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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초    록 

 
구취와 치아우식 유발 유해균 억제 

프로바이오틱스 특성과 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맹 소 연 

 

Lactobacillus spp.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로 연구되고 

사용되었지만 구강 미생물의 배양과 실험의 어려움 때문에 구강에서 

분리된 Lactobacillus spp.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구강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급성 • 만성질환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구강 

치료 비용과 교육시간, 생산력 손실을 유발하며, 매년 환자수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구강 내 미생물을 방제하는 수단으로 

유산균을 선발하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미생물에 대한 2종의 유산균인 Lactobacillus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억제 효과와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항균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재로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탐색하고, 에센셜 오일 함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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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동물 실험을 통해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연구 1에서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구강 

미생물에 대한 억제 효과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L. fermentum OK 5% 배양 상등액은 Streptococcus 

mutans의 성장을 60%까지 억제하였고, 이를 포함한 구강 호기균의 

성장을 전반적으로 억제하였다. 아울러 L. fermentum OK는 Fusobacterium 

nucleatum, Porphyromonas gingivalis, S. gordonii, S. sanguinis를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L. fermentum OK의 증식도 구강 유해균과의 

경쟁에 의해 억제되었다. L. gasseri HHuMIN D 5% 배양 상등액은 F. 

nucleatum, P. catoniae, P.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를 평균 88.8%까지 

억제하였다. 또한 L. gasseri HHuMIN D는 시험한 모든 구강 미생물의 

성장을 10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다. 하지만, L. fermentum OK와 

마찬가지로 L. gasseri HHuMIN D의 증식도 구강 유해균과의 경쟁에 의해 

억제되었다. L. fermentum OK는 생육하는 동안 최대 1130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였고, S. sobrinus, S. oralis, S. gordonii, S. mutans, P. 

gingivalis와 효율적으로 응집하였으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105 mg)과 비교해 2.2 mg까지 

97.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L. gasseri HHuMIN D가 생산한 과산화수소는 

12시간 후 802 μmol/L에 도달했으며 24시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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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atoniae 및 S. sanguinis와 효율적으로 응집하였으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과 비교해 10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구강암 세포주 KB cell에 대한 in vitro 세포 부착 능력은 L. fermentum 

OK의 경우 3.1 CFU/cell이었고, L. gasseri HHuMIN D 경우는 4.41 

CFU/cell이었다. 보호 효력 검정시험과 대체 효력 검정 시험을 통해 구강 

상피 세포에 부착한 F. nucleatum와 S. mutans의 수가 두 유산균과의 

경쟁에 의해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안전성을 위해 암모니아 생산, 바이오제닉 아민 

생산, 용혈성, 뮤신 분해, 항생제 감수성을 in vitro에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체 게놈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을 사용하여 

유전적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바이오제닉 아민, 혈소판 응집능, 

병원성 인자, 항생제 내성 관련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인체 구강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prebiotics나 probiotics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2의 목적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항균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재로서 다양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s, EO)의 항균 활성을 탐색하고, 에센셜 오일 함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14종의 

일반 유해균에 대한 12종의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측정하여 

항균력이 높은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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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선발하였다. 이어 선정된 5종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구강 유해균과 구강 유익균(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에 대한 항균력을 확인하였다. 그중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았고 구강 유해균에 대하여 적절한 항균 

활성을 보였다. 유해균에 대한 항균력이 높은 시나몬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을 다양한 비율(1:1, 1:3, 1:5, 1:7, 1:9)로 혼합하여 항균 활성을 

분석하였고 3종의 에센셜 오일 간의 길항적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높은 항균력을 보이는 5종의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구강 유산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통해 페퍼민트 오일이 10.6점/15점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4.2점/7점으로 구매 의사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균제이며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적합한 향미 

소재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3에서는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정 질병 유도와 개선 

방법에 따라 9군으로 나누었고 구강 미생물의 생균수, 휘발성 황 화합물 

함량, 치아우식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구강 내 미생물 수는 real-time 

PCR(RT-PCR)을 통해 측정하였고, 구취의 정도는 구강 내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 VSC)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치아우식은 우식 진단과 채점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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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유해균 접종 5일 후 총균수는 구강 유해균을 접종한 군에서 

181~463 x107 CFU/mL로 확인되었고 개선 물질 투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S. mutans와 F. nucleatum와 함께 접종한 군의 수가 1964 

x107 CFU/mL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군에서는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평균 491 x107 

CFU/mL로 초기 균수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 mutans의 

생균수만 확인한 연구에서는 두 유해균을 같이 접종한 군에서 126 x104 

CFU/mL로 가장 높은 생균수가 확인되었다. F. nucleatum의 경우 접종한 

군에서 1033~1191 x104 CFU/mL(4주차)로 나타났고, S. mutans와 같은 

시너지의 특성은 보이지 않았다.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같이 적용한 

질병 개선군에서는 S. mutans와 F. nucleatum가 2 x104 CFU/mL까지 

저해되었고 정착균수는 최대 11 x104 CFU/mL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가지 개선법 중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유해균들에게 있어 더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VSC 농도 

측정에서는 구강 내에 S. mutans와 F. nucleatum를 함께 정착시킨 군의  

H2S가 15 ppb, CH3SH가 21 ppb로 단독 접종군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직후부터는 생성이 저해되어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평균 3 ppb 이하로 유지되었다. 치아우식 채점 

결과에서는 질병 유도군이 54.0±1.7점으로 무질병 유도군의 20.8±3.5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질병 개선군은 평균 32점으로 

전반적인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L. fermentum OK, L. gass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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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은 랫트의 구강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치아우식과 구취를 개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인체 구강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prebiotics나 probiotics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균제이며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적합한 향미 

소재임을 밝혔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분리균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구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충치와 

구취를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구강 개선 방법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항균 효과,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gasseri, 에센셜 

오일, 구강 미생물 

 

학   번 : 2016-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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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경 및 목적 

구강 건강은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구강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급성 • 만성 질환이다. 구강 

질환은 충치, 치주 질환, 치아 손실, 구강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의 구강 증상, 구강 • 

치아 외상, 괴저성 구내염, 구순열과 같은 선천적 결함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질병과 상태를 말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구강 질환의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CDC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0% 이상이 구강 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80% 이상이 

34세까지 적어도 한 번의 충치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은 매년 

치과 치료 비용으로 1,2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평균적으로 3,400만 

시간 이상을 구강 관리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치아와 관련한 

응급상황으로 인해 450억 달러 이상의 생산력 손실을 보고 있다(CDC, 

2020). 세계질병부담연구소(Global Burden of Disease, GBD)의 2015년 

보고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5억 명의 사람들이 구강 질환을 앓고 

있으며, 충치는 가장 널리 퍼진 비전염성 질병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있다(Kassebaum et al., 201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지금도 수백만 명이 구강 질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WHO는 충치에 대한 전 세계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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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비용이 지난 30년 동안 비교적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구강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수준), 구강 

질환의 유병률, 중증도 사이에 매우 강하고 일관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진료와 구강 건강에 관한 도쿄 선언을 시작으로 

WHO는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 치과 치료 시스템의 개혁, 구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해 

왔다(WHO, 2020). 고소득 국가의 충치 유병률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적 충치 발생률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Peres et al., 2019). 2017년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충치와 구강 질환이 외래 진료 

기준 2위와 6위를 차지하며, 외래 진료 빈도와 지출 순위 10위 내에 

속한다고 발표하였다(Kim & Kim, 2018). 한국 내 구강 질환 환자와 치과 

병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구강 질환 환자수, 치료 비용, 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구강 

질환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구강 질환 중 충치는 치아 표면에 부착한 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에 

의해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이 부식되는 질환이다. Streptococcus 

mutans는 그람 양성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로, 인간과 동물의 초기 

충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불용성 글루칸은 주로 

glucosyltransferase(GTF)에 의해 식품에 함유된 자당(sucros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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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되거나 S. mutans에 의해 분비되는데 치아와 구강 표면에 강하게 

접착하는 특성이 있다(Kuramitsu, 2006, Banas, 2004). 불용성 글루칸이 

치아 표면에 쌓이면 치석이 형성되고, 치석에 구강 미생물이 정착하게 

되면 탄수화물 대사 중 유기산을 생성하게 된다(Kuramitsu, 2006, Banas, 

2004). 생성된 유기산에 의해 지속적으로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이 

부식되면 치아우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치주염(periodontitis)은 치은(gingiva), 주변 조직, 뼈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Petersen & Ogawa, 2012). 치주염 박테리아가 S. mutans에 

의해 생성된 치아 표면의 치석에 정착하면 빠르게 증식하여 치아 주변 

조직과 지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한다(Bartold & Van Dyke, 2013). 현재는 

치주 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케일링이나 치근 수동술(tooth root 

mobilization)과 같이 치아 주변의 치주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Apatzidou & Kinane, 2010). 그러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중 일부는 연조직이나 해부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므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Winkelhoff et al., 1996).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은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유럽 치주학 

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과 미국 치주학회(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의 2013년 공동 워크숍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리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Haukioja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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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는 “입이나 비강을 통한 냄새” 또는 “입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로 정의된다. 이른바 “구취”는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와 

메틸 메르캅탄(methyl mercaptan, CH3SH)과 같은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 VSC)에 의해 발생된다(Tonzetich, 1971). VSC는 상피 세포 

조각과 백혈구 등이 구강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생성되기도 하고, 식품 섭취에 의해 유입된 단백질을 황을 포함하는 

시스테인(cysteine), 메티오닌(methionine)과 같은 아미노산들로 

분해함으로써 생성되기도 한다. 시스테인에서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박테리아 속으로는 Peptostreptococcus, Eubacterium, Selenomonas, Centipeda, 

Bacteroides, Fusobacterium, Prevotella 등이 있고, 메티오닌에서 메틸 

메르캅탄을 만드는 속으로는 Fusobacterium, Bacteroides, Porphyromonas, 

Eubacterium 등이 알려져 있다(Tonzetich, 1971; De Boever & Loesche, 1995). 

특히 황화수소나 메틸 메르캅탄을 생산하는 주요 세균인 Fusobacterium 

nucleatum은 치주염과 구취를 함께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구취 유발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이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강 유해균의 억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Islam et al., 2007; Daboor et al., 2015; 

Bustamante et al., 2020; Dobler et al., 2020). Penicillin, erythromycin, 

tetracycline과 같은 항생제는 구강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 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Fujita et al., 2007). 이에 따라 천연 물질을 이용한 구강 

미생물의 억제(Banavar et al., 2017; Hickl et al., 2018; Dobler et al., 2020; Hu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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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자당에서 글루칸 형성에 관여하는 GTF 활성 억제(Cho, 2020), 

자당 대체 감미료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Hayes, 

2001). 또한 아연(zinc ion),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X),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etylpyridinium chloride, CPC), 금속염(metal salt)은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휘발성 황 화합물의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연은 황에 대한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티올 군(thiol group)을 산화시켜 휘발성 황 

화합물의 전구체를 억제한다. 결과적으로 휘발성 황 화합물은 

비휘발성이 되고 구취가 제거된다. 구강 내 염화아연(zinc chloride)은 

구강 혐기성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구취 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항균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Winkel et al., 2003). 치과 진료소에서 소독제로 

자주 사용하는 클로르헥시딘은 치아 법랑(tooth enamel)이나 타액 

막(salivary pellicle)에 부착하여 구강 미생물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치주염 환자에게는 소독제로, 구취 환자에게 구취 완화 용도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08). 이러한 방법은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다른 미생물도 

억제한다. 그리고 작용 시간이 짧아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Oh, 

2005). 인간과 공존하는 일반적인 미생물은 Candida와 같은 진균, 화농성 

박테리아(purulent bacteria),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를 담당한다(Hatakka et al., 2007). 따라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구강 질환 예방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구강 내 유익균을 보호 • 보완하고, 구강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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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유해균을 억제하여 구강 내 미생물총 개선을 통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eurman et al., 2007).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강 청결제(가글액)가 있다. 구강 청결제는 세척시 구강 

앞쪽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삼켰을 때 비로소 구강의 뒤쪽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구강 청결제의 효과는 타액의 지속적인 

희석으로 인해 약 2시간 동안만 효과가 유지되며, 그 후에는 구강 

유익균들보다 구강 유해균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적인 구강 질환 예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Oh, 2005). 

프로바이오틱스는 수십 년 동안 건강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Lactobacillus 속은 가장 잘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로 특히 

인체의 구강, 장, 질 내에 있어서 중요한 미생물이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숙주를 보호하는 기능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 사회 변화, 인식의 변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 494억 달러로 추산되었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연평균 7.0%의 성장률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6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MarketsandMarkets, 2018). 소비자들의 

프로바이오틱스 식품과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잠재적인 이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업계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불소를 함유한 구강 위생 제품과 구강 바이오필름 조절 

제품 외에도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수많은 제품이 구강 건강 시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J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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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ma, 2012).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산균 함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시판 전 인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후보 미생물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제품 승인, 신고, 검사 규정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후보균주와 제품의 성분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였다(Sohn, 2016). 잠재적인 임상적 병원체로서 새로운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을 위한 후보균주의 안전성 평가는 꼭 필요한 

절차다.  

건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과건강제품에서 

합성 첨가물, 향미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사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천연 성분으로 대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그중에서도 아비딘(avidin), 라이소자임(lysozyme)과 같은 단백질 성분과 

탄소수가 12~18개인 지방산이 천연 항균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s, EO)이 식품 미생물에 항균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다양한 허브의 에센셜 오일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산업에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항균작용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서 가져야 할 요건인 식품과의 조화, 

적절한 사용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 첨가물의 70% 

이상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라는 사실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곤 한다(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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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가공식품과 의약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들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안전한 천연 

식품 첨가물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들은 허브나 과일향과 같은 다양한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 특유의 냄새를 덮고 향미를 증진시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천연 첨가물 중에서도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항생  향미 소재이자 천연 항균물질로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약용 식물이 합성 항생제보다 감염성 질병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 나는 

식물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한 휘발성 물질을 일컫는다.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의 주요 역할은 꽃의 고유한 향기 성분으로서 자연 선택적으로 특정 

곤충을 유인하는 작용을 하며, 잎  나무  뿌리에 함유된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 기생하는 생물이나 동물로부터 식물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식물이 손상되었을 때 함유수지(oleoresin)를 

분비함으로써 유해균의 침입과 수액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주로 방향제, 

화장품, 향수, 비누, 세제, 향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Goel et al., 2014). 

4종의 일반 구강 미생물(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Enterococcus 

fecalis ATCC 29212, Escherichia coli ATCC 25922 and Candida albicans ATCC 

9002)에 대한 5가지 에센셜 오일(티트리, 라벤더, 타임, 페퍼민트, 유제놀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은 구강 유해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뛰어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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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방부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Schmidt et al., 2005). S. 

mutans에 대한 라벤더, 페퍼민트, 라벤더와 페퍼민트의 혼합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관찰한 결과, 오일의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높았으며, 억제 효과는 12시간 이후부터 나타나 24시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에센셜 오일의 잠재력과 구강 

세정제로의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Thosar et al., 2013). 그 외에도 

에센셜 오일의 항균, 항염증,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센셜 오일은 동물사료, 살충제, 

치과용 제품, 대체의약품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Park & Yoon, 2018; Dadalioǧlu & Evrendilek, 2004; Nguefack et al., 2004). 

하지만 다양한 구강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억제 효과, 유익균에 

미치는 영향, 에센셜 오일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에센셜 오일의 첨가는 항균 활성뿐만 

아니라 구강 유산균 제품 전체의 맛과 청량감을 증진시켜 고객의 

선호도를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격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 증진 효과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위장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구강 건강 

관점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L. paracasei subsp. paracasei NTU101로 발효시킨 탈지 두유를 

랫트에 섭취시켜 S. mutans의 개체수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치아우식의 

발생과 악화를 억제하였다(Gupta et al., 2008). W. cibaria CMU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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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의 치석, 치태, 치은염 지표와 구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유산균 투여군에서 구취 유발균(F. nucleatum, P. gingivalis, P. 

intermedia, Tannerella forsythia)의 증식을 억제하고 VSC의 감소를 통해 

구취가 억제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Kowal & Krupinska, 1979). 랫트를 

통해 감귤 레몬 오일(citrus lemon oil)과 리모넨의 항우식 효과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S. sobrinus의 증식 억제와 우식병변의 감소를 확인하여 

바이오제닉 내에서도 치아우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Senatore et 

al., 1996). 개의 구취 억제에 대해 에센셜 오일(멘톨, 티몰)과 폴리페놀 

항산화제(플로레틴, 페룰산)가 포함된 국소 도포 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활성 젤을 적용하는 동안 구취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Janssen et al., 1987).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와 강한 항균력을 지닌 에센셜 오일은 

치아우식과 구취를 예방하는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치아우식과 구취의 진단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강 유해균과 치태 형성에 대한 구강 유산균 

혹은 에센셜 오일의 in vivo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포함한 구강 내 미생물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성 유산균을 

분리  선택하고 여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20세 이상의 

성인의 타액과 대변을 수집하여 구강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두 개의 

후보 종을 최종 선발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실험과 그밖에 다른 여러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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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명한 안전성 평가 연구들을 참조하여 학술과 상업적 적용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FAO & WHO, 2002). 그리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위해 구강 유익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구강 유해균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식별하고 항균력을 지닌 식품 첨가물로서의 이용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두 종 이상의 에센셜 

오일의 조합이 단일 에센셜 오일보다 항균 효과가 더 높은지 

분석하였다(Holmes et al., 2002; Bassolé & Juliani, 2012). 그리고 선발한 

에센셜 오일에 대해 소비자 평가를 실시하여 구강 유산균 제품의 천연 

첨가물로서 에센셜 오일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에 적용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내에서 우식 또는 구취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S. mutans와 F. nucleatum을 이식한 

랫트에게 구강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하여 미생물의 수, 

구취측정, 치아우식 점수를 통해 치아우식과 구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분리, 특성 규명 및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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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포함한 구강 내 미생물을 억제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분리하고 기능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술적 가치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 기관들이 

권장하는 실험법과 이미 증명된 안전성 평가 연구들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후보균주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위한 에센셜 오일의 

스크리닝 및 소비자 평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에 앞서 구강 유해균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을 억제하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에센셜 오일을 

선발하고, 두 종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혼합물과 단독으로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비교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평가를 통해 선발한 에센셜 오일 

함유 구강 유산균 제품의 소비자의 기호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3>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취와 치아우식 감소에 미치는 영향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에서 

치아우식 또는 구취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S. mutans와 F. nucleatum을 접종하여 질병을 

유도한 랫트에게 구강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구강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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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수, 구취측정, 치아우식 점수를 측정하고 구강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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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 시 숙주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된다(FAO & WHO, 2001). 이 정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용 범위가 위장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신체 부위(피부, 구강, 생식기 등)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숙주의 

기준에는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Gibson et al., 2017). 2016년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은 36억 5천만 

달러, 2018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494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각각 74억 달러와 693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MarketsandMarkets, 2018; MarketsandMarkets, 2019).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여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로 바뀌고 있다.  

 

2.1.1 프리바이오틱스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유제품 산업에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섬유질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증가와 프리바이오틱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면서 

식품 제조업체들도 새로운 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이눌린과 올리고당은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로서 식음료 산업과 저칼로리 식품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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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Grand View Research, 2018). 

 

2.1.2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개발과 예방 의학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증가로 인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호스트의 신체에 정착한 뒤 

항균 활성과 유해균 성장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생체 활성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호스트의 건강 개선과 염증 감소 등 인체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Likotrafiti & Rhoades, 2016).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특성이 

있어 예방 건강 관리에도 많이 이용된다. 

미국과 한국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연령별(아동, 

영유아, 성인, 노인), 성별, 신체 부위별(장, 피부, 구강, 생식기), 

제형별(분말, 캡슐, 정제, 액상, 젤리)로 세분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제약업계도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틈새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회사들에게 우수한 균주 선발을 위한 여러 전략을 선택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식음료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향후 몇 년 

동안 미국과 한국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Grand View Research, 

2019). 프로바이오틱스 균종은 전 세계적으로 유산균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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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종의 균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총 19종이다(Table 1). 아래 19종은 배양 • 

건조하여 제조가능하며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나 

이취가 없어야 함), 프로바이오틱스 수(생균 100,000,000 CFU/g 이상), 

대장균 음성검사를 완료하면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효능 • 안전성 연구 없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호스트의 건강에 

대한 이점과 그 효과가 종에 따라, 균주에 따라 서로 다르다(Vasiljevic & 

Shah, 2008). 장 외 다른 신체부위나 질병에 효과를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효능 시험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1.3 포스트바이오틱스 

국내 유산균 시장은 살아있는 균이 체내에서 효과를 잘 발휘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의 다양한 효과와 장점으로 인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미생물로부터 얻은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부작용 위험이 적고, 제품에 

첨가 시 원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쉬우며,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균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저장과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상용화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영양학적 이점, 

질병 예방과 개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기능성 식품과 제약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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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biotic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Species Strain 

Lactobacillus 

L. acidophilus, L. casei, L. gasseri, L. delbrueckii ssp. 

bulgaricus, L. helveticus, L. fermentum, L. paracasei, L. 

plantarum, L. reuteri, L. rhamnosus, L. salivarius 

Lactococcus Lc. lactis 

Enterococcus E. faecium, E. faecalis 

Streptococcus S. 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 bifidum, B. breve, B. longum, B. animalis ssp. La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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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Future Market Insights, 2021). 

 

2.2 구강 미생물 

인간의 구강은 복잡한 구조(치아, 협측 점막, 치은 점막, 입천장, 

혀)로 되어 있어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복잡한 영역이다. 

미생물 군집은 인간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구강 

미생물의 53%는 아직 지정된 학명이 없고, 35%는 배양된 적이 

없다(Chen et al., 2010). 구강 미생물은 구강 부위(Aas et al., 2005), 호스트의 

연령(Asakawa et al., 2018), 식이습관(Moynihan & Kelly, 2014)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바뀐다. 건강한 성인의 구강 미생물은 Streptococcus(27%), 

Veillonella(10%), Lactobacillus(1%), Propionibacterium(2%)로 군집이 

구성되어 있다(Palmer et al., 2014). S. mutans와 lactobacilli는 유기산을 

생산하는 특성이 있어 전형적인 충치 관련 미생물이고 P. gingivalis, T.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 Filifactor alocis는 치주염과 관련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구강 미생물은 구강 안에서 혀에 가장 많이 서식하며, 

타액과 함께 지속적으로 섭취된다. 열악한 치아 위생과 충치, 치주염과 

같은 구강 질환들에 의해 유해 미생물이 구강에 다량 서식하게 되면 

타액과 함께 지속적인 섭취로 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Asakawa et al., 

2018).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상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구강 위생과 

구강 내 미생물 조절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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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와 구강 건강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위장 질환의 개선/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충치, 치주 질환, 구취와 같은 감염/미생물 

불균형과 관련된 구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구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 단계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호스트의 

건강과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완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직접적 상호작용으로는 일반 구강 

미생물들이 생물막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 구강 유해균들의 부착에 

개입하고 플라크 형성을 저해하는 등 복잡한 구강 생태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또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타구강 미생물과의 영양 경쟁을 

통해 이러한 미생물의 생장과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간접적인 상호작용으로는 구강 위생을 손상시키는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여 이러한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구강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El-Nezami et al., 2006).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내 면역 기능과 비면역적 방어 

메커니즘을 조절하고 체계화한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병원성이 낮은 

구강 미생물의 침투성도 조절한다. 충치, 치주 질환, 구취, 칸디다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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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강 질환에 대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개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El-Nezami et al., 2006). 하지만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우수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발굴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2.2.2 구강 질병과 미생물 

2.2.2.1 치아우식과 미생물 

공생 미생물에 속하는 S. mutans는 주로 사람의 구강에 서식하며 

충치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다(Huxley, 1975). S. mutans는 

일반적으로 치아 표면 생물막에서 발견되는데, 상아 세관(dentinal 

tubules)을 침범한 후 상아질 벽에 정착하여 바이오필름(biofilm)이라고 

불리는 호산성의 환경을 형성한다(Murata et al., 2010).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는 구강 생물막 환경 내에서 구강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Kreth et al., 2008). 치아우식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구 투여의 

효과는 다양한 균주와 이를 이용한 여러 실험을 통해 보고되었다.  

