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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잔토리졸(Xanthorrhizol)의 항균효과

본 연구에서는 Curcuma xanthorrhiza에서 추출한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

토리졸을 가용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탐색하고 적정 조

성 비율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개발된 바이오필름모델(biofilm 

model)에 적용하여 가용화된 잔토리졸의 항균능력을 평가하고 세포에 대한 독

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구강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잔토리졸을 가용화 시키기 위해 에탄올과 계면활성제를 각 농도별로 제조

하여 각기 다른 농도로 잔토리졸과 혼합하였다. 가용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10
7
 S. mutans에 각 조제 용액을 처리하여 항균력이 있는 적정 조성 비율

을 결정하였다. 항균력이 있는 배합 용액을 선택하여 S. mutans 바이오필름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산화 아파타이트 디스크 위에 

인공 S. mutans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선택한 용액을 처리하였다. 또한 선택

한 용액의 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L929 세포에 선택 용액을 처리

한 후 MTT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이 유기용매로 사용한 에탄올과 SLS, 

sarcosinate, taurate 각각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한 용액에서 얼마나 가용화되

는지의 여부를 항균력을 통해 알아보았다. 0.01% SLS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균을 접종시킬 경우 효과가 나타났지만 하루 경과한 경우 효과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0.015% SLS에서는 0.01% SLS의 농도보

다 항균효과가 더 컸으며 하루 경과한 경우에도 0.01% SLS의 농도보다 항균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2). 또한 에탄올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더 컸으며 0.02%의 농도부터는 항균효과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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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게 나타났으며 유기용매인 에탄올의 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41).

Sarcosinate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바로 균을 접종시킬 경우 0.025%

의 농도에서 유기용매의 농도와 상관없이 항균력이 나타났으나 하루 경과한 

경우 항균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p=0.003). 하루가 경과한 후에도 항균력

을 잃지 않은 sarcosinate의 농도는 0.04%부터였다.

Taurate의 경우 0.025%의 농도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경우나 하루 경과한 경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에탄

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이 증가하였다.

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라 계면활성제와 에탄올 혼합물의 항균력이 증가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경우 12.5 ppm 보다 25 ppm의 경우 그래프

의 기울기가 더 경사지게 났으며 이는 곧 25 ppm의 경우 항균력이 더 뛰어

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플랑크토닉 상태의 균에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난 혼합용액을 선택하여 

인공 S. mutans 바이오필름에 적용하여 항균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0.025% SLS, 0.035% sarcosinate, 0.03% taurate 각각의 계면활성제에 

12.5% 에탄올과 25 ppm 잔토리졸을 혼합한 용액에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

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SLS와 taurate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잔토리졸을 에탄올에 용해시키지 않고 계면활성제만으로 용해되는지의 여

부를 항균효과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0.02% SLS와 0.035% 

sarcosinate 각각의 계면활성제에 12.5 ppm, 25 ppm 잔토리졸 각각을 혼합

한 경우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나 0.035% taurate와 12.5 ppm, 25 ppm 잔토

리졸 각각을 혼합한 경우에는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생물에 항균력이 있는 혼합용액이 세포독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SLS 0.02% + 잔토리졸 12.5 ppm + 에탄올 1.5625%, ta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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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 잔토리졸 12.5 ppm + 에탄올 6.25%, sarcosinate 0.035% + 

잔토리졸 25 ppm + 에탄올 12.5% 혼합용액의 세포독성은 클로르헥시딘과 

같으므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잔토리졸은 에탄올과 계면활성제의 적절한 조합으로 가용화될 

수 있었다. 가용화된 잔토리졸은 구강 내 효능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구강환경과 유사한 바이오필름 모델에서 바이오필름 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세포에 대한 독성도 클로르헥시딘과 같았다. 따라서 천연물인 잔토리졸을 가

용화함으로써 기존의 화학적 항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유

아나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구강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계면활성제, 구강양치액, 무알콜 구강양치액, 바이오필름, 세포독성, 

잔토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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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잔토리졸(Xanthorrhizol)의 항균효과

<지도교수 김김김백백백일일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김김 해해해 선선선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의 기본은 치태조절이다.치태조절은 기계적인 방
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강양치액이 대표적인 화학적 치태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구강양치액은 크게 항균제 역할(Adams와 Addy,1994;
Mandel,1994)과 칫솔질 전 구강양치액 사용으로 치태의 부착을 느슨하게 만들어
칫솔질 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Lobene등,1990;Singh,1990)을
한다.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항균 작용이 뛰어난 구강양치액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하지만 클로르헥시딘은 뛰어난 항균작용,항치은염 효과
를 나타내지만 맛이 쓰고 장기간 사용시 치아와 연조직에 변색을 유발시키며,치
석형성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Adams와 Addy,1994;Loe등,1976).따라서
최근에는 에센셜오일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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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오일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치석형성이나 치아 착색과 같은 부작용이 없
어 안전하며 상당한 항균작용,항치은염 효과,치태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rma등,2004).반면,칫솔질 전 구강양치액의 효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일부 논문에서는 칫솔질 전 구강양치액의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Lobene등,1990;Singh,1990).칫솔질 전 치태의 부착을 느슨하게 만드는 양치액
중 솔비톨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법랑질에 부착되어 있는 Streptococcussobrinus
를 65% 박리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rma와 Charles,1990).그
밖에도 지금까지 알려진 구강양치액의 유효성분으로 triclosan,cetylpyridinium
chloride,thymol,eucalyptol,sanguinarine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녹차,솔잎 추출
물, 가자(Terminalia chebula), 석류(Punica granatum), Melaleuca, Manuka,
Calendula등과 같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가
능한 자연추출물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자연추출
물은 치태에 대한 항균작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아 구강건강
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보다 효과적인 물질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항균물질 평가는 연구의 편이성 때문에 주로 부유 상태의
미생물을 이용하였다.하지만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있는 세균은 부유 상태의 미
생물(planktoniccell)보다 항생물질에 대한 강력한 내성(resistance)을 가진다고 알
려져 있다.따라서 실제 구강환경에서 부유성 세균의 상태일 때 효과가 있는 항균
물질이 치태내 세균에 대해서는 항균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생물막(Biofilm)은 박테리아나 효소와 같은 미생물이 물체의 표면위에서 성장
하여 층을 형성하고,그들 스스로 다당류(polysaccharide)나 당단백질(glycoprotein)
을 분비하여 형성된 다세포성의 집합체를 말한다.구강의 생물막인 치태는 칫솔질
후 즉시 타액내 구성 성분이 법랑질 표면에 흡착하고 이어 초기 집락들이 부착함
으로써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집락들은 성숙된 치태의 군락을 형성
한다(Socransky등,1977;Scheie,1994).초기 부착세균은 주로 그람 양성세균과
Actinomycesnaeslundii,Streptococcussanguis,Streptococcusoralis,수종의 mutans
streptococcalstrains이다(Marsh와 Martin,1992).치태가 성숙됨으로써 그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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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점차 증가된다(Nyvad와 Kilian,1987).성숙된 치태는 수많은 void와
channel을 가진 개방형 구조(openarchitecture)이나 표층부는 환경의 공격으로부
터 저항할 수 있는 보호용 피막(protectivematrix)을 가지고 있다.특히 초기 부착
세균으로 알려진 mutansstreptococcalstrains중에서도 Streptococcusmutans(이하
S.mutans)는 competencestimulatingpeptide(CSP)와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족수 감지(Qurum sensing)와 같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능력을 높이고 서로 다른 균종간에도 유전자를 공유하여 항생제에 대한 강력
한 내성을 발휘한다.또한 S.mutans는 다당류인 글루칸을 합성시켜 치주질환 원인
균인 Actinomyces속의 결합을 증진시키는 부착인자로 작용함으로써 biofilm을 형성하
여 치주질환에 잠재적인 역할을 한다(Matee,1993;Suzuki와 Delisle,1984).즉,S.
mutans는 타액성 획득 피막(aquiredpellicle)성분인 당단백질에 부착하는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로 glucosyltransferase(GTase)를 생성하여 글루칸을 합성한다.이 균
에 의해 합성된 글루칸은 점착성이 있어 세균이 치아 평활면에 잘 부착되게 하고
세균을 응집시킨다(Sigmund와 Anne,1992).부착한 세균이 증식하면 치은염과 치
아면의 소와 열구를 따라 치태를 형성하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S.mutans의 부착을 막고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면 치태 형성 과정 초기부
터 관여하여 치태형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치태형성 억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인공 치태를
형성하였고 인공치태를 이용해 치태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결하
고자 하였다(Cury 등,2008;Xie등,2008;Ahn 등,2006;Levesque등,2007;
Biswas등,2008).또한 Zürich대학에서 실제 치아의 성분으로 알려진 수산화아파
타이트를 지지체로 사용한 바이오필름 모델을 제안하여 구강환경과 유사한 환경
에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이 방법은 준비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기가
간편하고 짧은 시간 노출에 적합한 방법으로 임상 전 평가(pre-clinictest)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보고되었다(Guffenhiem 등,2001).

Curcuma xanthorrhiza의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잔토리졸(Xanthorrhizol,
1,3,5,10-bisabolatetraen-3-ol)은 클로르헥시딘의 항균효과에 필적할 만한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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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Curcumaxanthorrhiza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약용식물
로 1970년 독일의 Rimpler가 처음으로 Curcumaxanthorrhiza로부터 잔토리졸을 추
출(Rimpler등,1970)한 이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잔토리졸은 관상동맥의
전수축(precontraction)억제효과(Campos등,2000),항암 및 항염효과(Lee 등,
2002),cisplatin이 유발하는 간독성의 보호효과(abrogation ofcisplatin-induced
hepatotoxicity)(Kim 등,2004),암전이 억제효능(Choi등,2005),신경질환 개선 효
과(Lim 등,2005),식중독 균 억제 효과(Lee등,2008),항혈소판 응집 작용(Jantan
등,2008)등 인체에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잔토리졸은 구강 미생
물에 대해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구강 미생물 중에서도 특히 치아우식증 관
련 균주인 S.mutans에 두드러진 항우식효과를 가진다.S.mutans에 대한 최소억제농
도(minimuminhibitoryconcentration,이하 MIC)가 1㎍/㎖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특
히,잔토리졸은 5ppm의 농도에서 1분 안에 치아우식증 유발 균주를 완전히 사멸시키
는 강력한 항균활성이 보고 된 바 있다(Hwang등,2000a).또한 잔토리졸은 5µg/㎖의
농도에서 S.mutans의 치태 형성을 60% 감소시켜 치태 형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Rukayadi와Hwang,2006)S.mutans치태에0.025㎎/㎖농도의잔토리졸을5분간노
출시킬 경우 치태를 구성하고 있는 S.mutans의 수(CFUs/㎖)가 61.9%감소하였고 30분
간 노출시킬 경우 89.9%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S.mutans로 구성된 치태는 구
강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 주요 미생물로 잔토리졸에 노출될 경우 산 생성 기전이
억제되어4시간동안pH7을유지한다고보고하였다(Kim등,2008).

