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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study objective was to assess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essential oil of basil against S. mutans and P. gingivalis 

and to explore its potential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dontal disease.

Method : Essential oil of basil, extracted using steam distillation, was diluted with triple distilled water and Tween 20 to generate 

samples at various concentration, that is 30%, 50%, and 70% (v/v). Strains of S. mutans and P. gingivalis were incubated in the 

medium under anaerobic condition. Broth microdilution susceptibility testing and plate incubation diffusion were utilized to de-

termine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to measure antibacterial activity, respectively.

Result : An upsurge in antibacterial activity was seen to correlate with and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used for both bacterial 

strains, but was more significant with S. mutan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wth inhibition effect and reduction in the number of 

colonies was also observed with both strains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used following 24 hours of incubation.

Conclusion : Thus, the current study finding was that essential oil of basil was effective agains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and could be used in dentifrice to help prevent or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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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구강건강과 관련된 질환 중 양  구강병으로 불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아동에서부터 성인, 노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지연과 이미옥, 2016).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

면 2017년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른 

다빈도 외래진료 질병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

아우식증이 6위를 차지하였다. 1인당 진료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81,799원, 요양급여비용은 1,241,908백만

원으로 전년도 비 12.7 % 증가하였고, 치아우식증은 1

인당 진료비 60,000원, 요양급여비용이 352,647백만원으

로 6.9 %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이는 치아우식

증과 치주질환이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

담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

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하고 있으며(안은숙과 황지민, 2015),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케일링을 년 1회 보험 급여화하고 있

다(정은서 등, 2018).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구강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이 음식물 섭취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구

강 내 미생물 활성도가 높아져 치아표면에 세균막을 형

성하게 된다(Hahn 등, 1991). 이때 형성된 치면세균막을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치면에 침착하게 되고, 시간

이 지나면서 치석으로 변화하게 된다. 계속 방치하게 되

면 치은출혈, 부종, 통증, 치조골 흡수로 인한 치아 흔들

림까지 발생하게 된다(황윤정 등, 2015).

이러한 질환의 원인 구강 미생물 중 치아우식증의 주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와 치주질환의 

주 원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가 

표적인 구강내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Lin 등, 1991; 허

만규와 김혜진, 2014). 치아우식증은 S. mutans가 치아표

면에 부착하여 자당(sucrose)으로부터 포도당 중합체

(glucose polymer)에 합성하여 세균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Hamada & Slade, 1980; Thomas 등, 1978). 이는 법랑질

의 탈회를 촉진시고, 세균의 증식을 야기하여 우식위험

성이 증가하게 된다(Toshinko 등, 1983).

치주질환은 P. gingivalis가 주된 원인균으로 치은열구

에 세균수가 많아지고 치주낭에 존재하며 콜라겐을 분

해하고(권현정 등, 2008; Lopez, 2000), 암모니아, 황화수

소, 아민, 포포리사카라이드 등과 같은 독소를 분비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치주조직을 파괴한다(한상미 

등, 2016).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불소, 클로로헥세딘

(Cholrohexidin), tetracycline 등을 사용하여 구강 내 세균

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

방에 사용하고 있다(Järvinen 등, 1993).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오랜 기간 사용 시 치면에 착색이나 항생

제에 한 내성이 생기게 되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체할 수 있는 천연물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ai 등, 2004).

최근 천연물을 이용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S. 

mutans에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백삼(한민

수 등, 2017), 나무 숯(최미숙과 안권숙, 2014), 녹차잎, 

뽕잎, 마테잎 추출물(김성숙 등, 2017), 매실추출물(이정

선과 정기호, 2017), 죽염(오한나와 최충호, 2016) 등이 

있으며, 인도감나무 줄기 추출물(김혜수 등, 2018), 오배자 

추출물(박해령과 홍석진, 2015), 편백(김선규 등, 2007), 몰

약(myrrh), 라타니아(rhatany), 카모 레(chamomilla)(백한

승 등, 2013) 등은 P. gingivalis에서 항균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

나 세치제에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Basil 오일을 이

용하고자 한다. Basil은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Tuntipopipat 등, 2009; Basile 

등, 2010) 현재 구강관련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sil 오일을 이용하여 S. mutans