구강 연쇄상 구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L. rhamnosus GG(LGG)와 

L. casei의 잠재력을 입증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Meruman & 

Stamatova, 2007; Burton et al., 2005), L. reuteri를 함유한 요구르트를 2주간 

섭취한 후 S. mutans의 수가 감소되었다는 in vivo 실험도 

보고되었다(Meruman & Stamatova, 2007).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에서 

진행한 위약 대조 무작위 이중 맹검 실험에 따르면, LGG를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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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의 경우에 우식 위험이 감소하고 초기 우식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l-Nezami et al., 2006).  

종합하면, 치아우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서 우식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는 우식균이 있는 치아 표면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치아에서 발생하는 생물막의 일부가 되어 같이 서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아우식 유발 미생물과 경쟁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치아우식 유발 미생물의 성장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치아우식에 대한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Corcoran et al., 2004).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치아우식 저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2.2.2.2 구취와 미생물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 나는 악취' 또는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로 

정의할 수 있는 구취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체취 중 하나다.  

구취는 역사와 문화, 인종, 성별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구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다(Spouge, 1964; Mandel, 

1988). 히포크라테스도 “치은이 다시 건강해지면 구취는 사라진다.”라고 

하며 구취와 치주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구취는 구강 미생물에 의한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구강 내에는 약 3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구강 연조직과 구강 

상피 세포에 부착되어 서식하거나 유리형으로 존재한다. 그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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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세균은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특성이 있어 구취 발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구강 내에 구강 상피 세포당 약 25개의 세균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에 

설 배면상의 단일 상피 세포에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100개 이상의 

세균이 부착될 수 있다. 따라서 구취의 대부분은 혀의 미생물로부터 

기인한다. Peptostreptococcus, Eubacterium, Selenomonas, Centipeda, 

Bacteroides, Fusobacterium, Prevotella 등은 주로 시스테인에서 황화수소를 

생산하고, Fusobacterium, Bacteroides, Porphyromonas, Eubacterium, 

Treponema은 주로 메티오닌에서 메틸 메르캅탄을 만드는 속으로 알려져 

있다(Tonzetich, 1971; De Boever & Loesche, 1995). 메틸 메르캅탄을 많이 

생성하는 균주들은 대부분 치주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균주들의 생장에는 hemin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성장률도 hemin의 

농도와 비례한다. 구강 질환에 의한 출혈은 메틸 메르캅탄을 생성하는 

세균의 활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구취 저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국내에서는 2006년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구취를 억제하는 웨이쎌라속(genus Weissella)에 

관한 연구 이후로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2.3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문제 

지난 몇 년 동안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성의 관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병원성이 없고, 설사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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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대한 성장 자극 효과가 없어야 하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는 능력도 없어야 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경구 

미생물총에서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Agarwal et al., 

2011). 호스트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할수록 호스트의 유기체 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농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짐으로 제품화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Lactobacillus에 의한 균혈증(Lactobacillus bacteremia)은 매우 드물며, 

인체 적용 연구는 주로 증례보고(case report)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약 180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유산균 균혈증의 임상적 

특징은 무증상에서 패혈성 쇼크 유사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Cannon et al., 2005; Devine & Marsh, 2009). 특히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 상태의 환자들에서 이러한 증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 문헌들에 등록된 사례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장 장애, 악성 종양, 장기 이식 환자와 같은 다른 전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연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문헌에 나타난 유산균 

균혈증의 발생률은 실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입증하고 제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럽 식품 

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제품화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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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강과 에센셜 오일 

2.4.1 에센셜 오일 

인공 첨가물과 약리적 제제의 대안으로 천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중 에센셜 오일(휘발성 오일 또는 에테르 

오일이라고도 불림)은 방향족 식물이 곤충, 초식동물과 같은 포식자와 

미생물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2차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휘발성 

성분의 혼합물로, 물리적 수단(압착과 증류)으로만 분리된다(Bakkali et al., 

2008; Andrade & Sousa, 2013). 현재까지 약 3000종의 에센셜 오일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약 300종의 에센셜 오일이 향, 향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제약 산업 등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Bassolé & Juliani, 2012).  

 

2.4.2 에센셜 오일과 구강 

에센셜 오일은 구강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으로 구강 

질환에 대한 새로운 개선 물질로 이용될 수 있다. 에센셜 오일은 

치아우식 또는 구취와 같은 구강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구강 세정제로의 이용성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 또한 연구로 입증되어 동물사료, 살충제, 치과용 

제품, 대체의약품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Thosar et 

al., 2013; Park & Yoon, 2018; Dadalioǧlu & Evrendilek, 2004; Nguefack et al., 

2004; Holmes et al., 2002). 

모노 테르펜은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되는 주요 화합물로 치아우식 

관련 미생물에 대해 강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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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alvão et al., 2012; Bernardes et al., 2010). 에센셜 오일의 구취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타임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페퍼민트 오일을 

대상으로 구강 세정제 형태로 제조한 후 그 효과를 입증해왔다. 

유칼립톨(0.092%), 멘톨(0.042%), 메틸살리실 레이트(0.060%), 

티몰(0.064%)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리스테린이 에센셜 오일 

기반 구강 세정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물질들은 항균 역할뿐만 

아니라 유칼립톨은 항진균, 티몰은 방부성, 멘톨은 국소 마취와 반자극 

작용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Vlachojannis et al., 2015; Fine et al., 2005).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에 대한 구강 유해균의 억제 연구는 대부분 

충치 유발균인 Staphylococcus spp.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에센셜 오일이 

구강 미생물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와 치과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응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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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Lactobacillus fermentum OK와 Lactobacillus 

gasseri HHuMIN D의 분리, 특성 규명 및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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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구강 건강은 인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충치, 치주 질환, 치아 손실, 구강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구강 증상, 구강과 치아 

외상, 구내염 등의 다양한 구강 내 질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부가적인 구강 교육 및 구강 질환에 의한 생산력 손실을 

부과하고 있다(CDC, 2020; WHO, 2020). 구강 질환 중 충치(치아우식)는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병 중 하나이다(Kassebaum et al., 2017). 

충치는 구강 내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생산한 산에 의해 치아의 

표면이 부식되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구강 내 그람 양성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인 S. mutans는 포유류의 초기 충치와 관련이 깊다. S. mutans가 

생산하는 불용성 글루칸은 치아 표면에 접착하는 특징이 있어 충치를 

야기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불용성 글루칸이 치아 표면에 부착되어 

쌓이면 치석으로 변하게 되고, 치석에 서식하는 구강 미생물이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 유기산을 생성하게 된다(Peres et al., 2019; Kim et al., 2018). 

“입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로 정의되는 이른바 “구취”는 

황화수소와 메틸 메르캅탄과 같은 휘발성 황 화합물(VSC)에 의해 

생성된다(Tonzetich, 1971). VSC는 섭취된 식품 내 단백질의 화학적 

구조가 특정 구강 미생물에 의해 변화되어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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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생성되면서 증가한다(Tonzetich, 1971; De 

Boever & Loesche, 1995).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Islam et al., 2007; Daboor et al., 2015; Bustamante et al., 

2020; Dobler et al., 2020). Penicillin, erythromycin, tetracycline과 같은 

항생제에 의한 구강 질환 예방(Fujita et al., 2007), 천연 물질을 이용한 

구강 미생물 억제(Banavar et al., 2017; Hickl et al., 2018; Dobler et al., 2020; 

Hur et al., 2007), GTF 활성 억제(Cho, 2000), 감미료 사용(Hayes, 2001), 

휘발성 황 화합물의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연, 

클로르헥시딘(CHX),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금속염의 적용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Winkel et al., 2003; Kim et al., 2008).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으며 작용 시간이 짧아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다른 

미생물도 모두 억제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Oh, 2005). 

인간과 공생하는 일반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의 역할을 한다(Hatakka et al., 2007). 따라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한 미생물을 억제하고 구강 내 유익균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Meurman et 

al., 2007).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적인 구강 

질병예방법 혹은 개선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O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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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세균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대표적인 미생물로 Lactobacillus 속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장, 질 내에 서식하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숙주를 보호한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섭취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업계의 글로벌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MarketsandMarkets, 2018). 구강 건강을 위한 구강 위생 제품과 구강 

바이오필름 조절 제품,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수많은 제품들이 구강 건강 시장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Jain & Sharma, 2012).  

최근에는 유산균 함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시판하기 전 인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식품에 사용할 후보 미생물의 출처에 

관한 자료 제출, 제품 승인, 신고, 검사 규정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제품의 성분을 확인한다(Sohn, 2016).  

본 연구에서는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포함한 구강 내 

미생물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후보균을 분리  선택하고, 

이들의 다양한 미생물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20세 이상의 성인의 

타액과 대변으로부터 구강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산균 후보균주 

2종을 선발하고, 학술과 상업적 적용을 위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공한 실험법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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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성 평가 연구들을 참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FAO & WHO, 2002). 

 

3.2 재료 및 방법 

3.2.1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산균 분리 

충치와 구취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Lactobacillus sp.를 분리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성인으로부터 타액과 대변을 수집하였다. 서울대학교 

식품미생물연구소(IRB No. 1907/003-018)에서 모집한 치은상 치태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성인 200명으로부터 타액 시료를 채취하였다. 타액 

시료는 아침에 칫솔질 전과 식사 전에 채취하였고, 멸균한 70% 

글리세롤(glycerol)과 1:1 혼합하여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대변 시료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모집한 성인 

28명으로부터 채취하였다(IRB KC17TNSI0570). 대변 시료는 대변통(stool 

container)에 수집한 후 냉장 보관하여 일주일 내 미생물 분리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동결 보관하였다.  

Eschenbach 등(1989)과 Spencer & Spencer(2004)가 기술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수한 과산화수소 생산능을 갖는 Lactobacillus spp.를 

선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de Man-Rogosa-Sharpe agar(MRS, BD Difco™, 

Franklin Lakes, NJ, USA)에 첨가하기 위한 두 가지 용액 A와 B를 

준비하였다. 용액 A는 12.5 mg의 3.3', 5.5'-tetramethylbenzidine(TMB, Sigma, 

St Louis, MO, USA)를 3 mL의 dimethylsulfoxide(DMSO, Sigma)에 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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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다. 용액 B는 0.5 mg의 peroxidase(Sigma)를 1 mL의 멸균수에 

용해하여 제조하였다(최종 농도; 0.5 mg/mL 또는 100 U/mL peroxidase). 

MRS agar를 121℃에서 15분 동안 멸균하고 항온수조에서 45℃로 온도를 

고정하였다. 이어서, 10 mL 당 0.6 mL 용액 A와 0.2 mL 용액 B를 

액체상태의 MRS agar(이후 tetramethylbenzidine 또는 TMB agar로 칭함)에 

첨가하였다. TMB agar를 배양접시(culture plates, SPL Life Sciences Co., Ltd., 

Pocheon, Korea)에 붓고 고형화시켰다. 최종적으로 1mM TMB와 10 

μg/mL(2 U/mL) peroxidase를 함유한 배양접시가 제조된다. 과산화수소 

생성 유산균을 분리하기 위해 수집한 각 타액 시료 100 μL를 멸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로 연속 희석하였다. 희석한 용액을 

TMB agar의 표면에 퍼뜨린 뒤 37℃에서 48시간 동안 혐기배양하였고 

지시약의 반응을 위해 시료를 15~30분 동안 산소에 노출시켰다. 배지 내 

겨자무 과산화효소(horseradish peroxidase)는 박테리아에 의한 과산화수소 

생산을 통해 TMB의 산화를 유도하여 파란색 집락(colony)을 형성한다. 

따라서 집락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색의 진하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감청색(navy blue)은 강 양성(+++), 청색(blue)은 양성(++), 하늘색(sky 

blue)은 약 양성(+)으로, 색 변화가 없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각 

배지의 파란색 단일 집락 10개를 무작위로 선발한 후 새로운 TMB 

agar에 여러 차례 streaking하여 500개의 단일 집락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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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Lactobacillus selection agar(LBS, BD Difco™)를 사용하여 

Lactobacillus만을 분리하고, 구강 유해균에 대해 강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박테리아를 선발하기 위해 배양액 희석 시험(broth dilution test)을 

수행하였다. 초기 스크리닝 과정으로 50개의 분리 균주를 5 mL의 기본 

MRS broth에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각 상등액을 4℃, 

2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하였다. 유기산의 항균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1 M NaOH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pH 6.5~7로 조절하고, 

여과(0.45 μm) 후 분석 전까지 -20℃에 보관하였다. 9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 Co., Ltd.)에 200 μL의 MRS broth를 분주하고, 각 well에 

11종의 구강 미생물(Fusobacterium nucleatum KCOM 1001, Porphyromonas 

catoniae KCOM 3169, P. gingivalis KCOM 2796, Prevotella intermedia KCOM 

2889, Streptococcus sobrinus KCOM 1157, S. mitis KCOM 1356, S. oralis KCOM 

1493, S. gordonii KCOM 1788, S. sanguinis KCOM 2167, S. parasanguinis 

KCOM 2522, S. mutans KCTC 3065)을 1% 접종하였다. 각 구강 유해균에 

대한 선발균들의 개별 항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10 μL의 분리된 균주 

배양 상등액을 유해균이 접종된 96-well 플레이트의 각 well에 첨가하고 

37℃에서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각 well은 최대 24시간까지 microplate 

reader(Epoch2, 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구강 유해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한 유산균 2종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한 

박테리아의 유전적 동정을 위해 16S rRNA sequencing을 수행한 다음 염기 

서열을 기반으로 분자계통학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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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생물 균주 및 성장 조건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구강미생물 자원은행(Korean Collection for Oral 

Microbiology, Gwangju, Korea)으로부터 4종의 구강 혐기성 박테리아(F. 

nucleatum KCOM 1001, P. catoniae KCOM 3169, P. gingivalis KCOM 2796, P. 

intermedia KCOM 2889)와 7종의 구강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S. sobrinus 

KCOM1157, S. mitis KCOM 1356, S. oralis KCOM 1493, S. gordonii KCOM 

1788, S. sanguinis KCOM 2167, S. parasanguinis KCOM 2522, S. mutans 

KCTC3065)를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F. nucleatum, P. catoniae, P. gingivalis, P. intermedia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 KCOM broth(3.7% Brain Heart Infusion(BHI, BD Difco™), 0.5% yeast 

extract(BD Difco™), 0.05% cysteine HCl-H2O(Sigma), 0.025% resazurin(Sigma), 

5 mg/mL hemin solution(Sigma), 10 mg/mL vitamin K1 solution(Sigma)에서 

혐기적 조건(85% N2, 10% H2, 5% CO2)으로 24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였다. S. sobrinus, S. mitis, S. oralis, S. gordonii, S. sanguinis, S. 

parasanguinis, S. mutans는 사용하기 전 호기적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37℃의 BHI broth에서 배양시켰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MRS broth에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배양액은 70%(v/v) glycerol 

solution에 넣고 -80℃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이용하기 전 

균주들은 적절한 배지에서 2회 계대 배양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eissella cibaria 2종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으며 배양 조건은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와 동일하였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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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으로 사용한 W. cibaria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구용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3.2.3 구강 미생물에 대한 분리균주의 항균 효과 측정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유해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 배양 후 선택배지(selective agar plate)를 

사용하여 생균수 측정(viable cell counts)을 수행하였다. 구강 혐기성 •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를 각각 2 mL의 KCOM broth와 BHI broth가 담긴 

conical tube(SPL Life Sciences Co., Ltd.)에 5%(v/v)로 접종하였다. 그 후 

유해균을 접종한 배지에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5%(v/v)로 접종하였다. 접종한 튜브를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각 박테리아의 생균수를 측정하여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다른 박테리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배양액을 순차적으로 희석하고 구강 혐기균은 KCOM agar, 구강 통성 

혐기성균은 MSB agar(mitis salivarius sucrose bacitracin, Sigma),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LBS agar(Sigma)에 도말하여 배양하였다. 

 

3.2.4 분리 균주의 과산화수소 생산 측정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교반 없이 MRS broth에서 

37℃ 조건하에 2회 계대 배양을 먼저 진행한 후 37℃의 50 rpm shaker 

table에서 24시간 3차 배양을 진행하였다. 3차 배양을 마친 균배양액을 

2,000g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시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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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물 분석 키트(Pierce Quantitative Peroxide Assay Kit, aqueous-

compatible formulation,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한 비색 방법을 통해 분리된 상등액 내 과산화수소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96-well 플레이트에서 200 μL working reagent(WR)와 20 μL 

상등액을 혼합하여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Epoch2, 

BioTek)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2.5 분리 균주와 구강 미생물과의 응집능 분석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응집능 분석은 구강균을 

사용하여 Handley 등(1987)이 개발한 spectrophotometric assay를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분리균과 구강 혐기균 배양액을 4,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균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고형물을 Cisar's buffer(1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pH 8.0), 100 μM CaCl2, 100 μM MgCl2, and 

0.15 M NaCl)로 3회 세척하고 약 109 cells/mL의 농도로 재현탁하였다. 1 

mL씩 분리균과 유해균을 쌍으로 제작한 후 10초 동안 혼합하였다. 

37℃에서 30분 동안 110 rpm에서 부드럽게 교반 배양 후, 혼합액을 

실온에서 3분 동안 방치하였다. 다음, 0.5 mL의 상등액을 배양액에서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Epoch2, BioTek)로 660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흡광도 값의 감소 정도를 

계산하였다. 응집능의 백분율은 Handley 등(1987)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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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ggregation (%) = OD660(X control + Y control)/2 − OD660(X + Y) ×100 

OD660 (X control + Y control)/2 

여기서 X control과 Y control은 control tube에 있는 두 미생물 각각의 

OD660을 나타내고 (X + Y)는 미생물 혼합액의 OD660을 뜻한다. 

 

3.2.6 S. mutans의 인공 치태 형성에 대한 분리 균주의 효과 

S. mutans의 인공 치태 형성에 대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억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Yu 등(2018)이 개발한 

실험법에 따라 비커 와이어 실험(beaker wire tests)을 수행하였다. 5% 

sucrose를 동일한 양의 BHI와 MRS broth로 구성한 혼합 액체배지 40 

mL에 첨가하고, 0.1 M MOPS 완충액을 첨가하여 pH를 6.9~7.0으로 

조정하였다. 배지에 1×108 CFU/mL S. mutans와 1×108 CFU/mL L. fermentum 

OK 혹은 L. gasseri HHuMIN D를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접종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교정용 와이어(길이 4 cm, 0.016 inch, 직경 1 mm, 교정용 

와이어(Oramco, Glendora, CA, USA)를 50 mL conical tube에 걸고 5% 

sucrose를 함유한 혼합 액체배지에 담갔다. 37℃에서 12시간 동안 30 

rpm으로 교반 배양한 후, 교정 와이어에 생성된 인공 치태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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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구강암 세포주 KB cell에 대한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의 부착능 

측정 

3.2.7.1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의 부착능 측정 

구강암 세포주 (KB human oral cancer cells, KCLB 10017)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KB 세포주는 10%(v/v) fetal 

bovine serum(FBS, Sigma)과 1%(v/v)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Sigma)을 

함유한 RPMI-1640 배지 (Sigma)에서 37℃, 5% CO2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부착능 실험을 위해, KB 세포주는 10%(v/v) FBS를 함유한 minimum 

essential medium(MEM, Sigma)에서 1105 cells/well로 접종하였다. 접종된 

세포배지를 24-well multi culture dish(Thermo Fisher Scientific)에 분주한 후, 

37℃에서 18시간 동안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37℃에서 18시간 동안 MRS broth에서 배양하였으며, 

생균수를 1108 CFU/mL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분리균을 8,000g에서 

3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PBS로 3회 세척하였다. 세척한 박테리아를 

항생제가 함유되지 않은 MEM 배지에 재현탁시켰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상피 세포에 부착되기 전, hemocytometer(Paul 

Marienfeld, Lauda-Königshofen, Germany)로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well당 

약 6 log cell로 확인되었다. 부착 전 24-well 플레이트에서 성장한 세포를 

PBS(pH 7.4)로 2회 세척하여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각 

well에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1 mL(1108 CFU/mL)로 

처리하고 37℃, 5% CO2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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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액을 제거하고 세포 단층을 PBS로 2회 세척하여 부착되지 않은 

박테리아를 제거하였다. 200 μL의 trypsin/EDTA(Welgene, Daegu, Korea)를 

세포 단층에 10분 동안 반응시켜 well에 부착한 세포와 세포에 부착한 

박테리아를 모두 수집하였다. 수집한 고형물에 부착된 미생물의 genomic 

DNA(gDNA)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MG cell Genomic DNA Extraction SV 

kit(Doctor Protein)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DNA 시료의 최종 용량을 50 

μL으로 제작한 후 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KB 세포주에 

부착된 미생물의 수는 RT-PCR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3.2.7.2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 간의 세포 부착에 대한 경쟁 

L. fermentum OK 혹은 L. gasseri HHuMIN D와의 경쟁에 의한 유해 

세균의 부착 억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보고된 실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시행하였다(Ren et al., 2012). 보호 효력 검정 시험(protection 

assays)에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1 mL(1108 

CFU/mL)를 24-well 플레이트에서 성장한 KB 세포주에 각각 첨가하고 

37℃, 5% CO2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현탁액을 

제거하고 세포 단층을 PBS로 2회 세척하였다. 그후 유해균 현탁액 1 

mL(1108 CFU/mL)을 well에 넣고 37℃, 5% CO2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차 접종 후 현탁액을 제거하고 세포 단층을 PBS로 2회 

세척하여 부착되지 않은 박테리아를 제거하였다. 200 μL trypsin/ED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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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단층에 10분 동안 첨가한 후 세포와 부착한 미생물을 함께 

수집하였다. 

대체 효력 검정 시험(displacement assays)에서는 유해균 현탁액 1 

mL(1108 CFU/mL)를 24-well 플레이트에서 성장한 KB 세포주에 

첨가하고 37℃, 5% CO2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현탁액을 제거하고 세포 단층을 PBS로 2회 세척하였다. 24-well 

플레이트에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현탁액 1 mL(1108 

CFU/mL)를 각각 넣고 37℃, 5% CO2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차 접종 후 현탁액을 제거하고 세포 단층을 PBS로 2회 세척하여 

부착되지 않은 박테리아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200 μL 

trypsin/EDTA를 세포 단층에 10분 동안 첨가하고, 세포와 부착한 

미생물을 모두 수집하였다.  