그러나 잔토리졸은 구강 내 다른 정상균총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한 항균력을 나타
내지 않으면서도 치아우식증 유발균과 치주염균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높은 항균성
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Hwang등,2000b).잔토리졸의 이러한특성은 수분내에 효과
를 발휘해야하는 구강관리용품에 적용가능하다.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으로는 치
약,구강양치액을 들 수 있으며 잔토리졸을 이러한 구강관리용품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하지만 잔토리졸에 불소가 첨가될 경우 잔토리졸의 항균효과가 떨어진
다는 보고(김,2006)에 따라 잔토리졸은 치약의 성분보다는 구강양치액의 유효성분
으로 적합할 것이다.하지만 잔토리졸은 sesquiterpenoid계열의 화합물로써 무색,
무취이나 쓴맛이 나며 또한 소수성(hydrophobic)의 성질이 있다.이러한 소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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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로 인하여 잔토리졸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유기용매를 이용할 수 있다.잔토리
졸은 유기용매 중에서도 dimethylsulfoxide(이하 DMSO)와 100% 에탄올에서 용
해된다.많은 연구에서는 잔토리졸의 유기용매로써 DMSO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약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
로 약물의 가용화(solubilization)는 약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난용성약물을 가
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장관 내에서 단일분자로 용해되지 않고 커다
란 집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또한 이러한 난용성 약물을
가용화 처리 없이 주사제로 사용한다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매
우 높다.

구강양치액의 경우 매일 일정 용량으로 구강을 약 1분 정도 가글을 하게 된
다.만약 구강양치액의 항균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된 물질이 난용성이고 이 난용
성 물질이 가용화되지 않는다면 매번 사용하는 양치액에 항균물질이 일정량 포함
되지 않아 항균효과가 매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강양치액은 항균물질 이외에 물이나 에탄올,계면활성제,향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에탄올은 난용성 물질을 구강 양치액에 첨가하고자 할 때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기용매이다.에탄올은 자체 항균력을 갖기 때문에 항균물질과 함께 항
균력을 더 높일 수 있으나 구강건조증을 유발시키고 점막을 자극하는 이유로 필
요할 경우 저 농도를 이용하고 있다.에탄올의 함량이 낮아질 경우 난용성 물질이
가용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계면활성제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용화란 난용성 물질이 마이셀(micelle)내부 또는 표면에 흡착 또는 용해되
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등방성의(isotropic,입방결정이나 유리조각과 같이 모든
방향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용액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마이셀(micelle)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전통적으로 가용화에 계면활성제가 주로 많이 사용된
다.계면활성제는 분자 내에 친유성기와 친수성기가 함께 들어 있는 양친매성
(amphipathic)물질이다.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양이온 계면
활성제,양쪽성(amphoterism)계면활성제가 있다.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비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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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 벤젠술판산염 등이고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고급 아민할로겐화물,제사암모
늄염 및 알킬피리디늄염 등이며,양쪽성(amphoterism)계면활성제에는 인지질 등
이 있다.계면활성제를 물에 넣으면 소수성 때문에 물속에서 소수성 탄화수소 사
슬이 스스로 가운데로 모이고 친수성 그룹이 물과 만날 수 있도록 둥근 공모양으
로 회합하게 된다.난용성 물질은 소수성 탄화수소 사슬 속에 주로 분포하게 되는
데 마이셀의 지름은 약 5㎚ 정도이다 경우에 따라 마이셀(micelle)은 긴 실린더모
양의 한쪽이 기다란 구형 또는 둥근 디스크모양의 편원형으로 배열하기도 한다.

Figure1.Structureofmacromolecularmicelles.(a)directmicelle,(b)pore
micelle,(c)lamellarmicelle,(d)cylindermicelle.

하지만 계면활성제는 피부의 각질층,표피,진피층에서 흡수되고 침투된다.각
질층과 진피층 세포에 침투되거나 흡수된 계면활성제는 용해되어 단백질변성을
일으킴으로써 각질층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그 하부 구조인 진피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계면활성제에 접촉되어 구조적으로 약화된 각질층은 보호막 기능이 감소되
고,피부가 두터워지며 계속적으로 침투가 진행될 경우 샘 조직 하부 구조에 보다
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표피세포의 자극은 히스타민(histamin),프로스타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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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prostagladins)그리고 보체 같은 특이 요소 또는 매개요소를 분리시키고 진피
층까지 확산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현재까지 샴푸나 비누,입욕제등 미용제품의 구성성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
는 계면활성제 sodium lauroylsulfate(이하 SLS)는 세정력과 유화력의 특성과 함
께 거품이 일으키고 또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치약과 구강양치액에 널리 이용
되어 왔다.하지만 SLS는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
어 최근 좀더 안정성이 높고 무공해 물질인 천연에서 생산되는 아미노산을 이용
한 유기합성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아미노산류의 계면활성제는 소수성
원료와 친수성 원료를 반응시켜 얻은 것으로 최근 화장품이나 향장품공업을 중심
으로 급성장되어 왔다.특히 아미노산류의 가용성 N-아실화합물은 결합지방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친수성에서 소수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계면활성을 일으
킬 수 있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인체의 조직 역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미노산류 N-아실형은 인체내에서 독성이 없는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될
수 있다.N-아실화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중 sodium laurylsarcosinate(이하
sarcosinate)와 sodium methylcocoyltaurate(이하 taurate)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로 SLS에 비해 자극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여러 형태의 미용제품 및 구강관리용
품에 이용되고 있다.

SLS는 amides,sarcosine을 가지고 있는 coconutoil(즉,cocoylsarcosine),
sodium salts,그리고 sodium N-cocoylsarcosinate로 알려져 있으며 친수성 부분
으로 아민기와 카르복시기를 갖고,소수성기로 고급 지방산 염소화물을 갖는 물질
이다.Sarcosinate는 주로 샴푸나 린스,바디샴푸,비누,세안제,치약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치료용 샴푸 제조에 이용된다.

또한 N-아실화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인 sodium N-acyl-N-methyl-taurate는
친수성기가 카르복시산염에서 술폰산염으로 변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이는 사
람이나 동물의 담즙에 존재하는 생체계면활성제 타우로콜산과 유사한 구조를 가
지고 있어 안전성이 높은 계면활성제로서 이용되고 있다.내산,내경수성이 좋고
타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교해서 피부자극성,단백질변성,단백질에 흡착성,세정
성 등 여러 면에서 사용 후 피부에 잘 남지 않고 두피,모발의 구성성분인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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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성시키지 않으며 정상적인 피부의 신진대사를 방해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주로 샴푸나 바디 샴푸,세안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센소다인과 같은 민
감성 치아를 위한 치약에 함유하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rcumaxanthorrhiza에서 추출한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을 가용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탐색하고 적정 조
성 비율을 결정하고자 하였다.또한 최근에 개발된 바이오필름모델(biofilm model)
에 적용하여 가용화된 잔토리졸의 항균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구강환경에 대한 적
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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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Curcumaxanthorrhiza에서 추출한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을
가용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탐색하고 적정 조성 비율을 결정하
고자 하였다.또한 최근 개발된 바이오필름모델에 적용하여 S.mutnas바이오필름에 대
한 가용화된 잔토리졸의 항균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구강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하였다.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Figure2).

1.에탄올농도에따라항균력에차이가있는지알아본다(Figure2.①).
2.SLS,sarcosinate,taurate의항균력에차이가있는지알아본다(Figure2.②).
3.에탄올과계면활성제혼합에따른항균력의변화를알아본다(Figure2.③).
4.에탄올과잔토리졸혼합에따른항균력을알아본다(Figure2.④).
5.에탄올,계면활성제,잔토리졸혼합에따른항균력을알아본다(Figure2.⑤).
6.무알콜잔토리졸혼합물의항균력을알아본다(Figure2.⑥).
7.S.mutans바이오필름에대한에탄올,계면활성제,잔토리졸혼합물의바이오필름
형성억제능력을알아본다(Figure2.⑦).

8.에탄올,계면활성제,잔토리졸혼합물의세포독성을알아본다(Figure2.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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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Experimentaldesign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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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111...111...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
유럽 약전에 등재 된 JavaneseTumeric(Curcumaexanthorrhizaerhizoma)인

Curcumaxanthorrhiza의 뿌리로부터 추출된 잔토리졸을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교실
로부터 함량이 100%인 것을 제공받아 4℃의 저온실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Curcumaxanthorrhiza의 뿌리를 n-핵산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뒤 여
과 추출한 원액을 감압농축하고 n-핵산과 아칠아세테이트 혼합액(100:1)을 전개 용매
로 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였다.실리카 부피의 2-4배의 전기용매를 취한
후 감압농축하여 40%농도의 Curcumaxanthorrhizaoil을 제조하였다.이를 다시 n-핵산
과 에칠아세테이트 혼합액(9: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
하여 순수한 잔토리졸을 얻었다.S.mutans바이오필름에 효과를 나타낸 잔토리졸 농
도는 25ppm이었으므로(Kim등,2008)본 연구에서도 25ppm의 농도를 이용하였으며
계면활성제의 항균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유효농도보다 낮은 12.5ppm의 농도를
같이 평가하였다.100%에탄올을 이용해 250,125ppm이 되도록 미리 제조한 후 이용
하였다.

111...222...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
계면활성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LS를 포함하여 대체 계면활성제로써 자극

성이 강하지 않은 sarcosinate와 taurate는 항균력이 처음 나타나는 농도보다
0.005% 낮은 농도인 0.01%를 시작으로 0.005%씩 농도를 높여 제조하였다.이들은
수용성 물질로써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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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에에에탄탄탄올올올
잔토리졸은 난용성 항균물질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따라서 유기용매제로

구강양치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탄올을 제조하였다.고농도의 에탄올을 사용
할 경우 구강건조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저농도의 에탄올을 사용해야한다.현재 우리나라의 구강양치액에 함유되어있는
에탄올의 농도는 25%를 넘지 않는다.에탄올 함량이 가장 높은 구강양치액은 리
스테린으로 알코올 함량이 21.6%이다.따라서 에탄올의 최저 농도를 결정하기 위
해 최대 25%의 농도를 시작으로 두 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최저 1.5625%까지 희
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11...444...균균균주주주의의의 배배배양양양
구강미생물로는 S.mutansATCC25175균주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

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이 균주를 BHI(BrainHeartInfusion,Difco
Co.)agar배지에서 순수 배양하였다.48시간 동안 혐기 배양(5% CO2)후 잘 분리
된 집락 2~3개를 백금이로 BHI액체배지에 배양하여 37℃ incubator에서 20~24시
간 배양하였다.배양한 균주를 최종 2×107cell로 희석하여 -80℃에 보관하여 실험
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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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222...111...난난난용용용성성성 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가가가용용용화화화
난용성 항균물질의 항균능력 평가를 통해 잔토리졸의 가용화 여부를 간접적

으로 확인하였다.상기 기술한 다양한 농도의 계면활성제와 잔토리졸,그리고 에
탄올을 여러 가지 조성으로 혼합하여 이용하였다.(1)세 가지 물질을 1.5㎖
effendorttube에 넣고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와동(vortexing)하였다.잘 혼합된
실험 용액 800㎕와 200㎕의 2×107S.mutans을 1.5㎖ effendorftube에 넣어 균
과 용액이 고루 섞이도록 와동 하였다.5분 뒤 실험용액에 접촉된 균을 최종 10-4

까지 희석하였으며 희석된 용액의 20㎕만을 채취하여 15% 수크로스(sucrose)가
함유된 MSBagarplate에 도말하였다.37℃ 혐기 배양 후 72시간 뒤 균의 집락
수를 확인하여 CFU/㎖를 계산하였다.(2)또한 실험용액 제조과정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아닌 에탄올과 계면활성제로 인하여 잔토리졸이 가용화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용액을 제조하여 잘 섞이도록 와동 한 후 하루 동안 실온에
방치하였다.실온에서 하루 경과한 실험용액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
여 800㎕를 취하여 1.5㎖ effendorftube에 옮겨 담았으며 200㎕의 2×107S.
mutans를 접종하였다.(1)과 같은 방법으로 5분간 실험용액과 균이 접촉하도록 와
동 하였으며 최종 10-4까지 희석하였다.희석된 용액의 으로 인하여 가용화 되었
는지 알아보았다.20㎕만을 채취하여 15% 수크로스가 함유된 MSBagarplate에
도말하였다.37℃ 혐기 배양 후 72시간 뒤 균의 집락 수를 확인하여 CFU/㎖를
계산하였다.

