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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진쑥의 구강세균에 대한 항균작용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1, 경희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2

채규창1
․어규식1

․전양현1
․홍정표1,2

  천연 식물 추출물을 구강 질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진쑥에서 추출한 쑥추출액을 치의학분야

에 활용하고자 S. gordonii Challis, S. gordoii G9B, S. mutans GS5, S. sobriuns 6715, E. faecalis ATCC 4083, A. 

actinomycetem Y4,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 F. nucleatum KTCT 2488, 

C. albicans ATCC 18804에 대한 항균효과를 미생물학적으로 실험하여, 생균수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인진쑥추출액에 의한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와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가 모두 쑥추출액 농도 2.0%이하에서 관찰된 세균은 치주질환 원인균인 P. gingivalis A7A1-28와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로 나타났다.   

2. P. gingivalis A7A1-28의 MIC는 쑥추출액 농도 1.2%,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3. P. gingivalis W83의 MIC는 쑥추출액 농도 1.4%,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4. Pr. intermedia ATCC 25611의 MIC는 쑥추출액 농도 1.2%,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천연 자연물질인 인진쑥이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주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본 실험의 결과, 인진쑥은 구강 세

균, 특히 P. gingivalis A7A1-28와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천연물질이 부작용이 없는 한계 내에서 사용된다면, 구강질환자의 구강 환경 개선을 위한 치약, 구강세척제 등의 

구강용품들을 통해 임상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인진쑥, 항균효과, 치주질환, 구강미생물

1)I. 서    론

  타액은 구강점막의 보호기능과 윤활, 완충기능이 있

어 구강조직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타액은 

구강세균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 구강에 나

타나는 세균의 분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이며 

결과적으로는 구강감염질환의 개시나 진행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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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타액 분비의 감소나 타액 조성

의 변화가 구강세균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

으로 구강감염질환의 이환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타액 내에는 약 500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하는데1) 

이들 대부분의 세균은 구강 상주균으로서 정상 구강

점막에 항원을 제공하며 구강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병원균의 침입 및 정착을 방해함으로써 구강의 항상

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치주질환은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서 성인에서 

치아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치주질환

을 예방하거나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치태, 즉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치태세균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이나 치실사용 등과 같

은 물리적인 방법과 항생제나 구강세정제 등을 사용

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학

적인 방법만으로 치태의 세균을 물리적인 방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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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치태의 세균은 타액에 존

재하는 세균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화학제재를 사

용하여 타액의 세균을 사멸 또는 활성을 억제할 수 있

다면 결과적으로 치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 방법과 병행하여 화학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화학제재를 발견 또는 개발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강세균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제재는 

대부분 항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는 인체에 

위해작용이 있고, 내성균을 만들 수 있으며, 균교대증

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감염질

환의 예방이나 구강세균의 지속적인 억제를 위한 목적

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는 구강세정제 내에 강력한 화학제재를 첨가할 수도 

있으나 병원균과 함께 구강 상주균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어, 구강 상주균을 건강하게 유지시킨 채로 병원균만

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합성 화학

제재보다 천연 추출물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3,4)

  식물은 다른 식물에 대한 성장저해작용,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줄기나 잎을 보호하기 위한 섭식저해작용, 

곤충이나 미생물에 대하여 기피, 유인, 살충작용을 하

거나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살균작용5-8)등을 하는 

대립화학물질(allelochemical)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타감(他感)작용 즉 알레로파시

(allelopathy)는9) 식물 자신에 의하여 배출되는 유기화

합물로 환경을 조절하며, 자기 영역 안에서의 다른 생

물의 생존을 억제한다.