유해균만 처리한 well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하였다. 각 KB 세포주에 부착한 미생물의 수는 RT-PCR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수집한 고형물에 부착된 미생물의 gDNA는 MG 

cell Genomic DNA Extraction SV kit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DNA 시료의 

최종 용량은 50 μL이었고, 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3.2.7.3 Real-Time PCR을 이용한 미생물의 정량적 검출 

추출한 gDNA를 시료로 사용하여 KB 세포주에 부착한 각 미생물을 

RT-PCR로 정량분석하였다. RT-PCR 조건의 표준화를 위해 선발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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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과 유해균(F. nucleatum, S. mutans)을 각 

선택배지에서 37℃,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미생물의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그 후, MG cell Genomic DNA Extraction SV kit를 이용하여 

동일한 배양액 1 mL에서 gDNA를 추출하고 101에서 108까지 연속 

희석하여 RT-PCR 정량을 위한 표준 곡선을 작성하였다. 각 미생물에 

특이적인 primer를 사용하여 표준 곡선을 그리고, 추출한 DNA에서 

박테리아를 정량화하여 세포에 부착한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primer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9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 Co., Ltd.)를 StepOnePlusTM Real time PCR system(Thermo Fisher 

Scientific)에 적용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 혼합물에는 1×TB 

GreenTM Premix Ex TaqTM(Takara, Japan), 10 μM primer, DNA 2 μL이 함유되어 

있고, 최종 용량 20 μL까지 멸균수로 채웠다. RT-PCR의 조건은 첫번째 

변성을 위해 95℃에서 10분, 그 후 95℃에서 15초, 60℃에서 1분 동안 

40회의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사이클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tepOne™과 StepOnePlus™ software v2.3(Thermo Fisher Scientific)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박테리아 수는 cycle threshold(CT) 값을 표준곡선에 

대입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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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real-time PCR  

Bacteria name Oligonucleotide sequence Length Reference 

Lactobacillus 
Forward TGG AAA CAG RTG CTA ATA CCG 21 

Ivanova et al., 2008 
Reverse GTC CAT TGT GGA AGA TTC CC 20 

Fusobacterium 

nucleatum 

Forward AGA GTT TGA TCC TGG CTC AG 20 
Cogulu et al., 2008 

Reverse GTC ATC GTG CAC ACA GAA TTG CTG 24 

Streptococcus 

mutans 

Forward CTA CAC TTT CGG GTG GCT TG 20 
Lee et al., 2011 

Reverse GAA GCT TTT CAC CAT TAG AAG CT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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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분리 균주의 안전성 평가 

3.2.8.1 암모니아 생산 측정 

실험 전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37℃에서 5일 동안 

BHI 배지에서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인도페놀 촉매(catalyzed indophen-

ol)반응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 실험은 Chaney와 Marbach(1962)가 고안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암모니아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액을 10,000g에서 30분 동안 원심 분리(2236R centrifuge; Labogene 

Aps, Lillerød, Denmark)하여 상등액을 수집하였고, 1 N NaOH를 사용해 pH 

7.0으로 조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두 용액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용액 A는 200 mL 

LC-MS grade water에 0.01 g sodium nitroferricyanide dihydrate(Sigma)와 2 g 

phenol(Sigma)을 용해하여 제조하고, 용액 B는 200 mL LC-MS grade 

water에 sodium hydroxide 1 g과 sodium hypochlorite 0.08 g을 용해하여 

제조한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100 μL 상등액을 96-

well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용액 A와 B를 각각 10 μL씩 넣어준 뒤 

20℃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Philadelphia, PA, USA)를 사용하여 6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접종하지 않은 BHI 배지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Enterococcus faecium 

ATCC19433 배양 상등액을 본 실험의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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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바이오제닉 아민 생산 측정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바이오제닉 아민 분석은 

Kim 등(2018)이 설명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4가지 바이오제닉 

아민을 표준 물질로 사용하였다. 바이오제닉 아민인 cadaverine(≧97.0%), 

histamine(≧97.0%), putrescine(≧98.5%), tyramine(≧99.0%)과 그 외 1.7-

diaminoheptane(internal standard; ISTD, 98%, Cat. #D174708), dansyl 

chloride(≥99.0%, Cat. #39220), L-proline(≥99.0%, Cat. #P0380)은 모두 

Sigma에서 구입하였다. Whatman No. 4 여과지는 Whatman Intl., 

Ltd.(Maidstone, UK)에서 구입하였다. Sodium carbonate(99.0%, Cat. 

#433401201), ether(99.0%, Cat. #33475S1280), acetone(99.7%, Cat. #A0108)은 

Samchun Pure Chemical Co., Ltd.(Pyeongtaek, Korea)에서 구입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0.05%(w/w) L-cysteine-

HCL(Sigma)을 첨가한 MRS broth에서 37℃에서 18시간 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그 후 25 mL 0.1 N HCl을 5 mL의 L. fermentum OK과 L. gasseri 

HHuMIN D의 배양액에 첨가하고 5분 동안 혼합하였다. 10,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기(2236 R centrifuge; Labogene Aps, Lillerød, 

Denmark)를 이용하여 상등액만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등액을 20-25 μm 

membrane filter(Whatman Int'l., Ltd., Maidstone, UK)를 통해 여과하였다. 

다음, 1 mL의 여과액을 0.1 mL 0.01%(w/v) 1.7-diaminoheptane, 0.5 mL 

saturated sodium carbonate solution, 1 mL 1% dansyl chloride와 혼합하였다. 

완전히 혼합한 후, 혼합물을 45℃에서 1시간 동안 빛을 차단한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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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WBC 1510A; Jeio Tech. Co., Ltd., Seoul, Korea)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실온 상태에서 0.5 mL 10% proline과 5 mL diethyl ether를 첨가하고 5분 

동안 방치함으로써 남은 dansyl chloride를 제거하였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분석을 위해 상등액을 1500 rpm, 20℃에서 건조될 

때까지 Scanvac Speed Vacuum Concentrator(Labogene Aps, Lillerød, 

Denmark)를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농축 후 1 mL acetonitrile(Sigma)을 

사용하여 건조한 고형물을 재현탁시켰다. 재현탁된 시료와 표준 물질은 

0.22 μm filter membrane을 통해 여과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4.6250 mm, 

5 μm VDSpher C-18 컬럼(VDS Optilab Chromatographie Technik GmbH, Berlin, 

Germany)과 Thermo Dionex Ultimate 3000 HPLC(Thermo 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여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A) acetonitrile, (B) distilled 

water(0~1 min, A: B = 40: 60; 1~25 minutes, A: B = 100: 0; 25~35 minutes, A: B 

= 60: 40)였다. 주입량은 20 μL, 유속은 0.8 mL/min, 컬럼 온도는 30℃로 

유지하였고, UV검출 파장은 250 nm이었다. 

 

3.2.8.3 용혈성 검사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용혈 검사는 Kim 

등(2018)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37℃에서 2일 동안 5% sheep blood를 

함유한 BL agar(BD Difco™)에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호기적으로 배양하여 용혈을 관찰하였다. Listeria ivanovii subsp. ivanovii 

ATCC 19119를 같은 조건으로 배양하여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용혈은 배양 접시의 양면을 통과하는 빛의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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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 주변에 녹색 영역을 생성하지 않았거나(α-hemolysis) 또는 혈액 

배양 접시에서 용혈을 생성하지 않은(γ-hemolysis) 균주를 비용혈성으로 

간주하였다. 집락 주변에 투명한 영역이 있는 균주는 β-hemolysis이 있는 

미생물로 분류하였다. 

 

3.2.8.4 뮤신 분해 검사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의한 뮤신 분해는 Kim 

등(2018)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Type III porcine stomach mucin은 

Sigma에서 구입하였다. 탄소원이 없는 MRS broth는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탄소원이 다른 4개의 MRS broth(0.5%(w/v) 

mucin, 1.0%(w/v) mucin, 0.5%(w/v) glucose, and 1%(w/v) glucose)를 

준비하였다. 각 액체배지에 18시간 2차 활성시킨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접종하고 37℃에서 2일 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0, 12, 24, 36, 48시간에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Philadelphia, PA, US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균주의 성장을 확인하였다. 이 값은 각 배지의 최종 흡광도 값에서 각 

배지의 초기 흡광도 값을 빼서 계산하였다. 

 

3.2.8.5 항생제 감수성 검사 

Lactobacillus spp.가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Borriello et al., 2003). 항생제 내성은 플라스미드를 통해 

다른 균주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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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spp.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Ammor et al., 

2007).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항생제 감수성은 Kim 

등(2018)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23개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ampicil-

lin sodium salt, bacitracin, carbenicillin disodium salt, cephalothin sodium salt, 

chloramphenicol, clindamycin hydrochloride, dicloxacillin sodium salt hydrate, 

erythromycin, gentamicin sulfate, kanamycin sulfate, lincomycin, methicillin, 

metronidazole, mupirocin, neomycin sulfate, penicillin G, phosphomycin disodium 

salt, polymyxin B sulfate salt, rifampicin, streptomycin sulfate salt, tetra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vancomycin hydrochloride). USP(Bethesda, 

Maryland, USA)에서 구입한 vancomycin hydrochloride를 제외하고 모든 

항생제는 Sigma에서 구입하였다. 

LSM-Cys broth(LAB susceptibility test medium with L-cysteine, 90% Iso-

Sensitest broth(IST; Kisan Bio Co., Ltd(Seoul, Korea)와 10% MRS broth(BD 

Difco™)로 구성된 L-cysteine 함유 Lactobacillus 감수성 시험배지)에 

첨가하기 전에 각 항생제 분말을 적절한 희석제에 용해, 희석, 멸균, 

여과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시험한 20개의 

항생제에 대하여 ISO10932: 2010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MIC) 값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는 0.03%(w/v) L-cysteine HCl을 함유하는 LSM-

Cys(LAB susceptibility test)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96-well 플레이트에서 

수행하였다. 항생제를 첨가한 액체배지를 0.0032~1024 g/mL 범위 내 

2배씩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접종에 사용할 미생물의 배양액은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Philadelphia, PA, USA)로 측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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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nm에서 0.16~0.2 OD에 해당하는 탁도로 조정한 후 사용하였다. 최종 

배양액 내 균의 양은 약 3108 CFU/mL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LSM-

Cys 배지에 0.2%의 비율로 미생물을 접종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E. faecium ATCC 29212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MIC 값은 항생제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균의 증식을 80% 이상 억제한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3.2.9 분리 균주의 전체 게놈 시퀀싱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전체 게놈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은 PacBio Sequel Systems(Pacific Biosciences, Menlo 

Park, CA, USA)를 사용하는 Chunlab, Inc.(Seoul, Korea)에서 수행하였고 

CLgenomicsTM과 EZBioCloud Apps program(Chunlab, Seoul, Kore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유전자 정보는 EZBiodCloud 앱에서 

분석하였고, 기대 유전자(expected gene)에 대한 functional annotation은 

RefSeq(NR; NCBI),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of proteins(COG), EggNOG, 

SEED, Swiss-Prot,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KEGG) 

databases에서 분석하였다(Kanehisa et al., 2004; Overbeek et al., 2014; Tatusov 

et al., 2003; Watanabe & Harayam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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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전체 게놈 시퀀싱을 이용한 분리 균주의 안전성 평가 

병원성 인자(Virulence factor) 분석은 Center for Genomic 

Epidemiology(CGE)에서 관리하는 VirulenceFinder 2.0 Server를 통해 

수행하였다(http://www.genomicepidemiology.org/). VirulenceFinder 2.0 

Server는 WGS 분석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 기반 도구(web-

based tool)로 구성되어 있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기대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comprehensive antibiotic 

resistance database(CARD, http://arpcard.mcmaster.ca/)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병원체 4종의 유전체 서열(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Listeria, 

Staphylococcus aureus)과 비교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전체 유전체 서열을 이용하여 CLgenomicsTM(ChunLab, Seoul, South 

Korea, 2004)를 통해 KEGG 경로와 매칭하여 바이오제닉 아민과 응집체 

혈소판을 합성하는 능력을 검색하였다. 

 

3.2.11 L. gasseri HHuMIN D가 생성한 항균 물질의 가수 분해 효소에 대한 

감수성 검사 

WGS을 통하여 L. gasseri HHuMIN D가 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 

항균성 물질인 박테리오신(bacteriocin) 생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in vitro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수 분해 효소에 대한 

항균물질의 감수성을 분석하였다. Lipase from Aspergillus niger(EC 3.1.1.3, 

4307 U/mg), trypsin from bovine pancreas(EC 3.4.21.4, 13.50 U/mg), α-

chymotrypsin from bovine pancreas(EC 3.4.21.1, 83.9 U/mg), carboxypeptidase A 

http://www.genomicepidemiology.org/
http://arpcard.mcmast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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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ovine pancreas(EC 3.4.17.1, 73 U/mg), pepsin from porcine gastric 

mucosa(EC 3.4.23.1, 3.280 U/mg), α-amylase from porcine pancreas (EC 3.2.1.1, 

519 U/mg), proteinase K from Tritirachium album(EC 3.4.21.64, 30 U/mg)은 

Sigma에서 구입하였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였다. Lipase와 

trypsin은 2 mg/mL을 50 mM Tris-HCl buffer(pH 7.5)에, α-chymotrypsin와 

carboxypeptidase A는 2 mg/mL을 50 mM Tris-HCL(pH 8.0)에, pepsin은 2 

mg/mL을 10 mM citrate(pH 6.0)에, α-amylase는 1 mg/mL을 0.1 M sodium 

phosphate(pH 7.0)에, proteinase K는 1 mg/mL을 0.01 M Tris-HCL(pH 7.9)에 

녹였고, 0.05 M EDTA와 0.5% SDS buffer는 20 mg/mL의 농도로 제조하였다. 

배양 상등액에 효소는 각각 10%(2 mg/mL)씩 첨가하였고, 45℃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키는 proteinase K를 제외하고는 모두 37℃에서 150분 

동안 반응시켰다. 잔류 항균물질 활성은 구강 유해균에 대한 9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 Co., Ltd.)에 옮겨 microplate reader(Epoch2, 

BioTek)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효소 

용액을 처리하지 않은 군은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Jung et al., 2009). 

 

3.2.12 통계적 분석 

데이터는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9.0(GRAPH PAD software Inc,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Tukey의 

다중 비교 테스트(p < 0.05)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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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고찰 

3.3.1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는 lactobacilli의 분리 

구강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가지는 Lactobacillus spp.의 

스크리닝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과산화수소 생산이 

우수한 총 500개의 집락을 타액과 대변에서 분리하였다. 둘째, LBS 

한천배지를 사용하여 분리한 500개의 균주 중 Lactobacillus spp.만 

선택하였고 그 결과 총 50개의 균주를 분리하였다. 셋째, 50개의 균주 중 

구강균에 대해 강한 억제력을 보이는 균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 fermentum OK는 충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인 S. 

mutans를 포함한 구강 호기균의 성장을 L. gasseri HHuMIN D는 구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강 혐기균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억제하였다. 

L. fermentum OK의 배양 상등액을 5% 처리한 결과 충치 유발 세균인 

S. mutans에 대하여 60%의 성장 억제를 나타냈다. 구강 일반 미생물인 S. 

parasanguinis에 대하여 45%, 구강 기회유해균(opportunistic pathogens)인 S. 

oralis와 S. mitis에 대해서는 각각 41%, 38%의 성장 억제를 보였다. 

치주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인 S. sobrinus와 S. gordonii는 각각 

27%와 25%의 효과를 보였고, P. intermedia에는 27%의 효과를 

보였다(Table 3). L. gasseri HHuMIN D의 상등액 5%는 구취를 유발하는 

혐기성 구강 세균을 강하게 억제하였다. P. catoniae, P. intermedia, F. 

nucleatum, P. gingivalis를 각각 90%, 89%, 88%, 88% 억제하였고, 충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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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세균인 S. mutans는 60% 억제하였으며, 치주염을 유발하는 S. 

mitis와 S. gordonii는 각각 38%, 25% 억제하였다. 구강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S. sobrinus, S. sanguinis, S. parasanguinis, S. oralis)에 대한 항균 

활성은 낮았다(Table 3). 반면 W. cibaria 1, 2의 배양 상등액 5%는 L. 

fermentum과 L. gasseri HHuMIN D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Table 3). Lactobacillus 배양액의 pH 중화와 제균은 박테리오신과 

같은 박테리아 대사산물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실험 

방법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L. paracasei 균주의 무균상태의 중성 

상등액에 대한 S. mutans ATCC 25175의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억제를 확인하였다(Wannun et al., 2014). 같은 연구원들의 추가 

연구에 따르면 L. fermentum SD11는 충치와 치주 유발 병원체를 포함한 

여러 구강 유해균과 Candida에 대하여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Wannu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L. fermentum OK의 상등액은 구강 호기성 미생물과 L. 

gasseri HHuMIN D의 상등액은 구강 혐기성 미생물에 각각 특화되어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L. gasseri HHuMIN D의 억제가 상당하여 미생물에 

의해 유도되는 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생물과의 경쟁에서도 특히, L. gasseri HHuMIN D가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어 구강에 정착 시 구강 유해균의 억제가 뛰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구강균를 억제하는 유산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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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hibition level of periodontal bacteria by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supernatants 

Strain 

Inhibition level (%) 

Weissella cibaria 1 W. cibaria 2 
Lactobacillus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Fusobacterium nucleatum KCOM 1001 15.1 ± 1.0Bb 5.0 ± 1.1Cb 18.3 ± 3.4Bc 88.8 ± 0.9Aa 

Porphyromonas gingivalis KCOM 2796 4.3 ± 3.1Cc 11.3 ± 3.4Bb 16.3 ± 2.2Bc 88.4 ± 0.7Aa 

Prevotella intermedia KCOM 2889 10.0 ± 3.1Cc 13.1 ± 0.5Cb 26.7 ± 7.6Bc 89.5 ± 1.1Aa 

P. catoniae KCOM3169 14.8 ± 2.4Cb 13.7 ± 2.3Cb 23.2 ± 1.3Bc 90.3 ± 0.4Aa 

Streptococcus sobrinus KCOM1157 5.8 ± 0.8Bc 8.0 ± 1.2Bb 27.2 ± 4.5Ac 4.0 ± 3.8Bd 

S. mitis KCOM 1356 5.2 ± 0.9Dc 17.3 ± 2.0Ca 37.7 ± 0.2Ab 22.4 ± 2.0Bc 

S. oralis KCOM 1493 25.3 ± 3.1Ba 22.4 ± 5.4Ba 40.8 ± 7.3Ab 1.9 ± 1.8Cd 

S. gordonii KCOM 1788 0.0 ± 0.0Bc 0.0 ± 0.0Bc 25.2 ± 4.1Ac 18.6 ± 5.0Ac 

S. sanguinis KCOM 2167 0.0 ± 0.0Bc 0.0 ± 0.0Bc 10.9 ± 7.4Ad 4.3 ± 4.3Bd 

S. parasanguinis KCOM 2522 19.7 ± 2.7Ba 11.9 ± 3.1Cb 44.9 ± 2.1Aa 2.3 ± 1.7Cd 

S. mutans KCTC3065 0.0 ± 0.0Bc 0.0 ± 0.0Bc 59.9 ± 2.2Aa 60.3 ± 1.6Ab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row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Inhibition level (%) = (optical density value of periodontal 

bacteria - optical density value of beneficial bacteria)×100 / optical density value of periodontal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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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모두 Lactobacillus sp.인 것으로 나타났다. Similarity matrix는 

GenBank에서 제시하는 Lactobacillus sp.의 16S rRNA 서열과 선발된 

미생물의 16S rRNA 염기 서열을 다중 정렬하여 얻었다. 계통 분석 결과 

16S rRNA 상동성의 범위는 두 균 모두 99%로 나타났다. L. fermentum 

OK는 L. fermentum과 99%의 상동성을 보였고 L. gasseri HHuMIN D는 L. 

gasseri와 99%의 상동성을 보였다. 인간의 구강에서 분리된 Lactobacillus 

spp.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로는 L. acidophilus, L. 

casei, L. fe-rmentum, L. gasseri, L. johnsonii, L. rhamnosus, L. reuteri, L. 

salivarius, L. vaginalis가 있다(Burton et al., 2005; Fuochi et al., 2017; Caglar et 

al., 2005; Teanpaisan & Dahlen, 2006). 이는 Lactobacillus spp.가 구강의 

미생물학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은 일반적으로 유제품 또는 건강 기능성 식품에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구강 내 프로바이오틱스 후보균주로서 

가능성을 지닌 Lactobacillus spp.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후보균으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선발하였다. 

 

3.3.2 분리 균주가 구강 미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구강 유산균은 다양한 항균 활성 물질을 생산하여 구강 내 유해균의 

증식과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ughels et al., 2008). 

현재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Lacto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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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Streptomyces spp.다. L. fermentum과 L. gasseri도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로 연구되어 왔으며 구강 유해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Anuradha & Rajeshwari, 2005; Parvez et al., 2006).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구강 혐기균(F. nucleatum KCOM 

1001, P. catoniae KCOM3169, P. gingivalis KCOM 2796, P. intermedia KCOM 

2889)과 구강 통성 혐기성균(S. sobrinus KCOM1157, S. mitis KCOM 1356, S. 

oralis KCOM 1493, S. gordonii KCOM 1788, S. sanguinis KCOM 2167, S. 

parasanguinis KCOM 2522, S. mutans KCTC3065)의 상호작용은 Figure 1에 

나타냈다. L. fermentum OK(Figure 1)는 F. nucleatum, P. gingivalis, S. gordonii, 

S. sanguinis를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고, P. intermedia, S. sobrinus, S. 

mutans는 평균 Log 7.7 CFU/mL로 생균수가 유지되어 억제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L. gasseri HHuMIN D는 본 연구에서 실험한 모든 구강균을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다(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증식도 구강 유해균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Figure 2, 3). 대조군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공동 배양에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단독 생균수인 Log 9.4 CFU/mL에 

비해 평균 Log 8.6 CFU/mL의 약한 성장 둔화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L. 

fermentum OK는 F. nucleatum과 함께 배양할 때 L. gasseri HHuMIN D는 P. 

intermedia와 함께 배양했을 때 생장억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구강 혐기균(F. nucleatum, P. gingivalis)과 구강 유익균 W. cibaria의 

공동 배양에 대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대조군과 비교하여 F.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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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wth of periodontal bacteria in monoculture (black) and in co-culture 

(gray) with L. fermentum OK.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uperscript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eriodontal 

bacteria in monoculture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uperscript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eriodontal bacteria in co-culture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noculture and co-

culture of one species of periodontal bacteria (p < 0.0001;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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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owth of L. fermentum OK in monoculture (black) and in co-culture 

(gray) with periodontal bacteria.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uperscript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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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owth of L. gasseri HHuMIN D in monoculture (black) and in co-

culture (gray) with periodontal bacteria.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uperscript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

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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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m의 생균수를 1.5108 CFU/mL까지, P. gingivalis는 <105 CFU/mL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OH, 2005). 본 연구의 L. fermentum OK는 선 

연구보다 F. nucleatum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L. fermentum OK는 P. intermedia와 7종의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L. salivarius와 L. 

fermentum 그리고 이 박테리아의 상등액은 구강 유해균들에 대해 

명확하지만 균마다 다른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Lactobacillus spp.의 

직접적인 항균 효과는 미생물 상등액보다 강했으며, 유산균의 수가 

증가하고, 발효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균 효과도 높아졌다(Chen et 

al., 2012). 이와 유사하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직접적인 항균 효과는 상등액의 항균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에서 관찰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의 메커니즘과 

유사하였다(Meurman et al., 2007; Caglar et al., 2005). 선발균과 선발균의 

상등액에 의해 억제되는 유해균의 종류와 효과도 다른 것으로 보아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의한 유해균의 영양분에 대한 

경합 효과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성하는 대사산물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는 동시에 나타나며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L. gasseri HHuMIN D는 구강 유해균을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으나, 균의 상등액은 혐기성 구강균만을 억제하였다. 이 두 가지 

효과의 조합은 구강 유해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결과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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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균에 의해 유발되는 구강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상등액 섭취를 통해 

구강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aglar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구강 건강 기능성 제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상등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3.3 분리 균주의 과산화수소 생산 함량 

구강 유산균은 병원성 감염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박테리오신, 젖산, 과산화수소 등의 대사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Kang et 

al., 2006; Gao et al., 2019). 과산화수소 생산은 구강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spp.(L. bulgaricus, L. lactis, L. plantarum, etc)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들은 Staphylococcus aureus(Otero & Nader-

Macías, 2006), Pseudomonas spp.(Shokri et al., 2018), psychrotrophic 

bacteria(Sabir et al., 2010; Ito et al., 2003)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타액과 대변 시료에서 lactobacilli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생산이 뛰어난 균주를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균주의 

집락의 색을 시각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였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과산화수소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비색법(colorimetric process)를 

사용하였다.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W. cibaria 1, 2에 의한 

과산화수소 축적 실험의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냈다. L. fermentum OK가 

생산한 과산화수소는 0 μmol/L에서 9시간 후 1,130 μmol/L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21시간까지 1,000 μ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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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지되었다. L. gasseri HHuMin D가 생산한 과산화수소는 3시간 

후 0 μmol/L에서 802 μmol/L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24시간까지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W. cibaria 1과 

2는 24시간까지 과산화수소를 거의 생성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L. johnsonii와 L. gasseri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400~1,400 μmol/L로 

확인되었다(Pridmore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S. sanguis가 최대 30 

μmol/L, S. oralis는 최대 640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였으며, 두 균 

모두 S. mutan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치태 형성을 저해하였다.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배양액에 lactoper-oxidase와 thiocyanate를 첨가했을 

때 S. mutans는 억제된 반면 S. sanguis와 S. oralis의 성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Van der Hoeven & Camp, 1993). 다른 연구에서 L. 

fermentum CS12-1은 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과산화수소를 축적하였으며, L. 

fermentum OK와 유사하게 후반 정지기에 배양 배지의 과산화수소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였다(Kang et al., 2005). 다른 연구에서는 유익균이 생성한 

과산화수소가 F. nucleatum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줄임으로써 구취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danz et al., 2018).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유산균 중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으며, 대사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과산화수소에 취약한 

혐기성 유해균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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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by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W. cibaria 1 and W. cibaria 2. Bar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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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과산화수소가 VSC를 생성하는 구강 유해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4 분리 균주와 구강 미생물과의 응집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와 다양한 구강균의 응집능을 

확인한 결과, 구강 혐기균과의 실험에서 L. fermentum OK가 P. 

gingivalis(76±7%)와 가장 높은 응집력을 나타냈고, P. catoniae(53±3%), P. 

intermedia(52±5%), F. nucleatum(51±1%) 순으로 높은 응집능을 확인하였다. 