222...222...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SSS...mmmuuutttaaannnsss바바바이이이오오오필필필름름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항항항균균균능능능력력력 평평평가가가
222...222...111...바바바이이이오오오필필필름름름 형형형성성성

실험실 상에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공타액을 제조하였다.
Gastricmusin 4.4gram,NaCl0.762gram,CaCl2 0.426gram,KH2PO4 1.476
gram,KCl2.228gram을 2000㎖ 증류수에 넣고 overnightstirring한 후 저온
살균하여 냉장 보관하여 이용하였다.살균된 인공타액을 800㎕만 취하여 24-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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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중 하나의 well에 넣고 직경 10.6㎜,높이 1.3㎜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넣
어 4시간동안 37℃ 항온기에서 타액으로 코팅되도록 하였다.타액(800㎕)과 0.3%
글루코스(glucose)(최종 글루코스 농도 0.15%)가 함유된 BHI액체배지(800㎕)를
1:1비율로 섞은 salivamedia를 24-wellplate의 다른 하나의 well에 넣고 타액으
로 표면을 코팅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담갔다.최종 적으로 S.mutans200㎕를
접종시킨 후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도록 37℃ 혐기 배양하였다.16시간 동안 배양
한 후 24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saliva media(타액(800 ㎕)+0.15% 글루코스와
0.15% 수크로스(최종 0.075% 글루코스+0.075% 수크로스)가 함유된 BHI액체배지
(800㎕))로 교체해 주었다.첫 배지 교환은 40시간,두 번째 배지 교환은 64시간
이 됐을 때 시행해 주었다.

222...222...222...바바바이이이오오오필필필름름름에에에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처처처리리리
본 실험에 사용하게 될 항균물질이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16시간 동안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disc를 새 배지로 옮기기
전 항균물질(1㎖,상온)에 노출 시켰다.5분 동안 항균물질에 노출 시킨 후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였다(3×2㎖,10초 동안 두 번 담근다).세척한 disc를 새로운
salivamedia로 옮긴 후 37℃ 혐기 배양하였다.이 과정을 4시간,8시간 뒤에 반복
해 주었다.하지만 4시간과 8시간에 항균물질을 처리한 후에는 배지교환을 하지
않았다.16시간 동안 배양한 후(40시간)disc는 다시 4시간 간격으로 5분 동안 항
균용액에 균이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첫 항균물질에 노출된 후에만 배지 교환을
하였다.다시 16시간 동안(64시간)혐기 배양하였다(Fig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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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333...바바바이이이오오오필필필름름름의의의 균균균체체체 확확확인인인
수화아파타이트에 형성된 바이오필름 내 균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1㎖의 생

리식염수가 들어있는 tube에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넣고 5분 동안 vortexing하였으
며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균체를 떨어뜨렸다.모아진 균체를 10-4까지
희석하여 MSB 배지에 도말하여 48시간동안 37℃ 혐기 배양하였다.48시간 후
MSB배지에 나타난 colony를 확인하여 최종 CFU/㎖를 계산하였다.

222...333...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세세세포포포독독독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미생물에 항균력이 있는 혼합용액을 선정하여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세포독성 평가를 시행하였다.시험용액은 1.5625% 에탄올+0.02%
SLS+12.5 ppm 잔토리졸,6.25% 에탄올+0.025% taurate+12.5 ppm 잔토리졸,
12.5% 에탄올+0.035% sarcosinate+25ppm 잔토리졸을 시험군으로 하였고 1.5625,
6.25,12.5% 에탄올,12.5,25ppm 잔토리졸,0.1% 클로르헥시딘과 아무것도 첨가
하지 않은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였다.세포독성평가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2호에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정성 검사 중 체외검사법에 의거하여 실
험하였다.시험용액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L929세포주를 사용하였다(오,
2007;Müller와 Kramer,2006).세포주 배양을 위해 배지 Roswellparkmemorial
institute-1640(RPMI-1640, Gibco BRL, USA)에 우태혈청(FBS)과 antibiotic

Figure3.Experimentalprocedureforbiofilm formation(GuggenheimB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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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ycotic(1x)(GibcoBRL,USA)용액을 각각 전체 부피의 10%,1%가 되도록 첨
가하였다.

준비된 배지가 담긴 75T-flask에 L929세포주를 접종하여 48시간동안 5%의
CO2농도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37℃로 배양하였다.배양 후 세포주의 증식을
확인한 다음 96-wellmicroplate에 5×105cells/㎖로 보정한 세포 현탁액 200㎕을
각 well에 분주하였다.각 well에 분주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24시간 CO2배양
기에서 37℃로 배양하여 세포를 plate표면에 부착시켰다.24시간 경과 후 배지를
제거해 내고 각 well에 배지와 함께 시험 용액을 첨가한 다음 5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5분 후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20㎕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4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였다.배양 후
well의 모든 용액을 제거하고 DMSO 200㎕를 첨가하여 다시 30분 동안 37℃에
서 배양한 후 비색정량법(570nm)으로 세포의 사멸율을 측정하여 세포에 대한 독
성을 평가하였다.

222...444...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에탄올 농도에 따른 항균효과와 잔토리졸의 농도에 따른 항균효과,바이오필

름 형성 억제 효과,세포독성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군간의 차이는 Duncan과 Tukey의 사후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제조직후와
하루 경과했을 때의 항균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t-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때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모든 분석은 SPSS12.0KO forwindow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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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유유유기기기용용용매매매와와와 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항항항균균균력력력 평평평가가가

111...111...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비비비교교교
계면활성제는 자체의 항균력이 있으며 에탄올 또한 그 자체로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을 혼합하였을 경우 항균력이 상승되는지를 평가하였다.에탄올의
농도에 따라 0.025%의 계면활성제의 항균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SLS와
sarcosinate의 경우 에탄올 농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taurate의
경우 25% 에탄올의 농도에서 급격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SLS는 0.025%의 농도만으로도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며 에탄올 첨가에 큰 영향
을 받지 않고 항균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또한 sarcosinate의 경우 0.025%의 농
도에서는 항균효과가 없으며 SLS와 마찬가지로 에탄올 첨가에 뚜렸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하지만 taurate의 경우 sarcosinate보다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에탄
올의 함량 25%를 기점으로 항균효과가 급격하게 향상되었다(Figure4)(p<0.00).

b

c

a

Figure 4.Comparison ofantibacterialeffects of0.025% surfactants by
increasingconcentrationofethanol.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s was analyzed by one way ANOVA and Duncan's post hoc analysis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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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 농농농도도도 증증증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각각각 유유유기기기용용용매매매에에에서서서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비비비교교교
각 에탄올의 농도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높일 경우 항균력에 어떠한 변화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0.005%씩 증가시켜 항균력을 알아
보았다.

1.2.1.SLS농도 증가에 따른 유기용매의 항균력
각기 다른 농도의 에탄올 용액에 SLS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때 항균효과를 보

고자하였다.그 결과 모든 농도의 에탄올 용액에서 SL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균
효과가 증가하였다.특히 25% 에탄올 용액의 경우에는 SLS의 농도가 0.01%에서
0.015%로 증가함에 따라 99.9%의 CFU/㎖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5).

 

Figure5.ComparisonofantibacterialeffectsbyincreasingconcentrateofSLS
ineachethanol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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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Sarcosinate농도 증가에 따른 유기용매의 항균력
각기 다른 농도의 에탄올 용액에 sarcosinate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때 항균효

과를 보고자하였다.그 결과 모든 농도의 에탄올 용액에서 sarcosinate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항균효과가 증가하였다.하지만 SLS의 경우와는 다르게 에탄올 농도
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Figure6).

Figure 6.Comparison ofantibacterialeffects by increasing concentrate of
sarcosinateineachethanol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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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Taurate농도 증가에 따른 유기용매의 항균력
각기 다른 농도의 에탄올 용액에 taurate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때 항균효과를

보고자하였다.그 결과 증류수를 비롯한 저농도의 에탄올에서는(1.5625%~6.25%)
taurate의 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농도(12.5%~25%)
의 에탄올에서는 급격한 항균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12.5%의 에탄올 농도에서
taurate의 농도가 0.025%에서 0.03%,0.035%로 증가할수록 각각 34.9%,97.6%의
CFU/㎖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5%의 에탄올에서는 taurate의 최저농도인
0.025%에서도 모든 균이 사멸하였다(Figure7).

Figure 7.Comparison ofantibacterialeffectsby increasing concentrate of
taurateineachethanol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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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기기기용용용매매매와와와 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난난난용용용성성성 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가가가용용용화화화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이 본 실험에서 유기용매로 사용한 에탄올에서
얼마나 가용화 되는지를 먼저 항균력으로 알아보았다.또한 가용화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LS와 그보다 자극이 적은 것
으로 알려진 sarcosinate,taurate를 이용하여 잔토리졸의 가용화 여부를 항균력으
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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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과과과 에에에탄탄탄올올올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항항항균균균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
에탄올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기용매로 다양한 농도의 에탄올에 잔토리졸

을 12.5ppm 과 25ppm을 첨가한 후 항균력을 알아보았다.이때 잔토리졸을 첨
가하지 않은 에탄올을 대조군으로 하였다.조제 직후 vortexing으로 물리적인 힘
을 가한 후 균을 접종시킨 경우나 하루 경과 후 균을 접종시킨 경우 모두 항균력
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p>0.05).단 에탄올 농도에 따른 CFU/㎖ 차이는 25%에
서 잔토리졸의 농도가 12.5ppm과 25ppm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제조
직후나 하루 경과한 경우에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1).

