coomassie blue로 염

색한 다음 염색된 단백질 띠를 찰하 다.

6. Immunoblot

  같은 P. gingivalis 시료로 기 동을 끝낸  다른 

set의 gel은 Semi-Dry Blotting unit (Fisher 

Scientific, U. S. A.)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2.5 ㎃/㎤
 

gel의 출력으로 PVDF 막(Roche Diagnostic, 

Mannheim, Germany)에 이시켰다. 단백질이 이

되지 않은 부 의 PVDF 막은 1% BSA-TBS (20 

mM Tris-HCl [pH 7.5], 0.5M NaCl)로 1시간 차단한 

다음 1% BSA-TBS에 1:500로 희석한 anti- fimbrillin 

항 청, anti-whole cell 항 청을 각각 첨가 한 후 4℃

에서 하룻밤 반응시켰다. 다음 PVDF 막을 

Tris-Tween 20 완충용액(10 mM Tris-HCl [pH 8.0], 

0.05% Tween 20 [v/v], 0.01% NaN3)으로 매 5분씩 3

회 세정한 다음 1% BSA-TBS에 1:1,000로 희석한 

goat anti-rabbit IgG(H+L)-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 (Sigma, St. Louis, MO, U. S. A.)로 상온에

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Tris-Tween 20 완충용

액으로 PVDF 막을 매 10분씩 5회 세척한 다음 

substrate BCIP/NPT (Sigma, St. Louis, MO, U. S. 

A.)로 처리하여 발색되는 단백질 띠를 찰하 다.

Ⅲ. 실험결과

1.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한 P. gingivalis를 BHI 액체

배지에 종하고 배양한 다음 배양 균액의 흡 도를 

측정해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를 찰하 다(Table 2).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24시간 배양했을 때 P. 

gingivalis의 흡 도는 0.991이 으나 피톤치드의 첨가

량이 0.002% 이상이면 흡 도가 격히 감소하고 

0.008%일 때 흡 도가 0.016이 되어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MIC는 0.008%로 결정되었다(Table 2).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한 P. gingivalis를 BHI 액

한천배지에 도말한 다음 형성된 집락의 수, 즉 생균수

로 피톤치드의 살균효과를 찰하 다. 피톤치드를 첨

가하지 않고 배양한 조군 P. gingivalis는 생균수가 

100 ㎕당 2.69 × 109이었으나,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했

을 때는 생균수가 크게 어 피톤치드 첨가량이 

0.005%일 때 생균수 7.83 × 108, 0.01%일 때 2.50 × 106

로 각각 29.6와 0.01%의 생존률을 보 다. 체 균의 

99.99%이상을 살균할 수 있는 최소농도가 MBC이기 

때문에20,21)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MBC는 

0.01%로 결정되었다. 피톤치드의 농도를 높여 0.1%까

지 첨가하면 생존하는 세균이  없었다(Table 3). 

2. 피톤치드에 의한 P. gingivalis의 항생제 감수성 

변화

  피톤치드를 첨가하고 배양한 P. gingivalis를 상

으로 하여 disc 확산법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

행한 후 형성된 항생제 disc의 억제환 크기를 피톤치

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조군 P. gingivalis을 사

Phytoncide added(%) O. D. at 600 ㎚

0 0.991

0.001 0.924

0.002 0.518

0.004 0.101

0.006 0.468

0.008 0.016

0.010 0.003

0.020 -0.035

0.040 -0.031

P. gingivalis 2561 was grown in BHI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Changes 

in the bacterial growth by phytoncide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optical density (O. D.) of the bacterial 

culture at 600 ㎚. The result shown here is the 

representative of several experim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Table 2. Change in the growth of P. gingivalis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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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ncide added (%) Number of viable cells (%)

0 2.69 x 109 (100.0)

0.005 7.83 x 108 (29.06)

0.01 2.50 x 106 (0.01)

0.10 0 (0.0)

P. gingivalis 2561 was grown, adjusted the optical density to 

0.1 at 600 ㎚, and incubated for 24 h anaerobically in the 

presence of phytoncide at 0.005～0.1% (v/v). After the 

incubation, 100 ㎕ of the cultured bacterial cells was smeared 

on a blood agar plate. Number of the viable cells (colony 

forming unit) in the 100-㎕ bacterial cells was counted after 

4～5-day incubation. The results shown here are the 

representative of several experim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Table 3. Effect of phytoncide on viability of P. 