  식물로부터 축출한 정유(essential oil)는 의료로서

의 역할10)을 하는데, 남아프리카11)나 인도12)에서도 이

를 항균이나 소염, 항진균 목적으로 전통 의약품화하

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남아프리카에서는 쑥을 포함

한 21가지의 정유 중 12에서 Gram(+)세균에 항균효과

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케냐에서도 식물

의 항균, 소염작용을 이용하여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Matu 등14)은 모든 식물 추출물은 G(+)균에 효

과적으로 작용하며, 물이나 hexane으로 축출한 것 보

다는 methanol로 축출한 쑥추출물이 가장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

  쑥에서 축출한 물질이 항균제나 모기약 등의 살충

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15)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이며, 축출한 이파리, 또는 화학성분의 상이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학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16) 

  본 연구에 사용된 인진(茵蔯)쑥(Artemisia capillaris 

Thunb.)은 사철쑥 이라고도 하는 국화과의 여러해살

이풀로서, 높이는 30～ 10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꽃

이 피지 않는 가지 끝에서 뭉쳐나는 식물이다. 

Artemisia capillaris은 Cha 등17)에 의하여 15개의 구

강 세균에서 모두 항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 건강한 사람의 구강 상주균을 포함한 세균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한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이에 저자는 화학 합성물질이 아닌 천연물질로써 

인체에 무리 없이 흡수되어 선택적 항균 효과를 나타

낸다고 알려져 있는 인진쑥의 인체에 대한 선택적 항

균 효과를 구강 내의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상주균과 

충치 유발균, 치수 감염균, 치주질환 유발균, 그리고 

구강점막에 이환되는 진균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으

로 관찰함으로써 인진쑥이 구강 내 질환자에 대한 우

수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균주 및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할 균주로 Porphyromonas gingivalis 

A7A1-28, Porphyromonas gingivalis W50, 

Prevotella intermedia ATCC 25611, Streptococcus 

mutans GS5, Streptococcus sobrinus 6715, Strepto-

coccus gordonii Challis, Streptococcus gordoii G9B,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Y4, Fuso-

bacterium necleatum　 KTCT 2488, Enterococcus 

faecalis ATCC 4083, Candida albicans ATCC 18804를 

사용하였다. 항균실험에 사용된 쑥 추출액(Artemisia 

capillaris Thunb.)은 (주)SH제약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균주의 배양조건

  S. mutans GS5와 S. sobrinus 6715, S. gordonii 

Challis, S. gordoii G9B, E. faecalis는 brain heart 

infusion (BHI; Becton and Dickinson Company, 

Sparks, MD, USA) 액체배지와 Micro agar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가 첨가된 BHI 한천배지에 

37℃에서 혐기적(85% N2, 10% CO2, 5% H2)으로 배양

하였다. A. actinomycetemcomitans Y4는 같은 배지

에 접종한 후 5% CO2 배양기에서 37℃로 배양하였다. 

한편,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50, Pr. 

intermedia ATCC 25611, Fusobacterium necle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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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T 2488은 half-strength brain heart infusion 

(BHI)과 yeast extract(5mg/ml; Duchefa Bioch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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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첨가된 액체배지와 Tryptic soy broth (TS)에 

yeast extract (1mg/ml), hemin (5㎍/ml), vitamin K 

(0.2㎍/ml), Micro agar (1.5%; Duchefa Biochemie), 

면양적혈구 (sheep blood; Medex)가 첨가된 한천배지

에서 24시간동안 37℃의 조건으로 혐기적인 배양을 

하였다. 또한, Candida albicans ATCC 18804는 

Sabouraud-Dextrose (S-D; 1% Bacto-pepton, 2% 

glucose) 액체배지와 Micro agar가 첨가된 S-D한천

배지에서 37℃에서 호기적으로 배양하였다.

3. 쑥 추출액의 최소억제농도(MIC) 측정

  각 실험균주에 대한 쑥의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실험균주를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균액의 일정액을 

새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McFarland #1 흡광도의 1/2 

농도, 즉 10 ㎖ 액체배지의 흡광도가 0.1(600 ㎚)이 되

도록 균액 농도를 조정한 후 쑥을 0.1～2.0%(vol/vol) 

첨가하였다. 실험균주가 접종된 액체배지를 각 실험균

주의 배양조건에 따라 24시간 배양한 후 60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배양 후 측정한 흡광도가 0.1 이

하로 나타난 배양액에 첨가된 쑥 추출액의 농도를 그 

실험균주에 대한 MIC로 결정하였다.18) 