†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distilledwater

Table1.Antibacterialeffectsbyincreasingconcentrateofxanthorrhizoland
ethanol(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7.72(0.02)a - - - -

1.5625 7.70(0.07)a 7.71(0.11)a 7.67(0.06)a 7.58(1.11)a 7.69(0.07)a

3.125 7.66(0.06)a 7.69(0.05)a 7.58(0.06)ab 7.68(0.06)a 7.62(0.05)a

6.25 7.69(0.04)a 7.64(0.05)a 7.56(0.02)b 7.61(0.05)a 7.71(0.07)a

12.5 7.60(0.06)a 7.66(0.06)a 7.45(0.05)b 7.73(0.11)a 7.62(0.07)a

25 7.63(0.06)a 6.98(0.21)b 7.18(0.06)c 5.96(0.17)b 6.67(0.01)b

p-value† 0.082 0.00 0.00 0.00 0.00
p-value‡ 0.18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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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가가가용용용화화화
에탄올의 함량을 낮출 경우 구강양치액 사용 시 점막 자극성을 낮출 수 있지

만,잔토리졸과 같은 난용성 물질의 경우 가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낮아진 에탄올의 함량으로 인한 가용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였다.계면활성제는 그 자체로 항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항균력을 나타내지 않는 저 농도를 선택하여 순수한 잔토리졸에 의한 항
균력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모든 계면활성제는 최소 농도를 시작으로 0.005%씩
함량을 증가시켰으며 잔토리졸이 함유되지 않은 상태의 계면활성제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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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SLS에 의한 잔토리졸의 가용화
SLS에 의해 잔토리졸이 가용화 되어 항균력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0.01% SLS를 최소 농도로 시작하여 0.005%씩 농도를 증가시켜 어느 농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이때 잔토리졸이 함유되지 않은 SLS를 대조군으로
하였다.그 결과 0.01% SLS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균을 접종시킬 경우 효
과가 나타났지만 하루 경과한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2,
p<0.00).0.015% SLS에서는 0.01% SLS의 농도보다 항균효과가 더 컸으며 하루 경
과한 경우에도 0.01% SLS의 농도보다 항균효과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3,p=0.022).또한 에탄올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더 컸으
며 0.02%의 농도부터는 항균효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으며 유기용매인 에탄올의
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p=0.041).

†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2.Antibacterialeffectsofxanthorrhizolmixturescontaining0.01% SLS
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6.54(0.06)a 6.06(0.17)a - - - -
1.5625 6.55(0.07)a 6.24(0.04)a 2.57(0.50)a 6.42(0.09)a 1.78(0.42)a 6.19(0.08)a

3.125 6.56(0.01)a 6.10(0.07)a 2.25(0.96)a 6.37(0.09)a 1.23(0.40)a 6.55(0.05)b

6.25 6.58(0.01)a 6.11(0.39)a 1.23(1.08)a 6.00(0.04)b 1.23(0.50)a 6.44(0.14)b

12.5 6.47(0.13)a 6.24(0.07)a 1.13(0.98)a 5.92(0.03)b 1.00(0.30)a 6.19(0.09)a

25 6.44(0.04)a 6.11(0.09)a 1.23(1.08)a 4.75(0.03)c 0.57(0.51)a 2.77(0.44)c
p-value† 0.23 0.60 0.45 0.00 0.21 0.00
p-value‡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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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3.Antibacterialeffectsofxanthorrhizolmixturescontaining0.015% SLS
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3.79(0.34)a 3.76(0.15)a - - - -

1.5625 3.90(0.14)a 5.17(0.07)b 2.14(0.21)ab 3.54(0.17)a 1.04(0.24)ab 3.13(0.33)a

3.125 3.95(0.08)a 5.33(0.03)c 2.27(0.32)a 3.28(0.20)b 1.17(0.36)a 2.96(0.23)a

6.25 3.44(0.42)ab 5.22(0.03)b 2.25(0.15)ab 2.43(0.23)c 0.72(0.62)ab 2.03(0.05)b

12.5 2.14(0.42)b 4.13(0.18)a 1.85(0.20)b 1.62(0.28)c 0.00(0.00)b 1.26(0.24)b

25 3.21(0.34)b 2.99(0.26)a 0.49(0.85)bc 0.33(0.58)c 0.00(0.00)b 0.77(0.68)b

p-value† 0.015 0.00 0.028 0.00 0.034 0.004
p-value‡ 0.00 0.0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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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4.Antibacterialeffectsofxanthorrhizolmixturescontaining0.02% SLS
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2.86(0.28)a 1.00(1.73)ab - - - -

1.5625 1.96(1.71)ab 4.01(0.11)c 0.00(0.00) 0.57(0.98)a 0.00(0.00) 0.72(1.26)a

3.125 3.06(0.32)a 3.86(0.07)c 0.00(0.00) 0.00(0.00)a 0.00(0.00) 1.23(1.08)a

6.25 1.90(1.56)bc 3.22(0.24)c 0.00(0.00) 0.57(0.98)a 0.00(0.00) 1.23(1.08)a

12.5 0.00(0.00)c 1.80(1.56)b 0.00(0.00) 0.13(0.98)a 0.00(0.00) 1.36(1.23)a

25 0.00(0.00)c 0.00(0.00)a 0.00(0.00) 0.00(0.00)a 0.00(0.00) 0.00(0.00)a

p-value† 0.005 0.001 - 0.382 - 0.508
p-value‡ 0.008 0.04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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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Sarcosinate에 의한 잔토리졸의 가용화
Sarcosinate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바로 균을 접종시킬 경우 0.025%의 농

도에서 유기용매의 농도와 상관없이 항균력이 나타났으나 하루 경과한 경우 항균
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Table5,p=0.003).0.03%의 농도부터는 물리적임 힘이
가해진 직 후에 거의 모든 균이 살균되었으나 하루가 경과한 후에도 항균력을 잃
지 않은 sarcosinate의 농도는 0.04%부터였다(Table8).

†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5.Antibacterialeffects of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25%
sarcosin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7.29(0.04)a 7.97(0.03)a - - - -

1.5625 7.24(0.17)a 7.98(0.04)a 2.17(0.34)a 7.11(0.08)a 0.00(0.00) 6.17(0.03)a

3.125 7.30(0.05)a 7.99(0.04)a 2.12(0.13)a 6.48(0.05)b 0.00(0.00) 6.01(0.15)b

6.25 7.52(0.07)a 7.97(0.07)a 2.73(0.12)b 6.60(0.11)b 0.00(0.00) 5.95(0.11)b

12.5 7.62(0.08)b 7.98(0.06)a 1.81(0.29)a6.40(0.10)bc 0.00(0.00) 5.13(0.38)c

25 7.32(0.19)b 7.97(0.01)a 3.30(0.00)c 5.72(0.12)c 0.00(0.00) 4.02(0.12)c

p-value† 0.01 0.998 0.00 0.00 - 0.00
p-value‡ 0.00 0.0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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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6.Antibacterialeffects of 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3%
sarcosin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6.05(0.10)a 6.64(0.07)a - - - -

1.5625 6.37(0.06)b 6.63(0.25)a 0.57(0.98)a 6.22(0.06)a 0.00(0.00) 5.04(0.04)a

3.125 6.38(0.09)b 6.83(0.07)a 0.57(0.98)a 5.87(0.01)b 0.00(0.00) 1.56(1.50)b

6.25 6.46(0.03)b 6.94(0.01)a 0.00(0.00)a 4.91(0.98)c 0.00(0.00) 1.23(1.08)b

12.5 6.47(0.02)b 6.82(0.17)a 0.00(0.00)a 3.74(0.07)c 0.00(0.00) 0.57(0.98)b

25 6.77(0.02)c 6.75(0.18)a 0.00(0.00)a 5.24(0.06)c 0.00(0.00) 0.00(0.00)b

p-value† 0.00 0.134 0.58 0.00 - 0.00
p-value‡ 0.00 0.007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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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7.Antibacterialeffects of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35%
sarcosin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3.96(0.24)a 4.73(0.29)a - - - -

1.5625 4.66(0.23)a 5.14(0.02)ab 0.57(0.98)a 4.41(0.11)a 0.00(0.00) 0.57(0.98)a

3.125 4.59(0.27)a 5.24(0.02)bc 0.57(0.98)a 2.39(2.08)b 0.00(0.00) 1.33(1.16)a

6.25 4.84(0.10)a 5.38(0.04)c 0.00(0.00)a 2.10(1.83)b 0.00(0.00) 1.37(1.23)a

12.5 4.93(0.10)a 5.35(0.21)c 0.00(0.00)a 0.00(0.00)b 0.00(0.00) 0.00(0.00)a

25 5.90(0.076)b 6.21(0.02)d 0.00(0.00)a 1.80(1.56)b 0.00(0.00) 0.00(0.00)a

p-value† 0.00 0.00 0.58 0.00 - 0.307
p-value‡ 0.121 0.04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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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8.Antibacterialeffects of 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4%
sarcosin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2.90(0.17)a 3.36(0.32)ab - - - -

1.5625 2.06(1.79)a 3.49(0.25)a 0.00(0.00)2.00(0.30)ab 0.00(0.00) 1.49(1.31)

3.125 1.80(1.56)a 3.03(0.35)ab 0.00(0.00) 2.30(0.00)a 0.00(0.00) 2.80(0.44)

6.25 0.90(0.56)a 3.20(0.17)ab 0.00(0.00)1.93(0.40)ab 0.00(0.00) 2.15(0.54)

12.5 0.00(0.00)a 2.86(0.28)b 0.00(0.00) 0.57(0.98)b 0.00(0.00) 0.00(0.00)

25 4.50(0.03)b 4.14(0.04)c 0.00(0.00) 0.00(0.00)b 0.00(0.00) 0.00(0.00)

p-value† 0.00 0.00 - 0.017 - 0.113
p-value‡ 0.581 0.002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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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Taurate에 의한 잔토리졸의 가용화
Taurate의 경우 0.025%의 농도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경우나 하루 경과한 경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Table9).또한 0.03%
taurate의 농도부터는 물리적 접촉을 유도한 경우 모든 균이 사멸하였다(Table10).
같은 농도에서 하루 경과한 후에도 뛰어난 항균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이 증가하고 있다.