구강 호기균의 경우 S. sobrinus가 가장 높은 응집력(81±2%)을 보였고, S. 

oralis(79±3%), S. gordonii(76±4%), S. mutans(74±1%) 순으로 높았다(Table 4).  

L. gasseri HHuMIN D는 구강 혐기균과의 실험에서 P. catoniae(70%), P. 

intermedia(28±5%)와 높은 응집력을 나타냈고, P. gingivalis, F. 

nucleatum과의 응집은 없었다. 호기성 구강 세균과의 실험에서는 L. 

gasseri HHuMIN D가 S. sanguinis(74±2%)와 높은 응집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S. gordonii(62±1%), S. mutans(49±4%), S. mitis(46±3%), S. 

sobrinus(37±2%), S. oralis(30±2%), S. parasanguinis(6±3%) 순으로 

낮아졌다(Table 4). 그러나 W. cibaria 1, 2의 응집능은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전반적으로 구강 혐기성 박테리아보다 구강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와 더 높은 응집을 보였으며, 이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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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aggregation (%) of beneficial bacteria with periodontal bacteria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row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uperscripts (a-e) within the same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Coaggregation (%) = [(optical density value of periodontal 

bacteria only + optical density value of beneficial bacteria only)/2 ‒ optical density value of co-culture] ×100 / (optical density value of 

periodontal bacteria only + optical density value of beneficial bacteria only)/2.

Periodontal bacteria 

Beneficial bacteria 

Weissella cibaria 1 W. cibaria 2 
Lactobacillus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Fusobacterium nucleatum KCOM 1001 7.1 ± 0.5Cb 4.0 ± 2.1Cd 50.7 ± 1.2Ab 2.4 ± 1.7Be 

Porphyromonas gingivalis KCOM 2796 0.0 ± 0.0Bb 0.0 ± 0.0Bd 75.7 ± 6.5Aa 0.0 ± 0.0Be 

Prevotella intermedia KCOM 2889 3.9 ± 2.8Cb 0.0 ± 0.0Cd 52.3 ± 4.6Ab 27.6 ± 5.3Bd 

P. catoniae KCOM3169 0.0 ± 0.0Cb 0.0 ± 0.0Cd 52.9 ± 3.4Ab 69.9 ± 0.4Bb 

Streptococcus sobrinus KCOM1157 13.8 ± 6.8Cb 19.8 ± 1.3Cc 81.5 ± 1.7Aa 37.1 ± 1.6Bd 

S. mitis KCOM 1356 8.0 ± 2.0Cb 2.1 ± 0.1Cd 70.5 ± 2.7Ab 46.1 ± 2.6Bc 

S. oralis KCOM 1493 0.0 ± 0.0Cb 0.0 ± 0.0Cd 79.2 ± 3.0Aa 29.7 ± 2.4Bd 

S. gordonii KCOM 1788 13.2 ± 1.7Cb 11.0 ± 6.1Cc 76.2 ± 3.6Aa 62.5 ± 1.2Bb 

S. sanguinis KCOM 2167 52.6 ± 1.6Ba 50.0 ± 3.2Ba 70.0 ± 1.9Aa 74.2 ± 2.1Aa 

S. parasanguinis KCOM 2522 3.7 ± 0.3Bb 0.0 ± 0.0Bd 45.0 ± 8.0Ab 5.8 ± 3.4Be 

S. mutans KCTC3065 15.7 ± 1.0Db 29.0 ± 3.9Cb 73.9 ± 1.2Aa 48.9 ± 4.0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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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Kang 등(2006)은 4종의 구강 혐기성 

박테리아(F. nucleatum, T. denticola, P. loescheii, P. gingivalis)와 Weissella 

cibaria 간의 응집력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F. nucleatum(87.7%)과 

높은 응집력을 보였고, T. denticola(67.9%), P. loescheii(54.7%), P. 

gingivalis(31%) 순으로 응집력이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W. 

cibaria와 Streptococci와의 응집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Streptococci, 

Actinomycetes와 7종의 구강 유산균 간의 응집력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L. salivarius와 L. fermentum만이 두 유해균과 응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 fermentum은 S. gordonii, S. sanguinis와 응집하였으며, 두 

박테리아 사이의 응집은 Streptococci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 

매개되고 유당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Willcox et al., 1993). 

Lactobacillus spp. 6종과 Streptococcus spp. 4종의 응집능을 확인한 또 다른 

연구에서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구강 유해균과 응집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응집 정도는 균주마다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Twetman et al., 2009). 즉, 모든 Lactobacillus spp.가 구강 유해균과 

응집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특정 Lactobacillus spp.만이 구강 

유해균과 응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illcox 

등(1993)의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선발된 L. fermentum OK는 S. 

gordonii, S. sanguinis와 함께 응집하였다. 

인간 구강에는 500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하며, 그중 15~20종은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다양한 유형의 치주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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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Sakamoto et al., 2005). 이러한 대부분의 유해균은 다른 

미생물과의 응집력이 강하여 구강 내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생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강 건강을 해친다(Kolenbrander et al., 2002). 

아직 응집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해균과 함께 

응집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능력은 바람직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질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구강 

유해균의 생장과 경쟁하기 위해 구강 생물막의 일부로서 구강 점막과 

치아 조직에 부착되어야 한다(Comelli et al., 2002; Kang et al., 2005). 

응집력이 높은 유익균은 타액과 물리적 제거에 의해 구강 내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유익균과 함께 응집된 유해균은 박테리오신, 젖산, 

과산화수소와 같은 항균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Koo et al., 2002).  

 

3.3.5 분리 균주가 S. mutans의 인공 치태 형성에 미치는 영향 

S. mutans는 구강 내 흔한 통성 혐기성 간균이다. S. mutans는 치아 

표면에 부착된 후 자당을 기질로 사용하여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로 

젖산을 생산하고 glucosyl transferase(GTF; EC 2.4.1.5)를 분비하여 포도당 

중합체인 불용성 글루칸을 형성한다(Nishimura et al., 2012). 글루칸은 

불용성 점액 물질로 박테리아가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성된 유기산을 국소적으로 유지하여 법랑질과 상아질의 침식을 

유발한다. S. mutans는 치아 표면에 부착되어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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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의 산을 생성하고 치아 법랑질을 침식시켜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Tonetti, 2013).  

본 연구에서는 S. mutans에 의해 생성된 치태 형성에 대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억제를 확인하였다(Figure 5).  S. 

mutans를 접종한 액체배지 내 보정 와이어에 인공 치태가 생성되었고,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단독으로 접종한 액체배지에서는 

생성되지 않았다. S. mutans를 단독 배양했을 때의 치태의 양(105±5 mg)과 

비교했을 때, S. mutans와 선발균을 함께 배양한 액체배지 내 보정 

와이어에 형성된 인공 치태의 양은 L. fermentum OK의 경우 약 97.9% 

(2.2±0.8 mg), L. gasseri HHuMIN D는 100% 억제되었다(Table 5).   

다른 연구의 인공 치태 실험에서는 S. mutans와 E. faecium T7의 공동 

배양에 의해 치태의 53% 억제율이 확인되었고(Yu et al., 2018), L. lactis 

1370은 동일한 실험에서 95%의 억제율을 보였다(Chung et al., 2000).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S. mutans에 

의한 치태 형성을 비슷하게 혹은 좀더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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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rtificial plaque formation on the wires in S. mutans medium cultured 

with beneficial bacteria. A: S. mutans only; B: L. fermentum OK only; C: L. gasseri 

HHuMIN D only; D: L. fermentum OK with S. mutans; and E: L. gasseri HHuMIN 

D with S. mutans.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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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ight of artificial plaques formed on wires in S. mutans medium cultured with 

beneficial bacteria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Strain Plaque weight (mg) 

Streptococcus mutans 105.0 ± 5.0a 

Weissella cibaria 1 0.0 ± 0.0b 

W. cibaria 2 0.0 ± 0.0b 

Lactobacillus fermentum OK  0.0 ± 0.0b 

L. gasseri HHuMIN D 0.0 ± 0.0b 

W. cibaria 1 + S. mutans 97.5 ± 9.2a 

W. cibaria 2 + S. mutans 53.4 ± 11.6c 

L. fermentum OK + S. mutans 2.2 ± 0.8b 

L. gasseri HHuMIN D + S. mutans 0.0 ± 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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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KB 세포주에 대한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의 부착능 

3.3.6.1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의 부착능 

구강 유해균은 구강 내 상피 세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세균 수가 

많으면 구강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쟁, 보호 효력, 대체 효력 검정 

시험(competition, protection, displacement assays)을 통해 전형적인 구강 

상피 세포인 KB 세포주에 구강 유해균의 부착을 방지하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능력을 확인하였다. 구강 상피 세포 단층 

검사는 유익한 미생물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이며, 

유익한 박테리아가 구강 상피에 부착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델로 

자주 사용된다. 선행 연구에 따라 KB 세포주당 부착 균수가 1.5개 

이상인 경우 부착력은 매우 강함(++++)으로, 부착 균수가 1~1.5개이면 

부착력은 강함(+++)으로, 부착 균수가 0.5~1개인 경우 부착력은 

보통(++)으로, 부착 균수가 0.5개 미만인 경우 부착력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였다(Koh & Kim, 1987). 

KB 세포주 부착력은 L. fermentum OK가 3.1 CFU/cell, L. gasseri 

HHuMIN D가 4.41±1.4 CFU/cell로 강한 부착력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유해균의 경우 F. nucleatum이 18.35±4 CFU/cell로 KB 세포주와의 높은 

부착력을 보였고, S. mutans는 2.57±0.1 CFU/cell로 상대적으로 약한 

부착력을 나타냈다(Table 6). 강한 부착력을 가진 구강 유산균은 상피 

세포에 균락을 쉽게 형성하고 정착하여 다른 구강 미생물들이 상피 

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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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number of beneficial and periodontal bacteria attached to KB cells in adhesion 

ass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Different small letters (a, 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Strain Number of bacteria (CFU/cell) 

Lactobacillus fermentum OK 3.1 ± 0.0b 

L. gasseri HHuMIN D 4.4 ± 1.4b 

Fusobacterium nucleatum 18.4 ± 4.0a 

Streptococcus mutans 2.6 ± 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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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유해균의 부착 능력이 P. intermedia의 경우 105 KB cells 당 

4.1104±2.7104 cells에서 152±57 cells까지, P. gingivalis의 경우 

9.6105±1105 cells, E. coli의 경우 278±133 cells였다(Han et al., 2000). KB 

세포주를 사용하여 F. nucleatum의 부착과 침입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F. nucleatum이 인간 치은 상피 세포(human gingival epithelial cells, HGEC)에 

부착한 후 구강 상피 세포를 침범하여, 상피 세포에서 높은 수준의 IL-8 

분비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Han et al., 2000).  

 

3.3.6.2 분리 균주와 구강 유해균 간의 세포 부착에 대한 경쟁 

구강 유해균의 세포 부착을 억제하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능력을 보호 효력, 대체 효력 검정 시험(protection, 

displacement assays)을 통해 비교 및 관찰하였다. 억제 분석에서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먼저 KB 세포주에 부착한 후 

구강 유해균의 부착을 유도하여 유해균의 부착이 억제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Figure 6, A). F. nucleatum과 S. mutans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L. fermentum OK는 부착된 세포의 수가 각각 77%와 

69%로 감소하였고, F. nucleatum과 S. mutans의 경우 각각 95%와 100%로 

감소하였다. L. gasseri HHuMIN D는 부착된 세포의 수가 각각 63%와 

71%로 감소하였고, F. nucleatum과 S. mutans는 각각 100%와 90%로 

감소하였다. L. fermentum OK는 S. mutans의 부착된 세포의 수를 더 줄인 

반면, L. gasseri HHuMIN D는 F. nucleatum의 부착된 세포 수를 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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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dhesion inhibitory rate of periodontal bacteria in protection (A) and 

displacement (B) ass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 = 3).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same species or different species (p < 0.05; 

independent t-tes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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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세포 부착은 유해한 

박테리아와의 경쟁에 의해 같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대체 효력 검정 시험에서는 먼저 KB 세포주에 구강 유해균이 

부착되도록 한 후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부착을 

유도하여 유해균의 부착이 억제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Figure 6, B). F. 

nucleatum와 S. mutans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L. fermentum OK의 

부착 세포의 수는 각각 60%와 51%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해균의 경우 

세포의 수는 각각 92%, 86%로 감소하였다. L. gasseri HHuMIN D의 경우 

부착 세포의 수가 각각 70%와 73%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해균의 경우 

각각 89%, 90%로 감소하였다. 두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먼저 부착하였을 때 유해균의 부착을 

억제하는 효과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유해균의 부착을 억제하는 

것보다 예방에 더 효과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고농도로 구강 내 

세포에 부착되도록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하다.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을 참고하면, 세포 부착 경쟁 실험의 결과는 구강 

유해균과 유익균 사이의 공통 부착 수용체의 경쟁에 기인하며(García-

Ruiz et al., 2014), 대체 효력 검정 시험의 결과는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항균 또는 항부착인자 생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Vince & Burridg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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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분리균주의 안전성 평가 

병원성 인자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사용에 

대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안전성은 표현형질과 

유전체학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3.3.7.1 암모니아 함량 

L. fermentum OK는 68±1 μg/mL의 암모니아를 생성하였고 L. gasseri 

HHuMIN D는 암모니아를 생산하지 않았다. 반면, 양성 대조군인 

Enterococcus faecium ATCC19433은 109.3±7 μg/mL의 암모니아를 

생성하였다. L. fermentum OK의 암모니아 생산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유제품 기준치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Sohn, 2016). 미생물은 질소 유도체를 통해 타액이나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분해하여 다양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Abedi et al., 2013). 섭취한 미생물이 대장에 도달하면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를 통해 페놀, 암모니아, 인돌과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Igai et al., 2016). 미생물이 생산한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하여 세포 

손상과 만성 간 손상의 보조 인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생물의 암모니아 생산은 인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Vince와 Burridge(1980)는 Clostridia, Enterob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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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pp., Gram-negative anaerobic bacteria가 다량의 암모니아를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Streptococci, Micrococci, Gram-positive 

non-spore-forming anaerobic bacteria는 소량의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주로 

Gram-positive aerobic bacilli는 미량의 암모니아를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특정 Lactobacillus 균주는 성장하는 동안 소량의 암모니아를 

생성하기도 한다(Smith & Macfarlane, 1997). 

 

3.3.7.2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카다베린(cadaverine), 

히스타민(histamine), 푸트레신(putrescine), 티라민(tyramine)을 생성하지 

않았다. 암모니아와 바이오제닉 아민은 발효 식품의 품질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서 이 두가지 

물질의 생산이 적거나 없다는 점은 기능성 또는 발효 식품 개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진핵 

세포에서 호르몬, 알칼로이드, 핵산, 단백질의 전구체로 사용되고, 하나 

이상의 아민 군을 지닌 물질이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동물과 인간의 

아미노산에서 파생한 자연 비영양 인자(natural anti-nutritive factor)로 

신선육, 야채, 치즈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포유류의 시냅스 전달, 혈압 

조절, 알레르기 반응, 세포 성장 조절과 같은 여러 대사와 세포 내 

활동에 관여한다.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많은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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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원인 물질로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약리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점에서 중요하다(Ö nal, 2007). 대표적인 바이오제닉 

아민으로 히스타민, 티라민, 푸트레신, 카다베린, 베타페닐에틸아민(β-

phenyl ethylamine)이 꼽힌다. 이 물질들은 decarboxylase와 decarbonation 

reaction에 의해 생성되며, 산성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식품의 

바이오제닉 아민은 미생물 활동의 전형적인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식품에 다량의 바이오제닉 아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식품의 품질 

저하를 나타낸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식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있어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산하는 능력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Ku, 2006). 

 

3.3.7.3 용혈성 검사 

5% 양피를 첨가한 Blood agar(BL agar, BD Difco™)에서 L. ivanovii는 

집락 주변에 β-hemolysis colorless zone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배지에서 배양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집락 주변에 

투명환이 생성되지 않았다(Figure 7).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용혈을 유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FAO와 WHO의 공동 연구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평가 

중인 균주가 용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에 속할 경우 

용혈성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FAO & WHO, 2002; 

Goldstei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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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emolysis activity of L. ivanovii subsp. ivanovii ATCC 19119 ((A); positive control, back light; beta hemolytic), L. fermentum OK ((B); back 

light) and L. gasseri HHuMIN D ((C); back light).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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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 특성이 있는 미생물은 적혈구를 액화/분해시킬 수 있어 빈혈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Lactobacillus spp.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α-

hemolytic micro-organism으로 분류된다(Gómez et al., 2016). 한 연구(Levy & 

Aminoff, 1980)에서는 일부 Lactobacillus spp.(L. sakei MBSa1 bac+, L. 

curvatus MBSa3 bac+, L. lactis 368 bac–)의 강한 β-hemolysis를 확인하였다. 

 

3.3.7.4 뮤신 분해 검사 

일반적으로 미생물 성장 배지에 단당(포도당, 과당, 말토오스, 자당)을 

첨가하면 이화생성물 억제(catabolic repression)에 의한 mucinase 생성이 

저해된다. 이는 미생물이 점액 용해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음에도 뮤신 분해능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MRS 배지 내 탄소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포도당을 

액체배지에서 제거하여 뮤신 분해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원으로 포도당을 첨가한 경우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성장이 활발하게 유도되었다. 그러나 포도당 대신 

뮤신을 첨가한 경우에는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성장을 위해 탄소원으로 뮤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1980년 이래 여러 연구팀들이 병원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뮤신 분해 미생물(mucolytic bacteria)을 연구하였고, 

뮤신 분해능은 현재 미생물의 병원성과 독성의 지표로 간주된다(Prizont, 

1982; Slomiany et al., 1992; Tailford et al., 2015; De Groot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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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rowth of L. fermentum OK (A) and L. gasseri HHuMIN D (B) o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ucin and glucose in modified de Man, Rogosa and 

Sharpe broth. Bar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 =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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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액층은 당단백(glycoprotein)으로 구성된 장벽이며, 중요한 장 내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영아와 면역 저하 숙주의 장 점액층은 

미생물로부터 생물학적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세균성 전위도 

가능하다. 이 세균성 전위는 패혈증과 균혈증 심내막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간주된다(Liong et al., 2008; Ruas-Madiedo et al., 2008). 대부분의 미생물은 

뮤신 용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여러 연구에서 뮤신 분해 효소를 

유도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분해 활성을 나타내는 일부 

미생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뮤신 분해능은 확인되어야 할 요소이다(Sic- 

ard et al., 2017). 다양한 장내 유해균은 당단백질 기반의 뮤신을 가수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뮤신에서 파생한 단당류를 대사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Halvorsen et al., 2009). FAO와 WHO의 

'프로바이오틱스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뮤신 분해 활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지만(Jain & Sharma, 2012) 노르웨이 식품 

환경 과학위원회(Norwegi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Safety and 

Environment, VKM)는 장내 뮤신 생산의 감소나 증가는 환자들의 

병리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뮤신 분해능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dditives & Feed, 2012). 구강 내 뮤신 분해에 대한 안전성 

시험은 필요하지 않지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섭취 

시 장에 도달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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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항생제 감수성 검사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L. fermentum OK는 ampicillin, bacitracin, 

carbenicllin, cephalothin, clindamycin, erythromycin, metronidazole, penicillin G, 

phosphomycin, rifampicin(MICs ranged from 0.01 to 4 μg/mL)에 민감하였다.  

Chloramphenicol, kanamycin, neomycin, polymyxin B, streptomycin, 

vancomycin(all MICs were greater than 32 μg/mL)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성을 보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L. gasseri HHuMIN D는 

ampicillin, carbenicllin, cephalothin, chloramphenicol, clindamycin, dicloxacillin 

sodium salt hydrate, erythromycin, lincomycin, methicillin, penicillin G, 

tetracycline, vancomycin에 민감하였다. Bacitracin, gentamicin, katamycin, metr- 

onidazole, neomycin, polymyxin B, phosphomycin, streptomycin, and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성을 보였다.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은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감수성을 구별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 가능한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했다. 따라서 본 테스트의 결과는 EFSA 기준(Georgieva et al., 2015)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L. fermentum OK의 MIC 값은 kanamycin, tetracycline, 

vancomycin, chloramphenicol을 제외하고, L. gasseri HHuMIN D의 MIC 값은 

gentamicin, streptomycin, kanamycin을 제외하고 EFSA에서 제안한 컷오프 

값보다 낮거나 같았다(Georgieva et al., 2015). 23개의 항생제에 관한 

Lactobacillus spp.의 감수성 연구에서도 kanamycin, vancomycin, 

chloramphenicol에 대한 내성을 보인 여러 유산균을 확인하였고,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균주들이 유전자적으로 항생제 내성의 전이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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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against L. fermentum OK 

Classification Antibiotics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μg/mL) 

Breakpoint of 

Lactobacillus 

(EFSA1))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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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C
C

 2
9

2
1

2
 

β-lactam group 

Penicillin G    0.125 0.5 

Carbenicllin 

(disodium salt) 
  2 8 

Methicillin   16 16 

Ampicillin (sodium 

salt) 
1 2 0.25 0.25 

Dicloxacillin sodium 

salt hydrate 
  8 4 

Aminoglycosid

e group 

Gentamicin (sulfate) 16 16 16 256 

Streptomycin (sulfate 

salt) 
16 64 64 > 256 

Kanamycin (sulfate) 16 32 256 256 

Neomycin (sulfate)   64 1024 

Cephem group 
Cephalothin (sodium 

salt) 
  4 16 

Tetracycline 

group 
Tetracycline 4 4 8 32 

Peptide group 

Polymyxin B (sulfate 

salt) 
  128 >1024 

Bacitracin   <0.5  

Macrolide 

group 
Erythromycin 1 1 0.25 8 

Synthetic 

antimicrobial 

group 

Metronidazole   0.5 >256 

The other 

group 

Vancomycin (HCl) 24) n.r. 128 2 

Chloramphenicol 4 4 >128 8 

Lincomycin 

(hydrochlorid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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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not required.  