Category Strains MIC MBC

Normal oral residents S. gordonii Challis >2% >2%

S. gordoii G9B >2% >2%

Cariogenic bacteria S. mutans GS5 >2% >2%

S. sobriuns 6715 >2% >2%

Endodontic pathogen E. faecalis ATCC 4083 >2% >2%

Periodontopathogens A. actinomycetem Y4 >2% >2%

P. gingivalis A7A1-28 <2% <2%

P. gingivalis W83 <2% <2%

Pr. intermedia ATCC 25611 <2% <2%

F. nucleatum KTCT 2488 >2% >2%

Oral mucosal pathogen C. albicans ATCC 18804 >2% >2%

Table 1. MIC and MBC of extracts of Artemisia capillaris for microorganisms tested in this study

4. 쑥 추출액의 최소살균농도(MBC) 측정

  각 실험균주에 관한 쑥의 항균효과가 살균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를 결정하기 위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즉, 위에서와 같이 배양된 실험

균주(흡광도 0.1)에 쑥 추출액을 MIC보다 낮은 농도

와 높은 농도로 첨가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쑥 추출

액이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된 각 실험균주들의 균액 

농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vortex로 가볍게 진탕하고 나

서 100 ㎕을 취하여 인산완충생리식염수(pH 7.0)가 

900 ㎕ 담긴 1.5 ㎖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vortex하여 10배 희석균액을 만들었다. 희석균액을 다

시 100 ㎕ 취하여 인산완충생리식염수가 900 ㎕ 담긴 

새 1.5 ㎖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vortex하는 과

정을 반복하여 10-0∼10-11까지 단계희석하였다. 한천

배지에 희석균액 100 ㎕를 적하하고 나서 무균처리된 

삼각유리막대로 한천배지 위에 균일하게 도말한 후 

각 실험균주의 배양조건에 따라 24시간 배양하였다. 

집락이 200개 정도로 나타난 한천배지를 선택하여 집

락수를 센 다음, 이 배지에 도말했던 균액의 희석배수

를 역산하여 균액 원액 100 ㎕당 생균수를 계산하였

다. 생균수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비해 사멸된 균수가 

99.9%를 넘는 쑥 추출액의 최소농도를 MBC로 결정

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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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천연 식물 추출물을 구강 위생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진쑥에서 추출한 쑥 

추출액을 정상 구강상주균인 S. gordonii Challis와 S. 

gordoii G9B, 충치유발균인 S. mutans GS5와 S. 

sobriuns 6715, 치수질환의 원인균인 E. faecalis 

ATCC 4083, 치주질환 원인균인 A. actinomycetem 

Y4와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Pr. 

Mugwort conc.(%)
P. gingivalis A7A1-28 

Optical Density (600nm) No. of viable cells (%)

0 1.232 2.61×1010 (100.0)

0.8 0.423 ND

1.0 0.172 ND

1.2 0.091 ND

1.4 0.089 5.53×10
6 (0.02)

1.6 0.017 1.26×104 (4.8 x 10-5)

1.8 0.012 8.17×102 (3.1 x 10-6)

2.0 0.006 0           (0.0)

ND; not determined

Table 2. MIC and MBC of extracts of Artemisia capillaris for P. gingivalis A7A1-28 as determined by measuring 

optical density at 600 nm and counting viable cells as colonies formed on BHI blood agar plate

Mugwort (%)
 P. gingivalis W83 

Optical Density (600nm) No. of viable cells (%)

0 1.331 4.57×1010 (100.0)

0.8 0.512 ND

1.0 0.231 ND

1.2 0.111 ND

1.4 0.091 ND

1.6 0.072 1.61×10
5 (3.5 x 10-4)

1.8 0.011 1.19×10
2 (2.6 x 10-7)

2.0 0.009 0          (0.00)

(MIC; 1.4%, MBC; 2.0%)

Table 3. MIC and MBC of extracts of Artemisia capillaris for P. gingivalis W83 as determined by measuring 

optical density at 600 nm and counting viable cells as colonies formed on BHI blood agar plate

intermedia ATCC 25611, F. nucleatum KTCT 2488, 

구강점막의 병인균인 C. albicans ATCC 18804에 대

한 항균효과를 미생물학적으로 실험하여, 생균수 검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1).

