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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Nelumbo nucifera

leaf extracts on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mitis, Streptococcus sobrinus,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and Treponema denticola.

Methods : The inhibitory effect of lotus leaf extracts on the growth of oral bacteria was assessed

in experiments with extracts from freshly harvested and pulverized lotus leaves and bacterial cultures

of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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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N. nucifera extracts possess antimicrobial activity on all bacterial

strains. The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values varied from 4 mg/ml to 10 mg/ml

against antimicrobial activity. The relative growth ratio (RGR) against of N. nucifera extracts were

determined as 50% in concentration of 4.0 mg/ml. The extract of N. nucifera was effective in

reducing on the glucosyltransferase (GTase) activity of six strains in vitro.

Conclusions : Methanol extracts of lotus leaves showed antimicrobial effects on three bacterial

species causing dental caries and three bacterial species causing periodontitis, as well as inhibitory

effects on GT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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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구강미생물 억제효과 연잎 추출물: , ,

서론

다양한 미생물이 음식물 물 공기 및 손 등을 통해서 구강, ,

내로 침입한다 그러나 미생물 모두가 구강 내에 정착하는.

아니며 대부분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통과 세균에 불과하다1).

그러나 구강 내에 침입한 일부 세균은 산소분압과 영양 등

발육에 적합한 부위에 정착하는데 이런 세균총을 정주균총이

라 하며 각 부위의 환경에 따라 정착 증식한 균종을 상재균, ,

총이라고 한다1-3) 정상적인 구강 세균총이란 치아가 존재하.

는 구강에 항상 서식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보통 바이러스. ,

효모 원충류 세균 등 넓은 범위의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 약 종은 일반적으로 상재한다30 .

구강에는 종 이상의 세균이 구강 내에서 발견되며 그350 ,

중 약 종 이상에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발견된30

다 구강세균은 개인 차 연령 신체의 물리적 조건 또는 위생. , ,

상태에 따라 그 종류와 비율을 달리한다1). 치아우식증은 치면

세균막 내 세균 음식물 타액 등의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

질환이다2) 치아우식증은 치면 세균막 내 세균 중에서도.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 가 주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3). S. mutans는 치면에 부착하여 환경조건이 유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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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하는데 산 생성 과정을 거쳐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4,5)
.

구강 연쇄상 구균에는 S. mutans, S. salivarius, S. pneumo-

niae, S. mitis, S. sanguis, S. anginosus 등이 있으며 직 간접·

적으로 치아우식증 유발에 관여하며 구강 미생물총의 를, 50%

차지한다 그 외 치아우식증 유발균으로. Lactobacillus acid-

ophilus, Actinomyces, Odontolyticus와 같은 다양한 세균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외국에서는 치아우식.

증 억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양귀비과 식물 세(bloodroot),

이지 몰약 감초 뿌리 콩과식물(sage), (myrrh), (licorice root),

의 뿌리혹 벌집 물레(Quercus infectoria gall), (nidus vespae),

나물과 식물(Cratoxylum formosum 치커리 꿀풀), (chicory),

(Prunella vulgaris 등이 보고되고 있다)
7)
.

우리나라에서 연잎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

잎차 문화 외에 음식으로 연잎에 밥을 하거나 밥을 싸서 보관

하고 있다 이런 연잎을 이용한 유래는 중국 경파족들의 음식.

문화에서 우리나라에 불교문화와 더불어 전파된 것으로 보인

다.

연(Nelumbo nucifera 은 여러해살이 수중식물Gaertn)
8)로

원산지는 동남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이다 또한 연은, .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고 연잎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치료,

제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오늘날 차와 술 등으로 음용되고

있다 비대한 연뿌리연근와 잎자루 및 열매는 식용으로 쓰. ( )

였는데 특히 열매는 연밥이라 하여 씨 덩이 뿌리와 함께, ‘ ’ , ,

식용 약용된다 연잎 꽃받기는 꽃꽂이로 잎은 수렴제 및· . ,

지혈제로 이용되어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염 치질 출혈 설, , ,

사 야뇨증에 쓰였다 또한 잎은 각종 독성 물질에 대한 중화, .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치료제로 사용하여 왔다 뿌.

리는 강장제로 열매는 부인병 치료에 사용하였다 연뿌리를, .

달인 물은 입안 염증이나 편도선염에 좋고 연뿌리 즙은 폐결

핵 각혈 하혈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치아우식증을· · .

포함한 치통에 대한 경감효과는 예로부터 인도 중국 등에서,

식물체를 이용한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9) 천연물.