The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were 0.03, 0.06, 0.13, 0.25, 0.5,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and >1024 μg/mL. 
1) Breakpoints were adopted from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2) including L. delbrueckii, L. helveticus, L. gasseri. 
3) including L. fermentum. 
4) not required for L. salivarius. 

Rifampicin   <0.125 0.5 

Clindamycin 

(hydrochloride) 
1 1 <0.125 >16 

Phosphomycin 

(disodium salt) 
  <0.032 32 

Mupirocin   >1024 64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Co-trimoxazole)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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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against L. gasseri HHuMIN D 

Classification Antibiotics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μg/mL) 

Breakpoint of 

Lactobacillus 

(EFSA1)) 

Strain 

L
a
ct

o
b
a

ci
ll

u
s 

o
b
li

g
at

e 

h
o
m

o
fe

rm
en

ta
ti

v
e2

) 

L
. 
o

b
li

g
at

e 

h
et

er
o
fe

rm
en

ta
ti

v
e3

) 

L
. 
g

a
ss

er
i 

 

H
H

u
M

IN
 D

 

E
n
te

ro
co

cc
u

s 

fa
ec

iu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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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2
9

2
1

2
 

β-Lactam group 

Penicillin G    0.063 0.5 

Carbenicllin 

(disodium salt) 
  0.5 8 

Methicillin   2 16 

Ampicillin (sodium 

salt) 
1 2 0.25 0.25 

Dicloxacillin 

sodium salt hydrate 
  0.5 4 

Aminoglycoside 

group 

Gentamicin 

(sulfate) 
16 16 32 256 

Streptomycin 

(sulfate salt) 
16 64 64 > 256 

Kanamycin 

(sulfate) 
16 32 512 256 

Neomycin (sulfate)   256 1024 

Cephem group 
Cephalothin 

(sodium salt) 
  1 16 

Tetracycline 

group 
Tetracycline 4 4 4 32 

Peptide group 

Polymyxin B 

(sulfate salt) 
  >1024 >1024 

Bacitracin   64  

Macrolide group Erythromycin 1 1 0.5 8 

Synthetic 

antimicrobial 

group 

Metronidazole   >256 >256 

The other group 

Vancomycin (HCl) 24) n.r. 0.5 2 

Chloramphenicol 4 4 2 8 

Lincomycin 

(hydrochloride) 
  4  



 

87 

n.r. = not required.  

The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were 0.03, 0.06, 0.13, 0.25, 0.5,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and >1024 μg/mL. 
1) Breakpoints were adopted from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2) including L. delbrueckii, L. helveticus, L. gasseri. 
3) including L. fermentum. 
4) not required for L. salivarius. 

Rifampicin   <0.125 0.5 

Clindamycin 

(hydrochloride) 
1 1 0.5 >16 

Phosphomycin 

(disodium salt) 
  >1024 32 

Mupirocin   16 64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Co-trimoxazole) 

  >25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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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식품과 자연 생물 보존제(natural biopreservative)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árdenas et al., 2015).  L. fermentum CECT의 유전체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확인한 한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유산균 내 

tetracycline내성이 존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Connell et al., 2003),  이는 

번역에 관여하는 신장 유사 인자(elongation-like factor)가 ribosome 

protection-type tetracycline resistance proteins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Tagg et al., 1976). L. fermentum OK의 경우 ampicillin, erythromycin, 

clindamycin이, L. gasseri HHuMIN D의 경우 ampicillin, erythromycin, 

vancomycin, chloramphenicol, clindamycin이 EFSA에서 제안한 컷오프 값에 

비해 낮았다. 

 

3.3.7.6 분리 균주의 전장 유전체 시퀀싱 분석 

L. fermentum OK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의 크기는 2,346,597 bp이고. 

GC 조성비는 51%이다. L. fermentum의 평균 GC 함량은 51.8%로 L. 

fermentum OK의 GC 함량과 비슷하다. rRNA 유전자와 tRNA 유전자의 

수는 각각 15개와 59개이다. 코딩 서열(CDS)의 수는 2,332개이고, 평균 

코딩 서열 길이는 862.4 bp이다. 

L. gasseri HHuMIN D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의 크기는 2,066,663 

bp이고, GC 조성비는 34.9%이다. Lactobacillus spp.의 평균 GC 함량은 

46.61%로 L. gasseri HHuMIN D의 GC 함량이 평균에 비해 더 낮다. rRNA 

유전자와 tRNA 유전자의 수는 각각 7개와 63개이다. 코딩 서열(C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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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nome map of L. fermentum OK (A) and L. gasseri HHuMIN D (B). The gene content circular image consists of five circles, and 

each circle shows the information of rRNA/tRNA, Reverse CDS, Forward CDS, GC ratio and GC skew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HHuMIN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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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unctional categories based on EggNog/COG of L. fermentum OK (A) and L. gasseri HHuMIN D (B) genomes. The function of 

each protein was found through homology comparison with NCBI's RefSeq Database, and functional categories were completed by 

synthesizing information such as COG classification by NCBI COG, SEED classification by FIGfam, EC classification, etc. The figure is a 

combination of the assignments of each COG and the functional category (25 categories, which are often designated from A to Z) using 

EggNo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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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15개이고, 평균 코딩 서열 길이는 923.9 bp이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유전자 지도와 COG에 기반한 기능적 

분류는 Figure 9과 10에 나타냈다. 16S rRNA 분석은 짧은 염기 서열을 

비교하여 미생물 군집 구조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만 미생물 

게놈의 기능적 측면과 생리학적 정보는 알 수 없다(Gänzle et al., 1999). 

WGS는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를 시퀀싱하고 이전에 확인된 유전자의 

정보와 비교하여 미생물의 기능적 측면까지 연구하는 

기술이다(Klaenhammer, 1988). 

 

3.3.7.7 L. gasseri HHuMIN D의 박테리오신 유전자 분석 

박테리오신은 살균 활성이 있는 단백질성 미생물 유래 

물질이다(Fujisawa et al., 1992).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이 

화합물은 유해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예방하고, 질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물질이다. 박테리오신은 lactococci, lactobacilli, pediococci를 포함한 

유산균들 중에서도 특정 균에 의해서만 생성된다(Itoh et al., 1995). L. 

gasseri HHuMIN D의 WGS를 CLgenomicsTM과 EZBioClou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증하였고 이에 관한 결과는 Table 9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강 유해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 활성은 세 가지 

박테리오신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L. gasseri HHuMIN D 내 추측되는 항균 활성 유전자는 hlv, lafA, lafX가 

있다. 구강 미생물에 대한 L. gasseri HHuMIN D에 의해 생산된 박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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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enes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L. gasseri HHuMIN D bacteriocin on the basis 

of whole genome sequencing results 

Gene Length Product/Function Database hit 

hlv 996 Bacteriocin helveticin-J UniProtKB: P22294 

lafA 228 Bacteriocin lactacin-F subunit LafA 
UniProtKB: P24022 

NCBI: LJ_RS03150 

lafX 198 Bacteriocin lactacin-F subunit LafX UniProtKB: Q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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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행 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WGS 결과만으로 이 유전자들 중 

어떤 유전자가 유해균의 억제 활성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향후 L. 

gasseri HHuMIN D가 생산하는 박테리오신과 구강 내 유해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980년 이후 L. acidophilus는 DNA 

상동성에 의해 6종의 homologous species(L. acidophilus, L. amylovorus, L. 

crispatus, L. gallinarum, L. gasseri, L. johnsonii)로 분류되었다(Kawai et al., 

1998; Zhu et al., 2000). Lactacin F는 LAB class Ⅱb에서 많이 연구된 

박테리오신이다. Gassericin T는 lacticin-F family의 GatA와 GatX로 구성된 

2-component bacteriocin이다. L. gasseri strain에 의해 생산된 primary 

bacteriocin으로 알려져 있다(Bik et al., 2006). Gassericin T는 내열성(121℃, 

10분), pH 내성(pH 2~11), 그리고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와 같은 여러 그람 양성 식중독균에 대한 살균력이 

있다(Kawai et al., 2000). Helveticin J는 L. helveticus에서 처음 연구되었다. 

Helveticin J는 유전자적으로 밀접하게 가까운 종의 indicator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호기성 또는 혐기성 조건에서 중성 pH에서 활성되며, proteases와 

열(100℃에서 30분)에 민감하다(Azizpour et al., 2017). 이 두 가지 

박테리오신은 우수한 생물 보존제 후보가 될 수 있다.  

 

3.3.7.8 바이오제닉 아민 유전자 분석 

바이오제닉 아민의 생합성 경로는 Figure 11과 Figure 12에 정리하였다. 

Tyrosine decarboxylase(티로신에서 티라민 생성), L-tryptop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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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rboxylase(티로신에서 티라민 생성, 히스티딘에서 히스타민 생성, 

트립토판에서 트립타민 생성, 페닐알라닌에서 페닐에틸아민 생성), lysine 

decarboxylase(리신에서 카다베린 생성), histidine decarboxyla-

se(히스티딘에서 히스타민 생성), glutaminase(글루타민에서 오르니틴 생성), 

ornithine decarboxylase(오르니틴에서 푸트레신 생성), polyamine 

oxidase(스페미딘에서 푸트레신 생성), spermine synthase(스페미딘에서 

스페민 생성), spermidine synthase(S-아데노실- 메티오닌에서  

메틸티오아데노신 생성)를 생산하는 유전자는 L. fermentum OK(Figure 

11)와 L. gasseri HHuMIN D(Figure 12)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글루타민은 glsA 또는 GLS를 통해 오르니틴으로 변환될 수 있는데, L. 

fermentum OK의 유전체에서는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르니틴은 urea cycle을 통해 citriuline, L-arginosuccinate, arginine으로 

변환될 수 있는데, 관련 유전자가 L. fermentum OK의 유전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urea cycle은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푸트레신, 

스페미딘, 스페민과 같은 폴리아민은 오르니틴을 시작 기질로 urea 

cycle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생성될 수 있다(Figure 11). 하지만, 

메티오닌 아데노실전이효소(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MAT)를 

제외하고, 폴리아민 생합성 효소를 코딩하는 어떤 유전자도 L. fermentum 

OK의 유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글루타민은 

glsA 또는 GLS를 통해 NH3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된 NH3는 CPS1을 

통해 오르니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L. gasseri HHuMIN D의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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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iosynthetic pathways of different biogenic amines in L. fermentum 

OK. Solid arrows indicate that the biosynthetic pathways of biogenic amines are 

effective and dashed arrows indicate invalid pathways: TYDC, tyrosine 

decarboxylase; DDC/TDC, L-tryptophan decarboxylase; ldcC/cadA, lysine 

decarboxylase; HDC, histidine decarboxylase; glsA/GLS, glutaminase; 

OTC/argF/argI, ornithine carbamoyl transferase; argG/ASS1, argininosuccinate 

synthase; argH/ASL, argininosuccinate lyase; rocF/arg, arginase; ODC1/speC/speF, 

ornithine decarboxylase; PAO/FMS1, polyamine oxidase; SMS, spermine 

synthase; speE/SRM/SPE3, spermidine synthase; and metK, S-adenosylmethionine 

synthe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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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glsA 또는 GLS를 통해 글루타민에서 NH3로 전환될 수 있 

지만, 이후 CPS1이 없기 때문에 오르니틴으로 전환할 수 없다. 만약 

오르니틴이 존재하는 경우 urea cycle을 통해 시트룰린, L-아르기노숙신산, 

아르기닌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L. gasseri HHuMIN D의 유전체 

내에서 관련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푸트레신, 스페미딘, 스페민과 

같은 폴리아민은 오르니틴을 출발 기질로 사용하여 다른 경로를 통해 

생산된다(Figure 12). MAT와 putrescine biosynthetic genes(ODC1, speC, 

speF)를 제외하고는 L. gasseri HHuMIN D의 유전체에서 폴리아민 생합성 

효소를 코딩하는 어떠한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적 결과와는 

달리 BA 생산 능력 평가에서 측정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유전자적 분석과 BA 생산 능력 평가를 통해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7.9 혈소판 응집 유전자 분석 

L. fermentum OK(Figure 13)와 L. gasseri HHuMIN D(Figure 14)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대사 경로 내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L. fermentum OK에는 sdaA/sdaB/tdcG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루브산(pyruvate)은 L-serine dehydratase에 의해 세린(serine)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glyA/SHMT를 가지고 있어 글라이신 하이드록시 메틸 

트랜스퍼라제(glycine hydroxymethyltransferase)에 의해 글리신(glyc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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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iosynthetic pathways of different biogenic amines in L. gasseri 

HHuMIN D. Solid arrows indicate that the biosynthetic pathways of biogenic 

amines are effective and dashed arrows indicate invalid pathways: TYDC, tyrosine 

decarboxylase; DDC/TDC, L-tryptophan decarboxylase; ldcC/cadA, lysine 

decarboxylase; hdc, HDC, histidine decarboxylase; glsA/GLS, glutaminase; CPS1, 

carbamoyl-phosphate synthase; OTC/argF/argI, ornithine carbamoyl transferase; 

argG/ASS1, argininosuccinate synthase; argH/ASL, argininosuccinate lyase; 

rocF/arg, arginase; ODC1/speC/speF, ornithine decarboxylase; PAO/FMS1, 

polyamine oxidase; SMS, spermine synthase; speE/SRM/SPE3, spermidine 

synthase; and metK, S-adenosylmethionine synthe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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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lycine, serine, and threonine metabolism pathways of L. fermentum 

OK. Solid arrows indicate that the biosynthetic pathways of biogenic amines are 

effective and dashed arrows indicate invalid pathways: sdaA/sdaB/tdcG, L-serine 

dehydratase; glyA/SHMT, glycine hydroxymethyltransferase; AGXT, alanine-

glyoxylate transaminase; glxK/garK, glycerate 2-kinase; serA/PHGDH, D-3-

phosphoglycerate dehydrogenase; serC/PSAT1, phosphoserine aminotransferase; 

serB/PSPH, phosphoserine phosphatase; thrH/phosphoserine, homoserine 

phosphotransferase; CBS, cystathionine beta-synthase; CHO1/pssA, CDP-

diacylglycerol---serine O-phosphatidyltransferase; trpA, tryptophan synthase alpha 

chain; and trpB, tryptophan synthase beta chain.



 

99 

 

Figure 14. Glycine, serine, and threonine metabolism pathways of L. gasseri 

HHuMIN D. Solid arrows indicate that the biosynthetic pathways of biogenic 

amines are effective and dashed arrows indicate invalid pathways: sdaA/sdaB/tdcG, 

L-serine dehydratase; glyA/SHMT, glycine hydroxymethyltransferase; AGXT, 

alanine-glyoxylate transaminase; glxK/garK, glycerate 2-kinase; serA/PHGDH, D-

3-phosphoglycerate dehydrogenase; serC/PSAT1, phosphoserine aminotransferase; 

serB/PSPH, phosphoserine phosphatase; thrH/phosphoserine, homoserine 

phosphotransferase; CBS, cystathionine beta-synthase; CHO1/pssA, CDP-

diacylglycerol---serine O-phosphatidyltransferase; trpA, tryptophan synthase alpha 

chain; and trpB, tryptophan synthase beta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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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으로 전환할 수 있다(Figure 13). L. gasseri HHuMIN D도 glyA/SHMT를 

가지고 있어 glycine hydroxymethyltransferase에 의해 글리신을 세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린은 CDP-diacylglycerol---serine O-phosphatidyltransfer-

ase에 의해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는 O-phosphatidyl L-serine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모두 관련 

유전자인 CHO1/pssA가 없기 때문에 O-phosphatidyl L-serine으로 전환될 

수 없다(Figure 14).  

일부 유산균에 의한 혈소판 응집현상은 주로 심내막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소판 응집능을 가진 미생물 혹은 대사산물이 

상처나 질병에 의해 혈액 내로 침투 시 비정상적인 혈소판 응집에 의해 

혈전 생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저해시켜 숙주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혈소판 응집에 대한 분석은 안전성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은 혈액 

응고와 혈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물질을 생성하는 대사 

경로에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3.3.7.10 병원성 결정 유전자 분석 

병원성 인자로는 E. coli shiga toxin gene, Staphylococcus aureus exoenzyme 

genes, host immune alteration 혹은 evasion genes, toxin genes를 포함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유전체 서열 내 어떠한 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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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toxic gene, pathogenic gene도 발견되지 않았다(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3.3.7.11 항생제 내성 관련 유전자 분석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항생제 내성 관련 유전자는 

CARD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몇 가지 코딩 배열은 항독소 

차단에 대해 추정적으로 선정하였다. L. fermentum OK(Table 10)의 

유전체를 통해 beta-lactams(6), bacitracin(2), sulfonamide(1), aminocoumarin(1), 

cationic antimicrobial peptides(CAMPs)(1), phosphinothricin tripeptide(PTT 또는 

bialaphos)(1), chloramphenicol(1), polymyxin(1), multi antibiotic(2)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16개의 내성 추정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L. fermentum 

OK는 penicillin, methicillin, bacitracin에 대한 내성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었지만 항생제 내성 시험관 분석에서 약한 내성을 보여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 gasseri HHuMIN D(Table 11)의 유전체 내에서 beta-lactams(7), 

bacitracin(1), aminoglycoside(1), aminocoumarin(1), lincomycin(1), polymyxin(1), 

macrolide(2), multi antibiotic(2)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16개의 내성 추정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L. gasseri HHuMIN D는 항생제 내성 시험관 

실험에서 gentamicin, streptomycin, kanamycin에 대한 내성을 보였었지만 

관련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내성과 관련된 penicillin, bacitracin, 

lincomycin의 유전자가 발견되었지만, 실제 항생제 내성 시험관 

실험에서는 낮은 내성을 나타냈다. GyrA는 주로 DNA 복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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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utativ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the L. fermentum OK genome 

Gene ID Name Length COG 

name 

KEGG 

name 

Product Category 

OK_01814 cpoA 1026 0438 13678 Alpha-galactosyl glucosyl diacyl glycerol synth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2134 ABC.CD.P 1941 0577 02004 Bacitracin export permease protein BceB Bacitrac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749 folP 1134 0294 00796 Dihydropteroate synthase Sulfonamide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228 gyrA 2469 0188 02469 DNA topoisomerase (ATP-hydrolyzing) Aminocoumarin resistance gene 

OK_02041 mprF, fmtC 2589 0392, 2898 14205 Lysyltransferase Cationic antimicrobial peptides 

(CAMPs)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401 blaI 459 3682 02171 Methicillin resistance regulatory protein MecI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521 emrB 1392 0477 03446 Multidrug export protein Multi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706 TC.MATE, SLC47A, 

norM, mdtK, dinF 

1317 0534 03327 Multidrug export protein MepA Multi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694 pbpA 2085 0768 21465 Penicillin-binding protein 2B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0770 pbpB 2157 0768 08724 Penicillin-binding protein 2x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589 mrcA 2265 0744 05366 Peptidoglycan glycosyltransfer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744 pbp2A 2118 0744 12555 Peptidoglycan glycosyltransfer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233 pat 510 1247 03823 Phosphinothricin acetyltransferase Phosphinothricin tripeptide (PTT or 

bialaphos)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1155 cysE 627 0110 00640 Serine O-acetyltransferase Chloramphenicol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2153 cusR, copR, silR 672 0745 07665 Transcriptional regulatory protein Polymyx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OK_02010 bacA 831 1968 06153 Undecaprenyl-diphosphate phosphatase Bacitrac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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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utativ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the L. gasseri HHuMIN D genome 

Gene ID Name Length COG 

name 

KEGG 

name 

Product Category 

HHuMIN D_00032 GLIA 1452 2814 22134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Multi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185 cusR, copR, silR 666 0745 07665 Transcriptional regulatory protein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391 mdlB, smdB 1794 1132 18890 Probable multidrug resistance ABC transporter ATP-

Binding/permease protein YheH 

Multi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573 aacC 810 2746 00662 Aminoglycoside N(3)-acetyltransferase Aminoglycoside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588 mrcA 2379 0744 05366 Peptidoglycan glycosyltransfer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697 pbpB 2151 0768 08724 Penicillin-binding protein 2B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746 sotB 1383 0477 08159 Lincomycin resistance protein LmrB Lincomyc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0878 mrdA 2100 0768 05515 Serine-type D-Ala-D-Ala carboxypeptid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245 gtrB, csbB 933 0463 20534 Undecaprenyl-phosphate 4-deoxy-4-formamido-L-

arabinose transferase 

Polymyx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314 parE 1959 0187 02622 DNA gyrase subunit Aminocoumar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342 abcA, bmrA 996 1132 18104 Xenobiotic-transporting ATP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640 ddpF 678 1136 02032 Macrolide export ATP-binding/permease protein 

MacB 

macrolide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864 pbp1b 2829 0744 03693 Penicillin-binding protein 1A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1995 ABC.CD.P 1869 0577 02004 Bacitracin export permease protein BceB Bacitracin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2034 cpoA 1044 0438 13678 Alpha-galactosylglucosyldiacylglycerol synthase Beta-lactam antibiotic resistance gene 

HHuMIN D_02075 metN 690 1135 02071 Macrolide export ATP-binding/permease protein 

MacB 

Macrolide antibiotic resistanc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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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rug efflux의 transporter는 많은 세포 해독 활성에 관여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Lactobacillus spp.에서 흔히 발견된다(Piddock, 2006). 

따라서 항생제 내성보다는 세포 성장 과정에서 생리적인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L. fermentum OK의 Synthases, export proteins, regulatory 

proteins, transferases, undecaprenyl-diphosphate phosphatases는 peptidoglycan 

biosynthesis에 관여하거나 내성과 관련이 없는 다른 화학 반응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내성 균주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유해한 미생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McDermott et al., 2002).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플라스미드를 통해 다른 박테리아로 전파될 수 

있는지 WGS의 대사체 분석을 통해 플라스미드 생산 유전자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유전체 내에서 

항생제 내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플라스미드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은 전염 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생제 내성 실험의 결과는 내재적 혹은 자연적 

내성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gentamicin, streptomycin, 

kanamycin, neomycin과 같은 aminoglycoside에 대한 내성은 Lactobacillus 

spp.에 내재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약물 흡수를 돕는 cytochrome-

mediated electron transport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Danielsen & Wind, 

2003; Monteagudo-Mer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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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L. gasseri HHuMIN D가 생산한 항균 물질의 가수 분해 효소에 대한 

감수성 

부분 정제(pH 조절, 제균)된 L. gasseri HHuMIN D의 상등액에 10% 

농도로 여러 종류의 가수 분해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시켜 항균 물질의 

잔류 활성을 측정하였다. L. gasseri HHuMIN D는 proteinase K, trypsin, α-

chymotrypsin로 처리할 경우 항균 활성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항균 물질이 

단백질성 물질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박테리오신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Table 12). 활성이 펩신에 의해 손실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효소 농도의 문제이거나 펩신이 반응할 수 있는 특정 절단 

부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α-amylase는 항균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탄수화물 부분은 항균 분자에 존재하지 않거나 

항균 활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만으로 항균 활성이 상실되는 박테리오신이 

이전에도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Bacillus licheniformis(Jung et al., 

2009)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박테리오신의 장점은 

단백질이나 펩티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테리오신은 인체의 

소화관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독성이 없고 

비지속적인 물질로 간주된다(Cleveland et al., 2001; Subramanian & Smith, 

2015; Yang et al., 2014; Wannu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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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ensitivity of L. gasseri HHuMIN D supernatant to hydrolytic enzymes  

Enzyme Antibacterial activity 

Control (no-enzyme) +  

Proteinase K ‒  

Trypsin ‒  

α-Chymotrypsin ‒  

Pepsin +  

α-Amylase +  

Fusobacterium nucleatum,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and 

P. catoniae were used as indicators. Degree of growth inhibition by optical density 

(600 nm): +, no growth like control; ‒,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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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본 연구는 인체 질병을 유발하는 구강 미생물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인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 생물학적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L. fermentum OK의 5% 배양 상등액은 S. mutans의 성장에 대해 60%의 

억제율을 나타냈고, 이를 포함한 구강 호기균의 성장을 전반적으로 

억제하였다. L. gasseri HHuMIN D의 5% 배양 상등액은 F. nucleatum, P. 

catoniae, P.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를 약 88.8%로 억제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는 구강 유해균에 대한 

직접적인 항균 활성도 높았다. L. fermentum OK는 유해균에 직접 

작용하여 F. nucleatum, P. gingivalis, S. gordonii, S. sanguinis를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였고, L. gasseri HHuMIN D는 L. fermentum OK가 억제한 

유해균을 포함한 구강 유해균의 성장을 Log 5 CFU/mL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 fermentum OK는 1130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S. sobrinus, S. 

oralis, S. gordonii, S. mutans, P. gingivalis와 응집되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과 비교해 97.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L. gasseri HHuMIN D는 802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P. catoniae, S. sanguinis와 응집되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과 비교해 10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구강 상피 세포주에 대한 in vitro 세포 부착 능력을 조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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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L. fermentum OK는 3.1 CFU/cell이었고, L. gasseri HHuMIN D의 경우 4.41 

CFU/cell이었다.  