†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9.Antibacterialeffects of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25%
taur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5.16(0.15)a 5.25(0.04)a - - - -

1.5625 4.89(0.35)a 5.27(0.09)a 1.80(0.17)a 4.24(0.10)a 0.00(0.00) 3.81(0.12)a

3.125 4.80(0.17)ab 5.06(0.18)b 1.33(1.16)a 3.56(0.03)b 0.00(0.00) 2.61(0.40)b

6.25 4.80(0.17)ab 4.88(0.30)b 0.00(0.00)b 0.90(1.56)c 0.00(0.00) 0.67(1.16)b

12.5 3.96(0.24)b 4.01(0.13)c 0.00(0.00)b 0.90(1.56)c 0.00(0.00)1.29(1.144)b

25 0.00(0.00)b 0.00(0.00)c 0.00(0.00)b 0.00(0.00)c 0.00(0.00) 0.00(0.00)b

p-value† 0.012 0.00 0.02 0.00 - 0.00
p-value‡ 0.177 0.036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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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10.Antibacterialeffects of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3%
taur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4.73(0.07)a 5.03(0.03)
a

- - - -

1.5625 4.94(0.04)b 5.21(0.06)b 0.00(0.00) 3.99(0.19)a 0.00(0.00) 3.39(0.09)a

3.125 4.65(0.15)ac 5.01(0.01)a 0.00(0.00) 3.44(0.13)b 0.00(0.00) 3.00(0.30)b

6.25 4.52(0.11)c 4.78(0.04)c 0.00(0.00) 0.90(1.56)b 0.00(0.00) 0.00(0.00)c

12.5 3.82(0.12)d 3.61(0.12)d 0.00(0.00) 0.00(0.00)b 0.00(0.00) 0.00(0.00)c

25 0.00(0.00)d 0.00(0.00)d 0.00(0.00) 0.00(0.00)b 0.00(0.00) 0.00(0.00)c

p-value† 0.00 0.00 - 0.00 - 0.00
p-value‡ 0.038 0.03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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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11.Antibacterialeffectsofxanthorrhizolmixturescontaining 0.035%
taur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4.38(0.13)a 4.85(0.04)ab - - - -

1.5625 4.60(0.08)b 4.89(0.03)a 0.00(0.00) 1.80(1.56)a 0.00(0.00) 2.22(1.93)

3.125 4.61(0.07)b 4.79(0.04)b 0.00(0.00) 0.00(0.00)b 0.00(0.00) 0.00(0.00)

6.25 4.00(0.10)c 4.55(0.10)c 0.00(0.00) 0.00(0.00)b 0.00(0.00) 0.57(0.98)

12.5 0.90(1.56)d 3.03(0.35)d 0.00(0.00) 0.00(0.00)b 0.00(0.00) 1.23(1.08)

25 0.00(0.00)d 1.80(1.56)d 0.00(0.00) 0.00(0.00)b 0.00(0.00) 0.00(0.00)

p-value† 0.00 0.00 - 0.034 - 0.076
p-value‡ 0.019 0.164 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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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samongthegroupsbyethanolconcentrationswereanalyzedbyonewayANOVAand
Duncan'sposthocanalysis.
Samelettersinacolumn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Thedifferencesbetweenafterimmediatevortexingandadaywereanalyzedbyindependentt-test.

Table 12.Antibacterialeffects ofxanthorrhizolmixtures containing 0.04%
taurateforusingmouthrinse(Log(CFU/㎖))

Mean(S.D)

Percentof
ethanol
(%)

nonXan Xan12.5ppm Xan25ppm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After

immediate
vortexing

Afteraday

DW 4.38(0.13)a 4.81(0.01)a - - - -

1.5625 4.53(0.13)a 4.94(0.03)b 0.00(0.00) 2.70(0.00) 0.00(0.00) 2.69(1.93)

3.125 4.16(0.05)b 4.83(0.06)a 0.00(0.00) 0.00(0.00) 0.00(0.00) 0.00(0.00)

6.25 4.03(0.06)b 4.61(0.07)c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2.5 0.00(0.00)c 1.90(1.65)d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5 0.00(0.00)c 0.00(0.00)d 0.00(0.00) 0.00(0.00) 0.00(0.00) 0.00(0.00)

p-value† 0.00 0.00 - - - -
p-value‡ 0.004 0.082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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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 함함함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교교교

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라 계면활성제와 에탄올 혼합물의 항균력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제조 후 하루 경과시킨 혼합용액으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를
이용해 12.5ppm 잔토리졸과 25ppm 잔토리졸을 비교하였다.모든 계면활성제의
경우 12.5ppm 보다 25ppm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경사지게 났으며 이는
곧 25ppm의 경우 항균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Figure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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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8.Antibacterialeffectsof12.5ppm (a)and25ppm (b)xanthorrhizol
mixturecontainingSLSbyincreasingconcentrateofSLS.

(a) (b)

Figure9.Antibacterialeffectsof12.5ppm (a)and25ppm (b)xanthorrhizol
mixturecontainingsarcosinatebyincreasingconcentrateofsarcosinate.

(a) (b)

Figure10.Antibacterialeffectsof12.5ppm (a)and25ppm (b)xanthorrhizol
mixturecontainingtauratebyincreasingconcentrateofta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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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SSS...mmmuuutttaaannnsss바바바이이이오오오필필필름름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용용용화화화된된된 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의의의 항항항균균균효효효과과과

각 계면활성제와 에탄올의 농도 중 플랑크토닉 상태의 균에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난 조합만을 선택하여 S.mutans인공 바이오필름에 적용하여 항균효과를 알
아보았다.이때 음성대조군으로 에탄올만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이용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1% DMSO에 함유된 25ppm 잔토리졸을 이용하였다.그 결과 1%
DMSO에 녹인 잔토리졸은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12.5% 에탄올에서는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
다.그 중에서도 특히 SLS와 taurate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13).

Table13.AntibacterialeffectsofsolubilizedxanthorrhizolonS.mutansbiofilm
Log(CFU/㎖)

Thedifferencesamong thegroupswereanalyzed by oneway ANOVA and Duncan'sposthoc
analysis.
Sameletters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Figure11.AntibacterialeffectsofsolubilizedxanthorrhizolonS.mutansbiofilm

Compositions Mean(SD)
12.5% EtOH 7.92(0.05)a

1% DMSO +25ppm Xan 7.85(0.05)a

0.025% SLS+12.5% EtOH +25ppm Xan 6.87(0.02)b

0.035% Sar+12.5% EtOH +25ppm Xan 7.60(0.11)c

0.03% Tau+12.5% EtOH +25ppm Xan 7.1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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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무무무알알알콜콜콜 잔잔잔토토토리리리졸졸졸과과과 계계계면면면활활활성성성제제제 병병병용용용 항항항균균균효효효과과과

잔토리졸을 유기용매인 에탄올에 용해시키는 과정 없이 계면활성제 상태만으
로도 용해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잔토리졸의 용해 여부는 항균효과를 통해 알
아보았다.최저 에탄올 농도 1.5625%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난 최저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선택하여 잔토리졸을 에탄올에 용해시키지 않고 계면활성제에 바로 첨가
하였다.그 결과 SLS와 sarcosinate는 항균력을 나타냈으며 taurate는 에탄올이 함
유된 경우보다 항균효과가 떨어졌다.또한 잔토리졸의 농도에 따른 항균력의 차이
는 없었다(Table14).

Table14.AntibacterialeffectsofethanolfreexanthorrhizolmixturesonS.mutans
biofilm (Log(CFU/㎖))

Mean(SD)

†Thedifferencesbetween 12.5ppm and25ppm xanthorrhizolofeach surfactantswereanalyzedby
independentt-test.
‡ThedifferencesamongthegroupsinacolumnwereanalyzedbyonewayANOVA andDuncan's
posthocanalysis.
Sameletterinacolumnis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Concentrationofsurfactants
Xanthorrhizol

p-value†
12.5ppm 25ppm

0.02% SLS 0a
(0.00)

0a
(0.00)

_

0.035% sarcosinate 1.96a
(1.71)

0a
(0.00) 0.186

0.035%taurate 4.18b
(0.07)

4.03b
(0.07) 0.065

p-value‡ 0.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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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세세세포포포독독독성성성 효효효과과과

미생물에 항균력을 나타내는 최저 농도의 혼합용액을 선정하여 0.1% 클로르
헥시딘과 세포독성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1.5625% 에탄올을 제외한 모든 용액의
경우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그 중 항균력을 나타내는 잔토리졸 혼합용액은 클로
르헥시딘과 같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하지만 잔토리졸 자체는 클로르헥시딘보
다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Thedifferencesamong thegroupswere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posthoc
analysis.
Samelettersarenot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groupsatthe5% probabilitylevel.
(SLSmix:1.5625% EtOH+0.02% SLS+12.5ppm xanthorrhizol,tauratemix:6.25% EtOH+0.025taurate+12.5
ppm xanthorrhizol,sarcosinate mix:12.5% EtOH+0.035% sarcosinate+25 ppm xanthorrhizol,Xan:
xanthorrhizol,CHX:0.1% chlorhexidine)
Shadow meanstestmixtureandpositivesolution(0.1% chlorhexidine).

Table15.CytotoxicityofantibacterialagentsbyMTTassay.
O.D570

Mean S.D S.E p-value
media 1.54a 0.57 0.18

0.00

1.5625% EtOH 1.79a 0.03 0.01
0.02% SLS 0.20b 0.04 0.01
SLSmix 0.18b 0.36 0.11
6.25% EtOH 1.11c 0.05 0.02
0.025% taurate 0.23b 0.03 0.01
tauratemix 0.17b 0.08 0.03
12.5% EtOH 0.38b,d 0.04 0.01
0.035% sarcosinate 0.19b 0.05 0.01
sarcosinatemix 0.19b 0.13 0.05
12.5ppm Xan 0.77c,e 0.13 0.05
25ppm Xan 0.68d,e 0.08 0.03
0.1% CHX 0.20b 0.3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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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CytotoxicityofantibacterialagentsbyMTTassay.
(SLSmix:1.5625% EtOH+0.02% SLS+12.5ppm xanthorrhizol,tauratemix:6.25% EtOH+0.025taurate+12.5
ppm xanthorrhizol,sarcosinatemix:12.5% EtOH+0.035% sarcosinate+25ppm xanthorrhizol,Xan:
xanthorrhizol,CHX:0.1% chlorhexidine)
(ThedifferencesamongthegroupswereanalyzedbyonewayANOVA andTukey'sposthoc
analysis.)