질과 구강 관련 최근 선행연구로는 고삼 소목 오이풀 자몽, , , ,

호장근 마 등의 여러 보고,
10-13)들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음용차로 사용된 연잎의 구강

건강 관련성으로 치아우식균에 항균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잎 추출물에 대해 구강.

질환과 관련하여 균 종을 이용하여 추출물과 균의 항균활성6 ,

최소성장억제농도 생장저해 활, , Glucosyltransferase (GTase)

성억제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연잎 분말과정1.

본 실험에 사용된 연잎(N. nucifera 은 경상남도 김해시leaf)

진례면 송정리 송정마을 연밭에서 재배된 연잎을 채집하여

팬 이 부착된 건조기 를 이용하(fan) (Na-nu Hi-tech Co., Korea)

여 에서 건조시켰다 건조한 연잎을 의 액체질65-66 . -70℃ ℃

소로 분쇄하였다 분말 에 메탄올 를 첨가한. 400 g 70% 4 L

후 의 초음파 세척기에서 시간 추출시켰다 회전 진공65 3 .℃

펌프(rotary vacuum evaporator, Centra-Vac VS-802, Vision,

로 감압 농축하였다 건조된 추출물 를 얻어 멸Korea) . 30.2 g

균기 로 분간 멸균하(Labo Autoclave, Sanyo, Japan) 120 , 30℃

였다 냉각된 시료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4 .℃

치아우식증 균주 배양2.

부산시내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로부터 치아우식증으로Y

발거한 치아에서 치아우식증 부위를 멸균된 기구로 긁어 멸

균된 생리식염수 를 멸균 시험관에 넣어 잘 흔들어 세균10 ㎖

이 식염수로 이탈되도록 하였다 이 식염수 를. 1 brain in㎖ -

fusion solids 12.5 g/L, beef heart infusion solids 5.0 g/L, pro-

teose peptone 10.0 g/L, glucose 2.0 g/L, sodium chloride

가 함유된2.0 g/L, disodium phosphate 2.5 g/L Brain Heart

액체 배지에 접종한 후 이산Infusion (BHI, Oxoid, England)

화탄소 항온기 에서 시간 동(MCO 96, Sanyo, Japan) 37 , 48℃

안 증균 배양하였다 증균된 배양액 를 고체 배지에. 1 BHI㎖

혼합분주 후 다시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배양에, 37 , 48 .℃

서 생성되는 집락을 새로운 고체 배지에 다시 지그재그BHI

로 도말하여 균을 순수 분리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형태.

적으로 동정하기에 모호한 균이 있어 균의 존재 여부만 확인

하였고, S. mutans, S. mitis, S. sobrinus, Prevotella intermedia,

Porphyromonas gingivalis, Treponema denticola에 한국생물

자원센터 에서 표(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식된 균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연잎추출물의 구강 세균 생장 억제 효과3.

균주는 배지로 에서 시간 혐기 배양한 배양액에BHI 37 24℃

계대배양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와 를 사용하였다BHI Mueller Hinton agar (MH agar) .

연잎 추출물 씩 흡수시킨50 8 mm paper disc (Advantec,㎕

를 한천 배지와 를 사용Toyo Roshi Co., Japan) BHI MH Agar

하여 시간 배양 후 주위에 발생한 저해환24 paper disc (clear

의 직경 을 입체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zone)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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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잎 추출물의 최소성장억제농도 측정4.

연잎 추출물의 최소성장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

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centration, MIC)

였다 연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0 / , 1.0 / , 2.0 / ,㎎㎖ ㎎㎖ ㎎㎖

를 준비하였다4.0 / , 6.0 / , 8.0 / , 10.0 / .㎎ ㎖ ㎎ ㎖ ㎎ ㎖ ㎎ ㎖

액체배지를 만들어 배양된 균주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BHI

코로니 형성 단위 를 이용하여(colony-forming unit, CFU)

이 되게 접종하였다 이 균이 들어 있는 배지를1×107 CFU/ .㎖

에 주입하였다 이 때 여러 균의 주입을96-microwell plate .

위해 연잎 추출물농도 세균 수 즉 연잎 추출물 종류 농도X , 7

대조군 포함 개 세균 주 개 에 액체배( ) x 6 = 42 Plate wells BHI

지를 주입한 후 에서 시간 혐기배양 하였다 혐기배양37 24 .℃

후 로 흡수파장ELISA reader (TECAN Austria, Austria) 490 nm

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연잎 추출물의 항균 효과(O.D.) .