보호 효력과 대체 효력 검정 시험에서 세포에 부착된 F. nucleatum와 

S. mutans의 수가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이러한 

특성들은 유해 구강 미생물을 억제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생성, 

바이오제닉 아민 생성, 용혈성, 뮤신 분해 테스트, 항생제 감수성을 

확인하고, 전체 게놈 시퀀싱(WGS)을 사용하여 유전적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안전하고 생리활성이 우수한 식품 유산균, 종균 배양, 구강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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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위한 

에센셜 오일의 스크리닝 및 소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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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론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주로 위장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구강 건강 관점에서도 연구되어 왔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강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미생물이 단백질과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도록 돕고, 구강균의 부착을 

차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치태 형성을 방지하고 구강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다(Reddy et al., 2011). 간접적으로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유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El-Nezami et al., 

2006). 프로바이오틱스의 직간접적인 작용은 단순히 다른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유해한 세균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기능과 

비면역적 방어 메커니즘을 조절 및 체계화하고, 기존에 정착되어 있던 

구강 미생물과 같이 상호작용하며 구강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많은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충치, 치주 질환, 구취, 

칸디다증과 같은 질병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Caglar et al., 

2005; Goel et al., 2014). 

식품과 건강기능성 제품에 대한 합성 첨가물, 향미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이용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대체할 천연성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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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s, EO)은 식품 미생물에 항균 효과가 있어 

다양한 허브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에센셜 

오일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항균작용뿐만 아니라 식품과의 

조화, 적절한 사용량 등 식품첨가물로서 가져야 할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가공 식품과 의약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어, 합성 첨가물을 대체할 안전한 천연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산균 제품들은 유산균 특유의 냄새를 덮고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허브나 과일향과 같은 합성 또는 천연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다.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천연 항균물질로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와 제품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향기가 나는 

식물에서 분리한 휘발성 물질인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잎∙나무∙뿌리에서 

기생 생물 혹은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식물은 손상을 입었을 때 함유수지(oleoresin)를 분비하여 유해균의 

침입과 수액의 방출을 방지한다(Schmidt et al., 2005). 에센셜 오일의 

치아우식 예방에 대한 잠재력과 구강 세정제로의 이용가능성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동물사료 살충제, 치과용 제품, 대체의약품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Thosar et al., 2013; Park & Yoon, 2018; Dadalioǧ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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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rendilek, 2004; Nguefack et al., 2004; Holmes et al., 2002). 하지만 에센셜 

오일의 구강 유해균 억제 효과, 유익균에 미치는 영향, 에센셜 오일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에센셜 

오일의 첨가에 의해 항균 활성과 구강 유산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위해 구강 

유해균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을 억제하고, 구강 유익균의 생장에는 

영향을 적게 주는 에센셜 오일을 선발하여 항균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종 이상의 에센셜 오일의 혼합이 단일 

에센셜 오일보다 더 높은 항균 효과가 있는지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Bassolé & Juliani, 2012; Fu et al., 2007). 마지막으로, 선발된 에센셜 

오일을 구강 유산균 제품 내 천연 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자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4.2 재료 및 방법 

4.2.1 에센셜 오일 

본 실험에서 사용한 12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클로브 잎, 

유칼립투스, 자몽, 라벤더, 스윗오렌지, 오레가노, 페퍼민트, 솔잎, 로즈힙,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은 Serohands(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소비자 평가에 사용된 4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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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에센셜 오일)은 SG food(Seoul, Korea)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제품이다. 

 

4.2.2 미생물 균주 및 성장 조건 

서울대학교 식품미생물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4종의 식품과 장내 

유해균(Bacteroides cellulosilyticus KCTC 5800, B. coprocola KCTC 5443, B. 

fragilis ATCC 25285, Clostridium butyricum KCTC 1871, C. perfringens 

KCTC3269, C. ramos KCTC 3323, Enterobacter cloacae KCTC 2361, 

Escherichia coli KCTC 1039, E. coli DH5α, Enterococcus faecalis KCTC 3511, 

Eubacterium rectale KCTC 5835, Ruminococcus gnavus KCTC 5920, 

Staphylococcus aureus ATCC 6358,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5)을 

이용하여 일반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향균 효과를 조사하였다. 

4종의 구강혐기균(F. nucleatum KCOM 1001, P. gingivalis KCOM 2796, P. 

intermedia KCOM 2889, P. catoniae KCOM3169)과 7종의 구강 통성 

혐기균(S. sobrinus KCOM1157, S. mitis KCOM 1356, S. oralis KCOM 1493, S. 

gordonii KCOM 1788, S. sanguinis KCOM 2167, S. parasanguinis KCOM 2522, S. 

mutans KCTC3065)은 Korean Collections of Oral Microbiology(KCOM, 

Gwangju,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익균인 L. fermentum OK는 건강한 사람의 타액에서 분리하였고, L. 

gasseri HHuMIN D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분리하였다.  

구강 혐기균은 KCOM broth(0.5% yeast extract(BD Difco™), 0.05% 

Cysteine HCl-H2O(Sigma), 0.025% Resazurin(Sigma), 5 mg/mL H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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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igma) 10 mg/mL Vitamin K1 solution(Sigma)을 첨가한 BHI broth에 

혐기성 조건(85% N2, 10% H2, 5% CO2)으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식품 및 장내 유해균과 구강 통성 혐기성균은 BHI broth에 

혐기성 조건(85% N2, 10% H2, 5% CO2)으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유익균은 MRS broth에 접종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호기성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유산균 배양액은 50%(v/v) glycerol 

solution에 희석하여 -8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적절한 배지에서 두 번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4.2.3 식품 및 장내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측정 

식품과 장내 유해균에 대한 각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는 broth 

dilution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4종의 일반 유해균은 37 °C에서 

18시간 동안 혐기적 및 호기적 조건으로 8 mL의 BHI broth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0.5%(v/v)의 tween 20(polyoxyehylene sorbitan monolaurate, 

Sigma)을 함유한 37℃의 BHI broth를 tube에 분주한 다음 0.03%, 0.06%, 

0.125%, 0.25%, 0.5%, 1%, 2%(v/v)의 에센셜 오일을 배지에 첨가하고 

오일이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혼합하였다. 농도별로 에센셜 오일이 

녹은 액체배지에 유해균 배양액을 1×107 CFU/mL이 되도록 접종하고, 

혐기균은 혐기적 조건(85% N2, 10% H2, 5% CO2)에서, 호기균은 호기적 

조건에서 18시간 동안 37 °C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 배양액 200 

μL를 9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 Co., Ltd.)에 옮겨 micro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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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Epoch2, BioTek)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에센셜 오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에센셜 오일을 농도별로 처리한 실험군은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여 세균의 증식 정도를 비교 관찰하였다. 항균 

활성의 정도는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MIC)와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MBC)를 결정하여 표현하였다. MIC는 미생물이 눈에 띄는 

성장을 나타내지 않는 에센셜 오일의 최저 농도로 정의되고, MBC는 

배양된 미생물이 완전히 사멸되는 에센셜 오일의 최저 농도로 정의한다. 

 

4.2.4 구강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측정 

식품과 장내 유해균에 대해 강한 억제를 나타낸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의 구강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broth di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종의 구강 혐기균을 8 mL의 KCOM broth(38g BHI(BD237500), 5 g Yeast 

extract(BD212750), 4 mL 0.025% Resazurin(Sigma), 0.5 g Cysteine HCl-

H2O(Sigma), 1 mL Hemin solution(5 mg/mL, TCI H0008), 0.2 mL Vitamin K1 

solution(10 mg/mL, Sigma)에서 혐기적 조건(85% N2, 10% H2, 5% CO2)으로 

37℃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7종의 구강 통성 혐기성균은 8 mL의 

BHI broth에서 37℃에서 18시간 동안 호기적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0.5%의 tween 20을 함유한 KCOM broth와 BHI broth를 멸균 튜브에 각각 

분주한 다음 선 실험과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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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에센셜 오일 혼합물의 항균 효과 측정 

대표적인 식품 및 장내균(E. coli, E. faecalis, S. aureus, L. 

monocytogenes)에 대한 3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의 에센셜 오일 혼합물을 제작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에센셜 오일 혼합물은 질량비 1:1, 1:3, 1:5, 1:7, 1:9과 3:1, 5:1, 

7:1, 9:1로 제작하였다. 앞서 시행한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MBC로 표현하였다. 

 

4.2.6 분리 균주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측정 

구강 유익균을 억제하지 않는 에센셜 오일을 확인하기 위해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대한 항균 활성을 broth di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유해균에 대해 강한 억제를 보였던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확인하였다. 유익균은 8 mL의 MRS broth에서 37℃에서 18시간 동안 

호기적으로 배양하였다. 선 실험과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4.2.7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구강 타블렛 제품의 기호도 조사 

4.2.7.1 시료 

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시판되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높은 항균 활성을 가진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코팅제로 사용하였다. 구강 타블렛은 ㈜비피도(Seoul, Kore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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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덴티후레쉬 제품이다. 무향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타블렛은 

소비자 검사 시작 1~2주 전에 ㈜비피도의 생산 시설에서 제조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식품미생물연구실(Seoul, Korea)에서 타블렛을 

에센셜 오일로 코팅하였다(Table 13).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타블렛 1정당 

평균 중량은 800 mg이며, 각 타블렛의 표면에 0.1% 에센셜 오일을 

코팅하였다. 코팅한 시료는 평가 전날 제작해 밀봉이 가능한 백색 

용기에 1정씩 나누어 담고, 품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의 

암실에서 보관하였다.  

포도향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타블렛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시료를 

검사하였으며, 시료 코드는 추후 무작위로 추출한 세 자리 난수로 

변경하여 연구 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시료 제시 순서에 따른 순위 

오차(order bias)를 줄이기 위해 제시 순서는 수정된 Williams Latin Square 

방법에 따라 제시하였다. 제품의 권장 섭취량(1회 1정)을 고려하여 

참가자에게 한 번에 1정씩 제공하고, 평가 시 입안에서 1분간 녹여서 

섭취 후 뱉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음 시료를 기다리는 

사이에 물로 입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맛보았다. 

 

4.2.7.2 검사 대상자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타블렛 시료의 기호도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참가자는 주 

로 20세 이상의 건강한 한국인이었으며 질환으로 인해 미각이나 냄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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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Basic ingredients of the oral probiotic tablet 

Product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Product name Bifidus denti 

Weight 800 mg per tablet 

Manufacturer Bifido 

Ingredients Other oligosaccharides 

(palatinose, maltitol syrup 

powder, galacto 

oligosaccharide), xylitol, 

isomalt, maltodextrin, oral 

Lactobacillus 8%, grape flavor 

powder (maltodextrin, propylene 

glycol, gum arabic, acidity 

regulator, alcohol, purified 

water), vitamin C, magnesium 

stearate, nicotinamide, calcium 

pantothenate, vitamin D3, 

formulations (arabia gum, 

sucrose, corn starch, processed 

oil, silicon dioxide, vitamin D3, 

vitamin E), vitamin B6 

hydrochloride, vitamin B1 

Hydrochloride, vitamin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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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참여에서 제외하였다. 검사 시작 전과 당일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시했으며,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질문을 받아 검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켰다. 동의서를 배부하여 동의 

취득 서명을 받고 본 평가를 시작하였다.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1907/002-010). 

 

4.2.7.3 검사 절차 

소비자 평가 과정은 특정 상황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 6개의 

시료를 평가하였고 피로도를 고려하여 세션 중간에 5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Figure 15). Session 1에서 3가지 유형의 시료를 평가하고, 향이 

강한 시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검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5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Session 2에서 나머지 3개의 시료를 

평가하였다. 개별 시료 평가 사이에 1분의 간격을 두어 테스트 피로를 

더욱 줄였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섭취 방법이 소비자의 기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시작 전 설문지에 ‘이를 닦고 침실로 들어와 

잠들기 직전 Oral Probiotics 제품을 섭취하는 상황’을 문장 형태로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위의 특수 상황에 있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인 

기호도, 선택한 기호도의 이유, 구매 의향을 평가하였다. 기호도는 15점 

척도(‘1’ 매우 싫다/전혀 그렇지 않다, ‘8’ 좋지도 싫지도 않다/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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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xperimental procedure surveying the consumer acceptability of oral 

tablet products containing essential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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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우 좋다/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제품을 구매할 의향은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4.2.8 통계적 분석 

데이터는 SPSS(ver.23, IBM, New York, United State) 통계 분석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Duncan의 

다중 비교 테스트(p < 0.05)를 수행하였다. 

 

4.3 결과 및 고찰 

4.3.1 식품 및 장내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Table 14과 Table 15는 14종의 식품 및 장내 유해균에 대한 12종의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broth di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오일은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균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지만(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특정 박테리아 

균주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 정도는 다양하였다. 자몽, 스위트 

오렌지, 로즈힙 오일은 대부분의 박테리아에 대해 낮은 MIC 값을 

보였으며 MBC 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계피 잎과 오레가노 오일에서 상당한 민감도가 나타났다. 

MIC와 MBC 값에 대해 MS Excel program(ver. 2019,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순위를 보았다. MIC 테스트에서는 계피 잎 에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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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은 평균 0.03 mg/mL로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고, 오레가노, 라벤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MIC는 평균 0.06 mg/mL로 두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페퍼민트 오일은 평균 0.07 mg/mL로 

세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Table 14). 

MBC 테스트에서 계피 잎 오일은 평균 0.13 mg/mL로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고, 오레가노와 타임 오일은 평균 0.25 mg/mL로 두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페퍼민트 오일은 평균 0.38 

mg/mL로 세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평균 0.45 mg/mL로 네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Table 15). 계피 

잎 오일의 MBC 값은 MIC 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 오레가노 

오일은 MIC 값보다 MBC 값이 높았고 타임 오일은 MIC 값이 낮은 편에 

속하였지만 두 에센셜 오일 모두 두 번째로 강한 MBC 값을 나타냈다. 

라벤더 오일의 MIC 값은 낮았지만 MBC 값이 높아 저농도에서도 

억제가 발생되지만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균 활성의 증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티트리는 높은 MIC 값을 보였지만 MBC 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민트 오일은 MIC와 MBC 값 

모두 높지는 않았지만 다른 에센셜 오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항균성을 가졌다. 에센셜 오일에 대한 MBC 값이 낮았던 유해균은 E. 

coli DH5α와 R. gnavus였다. 두 박테리아는 다른 유해균들에 비해 에센셜 

오일의 항균력으로부터 생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에센셜 오일에 

대한 MBC 값이 높은 유해균은 B. fragilis와 C. butyricu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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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selected essential oils against food and intestinal bacteria 

Sourc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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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n leaf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1 

Clove leaf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50 0.25 0.25 0.25 0.25 0.25 0.50 5 

Eucalyptus globulus leaf and twig 0.25 0.50 0.25 0.25 0.25 0.25 0.50 0.25 0.25 0.25 0.25 0.25 0.25 0.50 6 

Grapefruit peel 1.00 >2.0 >2.0 0.50 >2.0 >2.0 >2.0 >2.0 0.25 0.03 0.06 1.00 0.03 0.03 8 

Lavender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2 

Sweet orange peel 0.50 0.50 0.13 0.13 0.50 0.03 >2.0 0.13 0.13 0.13 0.25 0.5 0.25 0.25 7 

Oregano 0.13 0.13 0.03 0.03 0.03 0.13 0.03 0.03 0.03 0.03 0.03 0.06 0.03 0.03 2 

Peppermint 0.03 0.13 0.1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6 0.03 0.25 3 

Pine needle 0.25 0.25 0.25 0.25 0.13 0.25 0.03 0.03 0.03 0.03 0.03 0.25 0.03 0.03 4 

Rose hip seed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9 

Tea tree leaf and twig 0.25 0.2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6 0.03 0.03 2 

Thyme 0.25 0.13 0.13 0.13 0.13 0.25 0.13 0.13 0.13 0.13 0.13 0.13 0.13 0.03 4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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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selected essential oils against food and intestinal bacteria 

Source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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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n leaf 0.25 0.25 0.25 0.25 0.03 0.13 0.06 0.03 0.03 0.06 0.06 0.03 0.06 0.25 1 

Clove leaf 0.50 0.50 0.50 0.50 0.50 0.50 0.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5 

Eucalyptus globulus leaf and twig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50 1.00 1.00 1.00 7 

Grapefruit peel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8 

Lavender 0.50 1.00 1.00 1.00 1.00 0.50 1.00 1.00 0.50 1.00 1.00 0.50 0.50 1.00 6 

Sweet orange peel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8 

Oregano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2 

Peppermint 0.25 0.25 0.50 0.50 0.50 0.25 0.25 0.50 0.50 0.25 0.50 0.25 0.50 0.20 3 

Pine needle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25 0.50 0.50 0.50 0.50 0.50 5 

Rose hip seed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8 

Tea tree leaf and twig 0.50 0.50 0.50 0.50 0.50 0.25 0.25 0.50 0.50 0.25 0.50 0.50 0.50 0.50 4 

Thyme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2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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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박테리아가 다른 유해균들보다 에센셜 오일의 항균력으로부터 

생장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에센셜 오일의 

MIC 값과 MBC 값은 참고문헌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S. epidermidis, E. coli, C. albicans에 대해 클로브와 로즈마리 

오일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항균 활성을 측정한 논문에서 클로브 오일의 

MIC 값은 0.062%에서 0.500%(v/v)이었고, 로즈마리 오일의 MIC 값은 

0.125%에서 1.000%(v/v)를 나타냈다(Fu et al., 2007).  

3종의 박테리아(P. aeruginosa, S. aureus, E. coli)와 4종의 효모(Torulopsis 

utilis, Schizosaccharomyces pombe, C. albicans, S. cerevisiae)에 대해 식물에서 

추출한 51가지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테스트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이 적어도 하나의 미생물에 대해 항균 활성을 보였으며, 

13종의 에센셜 오일이 50~500 μg/mL에서 최소 5종 이상의 미생물에 대해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Hili et al., 1997). 10종의 박테리아(7종의 그람 

양성균, 3종의 그람 음성균)와 7종의 곰팡이류에 대한 계피 오일의 항균 

활성을 연구한 논문에서 계피 오일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모두 

억제함으로써 광범위한 길항 작용을 보여주었다. 특히, Bacillus sp., L. 

monocytogenes, E. coli, Klebsiella sp.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MIC 

1.25%(v/v))(Gupta et al., 2008).  

Kowal과 Kru pinska(1979)는 폴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수확된 Thymus 

pulegioides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MIC 값에 큰 차이가 있고, 남부 

이탈리아에서 자란 동일한 종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의 구성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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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Senatore, 1996). 이는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이 추출 전 식물의 수확 위치와 재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출 방법에 따라 항균 물질의 조성과 함량이 

다르며 그에 따라 항균 효과도 달라진다(Janssen et al., 1987). 

유해균에 대해 강한 항균 효과를 나타낸 계피 잎 오일의 항균 효과는 

유제놀(eugenol, 4-allyl-2-methoxyphenol)의 함량과 관련이 있다. 이 물질은 

계피 잎 오일의 87.3%를 차지하며 이미 항균과 항산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 et al., 2007; Cava et al., 2007). 한 연구에서 

유제놀은 B. cereus의 amylase와 protease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벽을 

분해하고 용해시킴으로써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horoski et al., 1989). 본 연구에서 항균 효과가 높았던 

오레가노와 타임 오일의 항균 효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phenolic 

monoterpenes(티몰(thymol), 카바크롤(carvacrol))과 관련이 있다. 

카바크롤과 티몰 사이의 주요 구조적 차이점은 페놀 고리에서 수산기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지만 항균 활성의 과정은 비슷하다. 카바크롤과 

티몰은 그람 음성균의 외막을 분해하여 지질 다당류(LPS)를 방출시키고 

세포질막의 ATP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켜 pH의 항상성과 무기 이온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Lambert et al., 2001).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의 존재는 이러한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외막에 

있는 다른 양이온의 킬레이트 메커니즘(chelating mechanism)에 의한 

효과임을 시사한다(Helander et al., 1998). 페퍼민트 오일의 항균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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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톨(menthol, 39.81%)과 멘톤(mentone, 19.55%)과 관련이 있다. 이 두 

물질은 페퍼민트 오일의 주성분이며, 항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독특한 향미와 항균 효과 때문에 구강 건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항균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테리아를 사멸하고 증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의 항균 효과는 사이클릭 모노 

테르펜(cyclic monoterpenes)과 관련이 있다(Brophy et al., 1989; Sikkema et al., 

1995). 이 화합물은 티트리 오일의 주성분이며, 약 50%는 산소화되어 

있고 약 50%는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티트리 오일은 주로 terpinen-

4-ol로 인한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Southwell et al., 1993; 

Markham, 1999). 본 연구에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항균 활성을 인증받았지만 한 번에 여러 에센셜 오일을 조합하여 다양한 

유해균과 비교한 논문은 거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유해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약과 식품 산업 분야에서 특정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3.2 구강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4종의 구강 혐기균(F. nucleatum KCOM 1001, P. gingivalis KCOM 2796, P. 

intermedia KCOM 2889, P. catoniae KCOM3169)과 7종의 통성 혐기균(S. 

sobrinus KCOM1157, S. mitis KCOM 1356, S. oralis KCOM 1493, S. gordonii 

KCOM 1788, S. sanguinis KCOM 2167, S. parasanguinis KCOM 2522, S.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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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3065)에 대하여 선 연구에서 선발한 강한 항균 효과를 지닌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broth di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6(MIC)와 Table 17(MBC)에 정리하였다. 구강 유해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 정도는 선 실험의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MIC 값에 대한 순위를 살펴본 결과, 계피 잎과 오레가노 오일이 평균 

0.03 mg/mL로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고, 타임 오일은 평균 0.035 

mg/mL로 두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티트리 

오일은 평균 0.065 mg/mL로 세 번째로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고, 

페퍼민트 오일이 평균 0.24 mg/mL의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Table 16). 