gingivalis 2561

 Antibiotics No phytoncide 0.005% phytoncide

Amoxicillin (5 ㎍) 20.0±0.00a 22.6±0.37*

Ampicillin (5 ㎍) 22.6±0.37 22.0±0.00

Cefotaxime (15 ㎍) 21.6±0.37 21.6±0.37

Penicillin (5 ㎍) 14.3±0.37 14.3±0.37

Tetracycline (15 ㎍) 33.6±0.37 34.0±0.00

P. gingivalis was grown in the presence of 0.005% 

phytoncide for 24 h and 100 ㎕ of the cultured cells was 

smeared on a blood agar plate and then subjected to 

antibiotic sensitivity test for 4～5 days using different 

antibiotic discs. Diameter of the inhibition zone was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e inhibition zone 

created on the plate of P. gingivalis that had been 

incubated in the absence of phytoncide. 
a; diameter of the inhibition zone (㎜).
*; diameter of the inhibition zone formed by amoxicill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0.005% phytoncide 

added (95% confidence, P=0.0013).

Table 4. Effect of phytoncide on antibiotic sensitivity 

of P. gingivalis 2561 

Fig. 1.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photograph of 

P. gingivalis incubated without phytoncide. 

P. gingivalis 2561 grown up to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 was further 

incubated without phytoncide for 6 h. The 

bacterial cells were harvested, fixed, 

embedded, ultrathin-sectioned, and then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Notice that the inner and outer membranes 

of the cells are discernible and ribosomes 

are scattered in the cytoplasm but more 

toward the cell membrane. Some cells are 

undergoing cell division and have electron 

dense granules which are thought to be 

polyphosphate reserve materials. (X 40,000 

mag.)

용했을 때에 형성된 억제환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피

톤치드가 P. gingivalis의 항생제 감수성에 변화를 유

도하는지 찰하 다. 피톤치드가 첨가되어도 P. 

gingivalis는 ampicillin, cefotaxime, penicillin, 

tetracycline에 한 감수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amoxicillin에 해서는 조군 P. gingivalis

를 사용했을 때(20.0 ㎜)와 비교하면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한 P. gingivalis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억제

환의 크기가 22.6 ㎜로 증가하여 one-way ANOVA 

(n=3) 검사로 통계  유의성(95% confidence, 

P=0.0013)을 보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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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photograph of 

P. gingivalis incubated with 0.005% 

phytoncide. P. gingivalis 2561 grown up to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 was further 

incubated with 0.005% phytoncide for 6 h. 

Morphologically abnormal cells are 

prominent, which have distinct nucleotide 

and more electron dense granules. 

Ribosomes in the cytoplasm are densely 

located more toward the membrane. A few 

lysed ghost cells with sparse remnant of the 

cell body are observed and abnormally 

smaller sized, degenerated cells are also 

detected. (X 40,000 mag.) 

3. 피톤치드에 의한 P. gingivalis의 형태변화

  피톤치드에 의한 P. gingivalis의 형태변화를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

고 배양한 P. gingivalis는 뚜렷하게 내막과 외막이 

찰되고 리보솜이 세포막 쪽으로 다소 편 된 상태로 

균일한 도를 갖는 정상 인 형태를 보 다. 일부 균

에서 세포분열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균에서는 세

포질 내에 자 도가 높은 과립이 찰되었다. 그리

고 외막에서 떨어져 나와 형성된 소수의 소포(vesicle, 

는 bleb)가 발견되었다(Fig. 1). 

  피톤치드를 0.005% 첨가하고 배양한 P. gingivalis

는 비정상 인 형태변화를 보 다. 많은 균들에서 핵

의 치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핵이 뚜렷해 졌고, 세

포질 내 리보솜의 자 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자

도가 높은 과립의 수도 증가하 다. 한 소포의 수

Fig. 3.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photograph of 

P. gingivalis incubated with 0.01% 

phytoncide. P. gingivalis 2561 grown up to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 was further 

incubated with 0.01% phytoncide for 6 h. 

Note that occurrence of ghost cells 

becomes prominent and numerous 

small-sized vesicles are scattered. (X 

40,000 mag.) 