와 P. gingivalis에 한 항균력을 검증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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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 재료

학명이 Ocimum Basilicum으로 이집트에서 재배된 잎

과 꽃의 머리 부분을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한 Basil 

essential oil(Absolute aromas, Hampshire, UK)을 Tween 20 

(Anatrace Products, LLC Maumee, OH, USA)을 이용하여 

3차 증류수와 희석하고 30 %, 50 %, 70 % (v/v)로 만들

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실험균주 및 배양조건

Basil essential oil의 구강질환 원인균에 한 항균효과

를 측정하기 위하여 S. mutans KCTC 3065, P. gingivalis 

5352 균주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Daejeon,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S. mutans 균주는 

brain heart infusion (Difco Laboratories Inc., Detroit, MI, 

USA) agar 배지로 배양하였고, P. gingivalis 균주는 10 % 

sheep blood, 0.1 %의 hemin (Sigma, USA)과 vitamin K1 

(Sigma, USA)이 포함된 tryptic soy agar (Difco) 배지로 배

양하였다. 배양조건으로 두 균주 모두 37 ℃에서 5 % 

CO2, 10 % H2 및 85 % N2로 유지된 혐기성 상태에서 배

양하였다. 

3) 항균활성 측정

S. mutans와 P. gingivalis에 한 basil essential oil의 항

균활성은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alouiri 

등, 2016). 두 균주 모두 NCCLS Guide Line M11-A6에 준

하여 실험하였다(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2004). 각 균들을 평판배지에 도말 

접종한 다음, 직경 8 mm의 멸균된 paper disk (Advantec, 

Toyo Roshi, Ltd., Tokyo, Japan)를 평판배지의 표면에 

착시킨 후 Basil oil을 30 %, 50 %, 70 % (v/v)의 농도별로 

각각 20 μl씩 점적하고 37 ℃로 유지된 혐기성 배양기(5 

% CO2, 10 % H2, 및 85 % N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 

생성된 투명환의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 활성을 분석하

였다(Davidson & Parish, 1989).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

여 시행하였다.

4) 흡광도 및 집락 수 측정

Basil essential oil의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기 위하여 액체배지감수성

실험법(Broth Microdilution Susceptibility Tests)을 이용하

였다(김선규 등, 2007). S. mutans와 P. gingivalis 균주는 

BHI broth 배지를 사용하여 NCCLS Guide Line M11-A6

에 준하여 MIC값을 측정하였다. 두 균주는 혐기상태의 

BHI broth에서 37 ℃,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OD600값이 

0.4-0.6이 되도록 접종하고 basil essential oil을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37 ℃ shaking incubator (200x rpm)에서 배양

하며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이 될 때 마다 6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집락 수 측정은 S.mutans와 P. gingivalis 균주를 고체배

지에 Basil oil 30 %, 50 %, 70 % (v/v)함께 접종하여 37 

℃로 유지된 혐기성 배양기(5 % CO2, 10 % H2, 및 85 % 

N2)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시

행하였다.

3. 분석방법

실험 결과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은 

모두 3회씩 측정하여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를 제시하였

고, 통계적 유의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고 사후분석은 Duncan 기법을 시행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 수준으로 설정하였

다.

Ⅲ. 결 과

1. 디스크 확산법을 통한 Basil essential oil의 농도에 항

균활성

  Basil essential oil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와 P. 

gingivalis의 항균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S. mutans에서 

Basil oil의 항균력은 30 %에서 5.56 mm, 50 %에서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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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70 %에서 10.04 mm로 농도가 높을수록 억제효과가 

높았다(p=0.020). P. gingivalis에서 Basil oil의 항균력은 

30 %에서 4.41 mm, 50 %에서 7.24 mm, 70 %에서 9.08 

mm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균력이 높았다(p<0.001) 

(Table 1).

  Basil essential oil의 항균력은 P. gingivalis보다 S. 

mutans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1).

