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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two essential oils,
lavender and peppermint, against dental caries and to review their synergistic effect when used in combination. Our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the use of these two substances towards
the prevention and cure of dental caries.
Methods: The sample solutions of lavender and peppermint oils were prepared in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30%, 50%, and 70% (v/v)) by diluting them with third-distilled water and Tween 20. Streptococcus mutans was selected as the bacterial species for testing. The disk diffusion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sample solutions. For generating growth curves and measuring
the number of clusters of the bacterial, the liquid medium-dilution method was used; the absorbance of
the medium was measured at 600 nm after 3, 6, 12 and 24 hours.
Results: When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oils was tested via the disk diffusion method, the activity
improv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all the sample solutions of peppermint, lavender, and the
blen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ype of oil. In the growth
curves of S. mutans , growth inhibition was observed after 12 hours. The inhibitory effect of 30% lavender oil on growth was 64.9% and 80.1% after 12 and 24 hours of treatment, respectively whereas that
of peppermint oil was 71.3% and 80.1% after 12 and 24 hours of treatment, respectively. The inhibitory
effect of the blended oil was 71.9% and 81.0% after 12 and 24 hours of treatment, respectively.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is still requir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lavender and peppermint oils, as well as other essential oils, for wider us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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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4).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의

서 론

하면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 평균 1.2개였고, 덴마크가 0.4
치아 맹출에서 상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개로 가장 작았으며, 우리나라는 1.8개로 여전히 높았다5).

치아우식증은 구강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1), 이를 예방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구강 내에

기 위하여 칫솔질을 비롯한 불소도포 및 치면열구전색 등의 다양

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균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하여 치면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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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형성을 막거나 제거하는 것이다6).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방
2)

permint essential oil (M. piperita )은 헝가리에서 재배된 잎에

법으로 칫솔질이 물리적 제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 항균

서 수증기증류법(Steam distilled)으로 추출된, 독일 Neumond사

효과가 있는 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화학적 방법이다. 특히, 화학적

(Raisting, Germany)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분

방법 중 항균효과가 있는 물질로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

석에 사용하였다. Blending oil은 lavender와 peppermint oil을

로로헥시딘(Chlorhexidine)은 항균효과는 높은 반면 착색과 구강

각각 50%씩 혼합하여 사용하고, Tween 20 (Anatrace Products,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항

Maumee, OH, USA)과 3차 증류수를 희석하였다. 또한 원액 상태

7)

의 Essential oil(E.O)을 다양한 농도에서 활성을 검증하여 활용도

균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부작용은 적으면서도 항균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기 위한 방법
8)

으로 천연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정 의 연구

를 높이기 하여 30%, 50%, 70% (v/v)로 만들어 시료로 사용하였
다.

에서 매실추출물이 충치 유발균에 항균효과가 있었고, 녹차잎, 뽕
잎, 마테잎 추출물에서도 streptococcus mutans 의 성장억제효
9)

2. 연구방법

10)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또한 이 등 의 연구에서 한약재
중 S. mutans 에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과 소목(Caesalpinia

sappan )에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천연물
을 이용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
E.O)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11,12). 에센설 오일
을 이용한 연구로는 2006년 이 등13)의 연구에서 10가지 오일 중 S.
mutans 에 thyme와 oreganum oil에서 항균력이 있었고, 김14)의
연구에서 편백나무 에센셜오일(Chamaecyparis obtusa E.O)은 S.
mutans 에 대하여 항균력을 보였으며, 최근 연구결과 에센셜 오일
6종과 구강상재균 4종을 이용한 항균소재 적합성조사에서 구강세
균 관련 항균소재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15).
Lavender (Lavendula angustifolia)는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
적 안정을 위한 치료효과와 상처치료를 위한 소염효과 그리고 항
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17). 이러한 이유들로 화장품
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등18)의 연구에서는 동물을 대상
으로 한 통증관련 실험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eppermint (Mentha piperita )는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
항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19), 국소 도포 시에는 피부자극을 통한 모세혈관 확장과 근육 이
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 최근 연구에서는 비듬균에 항
균력이 있고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또
한 페퍼민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으로 인하여 구취 등을 예방
할 목적으로 치약, 가글, 세치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균 및 항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벤더와 페퍼민트 오일을 이용하여 치아우식증의 대표 유발 균
인 S. mutans 에 대한 항균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연
구에서 한 종류의 오일 보다 두 종류 이상 혼합한 오일이 보다 높
은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3), 본 연구에서는 lavender
와 peppermint oil을 각각 분석하고 두 가지를 혼합한 오일에 대
한 활성상승효과 여부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1. 실험균주 및 배양조건
구강질환 중 충치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 KCTC
3065의 항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
자원센터(Daejeon,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균주는
brain heart infusion (Difco Laboratories Inc., Detroit, MI, USA)
broth 배지에 실험 직전 37°C shaking incubator (200x rpm)에
서 24시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2.2.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항균활성 측정
S. mutans 에 대한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의
항균활성은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S. mutans
를 고체배지에 접종하고 일회용 spreader를 이용하여 도말한 후,
직경 8 mm의 멸균된 paper disk (Advantec, Toyo Roshi, Ltd.,
Tokyo, Japan)를 배지의 표면에 밀착시켰다. lavender와 peppermint, blending oil을 30%, 50%, 70% (v/v)의 농도별로 각각 15 ml
씩 점적하고 37°C의 배양기에서 24시간동안 배양 후 생성된 투명
환의 직경(mm)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시행
하였다.