도 증가하 다. 세포질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거의 사

라진 상태에서 두개의 막만이 존재하는 유령세포

(ghost cell)의 출 이 빈번해졌다. 한 정상 보다 작

은 크기의 균도 많이 찰되고 이들 균은 부분 비정

상 인 형태를 보 다(Fig. 2). 

  피톤치드 첨가량이 0.01%로 증가되었을 때, P. 

gingivalis는 더욱 비정상 인 형태를 보 다. 유령세

포의 수도 크게 증가하 고, 특징 으로 다양한 크기

의 수많은 소포들이 집되어 나타나는 것이 찰되

었다(Fig. 3).

4. 피톤치드에 의한 P. gingivalis의 유 자 발 의 

변화

  RT-PCR로 superoxide dismutase mRNA의 발 정

도를 찰한 결과, 0.005%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했을 

때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P. gingivalis

보다 크게 감소하 다. 반면 fimA의 발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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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expression of superoxide dismu-

tase (SOD) mRNA of P. gingivalis after the 

addition of phytoncide as determined by 

RT-PCR. P. gingivalis 2561 grown up to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 was further 

incubated with 0.005% phytoncide for 2 h. 

The cultured cells of P. gingivalis were 

centrifuged to collect the cell pellet. Total 

RNA was extracted from the cell pellet and 

subjected to RT-PCR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superoxide dismutase gene 

(sod) and fimbrillin gene (fimA), and GapA 

housekeeping gene (gapA) as a control. 

Note that the expression of sod was 

dramatically decreased after the incubation 

with phytoncide.

      1     2

Fig. 5. SDS-PAGE analysis of P. gingivalis with or 

without phytoncide. P. gingivalis 2561 

grown up to optical density of 0.4 at 600 ㎚ 

was further incubated with 0.005% 

phytoncide for 6 h. The bacterial cells were 

centrifuged to collect the cell pellet, boiled 

in sample buffer for 10 min, and subjected 

to SDS-10%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Lanes: 1, P. gingivalis  

without phytoncide; 2, P. gingivalis with 

0.005% phytoncide. 

5. 피톤치드에 의한 P. gingivalis의 단백질 발 의 

변화

  P. gingivalis를 0.005%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한 후 

단백질 양상의 변화를 SDS-PAGE로 분석한 결과 단

백질들의 발 정도는 피톤치드를 첨가하지 않고 배양

한 P. gingivalis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SDS-PAGE으로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단백질 발

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anti- 

whole cell 항 청을 사용하여 immunoblot을 시행하

다. 그러나 SDS-PAGE와 마찬가지로 피톤치드를 

첨가하고 P. gingivalis를 배양하더라도 단백질 

profile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Ⅳ. 총   고안

  식물들은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주 로 방산함으로

써 다른 식물들에게 직간 으로 해를 입히는 알

    1    2 

Fig. 6. Immunblot analysis of P. gingivalis with or 

without phytoncide. The boiled sample 

prepared in Fig. 5 was subjected to 

immunoblot. The separated proteins in the 

sample by SDS-PAGE were transferred to a 

PVDF membrane. The membrane was 

blocked and incubated anti-P. gingivalis 

whole cell antibodies and then with 

secondary antibodies conjugated with 

alkaline phosphatase. Lanes: 1, P. 

gingivalis without phytoncide; 2, P. 

gingivalis with 0.005% phyton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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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allelopathy) 기능을 가지고 있다.
17) 

이들 알

로 시 효과에 여하는 물질로 알려진 것들은 개 

allelochemicals라는 2차 사산물들로서, phenolics, 

terpenoid, alkaloid, phenylpropane, acetogenin, 

steroid 등이 있다.14-16) Allelochemicals  휘발성 물

질은 자연 상태에서 주 환경 내로 퍼져나가 서식처

의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며, 이들 물질이 식물

들의 생존과 응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16) 식물

에서 생성되는 이들 화학물질은 증기, 압축, 추출 등의 

방법으로 정유(essential oil)의 형태로 정제할 수 있

다. 이 정유는 기능 인 측면에서 피톤치드라고도 불

린다. 피톤치드는 일반 으로 휘발성(방향성)이며 그 

주성분은 ‘테르펜(terpene)’ 이라고 하는 유기 화합물

이다.25) 산림 속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향은 

산림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나무에서 나오는 방향성 

피톤치드에 의해 결정된다. 산림에서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동물의 사체나 썩은 나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데 이것은 피톤치드의 