평가를 위해 각 균주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 농도를

로 하였다MIC .

연잎추출물의농도에따른구강세균생장5.

각 균주 를 취하여 액체배지에 접종하였1 loop 10 BHI㎖

다 이 접종된 세균과 배지를 에서 시간 혐기배양 하였. 37 24℃

다 연잎 추출물을 최소성장억제농도의 결과에서 얻은 자료.

로 농도별 처리를 하였다 즉 농도별로. 0 / , 1.0 / ,㎎ ㎖ ㎎ ㎖

를2.0 / , 4.0 / , 8.0 / , 16.0 / , 32.0 /㎎ ㎖ ㎎ ㎖ ㎎ ㎖ ㎎ ㎖ ㎎ ㎖

준비하였다 조제된 배지에 연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 BHI

리하였다 이를 다시 에서 시간 혐기 배양하였다 혐기. 37 24 .℃

배양 후 를 사용하여 흡수 파장 에서 흡광ELISA reader 490 nm

도를 측정하여 성장 변화를 확인하였다.

의 분리 및6. Glucosyltransferase (GTase)
활성 저해

분리는 목본식물의 방법GTase 14)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각 균주를 에서 시간 배양하여 를BHI broth 37 , 24 20 ml℃

취하여 에 접종종균 하여BHI broth 1 ( 2% v/v) COℓ 2 배양기

에서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실온에서37 , 24 . 6,000 rpm℃

으로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냉각시킨 에탄20

올 를 첨가하여 냉장고에서 시켰다700 4 overnight . 8,000㎖ ℃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rpm 30 0.06 M potassium

에 현탁하였다 냉동고phosphate buffer (pH 6.8) 8 . 20㎖ ℃−
에 보관하며 효소활성의 검증액으로 사용하였다 활성GTase .

검정을 위해 에test tube 0.06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증류수(1000 , sucrose 12.5 g, NaN3 0.25 g, pH 6.8) 0.8㎖

추출물 씩 넣어 에서 시간, GTase 0.05 , 0.1 37 17㎖ ㎖ ㎖ ℃

정체배양 후 상층액은 버리고 증류수 을 가하여 씻어내었2 ㎖

다 증류수 을 가하여 분간 초음파처리로 용기벽에. 2 30㎖

부착된 을 탈착 및 파쇄하고 분광광도계에서 흡수파glucan ,

장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식에 따라 저해율550 nm ,

을 산출하였다.

저해율(%) =
대조군의 흡광도 실험군의 흡광도-

x 100
대조군의 흡광도

연구결과

연잎 추출물의 항균활성1.

방법으로 연잎 추출물로 각 균주에 대한 항균효Paper disc

과를 측정하였다<Table 1>. S. mutans는 연잎 추출물 농도

에서 각각4.0 / , 8.0 / , 16.0 / 1.3 , 2.3 ,㎎ ㎖ ㎎ ㎖ ㎎ ㎖ ㎜ ㎜

로 나타났다3.3 .㎜ S. mitis는 에서 로 나타16.0 / 1.5㎎ ㎖ ㎜

났다. S. sobrinus는 에서 를 나타내었으며4.0 / 1.8㎎ ㎖ ㎜

에서는 각각 로 나타났다8.0 / , 16.0 / 2.6 , 3.3 .㎎㎖ ㎎㎖ ㎜ ㎜

P. gingivalis 에서2.0 / , 4.0 / , 8.0 / , 16.0 /㎎ ㎖ ㎎ ㎖ ㎎ ㎖ ㎎ ㎖

각각 로 나타났다1.1 , 2.3 , 3.74 , 4.8 .㎜ ㎜ ㎜ ㎜ P. intermedia

는 에서 를 나타내었다 는4.0 / 1.5 . T. denticola 8.0㎎ ㎖ ㎜

에서 각각 를 나타내었다/ , 16.0 / 1.6 , 2.2 .㎎ ㎖ ㎎ ㎖ ㎜ ㎜

연잎 추출물은 조사한 세균 중 P. gingivalis로 가장 항균 효과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S. mitis가 연잎 추출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가장 낮은 균이었다.

연잎 추출물의 최소성장억제농도2. (MIC)

연잎 추출물의 종 균주에 대한 항균효과를 로 측정한6 MIC

결과 P. gingivalis가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4.0 /㎎ ㎖

다음은 S. sobrinus로 6.0 / ,㎎ ㎖ S. mutans는 로8.0 /㎎ ㎖

나타났다<Table 2>. S. mitis와 T. denticola에서는 각각 10.0

로 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잎 추출물의 균주에 대한/ MIC .㎎㎖

는 대부분 를 만들면 저해 효과를 관찰할 수MIC 10.0 /㎎ ㎖

있다.

