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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Prunus mume has been used for the folk medicine from old tim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prunus mume extract to various oral

microbes.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ntimicrobial effect of Prunus mume

extract against oral microb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Dentocult SM Strip mutans and Dentocult

LB Strip mutans from April 5 to May 4, 2013. A total of 36 experimental and 32 control group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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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MIC of Prunus mume extract was tested for 0.39% in S. mutans, S. salivarius

and S. auerus, 0.78% in S. mitis, S. equi and E. coli. In vivo,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the lower Streptococcus mutans levels by the use of the gum contained Prunus mume extract

from 15 days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12). The reduction was more significant in

Lactobacilli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p=0.022).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ral products containing Prunus mume extracts

is effective in preventing oral diseases.

Key Words : antimicrobial activity,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MI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MBC), oral microbes, Prunus mume extract(PME)

색인 구강미생물 매실추출물 최소억제농도 항균작용: , , ,

서론

건강문제에서 많은 질병은 감염성질환이며 일차적으로 구

강상기도를 통해 발생하므로1) 구강 내 세균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물질을 함유한 기능성 구강용품들이 치아우식증

이나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구강 내 부작용 발생이 많았던 기존 화학합성.

항균물질을 대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

현재 식물추출물 특정단백질 및 효소류, , lysozyme, bacter-

유기산류 지방산류 등이천연항균제로 개발되어 그 적iocin, ,

용분야 및 사용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천연물에는 우리가 아.

직 확인하지 못한 여러 성분들이 존재하고 또한 알고 있으나,

그 물질의 효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산업화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3).

Prunus mume은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는 과수로서 원산

지는 중국의 사천성과 호북성의 산간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

시아대륙의 동남부 즉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많이 분포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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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약효가 보고,

되고 있다3-7) 현재까지. Prunus mume의 효능에 대해서는 항

산화성4-6)과 항균성3,7)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runus mume의 주성분인 유기산은 시트르산으로 강한 항균

작용을 하여 살균 해독 진정 작용을 하며 장을 정화하고, ,

간 기능을 촉진시키며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면서 위액과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8) 이와 같이. Prunus

mume은 각종 인체 내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강 내 항균작용 및 면역반응 기전과 이에 따른 구강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타액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타액분

비율 와 같은 물리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구강 내 세균, pH

번식을 조절하는 단백질과 면역글로불린을 제공함으로써 구

강건강을 도모한다9) 타액의 구강내 효과는 츄잉껌의 항균효.

과를 밝히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며10-16) 구강 질환을 예,

방하기 위해 자당 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sucrose)

당분이 섞인 간식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실천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14) 이에 대한 대체 당으로.

주목받는 것이 자일리톨과 솔비톨이며12,17) 이는 주로 껌 성,

분으로 사용되어 타액분비를 촉진시켜 기계적 청결뿐 아니라

당분으로부터 치면세균막 형성 저해 및 방해 타액 단백질과,

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쇄상구균 수치 저하 그리고 치면세균,

막의 산도 를 완충시켜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pH)

이라고 알려져 있다11) 이러한 효과는 껌 자체가 지니는 물리.

적 청결작용뿐 아니라 껌의 성분과도 연관이 있다15)
. Prunus

mume은 각종 한의서에 갈증을 해소하고 타액분비를 촉진시

키며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어4-6)
,

껌 성분으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 Prunus mume ex-

의 구강 내 항균 효과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구강tract

용품 개발에 활용한다면 천연항균제로서 다양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매실농가의 환금 작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감염과 구강질환을 유발하는 구강

미생물에 대한 Prunus mume 의 항균활성을 알아보고extract ,

Prunus mume 를 함유한 껌 저작에 의해 분비된 자극extract

성 타액 내 S. mutans와 Lactobacilli 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구강용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연구방법

1. In vitro 실험

매실농축액 전처리1.1.

광양의 홍쌍리 매실가에서 년에 농축액의 형태로 공급2012

받은 매실 농축액 청매실농원 한국 과 멸균증류수를 로( , ) 1:2

섞어서 항온수조에서 분간 중탕 후 에서56 10 3,000 rpm℃

분간 원심분리하고 분리된 상층액은10 0.45 pore syringe㎛

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매실 희석액 을filter . (50%) 3%

가 들어간lysed horse blood Mueller-Hinton broth (MHB_

와 에 각각 배씩 계열희석LHB) Mueller-Hinton broth (LHB) 2

을 하였다.