공기정화능력, 특히 악취를 없애는 소취능력이 탁월하

기 때문이다. 한 피톤치드는 자율신경을 효과 으로 

안정시키며, 간 기능을 개선하거나 숙면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에 유행

하는 산림욕은 쾌 감을 제공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실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극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식물이 피톤치드를 생산하는 1차 인 목 은 주변 

으로 부터의 개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피톤치드는 

주 의 식물에 한 알 로 시 기능이외에도 식물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포식자들, 를 들어 

식동물을 비롯하여 곤충, 진드기, 미생물에 한 방

어기능이 있다.
26) 

이런 이유로 피톤치드를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식품의 방부제, 

욕실의 곰팡이 제거용 살균제, 실내용 방향‧방충제, 

집먼지 진드기 퇴치용 구제제 등이 개발되어 재 상

품화되고 있다. 치의학 으로 보다 큰 심을 끄는 것

은 세균, 진균, virus 등 다양한 병원미생물에 한 피

톤치드의 항균효과인데 아직까지는 임상에 이용하려

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는 

재 일본과 만,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부근 등에서 

자생하고 있는 측백나무과 편백나무속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 기에 독특한 향기가 있다. 편백나무는 건

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유는 향료, 살충제, 방

향제 등에 이용되고 한다.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휘발

성 피톤치드는 범 한 세균  진균종에 해 강한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다. 편백 피톤치드에 감수 인 

미생물로는 그람 양성세균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 그람 음성세균인 Vibrio parahae-

molyticus, Pseudomonas aeruginosa, Pseudomonas 

putida, 효모형 곰팡이인 Candida albicans, 사상형 곰

팡이인 Aspergillus nidulas, Alternaria mali, 

Fusarium oxysporum 등이 잘 알려져 있다.18) 

  최근, 오랜 기간 화학  항생제를 사용하여 항생제

에 내성을 가진 병원균이  늘어가고 있는 실에

서 항균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을 임상 으로 이용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편백 피톤치드와 같이 항

균효과가 잘 알려진 천연물질을 구강감염질환의 방

이나 치료목 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를 연구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치주질환은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이환율이  

증가하여 40～50 가 되면 60～90%가 이환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치주질환은 성인에서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50  이상 다수의 성인들

은 치아상실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삶의 질 하로 연결된다. 한편, 경

제 으로 여유로워 지면서 구취에 한 심도 높아

졌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다. 사람들은 구강 생에 심을 갖게 되었고 상

으로 에 비해 구취에 해서도 차 민해

지면서 구취가 있는 사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구취

가 있는 사람은 구취가 삶을 질을 하시키는 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치주질환 진

행과정 에 치주조직 단백질이 분해되어 황화합물과 

같은 부패물질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치주질환은 

구취의 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치주질환의 가장 

요한 원인균  하나인 P. gingivalis는 구취의 유발

인자로서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P. gingivalis에 한 편백 피톤치드

의 항균효과를 찰하 다. P. gingivalis는 배지에 첨

가된 피톤치드의 양이 증가할수록 성장이 억제되었다. 

P. gingivalis는 피톤치드가 0.008%일 때 성장이 완

히 억제되어 MIC는 0.008%로 결정되었다. MBC를 결

정하기 해 시행한 생균수 검사에서 피톤치드 첨가

량이 증가할 수록 생균수는 격히 감소하여 0.01% 

농도에서 거의 모든 P. gingivalis가 사멸하 고

(99.99%), 0.1%에서는 완 히 사멸하 다(Table 3). 

항균제제는 정균작용을 갖는 것보다는 살균작용을 갖

는 것이 이상 이기 때문에 편백 피톤치드가 강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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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 이다. 편백나무 이외

에도 많은 식물들로부터 정유를 얻고 있고 이들 정유

의 P. gingivalis에 한 항균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와 다른 조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다른 식물의 정유와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를 직