2.3. Essential oil의 종류와 농도에 따른 성장곡선 및 집락
수 측정
Lavender와 peppermint, blending essential oil의 성장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액체배지희석법을 이용하였다23). S. mutans 는 BHI broth에서 37°C,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OD600값이
0.4-0.6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액체배지에 essential oil
을 종류와 농도별로 각각 희석하고 S. mutans 를 접종한 후 37°C
shaking incubator (200x rpm)에서 배양하였다. 접종 후 3시간, 6
시간, 12시간, 24시간이 되었을 때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모든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성장 저해율(%)=

대조군의 흡광도―추출물 함유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Lavender essential oil (L. angustifolia )은 프랑스 남부 해

집락 수 측정은 고체배지에 S. mutans 를 접종하고, lavender

발 1,1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꽃 선단부에서, pep-

와 peppermint, blending essential oil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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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배양하여 Colony Forming Unit (CFU)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Blending oil은 24시간 배양 후 대조군에서의 흡광도는 0.558
이였고, 실험군에서는 30%에서 0.106, 50%에서 0.110, 70%에서
0.151로 대조군 흡광도 값보다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낮아 유의한

3. 자료분석

차이를 보였다(P <0.05) (Fig. 2C).

통계분석은 SPSS ver. 25.0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

세 종류의 oil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흡광도 값이 낮

며, 3회 실시한 실험 결과의 평균±표준편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 세균의 성장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억제효과는 12시간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

이후부터 나타났다.

은 Duncan 기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

S. mutans 균에 대한 성장 억제률을 측정한 결과 배양 24시간
후 30%에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vender oil은 30%에서 12시간 배양 시 64.9%, 24시간은 80.1%
였고, peppermint oil은 12시간 배양 시 71.3%, 24시간은 79.6%
였으며, blending oil은 12시간 배양 시 71.9%, 24시간은 81.0%로
성장 억제율이 나타났다.

다.

연구 성적
1. 디스크 확산법을 통한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의 농도에 따른 항균활성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의 농도에 따른 S. mu-

tans 의 항균활성을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 Lavender oil
은 30%에서 5.77 mm, 50%에서 7.82 mm, 70%에서 9.64 mm
였고(P =0.027), peppermint oil은 30%에서 5.49 mm, 50%에서
7.66 mm, 70%에서 9.83 mm였으며(P =0.001), 각 50%씩 혼합한
blending에서는 30%에서 5.35 mm, 50%에서 7.20 mm, 70%에서
9.63 mm (P =0.005)로 모든 oil에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투명환의
크기는 커져 항균력이 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그러나 oil의 농도에 따른 항균력 활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oil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30%와 50%에서는 lavender
oil이, 70%에서는 peppermint oil이 높은 항균력을 보였다(Fig.
1).

2.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essential oil의
S. mutans 에 대한 성장곡선저해 효과

3.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essential oil의 농도
에 따른 성장억제효과
Essential oil의 종류에 따른 S. mutans 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oil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생성되는 집락수를 확인하
였다. Lavender oil은 30%에서 14개, 50%에서 2개, 70%에서 1개
였고(P <0.001), peppermint oil은 30%에서 16개, 50%에서 6개,
70%에서 2개였으며(P <0.001), blending oil은 30%에서 69개,
50%에서 21개, 70%에서 10개였다(P <0.001). 세 종류의 oil에서
모두 농도가 높아질수록 집락 수는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2, Fig. 3).

고 안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허브나 약용식물을 다양한 추출
법을 이용하여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진정효과17),

Lavender oil을 농도별로 S. mutans 에 접종하고 3, 6, 12, 24

황산화 효과26), 방부효과27), 항균효과28) 등 다양한 효과를 입증하고

시간이 지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이때 600 nm에서 측정한

있다. 이러한 효과 중 하나인 항균효과로 화장품, 식품 등에 첨가

oil의 흡광도는 vehicle 값으로 계산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대조

되어지고 있다18). 그중에서도 lavender와 peppermint는 다양한

군에서의 흡광도는 0.558이였고, 실험군은 30%에서 0.111, 50%
에서 0.205, 70%에서 0.195로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대조군의 값
Peppermint oil에서는 24시간 배양 후 대조군에서의 흡광도

20

는 0.558이였고, 실험군은 30%에서 0.114, 50%에서 0.132, 70%
에서 0.142로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대조군의 값보다 낮아 유의한

15

mm

차이를 보였다(P <0.05) (Fig. 2B).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25

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Fig. 2A).