연잎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생장억제 효과3.

메탄올 연잎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종과 치주염의 종에 대한 각 균주에 대한 상대성장률3 3

은 과 같다 성장 억제는(Relative Growth Ratio, RGR) Fig. 1 .

농도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모든 종의 균주에서 생장억6

제를 나타내었다 이 수준으로 감소하는 연잎 추출. RGR 50%

물의 농도는 약 로 나타났다 이 정도로3.0 / . RGR 20%㎎ ㎖

나타내는 농도는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종은 이3 32.0 /㎎㎖

었으며 치주염 균주는 약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1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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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Concentration ( / )㎎ ㎖

0 1.0 2.0 4.0 8.0 16.0

Streptococcus mutans - - - 1.3±0.2 2.3±0.2 3.3±0.5

Streptococcus mitis - - - - - 1.5±0.4

Streptococcus sobrinus - - - 1.8±0.2 2.6±0.4 3.3±0.3

Porphyromonas gingivalis - - 1.1±0.4 2.3±0.5 3.7±0.4 4.8±0.3

Prevotella intermedia - - - 1.5±0.3 2.3±0.4 3.8±0.5

Treponema denticola - - - - 1.6±0.2 2.2±0.3

Table 1. Antibacterial activity of Nelumbo nucifera against dental caries and adult periodontists. Zones of
inhibition in ㎜

Strains
Concentration ( / )㎎ ㎖ MIC

( / )㎎ ㎖0 1.0 2.0 4.0 6.0 8.0 10.0

S. mutans ＋ ＋ ＋ ＋ ＋ － － 8.0

S. mitis ＋ ＋ ＋ ＋ ＋ ＋ － 10.0

S. sobrinus ＋ ＋ ＋ ＋ － － － 6.0

P. gingivalis ＋ ＋ ＋ － － － － 4.0

P. intermedia ＋ ＋ ＋ ＋ ＋ － － 8.0

T. denticola ＋ ＋ ＋ ＋ ＋ ＋ － 10.0

Table 2. MIC values of Nelumbo nucifera against dental caries and adult periodontitis

Fig. 1. Relative growth ratio of dental caries and adult periodontists on Nelumbo nucifera



허만규 김혜진⋅ / 연잎 추출물의 구강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 121

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종보다는 치주염 균주가 이3 RGR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의 분리 및4. Glucosyltransferase (GTase)
활성 저해

종의 균주에 대한 연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의 활성6 GTase

저해효과를 측정한 결과 활성 저해를 나타내었다GTase

<Table 3>. S. mutans에 연잎 추출물의 첨가량이 0.0, 0.1,

일 때 흡광도는 각각2.0, 4.0, 8.0, 16.0 mg/ml , 0.112, 0.102,

으로 나타났고 활성 저해율0.097, 0.086, 0.079, 0.070 , GTase

은 농도에 따라 각각 였으며0, 8.6, 13.6, 23.2, 29.8, 37.7%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활성이 저해되었다 사후검정(p< 0.05).

결과 모든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연잎 추출물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활성이 저해되었다. S. mitis에 대한 연

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의 활성 저해효과는 첨가량이GTase

일 때 각각0.0, 0.1, 2.0, 4.0, 18.0, 16.0 mg/ml , 0, 12.4, 14.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활성이 있었다24.2, 31.2, 44.2% (p<

0.05). S. sobrinus, P. gingivalis, P. intermedia, T. denticola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활성을 저해되었으며 가장

높은 저해율은 S. mitis에서 나타났다.

총괄및고안

치아우식증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민간, ,

요법이 있었으며 이런 민간요법을 입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9,15,16) 마와 꿀풀에 의한. S. mutans의 항균성 연구11)에서

추출물의 저농도 부터 급격한 저하가 보고되었(0.05 mg/ml)

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잎추출물은 저농도보다 고농도에서

성장 억제가 관찰되어 저해 작용은 유사하였지만 저농도에,

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저해작용을 나타.