English
name

Korean
name

Botanical
name

Parts
used

Effect

Japanese

apricot
Maesil

Prunus
mume
Sieb. et

Zucc.

Fruit

Improvement

of appetite,

Digestive,

Anti-influenza

, Sterilization,

Antimicrobial,

Antioxidant

Table 1. Botanical characteristics of Prunus mume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사용균주1.2.
Prunus mume 의 구강 내 병원성 세균에 미치는 효과extract

를 알아보기 위한 항균실험에 사용한 표준균주(S. mutans

ATCC 25175, S. salivarius ATCC 13419, S. mitis ATCC 6249,

S. equi ATCC 33398, S. auerus ATCC 29213, E. coli ATCC

25922, C. albicans 는 세현테크ATCC 14053) (Saehyun-tech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혈액우무배지에 각com, Korea) .

표준균주를 접종하고 35 , 5% CO℃ 2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24

하여 형성된 집락을 멸균생리식염수에 풀어서 Vitek 2

으로 혼탁DensiCheck (bioMerieux, Durham, North Carolina)

도를 에 맞추었다0.5 McFarland (McF) . 0.5 McF S. aureus,

E. coli, C. albicans 부유액은 에MHB S. mutan, S. salivarius,

S. mitis, S. equi 부유액은 에 으로 희석하였다MHB_LHB 1:10 .

최소억제농도 및 최소살균농도1.3.
매실 농축액의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ion concen-

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터 까지 단계별tration, MIC) 25% 0.05%

로 희석한 매실 농축액을 씩 취하여100 Nunc 96 well plate㎕

에 각각 분주하고 와 에 으(round bottom) MHB MHB_LHB 1:10

로 희석한 각 표준균주 희석액을 씩 취하여 분주하였다100 ㎕

음성 대조 에는 매실 농축액만 를<Fig. 1>. well 25% 200 ㎕

분주하고 양성 대조 에는 매실 농축액이 들어있지 않은well

와 를 표준균주에 따라서 씩 각각 분주MHB MHB_LHB 100 ㎕

하고 각 표준균주 희석액 를 분주하였다 잘 섞은100 .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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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5 , 5% CO℃ 2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여 표준균주의24

성장유무를 판독하였다 최소살균농도. (minimum bactericidal

측정을 위해서 판독이 끝난 의 각concentration, MBC) plate

농도별 에서 배양액을 씩 취하여 혈액우무배지에well 100 ㎕

접종하고 35 , 5% CO℃ 2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여 집락형24

성 유무를 판독하였다<Fig. 2>.

Fig. 1. Nunc 96 well plate after 24 hours
incubation. ① S. mutan, ② S. salivarius, ③ S.
mitis, ④ S. equi and +: positive control, -:
negative control

Fig. 2. Blood agar plates for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testing after 24
hours incubation

2. In vivo 실험

연구대상2.1.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한 실험연․

구이며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에서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년(IRB No: 2012-12-21-1). 2013

월 일부터 일까지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웹사3 11 19 H

이트에서 공식적인 피험자 모집광고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모집된 지원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재설명한 후 실험에 동의한 자 명남 명 여 명을 무작68 ( 31 , 37 )

위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고 하위그룹은 연령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의 공식에5 . Cohen18)

의해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alpha=0.05, power=0.80, effect

로 설정하여 각 군에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명으size = 0.35 5

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강한 일반 성인으로 당뇨병 갑,

상선질환 부신기능장애 간질환 신장질환 구강질환 등과, , , ,

같은 전신질환이 없는 자 구강건조증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자 저작이 가능한 자 및 타액분비율,

측정 시 반응자로 정하였다.

연구절차 및 도구2.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험군은2013 4 5 5 4 Prunus mume

함유 껌 정을 일일 회 식후 분 후에 분간 저작하extract 2 3 30 10

게 교육하였다 타액 채취는 오전 시에서 시 사이에 대. 8 10 H

학 부설연구소에 방문하도록 하여 처치전과 처치 일후와15

일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검사 당일에는 방문 시간 전30 . 1

부터 음식물 섭취 흡연 칫솔질 등 구강 활동을 제한하도록, ,

교육하였고, Prunus mume 함유 껌 저작에 대한 이행extract

여부를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 순응도를 확인하였다 대조.