a
a

b

b

b
b
b,d

b

b

b

d,e

c,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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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약용식물은 전통약물이나 현대약물의 원료로 효과가 매우 뛰어나 일차 예방
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WHO는 전통약물이 미생물로 인한 질병이나 그렇지 않
은 질병을 위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하였다.내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항생제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약물 개발을 위한 시도가
증가되었다.전통약물은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말하며 구강영역에서도 부작용
이 없고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안전한 물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구강
영역에서 사용되는 항균물질은 주로 구강관리 용품 중 치약과 구강양치액의 성분
으로 많이 이용되며 구강관리 용품의 특성상 이용횟수가 매우 잦기 때문에 점막
자극이나 맛,구강내 상재미생물에 대한 내성 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잔토리졸은 인도네시아 전통약용식물인 Curcuma
xanthorrhiza의 뿌리에서 추출한 항균효과가 매우 뛰어난 물질이다.1970년 독일 사
람인 Rimper에 의해 처음 발견(Rimper등,1970)되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잔토리졸의 항균효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이래 항암 및 항염효과(Lee등,2002),간독성보호효과(Kim 등,
2004),암전이 억제효능(Choi등,2005),신경질환 개선 효과(Lim 등,2005)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잔토리졸은 특히 구강내 세균인 S.
mutans에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며 S.mutans바이오필름에도 효과가 있어
(Rukayadi와 Hwang,2006)구강내 바이오필름인 치태로 인한 구강질환 예방에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잔토리졸은 5ppm의 낮은 농도에서 1분 안에
치아우식증 유발균주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속효성(fasteffectiveness)항균활성이
있어(Hwang등,2000a)수분 이내에 항균 활성을 요구하는 각종 산업용 구강관리용
품 제조에 매우 유효할 것이다.이에 김 등은 Curcumaxanthorrhiza추출물이 함유
된 치약과 구강분무액의 구취감소효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김 등,2005;김 등,
2006)황 등은 Curcumaxanthorrhizaoil이 함유된 치약의 치은염완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황 등,2005).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용한 치약이나 구강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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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전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잔토리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
들어진 제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김은 치약의 구성성분인
불소가 잔토리졸과 혼합될 경우 잔토리졸의 항균효과가 떨어지며 껌의 원료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자일리톨 역시 잔토리졸의 항균효과를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김,2006).따라서 잔토리졸을 구강관리용품의 항균물질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잔토리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잔토리졸은 분자량 218의 저분자 화합물로 무색,무취하나 sesquiterpenoid계
열의 화합물로 다른 sesquiterpenoid계열의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쓴맛이 나며 열
이나 pH 변화에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다.잔토리졸은 다른 천연추출물과 마찬가
지로 물에서는 용해되지 않는 난용성 물질이다.난용성 약물,즉 항암제를 포함한
많은 약물들의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는 그들의 벌키한 사이클릭 구조로 인해 나
타나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식되었다.약리물질이 세포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하거나 수용체와의 결합에 있어 친화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약물
의 분자구조는 일정부분 소수성이 있어야한다.그렇기 때문에 높은 생리활성이 높
은 후보약물들이 물에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이러한 난용성 물
질들의 낮은 용해도는 생리활성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
게 하기 위해서는 용해도를 높여야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용성 약물인 잔
토리졸을 가용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공용매(cosolvent)로써 에탄올을
이용하고자 하였다.실제로 시판 중인 구강양치액 중에 에센셜 오일을 주 성분으
로 하는 리스트린의 경우 21.6%의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구강관리 용품에서 에탄올을 고농도로 이용할 경우 구강 건조증이나
점막 자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낮은 농도의
에탄올에서 잔토리졸을 용해하였다.두 번째 방법으로 가용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해 낮아진 에탄올의 농도로 인한 잔토리졸의 용해도
를 보완하고자 하였다.가용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높은 항균활성을 보이는 S.
mutans를 이용하여 S.mutans의 생균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확산(diffusion)법이나 희석(dilution)법은 모두 항균활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또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도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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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 디스크 확산법이다.하지
만 이러한 방법은 친수성의 물질에 적합한 방법(Janssen등,1987)으로 물에 용해
되지 않는 에센셜 오일의 항균력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따라서 난용성 물질의
항균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본 연구에 앞서 적절한 항균
력 측정 방법을 선택하고자 친수성과 난용성을 매개해 줄 수 있는 공용매로써 동
일 농도의 에탄올을 이용하였으며 0.01%의 잔토리졸을 에탄올에 용해시켜 항균력
측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디스크 확산법과 균에 직접 접촉 후 희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실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디스크 확산법에서는
억제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균에 직접 접촉 후 희석한 방법에서는 생균수
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디스크 확산법은 항균물질이 항균활성을 나타낼 경우
항균물질 주변의 미생물 성장이 모두 억제되어 깨끗한 상태(clearzone)로 나타나
는 것이며 억제대의 직경이 클수록 항균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균에
접촉 후 희석하는 방법은 미생물의 집락수를 셈할 수 있도록 최초의 세균농도를
일정 정도 희석하여 agarplate에 생기는 집락의 수로 항균활성을 판정하는 방법
으로 집락이 생성되지 않을수록 항균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본 실
험에 적합한 실험방법은 접촉 후 희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공용매를 이용하
긴 하였으나 물과 agar를 혼합하여 만든 agarplate에서 난용성 항균물질이 제대
로 확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져 난용성 약물 평가에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균과 접촉 후 희석하여 세균의 수를 확인하여 항균력을 평
가하는 방법의 경우 균과 항균물질이 직접 접촉하도록 섞어주는 과정에서 항균물
질이 균에 직접 작용하여 항균활성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져 난용성 항균물질 평
가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서호주에서 수행된 오일의 항균성 평가에 적절한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에서도 산달나무오일(sandalwoodoil)역시 디스크 확산법으
로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화제를 넣은 오일을 희석법으로 평가한 결과
항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Hood등,2003).

수용성의 항균물질은 보통 물에 녹여 사용하나 난용성의 항균물질은 물에 용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용성의 항균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용매에 용해되
어야하고 또한 용해된 상태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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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하다(Hood등,2003).본 연구에서
는 유화제로써 유기용매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였다.유기용매는 난용성 물질을 용
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유기용매의
종류는 에탄올(ethanol),부탄올(butanol),dimethyl sulfoxide(DMSO),아세트산
(aceticacid)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구강관리 용품 중 구강양치액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용매는 에탄올로서 본 연구의 유기용매로 이용하였다.실험 군은 크
게 에탄올과 에탄올+12.5ppm의 잔토리졸,에탄올+25ppm의 잔토리졸로 나누었고
에탄올의 농도를 다시 최고 25%의 농도를 시작으로 두 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최
저 1.5625%까지로 세분화하였다.또한 에탄올과 잔토리졸을 혼합할 경우 혼합을 위
해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용해인지 에탄올의 성질만으로 잔토리졸을 용해시
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 직후 미생물을 접촉시키는 방법과 에탄올과 잔
토리졸을 제조하여 잘 섞이도록 혼합한 뒤 24시간 뒤에 미생물과 접촉시키는 방법
으로 모두 확인하였다.그 결과 에탄올만 적용한 경우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에탄올의 함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잔토리졸을 함유시켜 하루 경과한
경우 역시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단,하루 경과한 혼합물 중 25ppm 잔토리졸
+25% 에탄올은 약간의 항균력이 나타났다.또한 와동 직후에는 25%의 에탄올에서
약간의 항균력이 나타났으며 12.5ppm 보다 25ppm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더 항
균력이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저 농도의 에탄올은 잔토리졸을 충분히 가용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증류수(대조군)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유기용매 자체의 항균력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기용매를 DMSO를 이용하였고
DMSO를 1%까지 농도를 낮추었을 경우에도 25ppm의 잔토리졸이 항균효과를 나
타냈지만(Kim 등,2008)본 연구에서 이용한 에탄올의 경우 25%의 농도에서도 1%
DMSO 보다 훨씬 못 미친 항균활성을 나타냈다.DMSO와 에탄올은 모두 유기용매
에도 섞이고 수소겹합에 의하여 물과도 섞일 수 있는 양성자성(protic)유기용매이
다.양성자성(protic)유기용매는 유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소·질소·불소 등의
원자를 함유한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회합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소결
합등을 통해 물에 녹게 된다.따라서 DMSO와 에탄올은 난용성 약물을 용해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즉,유기 용매가 난용성 약물을 둘러싸고 있고 유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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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물과 수소결합으로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추론해 볼 수 있다.잔토리졸 분자가
침전하거나 층이 나누어지지 않고 안정한 하나의 상을 이룰 것으로 추론된다.하지
만 DMSO와 에탄올은 똑같은 양성자성(protic)유기용매이나 밀도나 점도,유전상수
값이 서로 다르다.DMSO와 에탄올의 밀도는 각각 1.092g/㎖,0.789g/㎖,점도는
각각 2cp,1.08cp로 DMSO의 경우 물의 밀도 0.998g/㎖나 점도 1cp보다 크다
(박과 김,1994).점도와 밀도가 크면 동종분자간의 인력이 크므로 난용성 약물을 안
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DMSO와 에탄올의 유전상수는 각각 47,
24.6으로 DMSO의 유전상수가 더 크다(박과 김,1994).유전상수가 크다는 것은 분
자간의 쌍극자-쌍극자(dipole-dipole)결합이 세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유전상수가 크
면 유기용매분자들 간의 인력이 커지고 따라서 안정된 상태로 난용성 물질이 물 사
이사이에 존재하도록 만들 것이다.반면 에탄올의 경우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도 작
고 점도는 물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DMSO에 비해 유전상수도 낮다.밀도와
점도가 크지 않고 유전상수가 낮으면 유기용매분자들 간의 인력이 작아지고 따라서
DMSO에 비해 난용성 물질을 안정된 상태로 물 사이에 존재하도록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난용성 물질이 물 사이사이로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난용
성 물질들끼리 뭉쳐 층이 생기거나 침전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위험도가
DMSO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진다.본 연구에서 유기용매의 점도,밀도,유전
상수의 값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연관관계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용매는 보통 세포의 세포막(cellmembrane)에 대한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세포막에 끼어들어가 외부환경과 세포 내부 간에 용질을 이동시키는 투과성 막의
역할,외부로부터 세포내 기관을 보호하고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세포막의 고유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하지만 에탄올은 유기용매이나 지방
친화성이(Lipophilic)낮기(logPow=-0.28)때문에 고농도에서만 항균작용을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다(Weber등,1996).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농도는 항균작
용이 일어나지 않은 저 농도인 것으로 여겨진다.가용화도 안되고 항균작용도 나
타나지 않았지만 에탄올 함량을 더 높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용화 물질로 흔히
이용되는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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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도의 에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잔토리졸의 용해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에
서 계면활성제인 SLS,sarcosinate,taurate를 이용하였다.계면활성제는 그 자체로
서 항균력을 가지는 물질이다.따라서 본 연구에 이용한 세 가지 계면활성제의 항
균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다른 항균물질이 함유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에 용
해시킨 세 가지 계면활성제의 항균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세 가지 계면활성
제의 항균력이 뚜렸하게 구별되는 농도는 0.025%였다.SLS의 경우 0.025%에서 거
의 모든 균이 활성을 잃었으며 반면 sarcosinate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urate는 SLS보다 낮고 sarcosinate보다 높은 항균력이 있었다.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항균물질의 독성(toxicity)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LS,
sarcosinate,taurate의 LD50(LethalDosefor50% oftheanimalstested)은 각각
1288㎎/㎏,5,000㎎/㎏,1,630㎎/㎏으로 SLS가 독성이 가장 높으므로 가장 높은
항균력을,sarcosinate가 독성이 가장 낮으므로 가장 낮은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농도의 에탄올에 잔토리졸을 용해시킬 경우 항균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
면활성제를 첨가해야 했다.이때 계면활성제가 순수한 물에 용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탄올이 함유된 상태에서는 항균력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에탄올이 함유되어도 세 가지 계면활성제의 항균력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나
taurate의 경우 에탄올 함량이 25%가 되면 항균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에탄올
역시 그 자체적으로 항균력이 있으므로 계면활성제와 함께 항균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taurate의 경우에만 에탄올 25%에서 항균력의 상승작용
이 나타났다.또한 다섯 가지 에탄올의 농도 각각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증가
시킬 경우 항균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그 결과 계면 활성제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항균력이 증가하였다.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서는 항균력이
증가하였으나 에탄올 함량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SLS의 경우 에탄
올 함량이 25%인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에탄올 함유로 인한 SLS의 항균효과에는
변화가 없었다.즉 SLS의 항균력은 에탄올 함유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탄올 25%에는 서로 항균력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반면 sarcosinate
의 경우 에탄올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정 에탄올의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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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계면활성제가 taurate였다.SLS와 sarcosinate의 경
우 계면활성제의 농도증가에 따라 완만한 항균력 증가를 보여주었지만 taurate의
경우 에탄올의 농도가 12.5%와 25% 일 때 taurat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한
항균 효과를 보여주었다.즉 taurate역시 에탄올 함유로 인해 항균력에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에탄올의 농도가 12.5%와 25%에서는 에탄올과 함께
항균력의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다.이처럼 다른 세 가지 계면활성제의 항균 특성은
난용성 항균물질의 가용화의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난용성 물질의 가용화여부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뿐만 아니라 계면활성제 자체의 항균력과 난용성
항균물질의 가용화로 인한 항균물질의 항균력은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따라서 항균물질 즉 잔토리졸의 첨가에 따른 항균효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SLS의 경우 그 자체로도 항균효과가 뛰어나 다른 두 계면활성제 보다 저농도
를 이용하였다.즉,0.01%를 최저농도로 0.005%씩 농도를 높였으며 최고 0.025%까
지 이용하였다.Sarcosinate와 taurate의 경우 0.025%를 최저농도로 0.005%씩 농도
를 높였으며 최고 0.04%까지 이용하였다.각 계면활성제를 농도별로 제조 한 다음
에탄올에 계면활성제만 혼합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에탄올에 계면활성제
와 12.5ppm의 잔토리졸을 첨가한 경우,에탄올에 계면활성제와 25ppm의 잔토
리졸을 첨가한 경우로 나누었다.세 경우 모두 제조 직 후 균을 접촉시킨 경우와
제조 후 하루 경과한 다음 균을 접촉시킨 경우로 나누었다.그 결과 0.01% SLS에
서는 잔토리졸을 넣어 제조한 뒤 바로 균을 접촉시켰을 때만 항균효과가 나타났
으며 잔토리졸의 농도가 12.5ppm보다 25ppm에서 효과가 더 높았다.하루 경과
한 경우 25% 에탄올에 잔토리졸이 혼합된 경우에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역시 잔
토리졸의 농도가 12.5ppm보다 25ppm의 경우에 항균력이 약간 더 높았다.따라
서 0.01% SLS의 경우 에탄올의 함량을 적어도 25%로 해야 항균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여겨진다.0.015% SLS의 경우 하루 경과한 샘플의 항균력이 0.01% SLS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12.5ppm과 25ppm 잔토리졸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에탄올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균력이 증가하였다.0.02% 이상의 SLS는 에탄
올 함량이 가장 낮은 1.5625%에서도 효과가 나타났으며 역시 잔토리졸의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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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차이가 없었다.따라서 SLS의 경우 저농도에서 매우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
며 에탄올 함량에 따라 항균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즉 SLS는
에탄올과 함께 잔토리졸을 잘 부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저농도에서도
뛰어난 항균력을 나타내며 난용성물질의 가용화가 뛰어난 특성뿐만 아니라 세정성
과 유화성의 특성으로 인해 SLS를 구강관리 용품인 치약과 구강양치액 제조에 이
용하게 되었다.구강내에 남아있는 SLS는 항균활성과 관련되어 있고(Jenkins등,
1991)SLS는 세균의 단백질에 결합하여 세균의 치아표면 부착을 방해함으로써 치
태형성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Barkvoll,1988).하지만 SLS는 구강점막의 뮤신
층을 변성시켜 상피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이러한 특성은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arkvoll와 Rolla,1989).따라서 보
다 자극이 순한 sarcosinate나 taurate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cylsarcosine을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나 나트륨
(sodium sarcosine)즉,sarcosinate는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다.Sarcosinate는 피부
나 눈,점막에 어떠한 자극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chnology
SciencesGroupInc,1994).Sarcosinate를 물에 용해시켜 구강에 적용할 경우 적용
직후 치아에 1.12%,구강점막에 2.22%,혀에 2.95%가 잔류하나 결국 대부분의 경
우 24시간 내에 배설되어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비교적 높은 농도인 2%
의 sarcosinate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경우에도 비교적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
다(TechnologySciencesGroupInc,1994).또한 sarcosinate는 0.85mM에서 사람
의 타액에서 산형성을 억제하고 치태에 흡착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Carbon등,
1954).치태의 pH 감소를 억제해(Hassell과 Mühlemann,1971)사람의 치아우식증
을 감소시키고 산생성 억제와 관련된 항우식활성을 나타낸다(Geigy Industrial
Chemicals1958;1962).