내는 성분이 마와 꿀풀보다 연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

나 메탄올 추출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사료된다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오미자의 경우 열수추출물보다는 메탄올 추출물이

구강병원균에 대한 활성이 더 나은 것으로 보고되어17) 본

연구에서 메탄올 추출물의 항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추출방식에 따라 추출물의 성분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맥. (Dianthus

superbus 의 에탄올 추출물 역시) S. mutans 생장 억제를 보였

다18) 에 대한 연잎추출물의 효과는 솔잎추출물에. GTase

활성 저해가 보고되었고GTase 19) 오미자에 대한 활성, GTase

저해17)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추출방법이나 농도가 다

르지만 저해 양상은 유사하였다.

한편 이하이면 치아의 탈회가 일어나 치아우식pH 5.0-5.5

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20) 있으며 선행된 연잎 추출물의,

연구에서 를 상승시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음이pH 21)

보고되었다 특히 이. 21)에 의한 연잎 추출물 연구는 치아우식

유발균 S. mutans, S. gordoni, S. sanguinis, S. sobrinus, S.

ratti, S. anginosus, S. criceti, S. oralis, Fusobacterium nuclea-

tum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S. mitis,

P. gingivalis, P. intermedia, T. denticola 추가로 나타난 결과

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연잎의 추출물이

치아우식증 외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에도 항균효과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치아우식증에 대한 항균 정도는.

연잎농도를 분말과 동결 건조에서 다시 순수추출 등 아주

고농도로 하지 않는 한 비록 농도에 따라 세균 생장에 저해정

도를 나타내지만 약품에서처럼 높지는 않아 추출물의 제한점

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독성세포 사멸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N. nucifera 은 사찰음식에서 연밥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한방에서는 지혈작용을 나타내어 여성 생리 질환에 쓰였다.

연잎에는 flavonol miquelianin (Quercetin 3-O-glucuronide),

이 함유된alkaloids (+)-1(R)-coclaurine, (-)-1(S)-norcoclaurine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이런 성분들이 구강세균의 작용을.

Table 3. GTase activity (O.D.) of Nelumbo nucifera extracts against six strains

Concentration
(mg/ml)

S. mutans S. mitis S. sobrinus P. gingivalis P. intermedia T. denticola

Control 0.112±0.018 (0) 0.113±0.016 (0) 0.109±0.018 (0) 0.102±0.007 (0) 0.108±0.013 (0) 0.107±0.009 (0)

1 0.102±0.005 (8.6) 0.099±0.004 (12.4) 0.099±0.004 (9.2) 0.095±0.004 (6.5) 0.098±0.005 (9.3) 0.098±0.005 (8.4)

2 0.097±0.007 (13.6) 0.097±0.007 (14.3) 0.095±0.008 (13.0) 0.092±0.006 (10.0) 0.094±0.008 (12.6) 0.091±0.003 (15.1)

4 0.086±0.007 (23.2) 0.086±0.006 (24.2) 0.088±0.006 (18.9) 0.086±0.005 (15.5) 0.084±0.008 (22.2) 0.085±0.005 (20.6)

8 0.079±0.012 (29.8) 0.078±0.013 (31.2) 0.076±0.011 (29.8) 0.076±0.011 (25.3) 0.078±0.009 (27.8) 0.076±0.010 (29.0)

16 0.070±0.009 (37.7) 0.063±0.009 (44.2) 0.062±0.008 (42.9) 0.065±0.006 (36.5) 0.068±0.009 (36.7) 0.066±0.006 (37.9)

*Parenthesis was inhibit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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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거나 세균 생장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연잎은 주로.

밥을 짓는 데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잎에 국한하였으나

꽃잎 등에 대한 항균활성 연구가 병행되면 차 또한 구강에서

음미하면서 마시게 됨으로 구강에서 머무르는 동안 구강 세균

에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연잎 추출물의 종 균주에 대한 항균효과를 조사6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잎추출물의 구강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는1. P. gingiva-

lis가 가장 높았으며, S. mitis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잎 추출물의 종 균주에 대한 항균효과를 로 측정2. 6 MIC

한 결과 P. gingivalis가 최소성장억제농도가 로4.0 /㎎ ㎖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S. sobrinus로 6.0 /㎎㎖

이었다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종과 치주염의 종에. 3 3

대한 각 균주에 대한 이 수준으로 감소하는 연RGR 50%

잎 추출물의 농도는 약 로 나타났다3.0 / .㎎ ㎖

연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종과3. 3

치주염의 종에 대해 의 활성 저해효과를 나타내3 GTase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잎 추출물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주변에 분포하

고 있는 다른 자생 식물중에는 자연 또는 천연 성분이 치아우

식증 세균에 항균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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