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치주질환은 일반적으로 치태 내 치주병원균에 의

한 감염성 질환으로, 만성염증에 의한 치주조직파

괴, 특히 치조골 파괴를 보이며 치아상실을 일으키

게된다.

치주질환치료의 보조제로서는 항생제와 항균제

및 항염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항생제는 내성균

발현, 과민반응 및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24).

NSAID 약제들로 대표되는 항염제는 PGE2의 생성

을 억제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Phenolic compound,

Quaternary ammonium compound, Bisbiguanide 등

의 항균제들은 일정정도의 치태억제 및 항균효과를

보이고 있지만1,2), 치아의 표면착색, 박리성 치은염

유발, 점막의과민증등의문제점이있다3,4).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약

제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동양의학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약제들로 화학제제들이 가지

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제로 기대되었기 때

문이다.

현재까지 치주질환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생약

제제들 가운데,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은 치주 농루

및 치주염 치료를 위시한 많은 생물학적 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5~11), 후박 추출물은

S.mutans에 대한 항균효과12,13)를 위시한 다양한 세

균에대한항균,항염효과가관찰되었다14,15).

최근에는 혼합 생약제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이것은 생약제제가 가지는 안전성과 더불어

각 약제가 지니는 약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

볼수있다16~18,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생약제제 중 생물학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항균작용

을 보이는 후박 추출물의 혼합물을 다양한 혼합비로

제조한후, 치주질환원인균에대한항균반응과치은

섬유아 세포의 활성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혼

합약제가 치주염 치료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인효능을지니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있다.

II. 대상및방법

1. 생약제제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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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수수불검화추출물

옥수수 기름 1kg에 n-hexane 10 L, 5% 가성소다

용액 0.68 L를 첨가한 후 55°C 에서 3시간 환류시켰

다. 생성되는 두 층의 물질 중 수층을 제거하고 남은

잔사를 가지고 상기한 조작을 2회 반복하여 옥수수

불검화추출물을얻었다.

2)후박추출물

후박(Magnolia Officinalis L.) 500g 을 세절하여

75% 에탄올 3L를 가한후 60°C의 수욕에서 2시간 추

출하고 냉각하여 여과액을 얻었다. 이 때 남은 잔사

에 상기한 조작을 반복하여 2차 여과액을 얻고, 1,2

차 여과액을 합하여 감압농축하여 후박 추출물을 얻

었다.

3) 혼합물의제조

옥수수불검화추출물과후박추출물을각각 0.4%

농도의 수용액으로 만든 후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을 0.5:1, 1:1, 1.5:1, 2:1의 중량비로 혼합

하여실험에이용하 다.

2. 항균효과실험

Prevotella intermedia, Actinobacillus actino-

mycetemcomitans, Porphyromonas gingivalis,

Streptococcus mutans 등 4종의 치주질환세균을 대

상으로하여, 상기한방법으로준비된생약제제의항

균반응을 검정하 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

았다. 리터당 tryptone 17g, yeast extract 3g, glucose

2.5g, NaCl 5g, K2SO4 2.5g, sodium thioglycolate

0.5g, hemin 5ml, menadion 0.5g, bacta agar 12g 등

을 혼합하여평판배지를제작한 후, 상기한 4종의 세

균을 도말하고 직경 9mm의 팁을 세우고 위의 혼합

배지액을 다시 부어 굳힌 후 직경 9mm 높이 5mm

정도의 홈을 만들어 상기한 생약제제를 200 μl씩 적

용하 다. 37°C 조건의 혐기성 배양기 및 CO2 배양

기에서 3-7일간 배양하 다. 그 후, vernier caliper를

사용하여 세균성장억제부위의 직경을 측정하여 면

적(mm2)을산출하 다.

3. 치은섬유아세포활성도실험

1) 치은섬유아세포배양

구강위생술식을 실시한 후, 교정환자의 발치대상

치인 제1소구치의 치간 치은부위에 내사면 절제를

가하고 정상치은조직을 채취하 다. 이 조직편을

100U/ml Penicillin과 100μg/ml Streptomycin 및

10% FBS 가 첨가된 α-MEM 에 넣고 배양을 시행하

으며, 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해주면서 습도

95%, 온도 37°C, 95% 공기와 5% CO2가 공급되는 환

경에서 5계대배양시켰다.

2) 치은섬유아세포활성도측정실험

배양된 치은 섬유아세포를 0.25% Trypsin- EDTA

용액으로 처리후 원심분리하여 배양액 으로부터 세

포부유액을 만들고 96well tissue culture plate를 준

비한 후,표준 혈구계산기로 well당 1 X 105 개의 세

포수가 되게 접종하 다. 각각의 well에 해당되는

생약제제를 20μl씩 넣고 배양액을 180μl씩 넣었다.