 비교하기는 어렵다. Takarada 등19)은 manuka, tea 

tree, eucalyptus, lavandula, romarinus 정유의 항균효

과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P. gingivalis 2561와 같은 

유  성상을 갖는 균주 ATCC 33277에 해 

96-well plate를 사용하여 찰하 다. 그 결과, 

manuka 정유는 P. gingivalis ATCC 33277에 한 

MIC가 0.0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0.13% 

이상에서 MIC가 결정되었다(Table 2). 한편, manuka

의 MBC는 0.06%, 나머지 정유들은 0.5% 이상의 농도

에서 P. gingivalis ATCC 33277을 완 히 살균할 수 

있었다(Table 3). 따라서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편백 피톤치드는 이들 정유보다 훨씬 강한 살균효과

를 갖는 것으로 단된다. P. gingivalis W83에 한 

여러 정유(chamomile, myrrh, rhatany, echinacin, 

peppermint, rosemary, sage, tulsi, tea tree, eugenol, 

thymol)의 효과를 96-well plate에서 찰한 Shapiro 

등
20)

의 연구에서 sage와 tea tree가 가장 강한 항균효

과를 보 다. Sage와 tea tree의 MIC는 각각 0.06, 

0.11% 고, MBC는 sage가 0.37% 으나 tea tree는 

0.6% 이상 농도에서만 살균이 가능하 다. 정유의 성

분인 thymol과 eugenol를 정제하여 사용하 으 때는 

정유 자체보다는 강한 항균효과를 보 다. Thymol과 

eugenol의 MIC는 각각 0.03, 0.06% 이었고, MBC는 

각각 0.05, 0.18% 이었다. MBC는 기 종 세균의 

99.99%까지 살균할 수 있는 최소농도로 본다면20.21) 본 

연구에서 측정된 P. gingivalis에 한 MBC는 0.01%

이기 때문에 편백 피톤치드는 다른 정유에 비해 훨씬 

강력한 항균(살균)효과를 갖고 있다고 단된다. 

  항생제나 살균제 등의 세균막 투과성을 높이는 화

학물질을 permeabilizer라고 하고, 이들 물질  표

인 것으로 잘 알려진 것이 polyphosphate이다.27) 

Permeabilizer들은 특정 항생제의 항균효과를 높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만약 permeabilizing 효

과를 갖는 다면 자체 항균력 이외에 항생제 항균력을 

증진시키는 부가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 가능

성을 확인하기 해 P. gingivalis를 피톤치드와 배양

한 다음 항생제에 한 감수성이 변하는 지를 찰하

다. Amoxicillin, ampicillin, cefotaxime, penicillin, 

tetracycline 등 P. gingivalis에 한 항균효과가 크고

28)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군에 속하는 표 

항생제를 선택하 다. 이들 항생제 에서 amoxicillin

만 항균효과가 피톤치드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항생제에 따라 permeabilizing 효과는 

같은 permeabilizer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7,29) 편

백 피톤치드의 경우 amoxicillin에 해서는 항균효과

를 높여주기는 하 지만 이미 보고된 다른 연구들의 

결과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ermeabilizing 효과가 크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Nguefack 등
30)

은 일부 정유들이 Listeria, 

Staphylococcus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다고 보고

하 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계열의 여러 항생제를 상

으로 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유의 항균기 에 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에서 언 한 것같이 일반 으로 세균의 세포막 투

과성 증가와 이에 따른 세포질 유리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이외에 세균 호흡 사에 향을 미침으로써 항

균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6,31) Carson 등32)

은 Staphylococcus aureus에 한 tea tree 정유의 항

균기 을 연구하 다. 이 결과 tea tree 정유는 세포용

해를 일으킬 만큼 직 으로 세균 세포벽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포벽이 약해지고 그 결과 세포막

이 삼투압 변화에 의해 괴되며, 동시에 자가분해효

소가 활성화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균의 자가분

해(autolysis)를 야기한다고 추측하 다. 이들 연구자

는 이런 항균기  이외에도 다른 기 이 존재할 것으

로 상하 다. Oussalah 등30)은 Spanish oregano, 

Chinese cinnamon, savory 정유가 Escherichia coli 

O157:H7 와 Listeria monocytogenes의 세포막 통합

성(integrity)에 향을 미치고 세포내 ATP의 감소, 

세포질 내용물 유출의 증가, 세포내 pH가 감소하는 

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한편, 이들 연구자는 

자 미경으로 세균 세포막이 손상된 것을 찰하 다. 