  이들 실험균주 중에서 쑥 추출액이 2% 이하로 첨가

된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 증식이 억제된 미생물, 즉 쑥 

추출액의 MIC나 MBC가 2% 이하로 나타난 미생물에 

대해서는 쑥 추출액의 농도를 더 세분하여 보다 정확

한 MIC와 MBC를 측정하였다(Table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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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wort (%)
 Pr. intermeida ATCC 25611

Optical Density (600nm) No. of viable cells (%)

0 0.932 4.65×109  (100.0)

0.8 0.331 ND

1.0 0.193 ND

1.2 0.062 2.81×10
5 (0.01)

1.4 0.033 2.92×10
3 (6.3 x 10-5)

1.6 0.017 9.30×10
2 (2.0 x 10-5)

1.8 0.010 2.10×102 (4.5 x 10-6)

2.0 0.005 0

(1.0%<MIC<1.2%, MBC; 2.0%)

Table 4. MIC and MBC of extracts of Artemisia capillaris for Pr. intermedia ATCC 25611 as determined by 

measuring optical density at 600 nm and counting viable cells as colonies formed on BHI blood agar 

plate

Ⅳ. 총괄 및 고안

  타액 내에는 최소한 500여종의 세균이 있으며, 배양

이 불가능하여 아직 검출되지 못한 세균도 상당히 존

재하지만 병원성 세균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이 무해하다.20) 이들 대부분은 구강 상주균으로서, 병

원성 세균이 구강 내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

니라 면역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선천성 면역반응

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이 중 특정 미생물 군이 증식하면 구강 내 

질환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구강감염성 질

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치수 및 치근단 감염, 구

강안면조직 또는 악골 감염 등의 질환들이 구강 내의 

상주균에 의한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다.21)

  구강 내 유해성 상주균에는 mutans streptococci, 

Porphyromons, Prevotella, Fusobacterium, spiro-

chetes, Candida albicans 등이 있는데, 이들은 촉발인

자에 의하여 유해균으로 전환되며 이로 인하여 구강

질환이 야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자연물질의 하나인 쑥추축물이 구강 

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강 내에 정상적으로 상존하는 상주균인 S. gordonii 

Challis, S. gordoii G9B와 충치 유발균인 S. mutans 

GS5, S. sobriuns 6715, 치수 감염균인 E. faecalis 

ATCC 4083, 치주질환 유발균인 A. actinomycetem 

Y4,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 F. nucleatum KTCT 2488, 

그리고 구강점막의 진균감염균인 C. albicans ATCC 

18804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23-33)

  자연식물로부터 축출된 정유(essential oil)가 의료

목적으로서 대두된 것은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유(essential oil)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기능을 가진 

집단의 합성물질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것으로서, 냄새

와 맛이 단독으로 혹은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심

신에 진경작용과 혈액유도작용, 소염작용, 울혈제거작

용, 면역조절작용, 항균작용, 항진균작용, 거담작용, 항

산화작용, 향정신작용, 진통작용, 살충작용을 하게 되

는데, 이들이 의료에 반영되려면 그 용도와 용량, 투여

방법 뿐 만 아니라 독성과 부작용까지도 검토되어, 일

정한 안정성과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한다.35)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양지바른 풀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우리 민족과도 관계가 깊어 단군신화에도 등

장한다. 어린순은 떡에 넣어서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고, 예로부터 5월 단오에 채취하여 말린 것이 약재로

서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왔다. 쑥은 복통, 토사

(吐瀉), 지혈제로 쓰여지고 있으며, 냉(冷)으로 인한 생

리불순이나 자궁출혈 등에도 사용한다. 또한 여름에 모

깃불을 피워 모기를 쫓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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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예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는 나무로부터 축

출한 추출물이 항균이나 소염, 항콜린에스테라제 효과

가 있어 전통의료에 사용되며,11) 인도에서도 의약품으

로 사용할 식물을 이용하여 항균효과를 Bacillus 

subtilis와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등의 세균과 Candida 

albicans와 Aspergillus niger 등의 곰팡이를 대상으

로 실험한 결과, 이들 세균들을 억제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12)