Strains
Basil essential oil concentration (%, v/v)

p
30 50 70

S. mutans 5.56±1.41a 8.24±1.91ab 10.04±2.03b 0.020*

p. gingivalis 4.41±0.55a 7.24±0.66b 9.08±0.81c <0.001***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basil essential oil against S. mutans and P. gingivalis  (unit; mm)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by Ducan’s multiple range test(***p<0.001, *p<0.05) 

Fig. 1. Comparision of anti-microbial basil oil S. mutans and P. gingivalis 

2. Basil essential oil의 S. mutans에 대한 성장력 측정

Basil oil을 농도별로 S. mutans를 접종하여 3시간, 6시

간, 12시간 24시간씩 배양한 뒤 시간별로 600 nm 흡광도

에서 측정하였다. Oil의 특성상 oil만을 600 nm 흡광도에

서 측정한 값을 제외하고 기록하였다. S. mutans에 한 

Basil oil의 농도에 따른 성장억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처음보다 24시간 이후 음

성 조군은 0.054, 양성 조군은 0.558, 30 %는 0.072, 

50 %는 0.105, 70 %는 0.082의 값으로 나타났다. 흡광도 

측정결과 24시간 이후 30 %, 70 %, 50 % 순으로 성장억

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ssential oil conc. (%, v/v)
Incubation period (h)

0 3 6 12 24

NC (Negative control) 0.048 0.048 0.050 0.051 0.054

PC (Positive control) 0.049 0.049 0.055 0.256 0.558

30 0.106 0.106 0.076 0.079 0.072

50 0.140 0.140 0.110 0.112 0.105

70 0.145 0.147 0.121 0.112 0.082

Table 2. MIC values of basil essential oil on S.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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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sil essential oil의 P. gingivalis에 대한 성장력 측정

Basil oil을 농도별로 P. gingivalis를 접종하여 3시간, 6

시간, 12시간 24시간씩 배양한 뒤 시간별로 600 nm 흡광

도에서 측정하였다. Oil의 특성상 Oil만을 600 nm 흡광

도에서 측정한 값을 제외하고 기록하였다. P. gingivalis

에 한 Basil oil의 농도에 따른 성장억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 처음보다 24시간 

이후 음성 조군은 0.054, 양성 조군은 0.595, 30 %는 

0.126, 50 %는 0.101, 70 %는 0.049의 값으로 나타나 농

도가 높아질수록 성장억제효과가 증가하였다(Table 3).

Essential oil conc. (%, v/v)
Incubation period (h)

0 3 6 12 24

NC 0.048 0.048 0.050 0.051 0.054

PC 0.052 0.052 0.126 0.487 0.595

30 0.120 0.120 0.118 0.123 0.126

50 0.116 0.116 0.113 0.110 0.101

70 0.118 0.118 0.058 0.051 0.049

Table 3. MIC values of basil essential oil on P. gingivalis

4. Basil essential oil의 농도에 따른 성장억제효과

S. mutans와 P. gingivalis에 Basil essential oil을 Agar 

plates에 Con, 30 %, 50 %, 70 %를 각각 분주하고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여 24시간 배양하고 집락수를 측정하였다. 

S. mutans의 집락 수는 양성 조군은 1872개, 30 %는 

292개, 50 %는 31개, 70 %는 3.67개로 농도에 따라 집락 

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P. gingivalis의 집락 수는 양성 조군은 796개, 30 %는 

102개, 50 %는 46.33개, 70 %는 13.00개로 농도에 따라 

집락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Table 4)(Fig. 2).

Strains
Basil essential oil concentration (%, v/v)

p
Con 30 50 70

S. mutans 1872.67±41.96c 292.00±8.72b 31.00±12.29a 3.67±2.52a <0.001***

p. gingivalis 796.33±51.695c 102.33±10.02b 46.33±4.16a 13.00±2.65a <0.001***

Table 4. Growth inhibition of S. mutans and P. gingivalis in accordance with extract concentration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by Ducan’s multiple range test(***p<0.001) 

Con 30 50 70
S. mutans Basil essential oil concentration (%,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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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30 50 70
P. gingivalis Basil essential oil concentration (%, v/v)

Fig. 2. Agar plates with CFU of S. mutans to determine the antibacterial effects

Ⅳ. 고 찰 

구강 내 감염성 질환의 가장 표적인 것이 치아우식

증과 치주질환이다. 이 질환을 유발하는 구강내 세균은 

무수하게 많으나, 치아우식증은 S. mutans, 치주질환은 

P. gingivalis를 표적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세균수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항생물질을 개발하

였으나 색소침착, 변색, 항생제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

을 유발하고 있다((Chen 등, 1989; 최미숙과 안권숙, 

2014).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천연물

에 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천연물이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식물의 꽃이나 줄기, 뿌리, 잎 

등에서 휘발성 오일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유(essential oil)라고 한다.