군은 아무 처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1) DentocultⓇ 검사-SM
키트 내의 를 배양액에 넣어Dentocult-SM bacitracin diac

분간 녹인 다음 흔들어 두었다 대상자에게 파라핀 왁스를15 .

주어 약 분간 씹게 한 후 을 구강내 혀 위에1 Screening strip

올리고 입을 가볍게 다물게 한 다음 큰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면에 타액이 잘 묻도록 초간 고정하였다10 .

타액이 충분히 묻은 을 배양액에 꽂은 다음 마래는 조금strip

느슨하게 잠그고 항온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였다37 48 .℃

배양 후 판정은 제작회사의 우식활성도 판정표를 이용하여

각 시료들은 우식활성도 음성 경도활성도(105 CFU/ml : 0),

중등도활성도(<105 CFU/ml : 1), (10
5
-10

6 및 고도CFU/ml : 2)

활성도 로 점수화하였다(>106 CFU/ml : 3) .

2) DentocultⓇ 검사-LB
대상자에게 파라핀 왁스를 주어 분간 씹게 한 후 타액을3

에 채취한 후 각 에서 의 타액을 취하여test tube test tube 1 ml

키트의 배지 표면 전체에 타액이Dentocult-LB(Orion, USA)

고르게 펴 묻혀서 배양용기에 넣은 후 마래를 잘 닫고 37℃

항온배양기에서 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제조화사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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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표를 이용하여 0(10
3

CFU/ml), 1(10
4

CFU/ml), 2(10
5

CFU/ml), 3(10
6 으로 점수화하였다CFU/ml) .

분석방법2.3.
수집된 자료는 SPSS(SPSS 18.0 for windows, SPSS In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집단 간 동질성을Chicago, USA)

파악하기 위해 로 분석하였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다 시간 경과에 따른. Prunus mume 함유 껌 저작extract

실험군 대조군 간의, S. mutans와 Lactobacilli 수의 변화를

로 시행하였고 두 집단 간 비교는repeated measure ANOVA ,

로 분석하였다Mann-Whitney U test .

연구결과

1. In vitro 결과
Prunus mume 의 구강 내 미생물 종에 대한 와extract 7 MIC

는 와 같다MBC <Table 2> . S. mutans, S. salivarius, S. aureus

는 매실 농축액에서 증식이 억제되었으며0.39% , Prunus

mume 함유 껌 제조 시 사용된 매실 농축액 배합률extract

에 근사한 값을 보였다(0.3%) <Fig. 3>. S. mitis와 S. equi 그리

고 E. coli는 매실 농축액에서 성장이 억제되어0.78% S. mu-

tans, S. salivarius, S. aureus의 보다 배 높았지만MIC 2 1.56%

매실 농축액에서 살균효과를 보였다. C. albicans는 12.5%

매실 농축액에서 증식이 억제되었고 살균효과가 나타났다.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prunus mume
extract to oral microbes

Microorganisms
ATCC
No.

MIC*

(%)
MBC**

(%)
S. mutans 25175 0.39 3.13

S. salivarius 13419 0.39 6.25

S. mitis 6249 0.78 1.56

S. equi 33398 0.78 1.56

S. aureus 29213 0.39 3.13

E. coli 25922 0.78 1.56

C. albicans 14053 12.50 12.50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Fig.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of the Prunus mume extract
against 6 microorganisms

2. In vivo 결과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2.1.
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성과 주관적 구강건<Table 3>

강인지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게 나타나서 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p>0.05).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by subjects Unit : N(%)

Variables
Experimen-
tal group

Control
group

p*

Gender

Male 15(48.4) 16(51.6) 0.535

Female 21(56.8) 16(43.2)

Perceived oral health

Good 6(19.4) 8(26.7) 0.721

Moderate 6(19.4) 4(13.3)

Poor 19(61.3) 18(60.0)
*by the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0.05α

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건강위험행위인 음주여부<Table 4> ,

흡연여부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음주를 한다는 실험군 대.

상자가 명 대조군은 명 이었고 비흡연자29 (80.6%), 21 (67.7%) ,

는 실험군 명 대조군 명 로 나타나서 두19 (61.3%), 18 (60.0%)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서 동질성이 검증되었

다(p>0.05).