이들을 습도 95%, 온도 37°C, 95% 공기와 5% CO2

가 공급되는 환경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리식염

수에 용해한 MTT 용액 50μl를 각 well에 넣고 1시

간 동안 배양 하 다. MTT 용액을 제거하고 DMSO

를 각 well에 50μl씩 첨가하고 plate를 잘 흔든후

ELISA reader(Thremomax , Molecular Device Co.,

USA)로 57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 다. 대조군

으로는 매 실험마다 생약 제제가 들어있지 않은 α-

MEM 용액이 loading 된 well을 이용하 다. 이 같

은 실험을 각각 3회 반복하 고, 얻어진 수치는 대

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세포활성도를 비교

하 다.

4. 통계분석

각각의 실험은 3회씩 반복되었으며(n=3), 통계프

로그램 SPSS® version 11 를 사용하여각생약제제별

측정결과를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 는데,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고, 사후분석은 Tukey

법으로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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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항균반응

Prevotella intermedia, Actinobacillus actino-

mycetemcomitans, Porphyromonas gingivalis,

Streptococcus mutans 4종의치주질환원인균에생약

제제를 적용한 결과, ZML추출물만을 투여하 을 경

우 제일 적은 세균성장억제면적을 보 고, 후박추출

물 만을 투여한 군에서 제일 큰 세균성장 억제 면적

을나타내었다. 그러나 ZML과후박추출물의혼합약

제투여시, 혼합비 2:1, 1.5:1, 1:1, 0.5:1 의비율로갈수

251

Table 1. Antimicrobial effect to P.i.

Groups Inhibitory area (mm2) 
(mean±SD)

ZML 259.53±3.92
Magnolia 546.13±13.08*
Z:M(2:1) 394.70±11.83
Z:M(1.5:1) 413.47±11.01
Z:M(1:1) 478.47±17.12
:M(0.5:1) 535.87±9.62*

*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ther groups(α= 0.05)

Table 2. Antimicrobial effect to A.a.

Groups Inhibitory area (mm2) 
(mean±SD)

ZML 206.57±3.86
Magnolia 451.63±3.72*
Z:M(2:1) 282.70±8.75
Z:M(1.5:1) 336.70±20.34
Z:M(1:1) 405.13±12.19
Z:M(0.5:1) 445.37±12.68*

*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ther groups (α= 0.05)

Table 4. Antimicrobial effect to S.m.

Groups Inhibitory area (mm2) 
(mean±SD)

ZML 147.47±7.90
Magnolia 351.77±7.75*
Z:M(2:1) 183.20±9.31
Z:M(1.5:1) 211.40±8.50
Z:M(1:1) 302.90±10.92
Z:M(0.5:1) 338.00±16.32*

*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ther groups (α= 0.05)

Table 3. Antimicrobial effect to P.g.

Groups Inhibitory area (mm2) 
(mean±SD)

ZML 185.10±9.49
Magnolia 577.00±11.75*
Z:M(2:1) 324.70±33.43
Z:M(1.5:1) 332.20±10.59
Z:M(1:1) 446.20±15.80
Z:M(0.5:1) 534.60±18.56*

*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ther groups (α= 0.05)

Figure 1. Antimicrobial effects to periodontal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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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세균의 성장억제면적이 증가하 다(Table 1~4).

특히, 0.5:1의 혼합약제군에서의 세균억제 면적이 후

박추출물 단독사용군에서의 세균 억제면적과 비근

한수치를보 는데, 통계분석결과후박추출물단독

투여군과 0.5:1 (ZML:후박추출물) 혼합제제군이 다

른 군과 비교하여 유의성있는 결과를 보 으며, 두

군간에는통계학적유의성이없었다(Figure 1).

2. 치은섬유아세포활성도

대조군의 수치를 100%로 환산하 을 때,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은 126.57%, 후박 추출물은 125.03%

의 세포 활성도를 보 다. 혼합물은 각각의 추출물

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높은 세포활성도를

나타내었는데,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

의 혼합비 2:1, 1.5:1, 1:1, 0.5:1 에서 각각 128.37%,

135.07%, 136.97%, 144.90%의 세포활성도를 나타내

었으며, 혼합비 0.5:1의 생약제제가 다른 군에 비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 다(Table 5).

대조군에비교한세포활성도증가율은혼합비 0.5:1

의 혼합물에서 44.90%로 혼합물 중 가장 높은 세포

활성도를보 다(Figure 2).