  본 연구에서 편백 피톤치드를 첨가하고 6시간 배양

한 후 P. gingivalis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피

톤치드를 0.005% 첨가한 경우, 많은 균들에서 핵의 

치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핵이 뚜렷해 졌고, 세포질 

내 리보솜의 자 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자 도가 

높은 과립의 수도 증가하 다(Fig. 2). 이들 과립은 세

포 내에서 생성된 과립이라고 생각되는 데 인공합성 

polyphosphate를 첨가하고 배양했을 때도 P. 

gingivalis에서 찰되는 상이다.34) 세포 내의 

polyphosphate는 성장 정지기 때처럼 양이 부족한 

상태와 같은 외부 스트 스 요인에 한 방어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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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포질 내에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35)
 아마도 피

톤치드가 P. gingivalis에 한 스트 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polyphosphate 과립은 피톤치드 첨가량을 0.01%로 증

가시켰을 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Fig. 3). 이것은 피

톤치드에 의한 스트 스가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나

타나는 상이라고 생각되는 데 자 미경 소견에 

따르면 P. gingivalis에서는 polyphosphate 생성이 아

니라 세균 세포의 괴양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톤치드가 0.005% 첨가되

었을 때에 이미 세포질 내용물이 완 히 빠져나가고 

외막과 내막(세포막)만이 존재하는 유령세포가 빈번

히 나타났고, 이 유령세포의 막 통합성에 손상이 있는 

것도 찰할 수 있었다.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

포(vesicle)의 출 이다. 소포는 P. gingivalis를 배양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정상 으로 나타날 수 있지

만 성장 정지기에 있거나 주변 환경여건이 악화되었

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36) 피톤치드를 MBC 농도인 

0.01%를 첨가하 을 때에는 특징 으로 다양한 크기

의 수많은 소포들이 집되어 나타나는 것이 찰되

었다. 이는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독특한 상으

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소포의 출

은 피톤치드의 항균작용과 연 되어 있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항균물질은 치사농도 이하의 농도에서 세균을 살균

시키지 못하더라도 세균의 생리‧생화학  성상에 

향을 미쳐 세균의 병원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37) 

본 

연구에서는 독성산화물질을 약화시키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에 한 mRNA 발 을 찰하

다(Fig. 4). P. gingivalis는 0.005% 피톤치드에 노출

되었을 때 superoxide dismutase의 발 이 히 감

소하 다. 이 결과는 P. gingivalis 주변에 산화물질이 

축 될 때 이 산화물질의 독성을 화시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 한다. P. gingivalis는 편

성 기균임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미량 존재하는 환

경에서 어느 정도 항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 

피톤치드에 노출되면 산화물질 화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존력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상된다.38) 

  배양 온도가 증가하거나
39)
 양분 공 이 제한 인 

환경40)에서는 P. gingivalis fimA의 발 이 감소하는 

등 환경변화에 의해 fimA 발 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RT-PCR 분석

에서 fimA 유 자 발 은 피톤치드의 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 같은 결과는 단백질의 

변화를 찰한 SDS-PAGE와 immunoblot 분석에서

도 확인되었는 데, Fig 5와 6에서와 같이 fimA가 

coding하는 43-kDa fimbrillin은 피톤치드와의 배양 

여부와 계없이 발 의 양은 같았다. 

  한편 fimbrillin와 함께 P. gingivalis의 표면에 다량 

존재하며 fimbrillin과는 다른 성격의 minor fimbriae

를 구성하는 75 kDa 단백질도 온도와 양제한 환경

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톤치드에 의

해서는 발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5, 6). 이

외에 다른 단백질이 피톤치드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

는 지를 SDS-PAGE와 immunoblot으로 비교하 으

나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DS-PAGE나 immunoblot를 통해 찰할 수 있는 

단백질들은 부분 발 양이 상 으로 훨씬 많은 외

막단백질이고, 사 등에 여하는 효소와 같은 단백질

은 무 소량이라 SDS-PAGE나 immunoblot으로 

찰되지 않기 때문에 본 결과만으로 피톤치드가 P. 

gingivalis의 단백질 양상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서 언 한 것처럼 피톤

치드는 P. gingivalis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생존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superoxide dismutase 이

외에도 발 에 변화가 있는 유 자, 단백질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microarray나 더 많은 

유 자를 상으로 RT-PCR 찰을 계속하는 것이 필

요하고 그 결과는 피톤치드의 항균기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편백 피톤치드의 P. 