Sarcosinate를 계면활성제로 이용한 연구 결과 0.025% 최저농도에서는 하루
경과시 항균효과가 떨어졌다.다만 25% 에탄올의 농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항균효
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03% 에서는 하루 경과시 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라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났다.즉,에탄올의 농도 3.125%부터는 잔토리졸의 농도가 12.5
ppm 함유된 경우보다 25ppm 함유된 경우가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며 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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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의 함량에 따른 차이는 0.035%와 0.04%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본 연
구 결과 sarcosinate의 경우 SLS보다 항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LS와 비슷한 항
균활성을 기대할 때에는 sarcosinate의 함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잔
토리졸의 가용화를 위해서는 sarcosinate의 함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잔토리졸은 sesquiterpenoid 계열의 화합물 특성상 쓴 맛을 가진다.반면
sarcosinate는 단맛을 가지기 때문에 sarcosinate의 함량을 높일 경우 잔토리졸의
쓴맛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Taurate는 기포가 작고 가볍고 풍성하여 사용감이 부드러운 특징을 가진다.
또한 피부나 눈에도 매우 자극이 적은 계면활성제로 알려져 있다.

Taurate를 이용한 연구결과 0.025% taurate의 경우 0.025%의 sarcosinate에 비
해 하루 경과한 후 균을 접촉시켰을 때 항균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또한 에탄
올 함량에 따른 항균력도 증가하며 이러한 특징은 다른 계면활성제에 비해 뚜렷
하게 나타났다.이는 taurate가 에탄올 함량에 따라 잔토리졸의 항균활성을 가장
잘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즉 잔토리졸을 가장 잘 가용화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0.025%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Taurate는 저자극성의 계면활성제일 뿐만
아니라 항균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taurate는 SLS와 병용시 SLS의 피
부자극을 감쇄시키고 내경수성이 좋아 경수에서도 기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잔
기포가 있어 사용감을 좋게 하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특징이 있는 taurate는 잔토
리졸을 가용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계면활성제로 여겨진다.

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25ppm의 경우 약간 더 항균
력이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잔토리졸의 함량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농도,에탄올 농도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균물질의 항균효과가 부유성 미생물에서 뛰어나지만 바이오필름에서는 효
과가 떨어질 수 있다.즉,박테리아에 내인성 기전(intrinsicmechanism)이나 획득
성 기전(acquiredmechanism)을 통해 항균 물질에 대해 내성이 생길 수 있다.획
득 내성(acquiredresistance)은 유전자 변이(geneticmutation)으로부터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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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자연 내성(intrinsicresistance)은 표현형 변화(phenotypicchange)를 통
해 발생된다.부유성에서 바이오필름으로 된 박테리아가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 내성(intrinsicresistance)의 좋은 예이다.따라서 바이오필름은 부유성 미생물
일 때보다 더 내성을 갖는다(Davies,2003).하지만 대부분의 항균물질은 부유성
미생물을 빠르게 사멸시키도록 만들어졌다.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인공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여 항균물질의 치태형성 억제효과를 연구하였다(Cury등,2008;Xie
등,2008;Ahn등,2006;Levesque등,2007;Biswas등,2008).하지만 기존의 인
공 바이오필름 형성은 임상적 타당성(clinicalrelevance)이나 특히 바이오필름의
투과성(biofilm permeability)과 치태의 화학적 조절(chemicalcontrolofplaque)의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시스템(system)은 주로 세포를 흐르게 한다거나(Christersson
등,1987;Sjollema등,1989;Larsen과 Fiehn,1995)집락형성 판을 삽입하거나 제
거해내도록 변형시킨 chemostat(미생물을 배양할 때,성장 속도와 개체 수를 조절
할 수 있는 연속 배양 장치)의 형태(Herless 등,1994;Bradshaw 등,1996;
Kinniment등,1996;Bowden,1999)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장치는 미생물 부착
과 바이오필름 형성(biofilm formation)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구조를 갖추는
데 번거롭거나 오랜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지속적으로 제공되
는 물질(pulsedsubstance)은 흐름속도와 부피로 인해 청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흐
름 속도를 느리게 하고 비교적 많은 양으로 chemostat를 작동할 수밖에 없다.따
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작동해야 하는 문제로 짧은 시간 노출을 위한 연구에
는 적절하지 못하다.게다가 많은 양의 배지가 이용될 경우 타액과 같은 자연물질
로 구성된 배지의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Zürich대학에서 실제 치아의 성분으로 알려진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지지체로
사용한 바이오필름 모델을 제안하여 구강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이 방법은 준비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기가 간편하고 짧은 시간
노출에 적합한 방법으로 임상 전 평가(pre-clinictest)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보
고되었다(Guffenhiem 등,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이용한 바이오필름
모델을 적용하여 잔토리졸 역시 부유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바이오필름에도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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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잔토리졸의 농도는 부유성 미생물에 항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25ppm을 선택하였고 세 가지 계면활성제 역시 항균활
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농도를 선택하여 혼합하였다.즉 SLS0.025% +잔토리졸
25ppm + 에탄올 12.5%,sarcosinate0.035% + 잔토리졸 25 ppm + 에탄올
12.5%,taurate0.03% + 잔토리졸 25ppm +에탄올 12.5%의 용액을 제조하여 바
이오필름에 대한 항균효과를 알아보았다.이때 에탄올 12.5%,1% DMSO +잔토
리졸 25ppm을 대조군으로 하였다.그 결과 SLS0.025%가 함유된 잔토리졸 혼합
용액과 taurate0.03%가 함유된 잔토리졸 혼합용액이 바이오필름 형성을 가장 많
이 억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sarcosinate0.035%가 함유된 잔토리졸 혼합용액이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하였다.1% DMSO에 용해시킨 25ppm의 잔토리졸은 바
이오필름 형성 억제에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면활성제가 혼합된 잔토리졸
용액이 계면활성제와 함께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바이오필름의 내성은 4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항균물질이 바
이오필름 표층을 침투하지 못한다.두 번째,일부 박테리아는 보호성 표현형 형태
(protectivephenotypicstate)로 분화된다.세 번째,항균작용은 영양분이 고갈되
었거나 배설물이 생성된 영역내에서는 반대로 작용한다(Stewart와 Costerton,
2001).네 번째,다양한 종류의 항균물질에 민감하지 않게 해주는 유전자를 가지
고 있는 박테리아가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Drenkard와 Ausubel,2002).잔토리
졸 혼합 용액이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지만 위의 어떠한 가설에 따
라 일어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따라서 앞으로 잔토리졸 혼합 용액의 바이오
필름 형성 억제 효과가 어떠한 기전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구강건조증 환자는 구강의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구강양치액을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가글 후 청량감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강양
치액에 함유되어있는 에탄올에 의해 구강은 더욱 건조해 질 수 있다.따라서 구강
건조증 환자의 경우 에탄올이 함유되지 않은 구강양치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최저 에탄올 농도인 1.5625%에서도 항균효과가 나타난 혼합물질을
선정하여 에탄올을 제외하고 항균효과를 알아보았다.0.02% SLS+12.5ppm 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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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0.02% SLS+25ppm 잔토리졸,0.035% sarcosinate+12.5ppm 잔토리졸,0.035%
sarcosinate+25 ppm 잔토리졸, 0.035% taurate+12.5 ppm 잔토리졸, 0.035%
taurate+25ppm 잔토리졸을 확인한 결과 SLS와 sarcosinate는 항균력이 나타났으
며 잔토리졸의 함량에는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taurate는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보다 항균효과가 떨어졌으며 역시 잔토리졸의 함량에는 차이가 없었다.따라서 에
탄올을 함유시키지 않을 경우 taurate보다 SLS나 sarcosinate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에 항균력이 있는 경우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포독성 검
사를 통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최저농도인 1.5625% 에탄올+0.02% SLS+12.5ppm 잔토리졸,6.25% 에탄
올+0.025% taurate+12.5ppm 잔토리졸,12.5% 에탄올+0.035% sarcosinate+25ppm
잔토리졸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대조군으로써 1.5625% 에탄올,
0.02% SLS,6.25% 에탄올,0.025% taurate,12.5% 에탄올,0.035% sarcosinate,12.5
ppm 잔토리졸,25ppm 잔토리졸,0.1%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하였다.세포독성 확
인결과 세 가지 잔토리졸 혼합용액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0.1% 클로르헥시
딘과 세포독성 정도가 같았으므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클로르
헥시딘은 구강양치액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
는 클로르헥시딘 함유 구강양치액의 경우 세포독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잔토리졸 혼합용액은 안전하다고 보여진다.또한 잔토
리졸 자체는 클로르헥시딘에 비해 세포독성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계면
활성제와 혼합할 경우 세포독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잔토리졸
혼합용액의 세포독성은 주로 계면활성제의 효과인 것으로 보여진다.실제로 계면
활성제는 세 종류 모두 0.1%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정도의 세포독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잔토리졸을 가용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에탄올과 수종의 계면활
성제를 이용하였다.연구 결과 에탄올만으로는 잔토리졸이 충분히 가용화 되지 않
았고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경우 가용화가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계면활성제
중에서는 SLS가 가장 잘 잔토리졸을 가용화시켰으며 다양한 조합 중에서도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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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는 최저 농도는 SLS0.02% +잔토리졸 12.5ppm +에탄올 1.5625%
였다.그 다음으로 taurate가 잔토리졸 가용화에 효과가 나타났으며 항균효과가 나
타나는 최저 농도는 taurate0.025% +잔토리졸 12.5ppm +에탄올 6.25%였다.
sarcosinate의 경우 항균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최저농도는
sarcosinate0.035% +잔토리졸 25ppm +에탄올 12.5%였다.또한 부유성 미생물
에 대해 항균효과가 있었던 잔토리졸 혼합 용액은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내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발굴된 항균 물질의 구강 내
효능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구강환경과 유사한 바이오필름 모델을 통하여
효능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또한 잔토리졸이 다양한 계면활성제에
따라 가용화 양상이 변화됨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제형에 적합한 최적의 배합조건
을 발견할 수 있었다.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천연물인 잔토리졸을 가용화함으로써
기존의 화학적 항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유아나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구강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invitro연구 결과이며 직접 사람에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
타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사람의 구강은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실험실 환경
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 사람에 적용했을 때 항균효과나 바
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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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Curcumaxanthorrhiza에서 추출한 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
을 가용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종의 계면활성제를 탐색하고 적정 조성 비율
을 결정하고자 하였다.또한 최근 개발된 바이오필름모델(biofilm model)에 적용하
여 가용화된 잔토리졸의 항균능력을 평가하고 세포에 대한 독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구강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에탄올의 농도에 따라 0.025%의 계면활성제의 항균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본 결과 SLS는 에탄올 농도와 관계없이 가장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고
sarcosinate의 경우 에탄올 농도에 관계없이 가장 항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Taurate의 경우 25% 에탄올의 농도에서 급격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각 에탄올의 농도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높일 경우 항균력에 어떠한 변
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0.005%씩 증가시켜 항균력을 알
아보았다.그 결과 세 가지 계면활성제 모두 계면활성제가 증가할수록 에탄올의
농도와 상관없이 항균력이 증가하였다.