와2.2. SM(Streptococcus mutans) test
LB(Lactobacilli) test

은<Table 5> Prunus mume 함유 껌 저작실험군과extract

대조군에게 를 이용하여 시간경과Dentocult SM Strip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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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에 존재하는stimulated saliva streptococcus mutans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Baseline

으나 실험군은 일후 일후 에 대조군15 (p=0.031), 30 (p=0.020)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 Repeated measure ANOVA

과에서는 실험군은 점 에서 일후 점Baseline(1.48 ) 15 (1.12 ), 30

일후 점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집단 내에 유의한 차이가(1.00 )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p=0.012) (p=0.476).

는<Table 6> Prunus mume 함유 껌 저작 실험군과extract

대조군을 대상으로 를 이용하여Dentocult LB Strip mutans

시간경과별 에 존재하는 수를 분stimulated saliva lactobacilli

석한 결과이다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실험군과. ,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Repeated meas-

분석결과에서는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ure ANOVA

으나 집단 간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874) (p=0.022).

총괄및고안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요소로서 전신건강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수복 치료 등을 이용한 질병의 직접적. ,

인 치료보다는 예방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동안 사용되었던 화학적인 약물을 통한 예방 치료 이외에도

유산균등을 이용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robiotics
19) 특히 구강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구강용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적고 생체친

화적인 천연물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20,21).

매실은 본초강목 신농본초경 명의별록 등의 각종 한의서, ,

Table 4. Health risk behaviors of subjects Unit : N(%)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Alcohol drinking

Yes 29(80.6) 21(67.7) 0.269

No 7(19.4) 10(32.3)

Smoking experience

Ex-smoker 6(19.4) 8(26.7) 0.721

Present smoker 6(19.4) 4(13.3)

Non-smoker 19(61.3) 18(60.0)
*by the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0.05α

Table 5. A alteration of streptococcus mutans according to treatment Unit : Mean±SD, CFU†/ml

N
Baseline 15 days 30 days

p*
M±SD M±SD M±SD

Experimental group 36 1.48±0.67 1.12±0.78 1.00±0.97 Between subjects

Within subjects

Time × subjects

0.476

0.012

0.026Control group 32 1.13±0.99 1.88±1.13 1.13±0.84

p** 0.139 0.031 0.020
*by the Repeated measure ANOVA, **by Mann-Whitney U test at =0.05,α
†CFU=colony-forming unit, SM Strip mutans class: 0=105 CFU/ml; 1= <105 CFU/ml; 2=105-106 CFU/ml; 3= >105 CFU/m

Table 6. A alteration of lactobacilli according to treatment Unit : Mean±SD, CFU†/ml

N
Baseline 15 days 30 days

p*
M±SD M±SD M±SD

Experimental group 36 1.25±1.03 1.15±0.87 1.00±1.05 Between subjects

Within subjects

Time × subjects

0.022

0.874

0.876Control group 32 1.13±1.18 1.75±0.89 0.89±1.10

p** 0.654 0.090 0.692
*by the Repeated measure ANOVA, **by Mann-Whitney U test at =0.05α
†CFU=colony-forming unit, LB class : 0= 103 CFU/ml, 1=104 CFU/ml, 2=105 CFU/ml, 3=106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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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성기침 하열에 의한 가슴의 열기나 목마름 오래 된, ,

학질 만성설사 치질 혈변 혈뇨 회충에 의한 급성복통이나, , , , ,

구토 갈고리촌충 구제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근, .

의 항균 항진균 및 항산화 효과가 발표되면서 광범위한PME ,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8) 박 등.
22)은 Prunus

mume 은 이상의 농도에서 뚜렷한 항균활성extract 250 /㎍㎎

을 보였고 광역의 병원성 및 부패성 미생물들에서 항균활성,

을 나타냈으며 의 넓은 범위의 온도 및 에, 40~120 pH 3~11℃

서 안정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구강은 인체에서 다양한 미생물이 밀집되어 있는 기관으로

미생물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며 전신적으로,

감염의 직간접 원인이 되어 호흡기와 소화기에 다양한 질병․
을 발생시킨다23) 구강미생물은 대개 구강의 표면에 부착되.