Essential oil은 피부에서 항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졌고(Jung, 2013), 구강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플라그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uhayoun, 

2003). 또한 구강 내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

센셜 오일은 로즈마리(Rosemary), 레몬글라스(Lemon 

grass), sla(Neem), 오렌지(Orange)(백병주 등, 2009), 트티

리(Tea tree) oil(최유리와 강민경, 2017) 등이 있다.

Basil은 허브식물 중 하나로 Ocimum L. 종에 속하며

(Gurib-Fakim A, 2006),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열  및 아열  지역에서 자라며(Radulovoc 등, 2013), 향

신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Tilebeni, 2011). 

Basil은 진통제, 소화제, 감기 증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Trevisan 등, 2006), 산화방지를 위하여 통조림이나 소세

지 등에 방부제 신 사용하였다(Chorianopoulos 등, 

2004). 또한 그램 양성과 음성 박테리아에서 항균성을 

가지고 있었다(Sakkas & Papadopoulou, 201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식품과 박테리아에 항균력이 있는 Basil oil을 

이용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표적인 균주인 S. 

mutans와 P. gingivalis의 항균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Basil oil의 항균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한 디스크 평판배지확산법에서는  S. mutans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 gingivalis

에서도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균력이 높았다. 또한 항균

력은 P. gingivalis보다 S. mutans에서 더 높았다. 이는 최

유리와 강민경(2017)의 연구에서는 티트리 오일은 S. 

mutans에 항균효과를 보였고, 잣나무 정유의 항균력 평

가에서는 편백나무가 가장 높았고 전나무, 잣나무, 소나

무 정유 순서로 나타났다(황현정 등, 2014). 그러나 김민

수 등(2017)이 그람 양성균주와 양성균주를 상으로 라

벤더와 로즈마리 오일을 항균력 측정에서는 S. mutans와 

S. sonnei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Basil oil의 S. mutans와 P. gingivalis의 성

장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도와 시간  별로 배

양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농도와 시간에 따른 성장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S. mutans에 

한 성장억제효과는 녹차잎, 뽕잎, 마테잎 추출물(김성숙 

등, 2017), 매실 추출물(이정선과 정기호, 2017), 인도감

나무 줄기 추출물(김혜수 등, 2018)에서 농도가 높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흡광도 값이 낮아져 성장억제효과를 

보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P. gingivalis에서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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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력은 허브의 일종일 오매(Mume Fructus), 비파엽

(Eriobotryae Folium)(정선영 등, 2010), 인도감나무 줄기 

추출물에서 성장억제효과를 보였고(김혜수 등, 2018), 페

퍼민트(Peppermint), 레몬글라스(Lemongrass) oil 등에서 

농도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이영수 등, 2006).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Basil의 

일종인 Ocimum gratissimum를 이용한 에센셜 오일에서 

치은염증을 감소시키고 치주조직 파괴를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입증되었다(Ocheng 등, 2016). 이러한 Basil은 실제 

섭취가 가능하기에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성물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로 Basil oil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균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경우 구강병에 작용하는 원인균이 무수히 

많으나 표적인 두 가지 균주만을 사용하였으며, 최소

억제 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작용하는 다양한 

균주 활용과 함께 최소억제농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한 실제로 가글이나, 세치제의 형태로 함께 사용하였을 

때 항균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Basil oil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표 원인균인 S. 

mutans와 P. gingivalis에 한 항균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Basil oil은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항균활성에서 두 균주 모두에서 항균효과가 있

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강했고, P. gingivalis보

다 S. mutans에서 효과가 더 컸다. 농도와 시간에 따른 

성장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24시간 이후 측정값이 모

두 낮았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성장억제효과가 더 좋았

다. 24시간 배양 후 집락 수 측정에서는 S. mutans와 P. 

gingivalis에서 양성 조군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도 현저

하게 감소하였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집락 수는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Basil은 현재 향신료로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치제나 양

치용액의 첨가제로 사용하여 항균력을 높을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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