  쑥 정유의 화학성분은 캐나다 서부의 일곱 가지의 

야생 잎으로부터 분리되어 Artemisia absinthium L., 

Artemisia biennis Willd., Artemisia cana Pursh, 

Artemisia dracunculus L., Artemisia frigida Willd., 

Artemisia longifolia Nutt. and Artemisia ludoviciana 

Nutt.와 같은 여러 가지의 학명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효과는 다르지만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등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6)

  이에 대해 Kordali 등36)은 Artemisia absinthium와 

Artemisia santonicum, Artemisia spicigera의 세 가지 

터키 쑥의 종자로부터 채득된 정유가 항진균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Kordali 등37)은 

Artemisia dracunculus의 항산화작용, Turkish 

Artemisia absinthium와 A. dracunculus, Artemisia 

santonicum, Artemisia spicigera의 항균, 항진균작용

에 대하여 관찰한 바 있다. 이외에도 Artemisia annua 

정유의 항균, 항진균 효과와 항산화 효과,38) Artemisia 

asiatica Nakai 정유의 Bacillus subtilis와 Staphylo-

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Candida albicans, Rhodotorula rubra, 

Aspergillus fumigatus 등에 대한 항균효과39)가 보고

되었다. 또한 Artemisia iwayomogi 정유는 Gram(+)

균과 Gram(-)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으며,40) 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함으로써 즉각적인 항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1,42) 

  구강 내 세균에 대한 실험도 보고되었는데, 

Artemisia feddei 정유의 15가지 구강 세균속, 특히 협

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43) Artemisia 

lavandulaefolia의 15가지 구강 세균속에 대한 항균효

과,44) Artemisia scoparia Waldst. et Kitamura와 

beta-pinene, beta-caryophyllene, capillene이 풍부한 

Artemisia capillaris Thunb.의 항균효과17)가 증명되면

서 구강 세균에 적응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상 구강 상주균 중의 Streptococcus gordonii는 

viridans streptococci 중 하나이며, 치태 형성을 시작

하는 개시세균으로서, 치아우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

며,22,23) Streptococcus gordonii G9B는 타액의 특정 

당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구강 내 세균의 부

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또

한 충치 유발균인 S. mutans GS5는 glycosyltrans-

ferase 활성을 가지고 치아표면에 sucrose-dependent 

colonization에 관여하며,26) S. sobrinus는 다만, 혈청

학적, 유전적 성상이 약간 다를 뿐 S. mutans와 매우 

유사하여 사람의 충치에서 주로 나타나고, 특히 S. 

sobrinus 6715는 glucan이 축적된 치아표면에 부착하

여 성공적으로 구강 내에 colonization을 하게 하는 세

균이다.27) 그리고 Enterococcus faecalis 는 우발적으

로 나타나는 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구모양의 하나, 

두개, 혹은 짧은 사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근관치

료 실패 후에 발견되는데, 자각 없이 지속되는 치내감

염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28) 

  주로 치주질환에 관여하며 구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발균은, 국소적 급속진행성치주염의 주요 원인균으

로서, 아포를 형성하지 않고 운동성이 없는 단간균이

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협기성 그람음성균인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29)과, 치주염

의 진행정도, 치주낭의 깊이, 부착상실정도와 정비례

하여 치주낭에서 빈발하게 나타나는 그람음성 비활동

성의 완전한 혐기성 세균인 P. gingivalis A7A1-28, 

W83,
30) 예전에는 Bacteroides intermedius으로 불리

웠으며, 수직적 골소실을 포함하는 치주감염에 관련된 

Gram(-) 혐기성 병원균으로서, 만성 치주염, 국소 급

진성 치주염등에서 나타나며,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

은염과 임신성 치은염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급성 관

상동맥증후군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도 하며, 치은연

상 치태형성으로 인한 구취에도 큰 영향을 주는 Pr. 