IV. 고찰

옥수수불검화추출물은여러염증성질환에대한

효과를 보기위한 과정 중 우연히 치주농루 및 치주

염에 대해 효과가 발견된 후, 치아동요도 감소, 치주

낭 깊이 감소, 치은 출혈감소 및 조골기능의 활성화

등이 보고되었다19,22,23,24). 그러나, 기계적인 치주치

료술식과 함께 병행한 연구 기에 자체적인 효능에

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는경우도있다.

후박 추출물은 Streptococcus mutans 와 치태 내

세균에 대해 효과적인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1970년대부터 보고되었다. 항균효과면에 있어서, 후

박 추출물은 tetracycline 및 chlorhexidine보다는 약

하지만 listerine 보다 효과적이며, 다른 생약제제에

비해서는 월등한 항균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

었다14,15). 세포독성 측면에서도, chlorhexidine이 지

니는 세포 독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포독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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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ellular activity increasing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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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cellular activity (%)

Groups Cellular activity (%)
(mean±SD)

ZML 126.57±5.37
Magnolia 125.03±4.24
Z:M(2:1) 128.37±5.27
Z:M(1.5:1) 135.07±3.23
Z:M(1:1) 136.97±1.72
Z:M(0.5:1) 144.90±2.52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ther groups (α= 0.05)



인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한 생물학적 활

성기능을 지니는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항균작용

을 지니는 후박 추출물을 혼합하여, 두 가지 생약제

제가 가진 장점의 효과적인 상승작용을 보고자 하

다. 항균효과측면에서 볼 때, 후박추출물이 지니는

항균반응에 비하여 혼합물 (옥수수불검화추출물:후

박추출물)의비율이 2:1, 1.5:1, 1:1, 0.5:1로갈수록후

박추출물의 항균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 결과

를나타내었다. 혼합비 0.5:1 혼합제제군과후박추출

물 단독군이 다른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

는항균력을나타내었는데, 이두군간에는통계적인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0.5:1 혼합 약제군이

후박추출물 단독군과 동등한 항균력을 가진다고 유

추할수있었다.

한편, 세포독성정도를평가하기위한세포활성도

검사에서는 혼합약제가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또는

후박 추출물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에 비해 높은

세포활성도를나타내었는데, 이러한결과는두가지

생약제제가 상승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여겨지

며, 혼합비 0.5:1(옥수수 불검화 추출물:후박추출물)

에서 현저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혼합비

에서상승작용이극대화되었다고볼수있다.

본 실험의 결과,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

출물의 0.5:1 혼합비의 혼합약제가 항균작용을 보유

하면서 동시에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안전한 약제

가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V. 결론

1.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의 혼합물

은 비율이 2:1, 1.5:1, 1:1, 0.5:1로 갈수록 후박추

출물의 항균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 결과

를나타내었다.

2.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의 혼합물

은각각의단독약제보다높은세포활성도를보

다.

3.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의 혼합물

중 0.5:1의 비율로 조성된 혼합물에서 상승효과

가가장뚜렷하게나타났다.

4. 0.5:1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후박 추출물) 혼합

비로 조성된 혼합물이 치주 조직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효과적으로 치주질환원인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치주치료 보조

제로서의적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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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micorbial effect of Zea Mays L. and Magnoliae cortex

extract mixtures on periodontal pathogen and effect on

human gingival fibroblast cellular activity

Tae-Il Kim1, Eun-Jeong Choi2, Chong-Pyoung Chung1, Soo-Boo Han1, Young Ku1

1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Zea Mays L. has been known to be effective for improving tissue health and Magnoliae cortex to have effec-

tive antibacterial an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pathogenic microb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Zea Mays L. and Magnoliae cortex extract mixtures on periodontal

pathogens(Prevotella intermedia,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Porphyromonas gingivalis,

Streptococcus mutan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n human gingival fibroblast cellular activity.

Zea Mays L. and Magnoliae cortex extracts and their mixtures were prepared with various mixing ratios

(0.5:1, 1:1, 1.5:1, 2:1). These extracts were loaded to periodontal pathogen cultured petri dish for antimicrobial

test and also loaded to cultured human gingival fibroblast for cellular activity test. Each test was repeated 3

times an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95% confidence level.

Mixture of these two extracts showed greater amount of inhibition area on periodontal pathogen and more

improved gingival fibroblast activity as Zea Mays L. ratio reduced. So, mixture ratio 0.5:1 (Zea Mays L. :

Magnoliae cortex) group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ntimicrobial activity and cellular activity among vari-

ous mixtures(p < 0.05).

In conclusion, 0.5:1 (Zea Mays L. : Magnoliae cortex) mixture possessed best gingival fibroblast cellular activ-

i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toward periodontal pathogens.

Key words : Natural extract, Magnoliae cortex, Zea Mays L., Antimicrobial effect, Cellular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