gingivalis에 한 항균력은 매우 강력하며 이를 이용

한 구강 생제품은 치주질환과 구취의 방  치료 

후의 후 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피톤치드란 ‘산림향’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갖는 특

유의 향을 발산하는 휘발성 화학물질로서, 우리 몸을 

쾌 하게 해  뿐만 아니라 항균, 방충, 소취 등 다양

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주질환과 구취를 유발시키

는 요한 원인균인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항균효과와 항균작용을 연구하기 하여, 편백 피톤치

드와 함께 P. gingivalis 2561을 배양한 후 P. 

gingivalis 2561의 성장정도, 생존력  형태 , 분자생

물학  변화를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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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에 매우 강한 항균력을 보

고, 이 항균력은 살균작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P. gingivalis에 한 피톤치드의 최소억제농도

는 0.008%, 최소살균농도는 0.01%로 결정되었다. 

2. 피톤치드와 함께 배양된 P. gingivalis는 ampi-

cillin, cefatoxime, penicillin, tetracycline에 한 

감수성이 변하지 않았으나 amoxicillin에 한 감수

성은 증가하 다.

3. 피톤치드와 같이 배양된 P. gingivalis를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핵이 뚜렷해지고 자

도가 높은 과립이 증가하 고 리보솜이 세포질 가

장 자리로 분포하 으며, 피톤치드 양이 증가할 수

록 유령세포, 특히 소포가 특징 으로 크게 증가하

다.

4. RT-PCR 분석 결과,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의 

superoxide dismutase의 발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SDS-PAGE와 immunoblot 분석 결과,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의 단백질 발 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피톤치드는 P. gingivalis에 

해 강한 항균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살균작용

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즉, 피톤치드는 외막단백질 

발 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P. gingivalis의 항

산화물질 생산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아직 밝 지지 않

은 기 을 통해 스트 스 상황을 유도하여 생존능력

을 억제하여 결과 으로 세균세포의 구조  형태 변

화와 함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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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Phytoncide on Porphyromonas gingivalis

Sun-Q Kim, D.M.D.,M.S.D.1, Mi-Kyoung Shin2, Q-Schick Auh, D.M.D.,M.S.D.,Ph.D.1, 

Jin-Yong Lee, D.M.D.,M.S.D.,Ph.D.
2,3, Jung-Pyo Hong, D.M.D.,M.S.D.,Ph.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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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1,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2,

and Department of Oral Microbiology, School of Dentistry
3, Kyung Hee University

  Trees emit  phytoncide into atmosphere to protect them from predation. Phytoncide from different trees has its own 

unique fragrance that is referred to as forest bath. Phytoncide, which is essential oil of trees, has microbicidal, 

insecticidal, acaricidal, and deodorizing effe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hytoncide on 

Porphyromonas gingivali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ative agents of periodontitis and halitosis. P. 

gingivalis 2561 was incubated with or without phytoncide extracted from Hinoki (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Japanese cypress) and then changes were observed in its cell viability, antibiotic sensitivity, morphology, and 

biochemical/molecular biological patter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hytoncide appeared to have a strong antibacterial effect on P. gingivalis. MIC of phytoncide for the bacterium 

was determined to be 0.008%. The antibacterial effect was attributed to bactericidal activity against P. gingivalis. It 

almost completely suppressed the bacterial cell viability (>99.9%) at the concentration of 0.01%, which is the MBC 

for the bacterium. 

2. The phytoncide failed to enhance the bacterial susceptibility to ampicillin, cefotaxime, penicillin, and tetracycline but 

did increase the susceptibility to amoxicillin.

3. Numbers of electron dense granules, ghost cell, and vesicles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the phytoncide, 

4. RT-PCR analysis revealed that expression of superoxide dismutase was increased in the bacterium incubated with 

the phytoncide.

5. No distinct difference in protein profile between the bacterium incubated with or without the phytoncide was observed 

as determined by SDS-PAGE and immunoblot.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phytoncide is a strong antibacterial agent that has a bactericidal action against P. 

gingivalis. The phytoncide does not seem to affect much the profile of the major outer membrane proteins but interferes 

with antioxidant activity of the bacterium. Along with this, yet unknown mechanism may cause changes in cell 

morphology and eventually cell death. 

Key words : Phytoncide, Antibacterial effect, Malodor, P. gingivalis, Oral pathogenic bacte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