intermedia ATCC25611,31) Gram(-)의 혐기성 간균으

로서 만성 치주염 환자의 활동성, 비활동성 치주낭과 

치은연하 치태에서 자주 분리되며, 유전학적, 혈청학

적으로 다양하고, 치주질환 시 초반에 숙주세포에 부

착하여 매개자로서 P. gingivalis의 부착을 돕는 F. 

nucleatum KTCT 2488,32) Bacteroidaceae과에 속하

며, Gram(-)세균이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으며 운동성

도 없는 혐기성 세균이지만, 6%의 산소만 있을지라도 

성장이 가능하며, 치주과 영역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Fusbacterium nucleatum33)등이 있다. 이 외

에도 구강점막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Candida 

albicans ATCC 188043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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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는 Artemisia capillaris Thunb.이 2%이

하에서 P. gingivalis A7A1-28와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를 억제한 것으로 관찰되

어 치주질환 원인균에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쑥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쑥추출

액과 쑥정유는 구강세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다소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쑥정유와 구강세균과의 

상호항균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

된다.

Ⅴ, 결    론

  천연 식물 추출물을 구강 질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진쑥에서 추출한 쑥추

출액을 치의학분야에 활용하고자 S. gordonii Challis, 

S. gordoii G9B, S. mutans GS5, S. sobriuns 6715, E. 

faecalis ATCC 4083, A. actinomycetem Y4,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 F. nucleatum KTCT 2488, 

C. albicans ATCC 18804에 대한 항균효과를 미생물

학적으로 실험하여, 생균수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인진쑥추출액에 의한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와 최소살균농도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가 모

두 쑥추출액 농도 2.0%이하에서 관찰된 세균은 치

주질환 원인균인 P. gingivalis A7A1-28와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로 나

타났다.  

2. P. gingivalis A7A1-28의 MIC는 쑥추출액 농도 

1.2%,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3. P. gingivalis W83의 MIC는 쑥추출액 농도 1.4%,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4. Pr. intermedia ATCC 25611의 MIC는 쑥추출액 농

도 1.2%, MBC는 2.0%로 관찰되었다. 

  천연 자연물질인 인진쑥이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대

표적인 균주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본 실험의 결과, 인

진쑥은 구강 세균, 특히 P. gingivalis A7A1-28와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천연물질이 

부작용이 없는 한계 내에서 사용된다면, 구강질환자의 

구강 환경 개선을 위한 치약, 구강세척제 등의 구강용

품들을 통해 임상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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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tibacterial Activity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on Oral Bacteria

Gyu-Chang Chae1, D.M.D., Q-Schick Auh1, D.M.D.,M.S.D.,Ph.D, Yang-Hyun Chun1, D.M.D.,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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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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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 plant extracts use to prevent or treat the oral diseases.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antibacterial effect on S. gordonii Challis, S. gordoii G9B, S. mutans 

GS5, S. sobriuns 6715, E. faecalis ATCC 4083, A. actinomycetem Y4,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Pr. 

intermedia ATCC 25611, F. nucleatum KTCT 2488, C. albicans ATCC 18804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employing 

the viable cell cou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MBC) of extracts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for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and Pr. intermedia ATCC 25611, which are the 

pathologic bacteria of periodontal diseases, was observed under 2%.

2. MIC of extracts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for P. gingivalis A7A1-28 was determined to be 1.2% and MBC was 

determined to be 2.0% respectively. 

3. MIC of extracts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for P. gingivalis W83 was determined to be 1.4% and MBC was 

determined to be 2.0% respectively. 

4. MIC of extracts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for Pr. intermedia ATCC 25611 was determined to be 1.2% and MBC 

was determined to be 2.0% respectively.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Artemisa capillaris THUNB used for this study has a strong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P. gingivalis A7A1-28, P. gingivalis W83, and Pr. intermedia ATCC 25611, which are the periodontopathic 

bacteria. Therefore, the extracts of Artemisa capillaris THUNB can be used as a candidate for prevention and therapeutic 

agent against periodontal diseases.

Key words: Artemisa capillaris THUNB, Antibacterial effect, Periodontal disease, Oral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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