MBC test에서는 계피 잎 오일의 MBC 값이 평균 0.03 mg/mL로 항균 

효과가 가장 높았고, 오레가노(0.05 mg/mL), 타임(0.09 mg/mL), 

티트리(0.12 mg/mL), 페퍼민트(0.302 mg/mL) 순으로 항균력을 

나타냈다(Table 17). 항균 활성이 높은 계피 잎 오일은 F. nucleatum를 

제외하고 MIC 값이 동일하게 낮았다. 두번째로 항균 활성이 높은 

오레가노 오일은 계피 잎 오일과 동일하게 MIC 값은 낮았지만, MBC 

값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타임, 티트리, 페퍼민트 오일의 MBC 값은 MIC 

‘값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구강 유해균 중 S. 

sobrinus가 에센셜 오일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나타냈고, 반대로 F. 

nucleatum가 에센셜 오일에 대해 낮은 민감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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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selected essential oils against oral bacteria 

Source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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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n leaf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1 

Tea tree leaf and twig 0.25 0.06 0.06 0.03 0.13 0.03 0.03 0.03 0.03 0.03 0.03 3 

Peppermint >2.0 0.06 0.06 0.13 0.13 0.03 0.03 0.06 0.03 0.03 0.03 4 

Oregano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1 

Thyme 0.03 0.03 0.03 0.03 0.06 0.03 0.06 0.03 0.03 0.03 0.03 2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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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selected essential oils against oral bacteria 

Source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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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n leaf 0.06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1 

Tea tree leaf and twig 0.25 0.13 0.13 0.13 0.13 0.03 0.03 0.13 0.13 0.13 0.13 4 

Peppermint >2.0 0.13 0.13 0.25 0.13 0.03 0.13 0.13 0.13 0.13 0.13 5 

Oregano 0.03 0.03 0.03 0.03 0.13 0.03 0.03 0.06 0.06 0.06 0.06 2 

Thyme 0.06 0.06 0.06 0.06 0.25 0.03 0.06 0.13 0.13 0.06 0.06 3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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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 nucleatum이 다른 구강 유해균보다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5가지 에센셜 오일과 주요 

성분들은 구강 미생물에 대해 우수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므로 구강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아우식균에 대한 Lippia sidoides EO(LSEO)과 페놀 화합물(티몰, 

카바크롤)의 항균 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페놀 화합물의 MIC 값은 

2.5~5.0 mg/mL이었고 LSEO의 MIC 값은 5~10 mg/mL로 확인되었다. 

MIC와 MBC 값은 각 미생물마다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우 MIC는 

MBC와 비슷한 값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페놀모노테르펜 화합물이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Botelho et al., 2007).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여러 에센셜 오일에 대한 다양한 미생물의 항균 

활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오스트리아 티트리, 페퍼민트, 세이지 에센셜 

오일이 0.6%(w/v) 미만의 농도에서 절대 혐기균과 호이산화탄소성 

미호기균(capnophiiic microaerophiles)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티몰(5-methyl-2-isopropylphenol)에 대해 얻은 평균 MIC와 MBC 

값은 유제놀에 대해 얻은 값보다 낮았다. 두 화합물 모두 통성 혐기성 

세균보다 절대 혐기성 세균에 대해 강한 항균 활성을 보였지만 본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Shapiro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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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에센셜 오일 혼합물의 항균 효과 

강한 항균 효과를 지닌 3종의 에센셜 오일(계피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을 2종씩 혼합하여 4종의 유해균(E. coli, E. faecalis, S. aureus, 

L. monocytogenes)의 성장에 대한 MBC 값을 측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다(Table 18-20). 에센셜 오일의 혼합은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였다. 계피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 더 나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물질의 사멸 능력이 두 번째 물질에 의해 

증가하면 상승적 상호작용이 관찰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첫 번째 물질의 항균 효과가 두 번째 물질에 의해 

낮아지면 길항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Bassolé & Juliani, 2012).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계피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 간의 길항적 

상호작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계피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담당하는 구성 물질인 유제놀이 티몰 또는 카바크롤과 혼합 시 E. coli에 

대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Pei et al., 2009)와 반대로 S. aureus, B. 

cereus, E coli에 대해 길항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다(Gallucci et al., 2009). 에센셜 오일 혼합물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고, 저자가 

항상 혼합물의 농도 또는 비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 보고서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Bassolé & Julian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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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cinnamon leaf and oregano essential oil 

blends against food and intestinal bacteria 

A:B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ali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1:0 0.03 0.06 0.06 0.03 

0:1 0.13 0.50 0.50 0.06 

1:1 0.06 0.13 0.13 0.03 

1:3 0.13 0.25 0.25 0.03 

1:5 0.13 0.25 0.25 0.06 

1:7 0.13 0.50 0.50 0.06 

1:9 0.13 0.50 0.50 0.06 

3:1 0.03 0.06 0.06 0.03 

5:1 0.03 0.06 0.06 0.03 

7:1 0.03 0.06 0.06 0.03 

9:1 0.03 0.06 0.06 0.03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A: cinnamon leaf essential oil; B: oregano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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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oregano and thyme essential oil blends 

against food and intestinal bacteria 

A:B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ali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1:0 0.13 0.50 0.50 0.06 

0:1 0.13 >0.5 >0.5 0.13 

1:1 0.25 0.50 0.50 0.06 

1:3 0.25 >0.5 >0.5 0.13 

1:5 0.25 >0.5 >0.5 0.13 

1:7 0.25 >0.5 >0.5 0.13 

1:9 0.25 >0.5 >0.5 0.13 

3:1 0.25 0.50 0.50 0.06 

5:1 0.25 0.50 0.50 0.06 

7:1 0.25 0.50 0.50 0.06 

9:1 0.25 0.50 0.50 0.06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A: oregano essential oil; B: thyme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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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cinnamon leaf and thyme essential oil 

blends against food and intestinal bacteria 

A:B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μg/mL)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ali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1:0 0.03 0.06 0.06 0.03 

0:1 0.25 >0.5 >0.5 0.13 

1:1 0.06 0.13 0.13 0.06 

1:3 0.13 0.25 0.25 0.06 

1:5 0.25 0.25 0.25 0.06 

1:7 0.25 >0.5 0.50 0.06 

1:9 0.25 >0.5 0.50 0.06 

3:1 0.06 0.06 0.06 0.06 

5:1 0.06 0.06 0.06 0.03 

7:1 0.06 0.06 0.06 0.03 

9:1 0.06 0.06 0.06 0.03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A: cinnamon leaf essential oil; B: thyme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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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발한 에센셜 오일 간의 시너지 효과는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다른 시험법을 적용하거나 혹은 다른 에센셜 오일의 

조합을 통해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면, 시너지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에센셜 오일의 조합을 찾고 더욱 표준화된 방법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4.3.4 분리 균주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2종의 유산균(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에 대하여 선 

실험에서 선정된 5종의 에센셜 오일(계피 잎, 티트리, 페퍼민트,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를 broth dilution method를 통해 

수행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Table 21(MIC, MBC)에 정리하였다. 

본 실험은 지금까지의 항균 효과 실험들과는 다르게 유익한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낮은 에센셜 오일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익균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 정도는 이전 실험들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두 유익균에 대한 페퍼민트 오일의 MIC 값은 

평균0.1 mg/mL로 생육저해 효과가 낮았고, 계피 잎 오일의 MIC 값은 

평균 0.05 mg/mL로 두 번째로 낮은 생육저해 효과를 나타냈다. 티트리, 

오레가노, 타임 오일의 MIC 값은 평균 0.03 mg/mL로 나타났다. MBC 

test에서 페퍼민트 오일은 평균 0.63 mg/mL로 생육저해 효과가 낮았고, 

타임(0.32 mg/mL), 티트리(0.25 mg/mL), 계피 잎(0.16 mg/mL), 

오레가노(0.13 mg/mL)의 순서로 낮은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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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against selected bacteria 

Source MIC and MBC (μg/mL) 

Lactobacillus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MIC MBC MIC MBC 

Cinnamon leaf 0.06 0.25 0.03 0.06 

Tea tree leaf and twig 0.03 0.25 0.03 0.25 

Peppermint 0.06 1.00 0.13 0.25 

Oregano 0.03 0.13 0.03 0.13 

Thyme 0.03 0.13 0.03 0.50 

The concentrations of essential oils were 0.03, 0.06, 0.13, 0.25, 0.5, 1 and >2 

μg/mL.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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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된 에센셜 오일 중 페퍼민트 오일의 MIC와 MBC 값이 가장 

높다는 본 실험의 결과는 두 유산균이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며, 적정 농도의 오일을 적용 시 유산균 제품의 

생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강 유해균에 항균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5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호도 

항균력이 높고 천연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새로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호도와 구매 의도를 분석하여 

Table 22에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응답에 따라 세 군으로 나뉘었다. 포도향과 페퍼민트 

오일이 선호되었으며, 계피 잎과 티트리 오일이 그 뒤를 이었다. 

오레가노와 타임 오일은 선호가 낮았다. 구매 의도 결과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대조군과 페퍼민트 오일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선호도 점수가 각각 9.92±3.3점, 10.63±3점이었으며, 

구매 의도 점수는 각각 3.8±1.7점, 4.2±1.6점으로 페퍼민트 오일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제품을 제조할 때 소비자의 

기호도의 저감 없이 기존의 포도향이 아닌 페퍼민트 오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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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ensory scores of oral tablet products containing essential oils  

Sample Overall liking Intention to purchase 

Thyme 4.0 ± 3.1c 1.6 ± 1.0c 

Oregano 4.8 ± 3.2c 1.9 ± 1.2c 

Cinnamon leaf 6.6 ± 3.7b 2.6 ± 1.8b 

Tea tree leaf and twig 7.0 ± 3.8b 2.6 ± 1.6b 

Grape flavor 9.9 ± 3.3a 3.8 ± 1.7a 

Peppermint 10.6 ± 3.0a 4.2 ± 1.6a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50). Different small letters (a-c)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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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페퍼민트 오일을 첨가물로 하여 대중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항균 효과가 좋은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 첨가물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탐색하고, 소비자의 기호도를 확인하였다. 일반 유해균에 대해 항균력이 

높은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선발하였고, 구강 유해균과 구강 유익균에 대한 

항균력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 구강 유해균에 대해 적절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3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 간 항균 시너지 효과를 조사했을 때 길항적 상호작용을 

확인되었다.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구강 유산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서 

페퍼민트 오일이 가장 선호되고 구매 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항균제이며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맞은 향미 소재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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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취와 치아우식 

감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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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론 

치아우식증은 주로 S. mutans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이다(Gibbons & van Houte, 1975; Hamada & 

Slade, 1980; Loesche et al., 1986). 이 질병은 치아 표면에 구강 미생물이 

군집화하고 축적되어 치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치아 구조가 탈회되어 

발생한다(Selwitz et al., 2007).  

구취는 빈약한 구강 위생, 치주 질환, 구강 건조, 음식 끼임, 구강 내 

박테리아 수 증가와 같은 구강 상태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다(Kleinberg 

& Westbay, 1992; Eli et al., 1996; Amir et al., 1999). 구강 내 음성 혐기균(F. 

nucleatum, P. gingivalis, P. intermedia, T. denticola)은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에 작용하여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된다(Persson et al., 1990; Teughels et al., 2007). 

현재 이용되는 치아우식 저감 치료법들은 대체로 예방적이지 않고 

치아의 부식된 부분을 제거하고 적절한 수복물로 덮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비용이 들고 치아의 우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Gambhir et al., 2012). 구취 저감 치료법은 주로 화합물을 이용한 

가글법이 이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아연, 클로르헥시딘(CHX),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금속염이 사용된다(Winkel et al., 2003; Kim 

et al., 2008). 이러한 방법들은 구강 내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구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작용 시간이 짧아 구취 유발 미생물의 수가 먼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구취의 재발을 유도한다(Oh, 2005). 일반적인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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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태 제거 방법인 칫솔질은 S. mutans와 같은 치아우식균과 구취 

유발균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칫솔질의 방법, 시간, 잇몸의 

건강상태 등 개인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다르다. 항생제 사용 시 

치태의 복잡한 구조 내 구강 미생물이 동반 서식할 경우 항생제 내성이 

더 높아지므로 일반적인 부유 상태의 균에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농도의 항생제를 주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Ready et al., 2002). 

지난 수십 년 동안 치아우식과 구취 저감법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왔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치료방법이 아닌 구강 유해균과 

질병 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대부분 위장관과 관련된 연구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구강 건강에 관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후 랫트의 구강 내 S. mutans의 

개체수 감소로 인한 치아우식의 억제 연구(Lin et al., 2014), 비글의 구취 

유발균(F. nucleatum, P. gingivalis, P. intermedia, T. forsythia)의 증식 억제와 

VSC 감소 연구(Do et al., 2019) 등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구강 질환 

개선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식물 유래 천연 물질을 이용한 구강 질환 예방과 개선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감귤 레몬 오일(citrus lemon oil)과 리모넨의 S. sobrinus 

증식 억제와 우식병변의 감소 효과 연구(Liu et al., 2020), 에센셜 

오일(멘톨, 티몰)과 폴리페놀 항산화제(플로레틴, 페룰산)가 포함된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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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젤의 구취 저감 효과를 확인한 동물 실험(Low et al., 2014) 등 식물 

유래 천연 물질의 구강 질환 개선 연구들도 보고되어 왔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에센셜 오일은 구강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구강 미생물을 조절하여 치아우식과 구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보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치아우식과 구취의 진단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in vivo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내에서 치아우식과 구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S. mutans와 F. nucleatum을 구강에 정착시킨 

랫트 모델을 제작한 후, 구강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직접 구강에 

적용하여 미생물의 수와 구취의 변화를 측정하고, 치아우식 점수의 

비교를 통해 치아우식과 구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5.2 재료 및 방법 

5.2.1 실험 동물 

수컷 SPF Wistar rats(21 days old)는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LARIS,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IACUC)에 

승인을 받아 지침에 맞게 사육하였다(SNU-200316-6-1). 동물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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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 실험 시설 운영 방침과 시설 운영자의 권고 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 

랫트를 7일 동안 일반 식이와 주변 환경에 적응시키고, 면봉과 구취 

측정용 플라스틱 튜브가 구강 내로 삽입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반복 

훈련을 시행하였다. 무균 대조군(disease free control, FC), 3개의 질병 유도 

군(disease leading control groups, DG), 5개의 실험 군(intervention groups, 

IG)으로 구성된 총 9개의 군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실험 

설계와 과정은 Figure 16에 나타냈다. 

DG는 치아우식 유발군(C1), 구취 유발군(C2), 치아우식과 

구치유발군(C3)으로 이루어져 있고, IG는 치아우식 유발 후 유산균 

투여군(T1), 치아우식 유발 후 에센셜 오일 투여군(T2), 구취유발 후 

유산균 투여군(T3), 구취유발 후 에센셜 오일 투여군(T4), 치아우식과 

구취유발 후 유산균과 에센셜 오일 투여군(T5)로 구성되어 있다. 

 

5.2.2 미생물 균주 및 성장 조건 

F. nucleatum KCOM 1001와 S. mutans KCTC3065는 Korean Collections of 

Oral Microbiology(KCOM, Gwangju,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F. 

nucleatum KCOM 1001는 KCOM broth(0.5% yeast extract(BD Difco™), 0.05% 

Cysteine HCl-H2O(Sigma), 0.025% Resazurin(Sigma), 5 mg/mL Hemin 

solution(Sigma) 10 mg/mL Vitamin K1 solution(Sigma)을 첨가한 BHI 

broth에서 혐기성 조건(85% N2, 10% H2, 5% CO2)에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S. mutans KCTC3065는 BHI broth에서 혐기성 조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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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xperimental design for evaluating the induction of dental caries and halitosis in SPF rats. CF: Disease free control; 

C1: Dental caries induction group; C2: Halitosis induction group; C3: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group; T1: Dental 

carie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2: Dental carie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3: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4: Halitosi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and T5: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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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10% H2, 5% CO2)에서 37℃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인 L. fermentum OK는 건강한 

사람의 타액에서 분리하였고, L. gasseri HHuMIN D는 대변에서 

분리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MRS broth에 접종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호기성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미생물 배양액은 70%(v/v) glycerol solution에 

희석하여 -80℃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적절한 배지에서 두 번 계대배양 후 사용하였다. 

 

5.2.3 동물 실험 과정 

DG의 랫트는 5일 동안 구강 내 유해균 면봉 접종을 통해 질병 

유도를 받았다. 12시간 배양한 S. mutans와 F. nucleatum 배양액을 원심 

분리한 후 고형물만 수집하여 멸균수에 2108 CFU/mL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박테리아 현탁액으로 흠뻑 적신 멸균 면봉(5 cm5 mm)을 어금니 

사분면 당 15초 동안 랫트 구강에 적용하였다(Beiraghi et al., 1990). 6일째 

구강 유해균이 정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랫트의 교합면(위아래, 

어금니)에서 경구 면봉을 채취하였고 RT-PCR을 이용하여 접종한 구강 

유해균의 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구강 유해균을 이용한 

랫트의 치아우식과 구취 모델을 실험 전 먼저 확립하였다. 구강 

유해균이 정착된 DG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구강 접종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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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지 않고 식이섭취를 통해 이미 정착된 유해균들에 의해 질병이 

심화되도록 유도하였다. 

DG와 같이 IG도 연속 5일 동안 질병 유도를 통해 2개의 치아우식 

군(T1, T2)과 2개의 구취 군(T3, T4), 하나의 치아우식과 구취 군(T5)의 

질병 모델을 먼저 확립하였다. 구강 유해균의 정착 후 21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혼합물, T1, T3), 

페퍼민트 오일(T2, T4) 혹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 

혼합물(T5)을 적용시켰다. CF은 1달간의 실험 기간 동안 규칙적인 일반 

식사와 물만을 제공하였다. 치아우식이 유도되는 군들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65%의 sucrose로 구성된 cariogenic diet(Samtako, Osan, Korea)을 

배급하였고, 나머지 군은 일반 식이(Samtako)를 배급하였다(Table 

23)(Reynolds et al., 1995). 

 

5.2.4 Real-Time PCR을 이용한 구강 내 미생물의 정량적 검출 

랫트의 체중과 하루 식이 섭취량을 매일 측정하여 각 군의 성장을 

모니터링하였다. 감염 전후의 박테리아를 확인하기 위해 6, 13, 30일째에 

각 랫트의 교합면(위아래, 어금니)에서 경구면봉을 이용하여 구강 타액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전 면봉의 무게를 측정하고 침을 수집한 

면봉의 무게를 계산하여 침의 무게를 기록하였다. 시료를 취할 때 먼저, 

좌우로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랫트를 구속하였고, 랫트가 

입을 벌리도록 구강 구석으로 구강 면봉을 삽입하여 면봉을 천천히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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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osition of the normal and cariogenic diets 

Class description Ingredient Normal diet 

(g/100g) 

Cariogenic diet1) 

(g/100g) 

Carbohydrate Corn starch, sucrose (fine 

granuated) 

60.0 ‒ 

‒ 60.0 

Protein Casein (lactic, 30 mesh), 

methionine (DL) 

20.0 20.0 

0.3 0.3 

Fat Corn oil 10.0 10.0 

Fiber Cellulose 5.0 5.0 

Mineral AIN-76 mineral mix2) 3.5 3.5 

Vitamin AIN-76 vitamin mix3), 
choline bitartrate 

1.0 1.0 

0.2 0.2 

Total  100.0 100.0 

kcal/100 g diet  390.2 390.2 
1) Cariogenic diet was modified from the AIN-76 dietary composition. 

2) AIN-76 mineral mix used at this level in 100 mg diet provided the following 

amounts of vitamins: thiamine, 0.53 mg; riboflavin, 0.53 mg; pyridoxine HCl, 0.7 

mg; niacin, 3.0 mg; calcium pantothenate, 1.6 mg; folic acid, 0.02 mg; vitamin 

B12, 1.0 mg; vitamin A, 120 R.E.; vitamin E, 3.9 T.E.; vitamin D3, 100 U; 

menadolin sodium bisulfite, 0.15 mg.  

3) AIN-76 vitamin mix used at this level in 100 mg diet provided the following 

amounts of minerals: Ca, 520 mg; P, 400 mg; K, 360 mg; Na, 120 mg; Cl, 157 mg; 

S, 337 mg; I, 0.02 mg; Fe, 3.5 mg; Mg, 50.6 mg; Zn, 3 mg; Cu, 0.6 mg; Mn, 5.9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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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료를 1분간 수집하였다. 가위로 침이 묻은 면봉 끝만 잘라 1 mL 

PBS가 담긴 튜브에 담아 타액 시료를 채취하고, 충분히 vertexing하여 

타액을 PBS에 풀어주었다. 

시료 용액 내 구강 미생물의 genomic DNA(gDNA)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추출하였다(MG cell Genomic DNA Extraction SV kit, Doctor Protein, 

Seoul, Korea, CAT MK15225). DNA 시료의 최종 부피를 200 μL로 맞추고, 

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시료 용액의 미생물의 수는 타액 

중량을 사용한 RT-PCR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5.2.5 구강 내 구취 성분의 측정 

감염 전후의 구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6, 13, 30일째에 Twin Bressor 

IITM(iSenLab,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구취를 측정하였다. 기기의 공기 

흡입구에 10 cm 길이의 플라스틱 튜브를 부착하고 반대쪽은 200 μL 

yellow tip을 꽂아 측정할 때마다 매번 교체를 하였다. 구취는 매번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실험 시작 1시간 전에는 물과 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플라스틱 튜브는 랫트의 구강 옆으로 삽입하여 팁의 

끝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후 측정하였다. 구강 내 공기가 센서를 

통과하면 황화합물이 측정되고, 5초에서 10초 사이에 도달한 maximum 

level은 TB2Analyzer program에서 parts per billion(ppb) 단위로 표현된 

황화물 당량(sulphide equivalents)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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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Keyes 점수를 이용한 치아우식 진단 및 채점 

4주의 실험 기간이 끝난 후 군 간의 장기의 무게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랫트를 희생하여 심장, 간, 비장, 폐, 신장을 채취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치아우식을 진단하기 위해 하악턱과 상악턱만 분리하여 

뼈를 제외한 조직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121℃에서 15분 동안 고압 증기 

멸균하였다. 멸균 후 뼈에 부착된 연조직을 No.11 Surgical Blade로 떼어 

내고 턱을 PBS로 깨끗이 씻어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표본을 0.4% 

ammonium purpurate 염색 용액에 12시간 동안 담궈 염색하였다. 12시간 

후 염색된 턱을 PBS로 씻고, high speed micro drill(KF Technology, roma, 

Italy)을 사용하여 상악과 하악 어금니의 교합면을 따라 반으로 

절단하였다. 랫트 어금니의 우식진단은 Keyes가 보고한 우식 진단과 

채점 방법에 따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였다(Keyes, 1958). 

 

5.2.7 통계적 분석 

데이터는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9.0(GRAPH PAD software Inc,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Tukey의 

다중 비교 테스트(p < 0.05)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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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5.3.1 구강 질병 유도 랫트의 구강 내 미생물 수의 변화 

랫트의 군 간에 체중 증가와 장기 계수(visceral coefficients)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실험 내내 건강한 

신체 상태를 보였다. 

모든 군의 어금니에서 총 미생물의 수는 181~463x107 CFU/mL로 

확인되었다(Figure 17, A). CF와 DG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구강 내 총 

미생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S. mutans와 F. 

nucleatum와 함께 접종한 C3 군의 변화가 가장 높았다(2 weeks 

sampling(x107 CFU/mL); C; 332, C1; 431, C2; 488, C3; 865, 4 weeks 

sampling(x107 CFU/mL); C; 860, C1; 966, C2; 1143, C3; 1964). 이는 S. 

mutans와 F. nucleatum와 함께 접종 시 균의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2종의 균이 공생하며 생장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여 더 많은 

양의 균들이 정착되고 전체 구강 내 균수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IG의 총 미생물 농도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2 weeks sampling(x 107 CFU/mL); T1; 387, T2; 353, T3; 323, T4; 

377, T5; 356, 4 weeks sampling(x107 CFU/mL); T1; 531, T2; 403, T3; 677, T4; 

364, T5; 482).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내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돕는 것으로 추측된다. 