는 것이 필수적이며 치태형성 시 초기 부착 미생물이 다당체,

타액단백질 당단백질과 같은 세균 생산물에 의해 미세 집락,

을 형성하며 치태를 형성한다 치태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치태가 성숙됨에 따라 그람음성 혐기

성 균들이 증가하며 존재하는 초기 종은 Streptoccus oralis,

S. mitis와 S. sanguinis이며 구강내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

로는 S. mutans와 Porphyromonas gingivalis가 주로 치아우식

증과 치주질환을 유발한다24)
.

본 연구에서 Prunus mume 을 이용하여 구강 내 종extract 7

의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S. mutans, S. salivar-

ius, S. aureus는 매실 농축액에서 증식이 억제되었으며0.39%

S. mitis와 S. equi, E. coli는 매실 농축액에서 성장이0.78%

억제되고 매실 농축액에서 살균효과가 나타났다 또한1.56% .

C. albicans는 매실 농축액에서 증식이 억제되었고 살12.5%

균효과가 나타나서 박 등2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Prunus

mume 의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extract . S. aureus에

대한 미생물 증식 억제효과는 이상의 매실농축액 첨50 ppm

가시 정도로 균의 증식이 현저히 억제 매실침출액0,03~0.08

의 를 측정한 결과 로 높았다는MIC 2.0%
25) 보고를 비교해볼

때 S. aureus에 대한 증식억제효과가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치아우식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Mutans streptococci(MS)

고되고 있으며26,27) 이 종 중에서, streptococci S. mutans나

S. sobrinus가 인간의 치아우식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

나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와 밀접한 연MS

관성이 있으며 중에서도, MS streptococcus mutans가 중요하

다고 밝혀졌다26) 본 연구에서는 를. Dentocult SM Strip mutans

이용하여 Prunus mume 을 함유한 껌 저작 후extract stimu-

에 존재하는 수를 측정한lated saliva streptococcus mutans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험군에게서 일후 와, 15 (p=0.031)

일후 에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30 (p=0.020) ,

자이리톨이 수를 감소시켰다는 선행연streptococcus mutans

구를 고려해볼 때26) Prunus mume 이extract streptococcus

mutans 수를 감소시키는 항균물질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를 이용하여 시간경과별Dentocult LB Strip mutans

에 존재하는 수를 분석한 결과에stimulated saliva lactobacilli

서는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간(p=0.874)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매실추출물이 구강내에서 에 항균 효과(p=0.022) lactobacilli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Prunus mume 의 구강 내 항균력을 측정한extract

최초 연구이기에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천연물인. Prunus mume 을 함유extract

한 껌은 구강 내 항균효과를 입증하고 타액의 유동학적 및

생화학적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 도모를 위하여 중요하고 타액의 양이

나 타액의 조성과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Prunus mume 함유 껌 저작 후 분비되는extract

타액의 분비율과 타액 내 총 단백질의 양 면역 글로불린pH, ,

의 농도를 측정하여 상호관련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Prunus mume 성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강병extract

예방에 유용한 물질을 탐색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된다.

결론

본 연구는 예로부터 약용 및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매실의 구강내 항균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In vitro

구와 더불어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runus mume extract의 구강 내 미생물 종은7 0.78%

매실 농축액에서 구강 내 칸디다증을 일으키는 C. albi-

cans를 제외한 S. mutans, S. salivarius, S. mitis, S. equi,

S. aureus, E. coli의 증식이 억제되는 항균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치아우식증의 원인균 중 하나인. S.

mutans에 대해서는 매실 농축액에서도 증식이0.39%

억제됨으로서 매실의 항균작용이 탁월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2. Prunus mume extract 함유 껌 저작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를 이용하여 시간경Dentocult SM Strip mutans

과별 에 존재하는stimulated saliva streptococcus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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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분석결과 실험군은 점 에서, Baseline(1.48 ) 15

일후 점 일후 점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집(1.12 ), 30 (1.00 )

단 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p=0.012),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Prunus mume extract 함유 껌 저작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를 이용하여 시간경Dentocult LB Strip mutans

과별 에 존재하는 수를 분석stimulated saliva lactobacilli

한 결과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0.874)

집단 간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2).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Prunus mume 을 활용하여extract

구강용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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