3.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이 유기용매로 사용한 에탄올에서 얼마나 가용
화 되는지의 여부를 항균력을 통해 알아보았다.잔토리졸과 에탄올 혼합용액은
25% 에탄올+12.5ppm 잔토리졸과 25% 에탄올+25ppm 잔토리졸 혼합용액에서
만 항균력이 증가하였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4.난용성 항균물질인 잔토리졸이 유기용매로 사용한 에탄올과 SLS,sarcosinate,
taurate각각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한 용액에서 얼마나 가용화되는지의 여부를 항
균력을 통해 알아보았다.0.01% SLS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균을 접종시킬
경우 효과가 나타났지만 하루 경과한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015% SLS에서는 0.01% SLS의 농도보다 항균효과가 더 컸으며 하루 경
과한 경우에도 0.01% SLS의 농도보다 항균효과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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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022).또한 에탄올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더 컸으며 0.02%
의 농도부터는 항균효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으며 유기용매인 에탄올의 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1).

Sarcosinate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후 바로 균을 접종시킬 경우 0.025%의 농
도에서 유기용매의 농도와 상관없이 항균력이 나타났으나 하루 경과한 경우 항균
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p=0.003).하루가 경과한 후에도 항균력을 잃지 않은
sarcosinate의 농도는 0.04%부터였다.

Taurate의 경우 0.025%의 농도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경우나 하루 경과한 경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또한 에탄올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이 증가하였다.

5.잔토리졸의 함량에 따라 계면활성제와 에탄올 혼합물의 항균력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모든 경우 12.5ppm 보다 25ppm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경사지게 났으며 이는 곧 25ppm의 경우 항균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6.각 플랑크토닉 상태의 균에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난 혼합용액을 선택하여
인공 S.mutans바이오필름에 적용하여 항균효과를 알아보았다.그 결과 0.025%
SLS,0.035% sarcosinate,0.03% taurate각각의 계면활성제에 12.5% 에탄올과 25
ppm 잔토리졸을 혼합한 용액에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SLS와 taurate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7.잔토리졸을 에탄올에 용해시키지 않고 계면활성제만으로 용해되는지의 여
부를 항균효과를 통해 알아보았다.그 결과 0.02% SLS와 0.035% sarcosinate각각
의 계면활성제에 12.5ppm,25ppm 잔토리졸 각각을 혼합한 경우 항균효과가 나
타났으나 0.035% taurate와 12.5ppm,25ppm 잔토리졸 각각을 혼합한 경우에는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8.미생물에 항균력이 있는 혼합용액이 세포독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SLS0.02% +잔토리졸 12.5ppm +에탄올 1.5625%,taurate0.025% +잔
토리졸 12.5ppm +에탄올 6.25%,sarcosinate0.035% +잔토리졸 25ppm +에
탄올 12.5% 혼합용액의 세포독성은 클로르헥시딘과 같으므로 안전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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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잔토리졸은 에탄올과 계면활성제의 적절한 조합으로 가용화될 수
있었다.가용화된 잔토리졸은 구강 내 효능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구강환
경과 유사한 바이오필름 모델에서 바이오필름 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세포에 대
한 독성도 클로르헥시딘과 같았다.따라서 천연물인 잔토리졸을 가용화함으로써
기존의 화학적 항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유아나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구강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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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proper sort and 

concentration of surfactants for solubilization of xanthorrhizol. Also 

antibacterial effect of solubilized xanthorrhizol using recently 

developed biofilm model and cytotoxicity for clinical application were 

tested.  

To solubilize xanthorrhizol, ethanol and surfactant at different 

concentration were mixed. As antibacterial effect of xanthorrhizol 

correspond to solubilization of xanthorrhizol, suspensions of S. mutans 

cells at the same concentration (2×10
7
 cells/ml) and test solutions 

were mixed to test antibacterial effect. A artificial S. mutans biofilms 

were made on hydroxyapatite disc to evaluate inhibition effect of test 

solution in antibacterial effect on biofilm. The artificial biofilms were 

treated by test solutions in antibacterial effect. For effect of test 

solutions on cytotoxicity, L929 cell was treated by test solutions and 

MT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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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zation of xanthorrhizol in ethanol and surfactant; SLS, 

sarcosinate, taurate was assessed as antibacterial activity. 0.01% SLS 

had antibacterial effect immediately after vortexing (p<0.00). 

Antibacterial effect of 0.015% SLS was higher than 0.01% SLS. The 

more ethanol concentration was increased, the more antibacterial 

effect was increased. 0.02% SLS independent from the ethanol 

concentration had antibacterial effect immediately after vortexing and 

after a day (p=0.041).

0.025% Sarcosinate independent from the ethanol concentration 

had antibacterial effect immediately after vortexing but after a day 

(p=0.003). 0.04% Sarcosinate had antibacterial effect after a day. 

0.025% Taurate had antibacterial effect immediately after 

vortexing and after a day. The more ethanol concentration was 

increased, the more antibacterial effect was increased.

Increase of antibacterial effect with xanthorrhizol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25 ppm xanthorrhizol was higher than 12.5 ppm 

xanthorrhizol.

Xanthorrhizol mixture that have the most antibacterial effect on 

planktonic bacteria was selected and antibiofilm effect on artificial S. 

mutans biofilm was assayed. 0.025% SLS+12.5% ethanol+25 ppm 

xanthorrhizol, 0.035% sarcosinate+12.5% ethanol+25 ppm 

xanthorrhizol, 0.03% taurate+12.5% ethanol+25 ppm xanthorrhizol had 

inhibition effect on biofilm formation. Inhibition effect of SLS and 

taurate on biofilm formation was higher than sarcosinate.

Solubilization of xanthorrhizol in surfactant without ethanol was 

tested as antibacterial activity.  0.02% SLS+12.5 ppm xanthorrhiz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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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SLS+25 ppm xanthorrhizol, 0.035% sarcosinate+12.5 ppm 

xanthorrhizol, 0.035% sarcosinate+25 ppm xanthorrhizol had 

antibacterial effect.

Cytotoxicity of xanthorrhizol mixture that have antibacterial effect 

was asses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0.02% 

SLS+12.5 ppm xanthorrhizol+1.5625% ethanol, 0.025% taurate+12.5 

ppm xanthorrhizol+ 6.25% ethanol, 0.035% sarcosinate+25 ppm 

xanthorrhizol+12.5% ethanol and 0.1% chlorhexidine in cytotoxicity.

Xanthorrhizol in proper concentration of ethanol and surfactant 

was soluble. Solublized xanthorrhizol had inhibition effect on artificial 

biofilm form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xanthorrhizol mixture and chlorhexidine in cytotoxicity. Solublized 

xanthorrhizol will minimize side effect of other oral rinse. Also 

xanthorrhizol was considered for oral hygiene care of children and 

patient with systematic disease.

                                                                         

Key words: alcohol free oral rinse, biofilm, cytotoxicity, oral rinse, 

surfactant, xanthorrhiz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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