S. mutans를 접종하지 않은 군(C, C2, T3, T4)은 S. mutans의 수가 5~11 

x104 CFU/mL, S. mutans만 접종한 군(C1, T1, T2)에서는 40~46 x104 CFU/mL, 

S. mutans와 F. nucleatum를 같이 접종한 군(C3, T5)에서는 각각 113 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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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mL와 57 x104 CFU/mL로 균수가 확인되었다(Figure 17, B). 질병 유도 

군은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S. mutans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 

weeks sampling(x104 CFU/mL); C1; 62, C2; 21, C3; 114, 4 weeks sampling(x104 

CFU/mL); C1; 71, C2; 54 , C3; 126). 이를 통해 S. mutans가 감염 5일 후 

구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F. nucleatum와 함께 접종 시 생장에 

대한 시너지를 받아 더 많은 양의 균들이 정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5일 동안 처리했을때, T1에서는 S. mutans의 수가 35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28 x104 CFU/mL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T2에서 S. mutans의 

수가 27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11 x104 CFU/mL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T1보다 T2의 균수 감소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페퍼민트 오일의 항균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S. mutans와 F. nucleatum를 같이 접종한 군인 T5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S. mutans의 수가 5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시 2 x104 CFU/mL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페퍼민트 오일과 함께 적용시 항균의 시너지를 받아 

더 많은 양의 균들이 정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F. nucleatum를 접종하지 않은 군(C, C1, T1, T2)에서 F. nucleatum의 

수는 104 ~ 128 x104 CFU/mL, F. nucleatum만 혹은 S. mutans와 함께 접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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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C2, C3, T3, T4, T5)의 어금니에서 F. nucleatum의 수는 929 ~ 1246 x104 

CFU/mL로 확인되었다(Figure 17, C).  

DG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F. nucleatum의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2 weeks sampling(x104 CFU/mL); C; 132, C1; 121, C2; 1008, C3; 

1087, 4 weeks sampling(x104 CFU/mL); C; 205, C1; 112, C2; 1033, C3; 1191). 

이는 F. nucleatum가 감염 5일 후 구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S. 

mutans보다 더 높은 균수가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정착률이 더 뛰어나고, 

S. mutans와 함께 접종시 받는 시너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F. nucleatum가 정착된 군인 

T3에서 유해균의 수가 246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시 91 

x104 CFU/mL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는 T4에서 F. nucleatum의 수가 439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시 207 x104 CFU/mL로 감소하였다. F. nucleatum에 대한 T3의 균수 

저감율이 T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프로바이오틱스가 페퍼민트 

오일보다 F. nucleatum에 대한 항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S. mutans와 F. nucleatum를 같이 접종한 군인 T5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S. mutans의 수가 5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2 x104 CFU/mL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페퍼민트 오일과 함께 적용 시 항균 

효과에 시너지가 발생해 더 많은 양의 균이 정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155 

F. nucleatum를 접종하지 않은 군(C, C1, T1, T2)에서 F. nucleatum의 

수는 104~128 x104 CFU/mL, F. nucleatum만 혹은 S. mutans와 함께 접종한 

군(C2, C3, T3, T4, T5)의 어금니에서 F. nucleatum의 수는 929~1246 x104 

CFU/mL로 확인되었다(Figure 17, C).  

DG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F. nucleatum의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2 weeks sampling(x104 CFU/mL); C; 132, C1; 121, C2; 1008, C3; 

1087, 4 weeks sampling(x104 CFU/mL); C; 205, C1; 112, C2; 1033, C3; 1191). 

이는 F. nucleatum가 감염 5일 후 구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시사하며, 균수가 S. mutans보다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정착률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S. mutans와 함께 접종 시 

시너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T3에서 F. nucleatum의 수는 

246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91 x104 CFU/mL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는 

T4에서 F. nucleatum의 수가 439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207 x104 CFU/mL로 감소하였다. F. nucleatum에 대한 T3의 균수 저감률이 

T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프로바이오틱스가 페퍼민트 오일보다 F. 

nucleatum에 대한 항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T5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F. 

nucleatum의 균수가 233 x104 CFU/mL로 감소하였고, 처리 종료 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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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4 CFU/mL로 감소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페퍼민트 오일과 함께 

적용 시 시너지 효과는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모든 군의 구강 내 Lactobacillus의 수는 2~3 x104 CFU/mL로 

확인되었다(Figure 17, D). CF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Lactobacillus의 수가 

약 2배로 증가하였다(2 weeks sampling; 4 x104 CFU/mL, 4 weeks sampling 5 

x104 CFU/mL). 이는 구강 내 Lactobacillus의 접종 없이 자연적으로 

랫트가 성장함에 따라 수가 2배까지 증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질병 

유도 군은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Lactobacillus의 수가 변화없이 

유지되었다(2 weeks sampling(x104 CFU/mL); C1; 2, C2; 2, C3; 3, 4 weeks 

sampling(x104 CFU/mL); C1; 3, C2; 4 , C3; 4). 이는 질병 유도 시 구강 

유해균이 기존에 정착된 Lactobacillus의 생장에도 영향을 주어 수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바이오틱스를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T1에서 6 x104 CFU/mL로, 

T3에서 7 x104 CFU/mL로 증가하였고, 처리 종료 시 11 x104 CFU/mL로, 

T3에서 11 x104 CFU/mL로 미생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Lactobacillus가 접종 후 구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나타낸다.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했을 때, T2에서 4 x104 CFU/mL로, T4에서 

4 x104 CFU/mL로 증가하였고, 처리 종료 시 T3에서 5 x104 CFU/mL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CF 내 Lactobacillus의 수와 비교하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페퍼민트 오일은 Lactobacillus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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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iable bacterial cell count in rat dental samples. Bar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8). Different capital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on the same day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same group during the study period(p < 0.05; 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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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CF: Disease free control; C1: 

Dental caries induction group; C2: Halitosis induction group; C3: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group; T1: Dental carie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2: Dental carie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3: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4: Halitosi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5: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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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5일 동안 처리하였을 때, 

Lactobacillus의 수가 5 x104 CFU/mL로 증가하였고, 처리 종료 시 9 x104 

CFU/mL로 증가하였다. 페퍼민트 오일이 Lactobacillus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T5의 Lactobacillus의 수가 T1, 

T3에 비해 증가폭이 낮은 이유는 이미 정착된 유해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 nucleatum와 S. mutans 보다 더 낮은 균수가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구강 유해균들에 비해 정착률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5.3.2 구강 질병 유도 랫트의 구강 내 VSC 함량 

Figure 18는 질병 유도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페퍼민트 오일이 

적용된 랫트의 구강에서 황화수소와 메틸 메르캅탄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대조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의 구강 내에서 VSC의 농도는 

H2S가 15~16 ppb, CH3SH가 17~21 ppb였다. CF의 VSC 농도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평균 1 ppb 이하로 유지되었다. 반면 구취 유도 군(C2, 

C3)의 경우 구강 내 H2S의 농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CH3S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F. nucleatum가 안정적으로 정착 시 

지속적으로 VSC를 생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 기간 동안 

C2에 비해 C3의 CH3SH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구강 내 S. 

mutans와 F. nucleatum가 함께 정착 시 구취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IG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이 적용된 직후 

VSC의 농도가 감소하여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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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Volatile sulphur compounds in oral cavity of rats. Bar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8).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on the same day after disease induction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same group during 

the study period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CF: Disease free control; C2: Halitosis 

induction group; C3: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group; T3: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4: 

Halitosi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5: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162 

프로바이오틱스만 적용된 T3는 H2S가 2.6 ppb(2 weeks sampling)에서 

1ppb(4 weeks sampling)까지 현저히 감소하였고, 오일이 적용된 T4, T5는 

1ppb 이하의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H3SH의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눈에 띄는 점은 프로바이오틱스만 적용된 T3에 

비해 페퍼민트 오일 단독 투여 혹은 함께 적용된 T4, T5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보아 페퍼민트 오일의 VSC 저해 효과가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보여진다(first sampling(ppb); T3; 18.7, T4; 17.7, T5; 16.9, 2 

weeks sampling(ppb); T3; 11.8, T4; 0.5, T5; 1.7, 4 weeks sampling(ppb); T3; 2.8, 

T4; 1.9, T5; 2.6). 

 

5.3.3 구강 질병 유도 랫트의 치아 우식 점수 

Table 24과 Figure 19은 4주의 연구가 끝난 후 상악턱(maxillary, 

MAX)과 하악턱(mandibular, MAND) 어금니의 치아우식 진단 채점 결과와 

군 간 우식 채점 결과를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다. 모든 군의 체중은 

비슷하였다. DG는 MAND 값이 높았고 IG는 MAX 값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면봉을 이용한 구강 적용법이 상악보다 하악 치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무질병 유도 대조군인 CF의 

우식 점수는 20.8±3.5점으로 약간의 우식 증상을 보였다. 

질병유도군들(C1, C2, C3)의 우식 점수는 각각 47.5±2.4점, 41.8±2. 9점, 

54.0±1.7점으로 무질병 유도 대조군인 CF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IG는 전반적으로 CF보다는 높지만 C보다는 평균 32점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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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inal body weight and caries level of rats 

Group Body weight (g) MAX MAND Total caries 

level 

CF 256.3 ± 13.4 11.5 ± 2.1b 9.30 ± 1.7b 20.8 ± 3.5b 

C1 255.3 ± 15.7 21.8 ± 2.3b 25.8 ± 1.0a 47.5 ± 2.4a 

C2 277.9 ± 11.8 19.3 ± 1.5b 22.5 ± 2.3a 41.8 ± 2.9a 

C3 266.4 ± 13.9 26.0 ± 1.7a 28.0 ± 0.9a 54.0 ± 1.7a 

T1 265.3 ± 17.9 20.8 ± 1.9b 15.3 ± 1.2b 36.0 ± 2.4b 

T2 261.8 ± 12.2 16.0 ± 1.3b 15.0 ± 1.5b 31.0 ± 2.4b 

T3 259.5 ± 12.3 21.0 ± 1.6b 15.3 ± 1.5b 36.3 ± 1.7b 

T4 266.3 ± 8.90 17.3 ± 1.7b 14.5 ± 1.9b 31.8 ± 1.8b 

T5 267.9 ± 17.3 12.5 ± 1.7b 12.5 ± 1.9b 25.0 ± 2.8b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 = 8). Different small letters (a, b)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Max: Maxillary jaw; MAND: Mandible jaw. 

CF: Disease free control; C1: Dental caries induction group; C2: Halitosis induction 

group; C3: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group; T1: Dental carie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2: Dental carie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3: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4: 

Halitosi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5: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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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aries scores and percentage changes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Bar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n=8). A: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isease-inducing group and disease-free group (p < 

0.05;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B: Different small letters (a-c)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 from which the same disease was induced (p < 0.05; one-way ANOVA,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and independent t-test). CF: Disease free control; C1: Dental caries induction group; C2: Halitosis induction group; C3: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group; T1: Dental carie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2: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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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3: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treatment group; T4: Halitosis 

induction and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T5: Dental caries + halitosis induction and Lactobacillus + peppermint oil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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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도군 내 S. mutans만 접종한 C1에 비해 S. mutans를 접종하지 않은 

C2에서도 상당히 높은 우식 점수를 확인하였고 S. mutans와 F. 

nucleatum를 같이 접종한 C3의 경우 가장 높은 우식 점수를 확인하였다. 

IG에서는 접종된 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우식 점수가 

확인되었고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군은 유산균 적용 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우식 점수가 확인된 C3와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함께 적용한 T5를 비교하였을 때 우식 점수가 

큰폭으로 감속하였고, CF보다는 높지만 우식 현상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페퍼민트 오일을 함께 적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구강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사료된다. 

 

5.4 결론 

본 연구는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강 

유해균을 접종한 군의 경우 총 미생물의 수가 증가한 반면,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군에서는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초기 균수가 유지되었다. 구강 내 접종한 미생물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S. 

mutans를 F. nucleatum와 함께 접종할 경우에는 균들 간 시너지 효과로 

단독으로 접종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S. mutans가 정착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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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군에서는 적용한 날을 기준으로 유해균이 지속적으로 저해되었고 

정착균수는 증가하였다. VSC 농도를 측정한 연구와 치아우식 진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두 가지 

개선법 중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페퍼민트오일이 구강 유해균들에 있어 

항균 효과가 더 높았고, 함께 적용 시 효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우식진단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치아우식, 구취를 

억제하고 구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랫트의 구강 내 질병을 유발하는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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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가 구강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임을 시사한다. L. 

fermentum OK 5% 배양 상등액은 S. mutans의 성장에 대해 60%의 

억제율을 나타냈고, 이를 포함한 구강 호기균의 성장을 전반적으로 

억제하였다. L. gasseri HHuMIN D 5% 배양 상등액은 F. nucleatum, P. 

catoniae, P.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를 약 88.8%로 억제하였으며, 

구강 유해균에 대한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직접적인 

항균 활성도 강하였다. L. fermentum OK는 직접적으로 F. nucleatum, P. 

gingivalis, S. gordonii, S. sandnis의 성장을, L. gasseri HHuMIN D는 시험한 

모든 구강 유해균의 성장을 105 CFU/mL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 fermentum OK는 1130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였고, S. 

sobrinus, S. oralis, S. gordonii, S. mutans, P. gingivalis와 효율적으로 

응집하였으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105 mg)과 비교해 2.2 mg까지 97.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L. gasseri HHuMIN D는 802 μmol/L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P. 

catoniae, S. sanguinis와 효율적으로 응집되었으며, S. mutans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 치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대조군과 비교해 10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구강 상피 세포주 KB cell에 대한 L. fermentum OK의 

in vitro 세포 부착은 3.1 CFU/cell이었고, L. gasseri HHuMIN D의 경우 4.41 

CFU/cell이었다. 세포에 부착된 F. nucleatum와 S. mutans의 수는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에 의해 90% 이상 감소하였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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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이러한 특성들은 구강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L. fermentum OK와 L. 

gasseri HHuMIN D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암모니아 생성, 

바이오제닉 아민 생성, 용혈성, 뮤신 분해능, 항생제 감수성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게놈 시퀀싱을 사용하여 바이오제닉 아민, 혈소판 

응집능, 병원성 인자, 항생제 내성 관련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 첨가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탐색하고, 소비자의 

기호도를 확인하였다. 14종의 일반 유해균에 대해 항균력이 높은 5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페퍼민트, 티트리, 타임 에센셜 

오일)을 선발하였고, 구강 유해균과 구강 유익균에 대한 항균력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 구강 유해균에 대해 적절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3종의 에센셜 오일(시나몬 잎, 오레가노, 타임 에센셜 

오일)을 다양한 비율(1:1, 1:3, 1:5, 1:7, 1:9)로 혼합하여 항균 시너지 효과를 

조사한 결과 3종의 에센셜 오일간의 길항적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5종의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구강 유산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서 

페퍼민트 오일이 10.6점/15점으로 가장 선호되고 4.2점/7점으로 구매 

의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항균제이며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맞은 향미 소재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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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강 유해균 

접종 5일 후 총균수는 구강 유해균을 접종한 군에서 181~463 x107 

CFU/mL로 확인되었고 개선 물질 투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S. mutans와 F. nucleatum와 함께 접종한 군의 수가 1964 x107 

CFU/mL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군에서는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평균 491 x107 CFU/mL로 

초기 균수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 mutans의 수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두 유해균을 같이 접종한 군에서 126 x104 CFU/mL로 

가장 높은 생균수가 확인되었다. F. nucleatum의 경우 접종한 군에서 

1033~1191 x104 CFU/mL(4주차)로 나타났고, S. mutans와 같은 시너지의 

특성은 보이지 않았다. 유산균과 페퍼민트 오일을 같이 적용한 질병 

개선군에서는 S. mutans와 F. nucleatum가 2 x104 CFU/mL까지 저해되었고 

정착균수는 최대 11 x104 CFU/mL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VSC 

농도를 측정한 연구와 치아우식 진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구강 내에 S. mutans와 F. nucleatum가 함께  정착되도록 할 때 

VSC 농도가 H2S가 15 ppb로, CH3SH가 21 ppb로 더 높아졌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을 적용한 직후부터 VSC의 생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험이 종료될 때에는 평균 3 ppb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치아우식 채점 결과에서는 질병 유도군이 54.0±1.7점으로 

무질병 유도군의 20.8±3.5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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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개선군은 평균 32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두 가지 개선법 중 페퍼민트오일이 프로바이오틱스보다 

구강 유해균들에게 있어 항균 효과가 더 높게 확인되었고, 함께 적용 시 

치아우식진단 실험에서 더 높은 항균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페퍼민트 오일이 랫트의 구강 내 

질병을 유발하는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치아우식, 구취를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가 인체 구강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prebiotics나 probiotics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균제이며 소비자의 기호도에도 적합한 향미 

소재임을 밝혔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분리균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구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구강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충치와 

구취를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와 페퍼민트 오일이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구강 개선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연구1> Lactobacillus fermentum OK와 

Lactobacillus gasseri HHuMIN D의 분리, 특성 규명 및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의 결과 데이터는 2021년 2월 22일 Probiotics and Antimicrobial 

Proteins와 2021년 3월 23일 Microbial Cell Factories에 일부 게재되었다 

(Man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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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ing Halitosis and Dental Caries 

 

Soyon Man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reported that certain probiotic bacteria have inhibitory effects 

against oral pathogens. Lactobacillus spp. have been studied and used as probiotics 

globally, but due to difficulties with laboratory cultivation and experimentation 

with oral microorganisms, there are few studies on Lactobacillus spp. isolated from 

the oral cavity being used against oral pathog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Lactobacillus as a means of controlling bacteria that cause oral disease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ir application. 

The objective of Study 1 was to evaluate the biosafety and inhibitory effects of 

Lactobacillus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as a potential oral 

biotherapeutic probiotic against oral pathogens. Microbial and ge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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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were evaluated. A 

5% dilution of L. fermentum OK culture supernatant showed 60% inhibition 

against the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and L. fermentum OK displayed 

significant inhibitory effects against the growth of Fusobacterium nucleatum, 

Porphyromonas gingivalis, S. gordonii, and S. sanguinis. A 5% dilution of L. 

gasseri HHuMIN D culture supernatant exhibited 88.8% inhibition against 

halitosis-producing anaerobic microorganisms and L. gasseri HHuMIN D 

exhibited powerful inhibitory effects on the growth of all the harmful oral bacteria 

tested. However, proliferation of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when co-cultured with harmful oral bacteria, were retarded. L. fermentum OK was 

shown to produce 1130 μmol/L hydrogen peroxide, aggregate efficiently with S. 

sobrinus, S. gordonii, S. mutans, S. sanguinis, and P. gingivalis, and to reduce S. 

mutans produced artificial dental plaque by 97.9%.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L. gasseri HHuMIN D reached 802 μmol/L after 12 hours and gradually 

diminished until 24 hours. L. gasseri HHuMIN D efficiently aggregated with P. 

catoniae and S. sanguinis and completely supressed artificial dental plaque 

produced by S. mutans.  

The in vitro cell adhesion capacities of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to an oral epithelial cell line was 3.1 cells per cell and 

4.41 cells per cell, respectively. The cell adhesion of F. nucleatum and S. mutans 

diminished strongly by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in protection 

and displacement assays.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were 

evaluated for safety using ammonia production, biogenic amine production, 

hemolytic property, mucin degradation testing, antibiotic susceptibility, and whole 



 

 204 

genome sequencing (WGS).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appeared 

to be a safe and bioactive lactobacterial food ingredient, starter culture, and/or 

probiotic microorganism for human oral health. 

The objective of Study 2 was to measure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12 

essential oils (cinnamon leaf, clove leaf, eucalyptus globulus, grapefruit, lavender, 

sweet orange, oregano, peppermint, pine needle, rose hip, tea tree, and thyme) 

against common harmful bacteria (Bacteroides cellulosilyticus, B. coprocola, B. 

fragilis, Clostridium butyricum, C. perfringens H3, C. ramos, Enterobacter 

cloacae, Escherichia coli, E. coli DH5α, Enterococcus faecalis, Eubacterium 

rectale, Ruminococcus gnavus, Staphylococcus aureus, and Listeria 

monocytogenes). Five essential oils (cinnamon leaf, oregano, peppermint, tea tree, 

and thyme) showing high antibacterial activity were selected. The five selected 

essential oils were then tested for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harmful oral bacteria 

(F. nucleatum, P. gingivalis, P. intermedia, P. catoniae, S. mutans, S. sobrinus, S. 

mitis, S. oralis, S. gordonii, S. sanguinis, S. parasanguinis) and beneficial oral 

bacteria (L. fermentum OK and L. gasseri HHuMIN D). The applicability of 

peppermint oil as an antimicrobial agent for use in oral use products was confirmed 

based on appropriate its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harmful oral bacteria without 

inhibiting the growth of beneficial oral bacteria. Essential oils of cinnamon leaf, 

oregano, and thyme, which had the highes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harmful 

bacteria, were mixed in various ratios to evaluate antibacterial activity. 

Antagonistic interactions occurred between these essential oils. Consumer 

evaluation of oral lactobacillus products containing five essential oils showing high 

antibacterial activity indicated that peppermint oil was the most prefer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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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intention. Peppermint oil was an effective antibacterial agent that could 

be used together with probiotics and was suitable for consumer preference. 

The objective of Study 3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and peppermint essential oil on oral health in rats. 

Viable bacterial cell count, halitosis, and dental caries in oral cavity of the rats 

were evaluated by dividing SPF Wistar ratsinto 9 groups according to specific 

disease induction and treatment methods (disease free control(CF), disease leading 

control groups (DG, tooth decay inducement, halitosis inducement, tooth decay and 

halitosis inducement), and intervention groups (IG, tooth decay inducement & 

Lactobacillus treatment, tooth decay inducement & essential oil treatment, halitosis 

inducement & Lactobacillus treatment, halitosis inducement & essential oil 

treatment, tooth decay and halitosis inducement & Lactobacillus and essential oil 

treatment)). Dental carie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caries 

diagnosis and scoring, and halitosis was analyzed by measuring oral volatile sulfur 

compounds (VSC). The number of microbes in the oral cavity was analyzed by 

real-time PCR. The total microbial concentration of all the groups increased in oral 

harmful bacteria inoculated groups, and we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bacteria 

did not increase any more in the probiotics or peppermint essential oil applied 

group. Disease-inducing bacteria were successfully settled in the oral cavity and 

increased with time. In the group inoculated with both S. mutans and F. 

nucleatum, the total number of bacteria and the number of individual 

bacterial species were higher than in the group inoculated with single 

species. On the other hand, in IG group, harmful bacteria were continuously 

inhibited and the number of settlers increased after the day of appli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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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beneficial bacteria or peppermint essential oil. Among the two treatments, 

peppermint essential oil was found to have a better antibacterial effect on oral 

harmful bacteria than probiotics. Similarly, in the study measuring VSC 

concentration, when S. mutans and F. nucleatum settled in the oral cavity, halitosis 

became more severe. After the application of probiotics and peppermint essential 

oil, the concentration of VSC was strongly inhibited and the inhibition continued 

until the experiment was completed. In the dental caries scores, the DG group 

scored more than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CF group, and the IG group scored 

lower overall than the DG group.  

We demonstrated that L. fermentum OK, L. gasseri HHuMIN D, and 

peppermint essential oil inhibit dental caries and halitosis and stably settle in the 

oral cavity and inhibit the proliferation of disease-causing oral harmful bacteria in 

the oral cavity of ra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ral probiotics and peppermint 

essential oil can be a new oral improvement method that can maintain oral health 

by reducing dental caries and inhibiting the growth of harmful oral bacteria by 

reducing VSC production. 

 

 

Keywords : Antibacterial effect, Lactobacillus fermentum, L. gasseri, Essential oil, 

Oral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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