10

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lavender and peppermint essential
oils against S. mutans 			
(unit; mm)

Essential oil (%, v/v)
30

50
a

Lavender
5.77±1.40
Peppermint 5.49±0.97a
Blending
5.35±0.95a

P

70
a,b

7.82±1.29
7.66±0.51b
7.20±0.49a

b

9.64±1.08
7.034 (0.027)
9.83±0.45c 30.153 (0.001)
9.63±1.30b 14.676 (0.005)

5
0
30 (%, v/v)

50 (%, v/v)

70 (%, v/v)

Essential oil

Fig. 1. Comparison of anti-microbial activity of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oil against S.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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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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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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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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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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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ur)

C
0.60

Un
Con
Lavender 30%
Lavender 50%
Lavender 70%

0.50

O.D 600

0.40
0.30
0.20
0.10
0.00
0

3

6

12

24

Time (hour)

Table 2. Growth inhibition of S. mutans in accordance with essential
oils concentration

Essential oil (%, v/v)
30

50

70

Fig. 2. Growth curves of S. mutans cultu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lavender (A), peppermint (B) and blending essential oil (C).

필요하다.
Oil을 농도별로 S. mutans 에 분주하고 3, 6, 12, 24시간이 지
난 후 60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대조군에

P

Lavender
14.67±1.53b 2.33±1.53a 1.33±0.58a 99.267 (<0.001)
Peppermint 16.33±1.53c 6.67±1.15b 2.33±0.58a 115.583 (<0.001)
Blending
69.33±5.13c 21.00±2.65b 10.00±1.00a 261.155 (<0.001)

서의 흡광도는 0.558이였고, lavender oil 실험군은 30% 0.111,
50% 0.205, 70% 0.195로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대조군의 값보다
낮았고, peppermint oil 실험군은 30% 0.114, 50% 0.132, 70%
0.142로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대조군의 값보다 낮았으며, blending oil 실험 군에서는 30% 0.106, 50% 0.110, 70% 0.151로 대조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peppermint의 경우 입속

군 흡광도 값보다 실험군의 흡광도 값이 낮았다. 또한 실험 군 모

에 퍼지는 상쾌함을 가지고 있어 치약이나 가글 등에도 널리 사용

두에서 실제 억제효과는 12시간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는 김 등31)

되어지고 있다22).

의 연구에서 오렌지 에센셜오일을 이용하여 S. mutans 에 대한 성

본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의 대표 원인균인 S. mutans 를 이용

장억제능력을 확인한 결과 클로로헥시딘 만큼의 억제효과는 아니

하여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의 항균효과를 검증하

지만 여러 식물성 오일에 비하여 가장 큰 억제효과를 보여 본 연구

였다.

에 사용된 오일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S. mutans 에 대한 에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

센셜오일의 성장억제효과는 검증할 수 있었다. 이에 구강 세치제

의 항균효과는 오일 모두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높은 것

나 가글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센셜오일에 대한 항균력을 검

으로 나타났으며, 오일 종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증하고, 다양한 에센셜오일을 활용하고자 한다.

29)

S. mutans 항균력 실험에서 김 등 이 라벤더 나노에멀션(100%)
를 이용한 연구와 Chaudhari 등30)이 페퍼민트를 이용한 연구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일의
농도와 분주량, 계면활성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S. mutans 균에 대한 성장억제률을 측정한 결과 배양 24시간
후 오일 종류에 따른 차이는 미비하였으나 농도가 높을수록 성장
억제률이 높았다. 이는 김 등9)이 녹차잎, 뽕잎, 마테잎 추출물을 이
용한 연구와 매실추출물을 이용한 이와 정8)의 연구에서도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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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oil (%, v/v)
30

50

70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Fig. 3. Formated CFU of S. mutans by
essential oils concentration.

높을수록 성장억제률이 높아 본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다. 그러
나 오일을 농도별로 성장억제률을 제시한 연구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 mutans 에 대한 oil 농도별 생성된 집락 수는 lavender oil은
30% 14개, 50% 2개, 70% 1개였고, peppermint oil은 30% 16개,
50% 6개, 70% 2개였으며, blending oil은 30% 69개, 50% 21개,
70% 10개였다. 이는 최와 강32)의 연구에서 티트리 오일을 이용한
S. mutans 에 대한 집락 수는 30% 65개, 50% 40개로 나타나 항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충치원인균인 S. mutans 에 대한
lavender와 peppermint essential oil의 항균효과는 있었으나,
blending oil 에센셜오일의 활성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oil의 특성이나 배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Streptococcus sanguis, Streptococcus salivarius,
Streptococcus sobrinus 등 다양한 원인균과 바이오필름과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등을 통한 항균력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며, 다양한 에센셜오일의 항균력을 검증하고 활용 범위를
넓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Lavender와 peppermint oil의 S. mutans 에 대한
항균력 검증하고 blending oil에서의 활성 상승효과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Lavender, peppermint, blending oil의 농도에 따른 S.
mutans 의 항균활성은 농도가 높을수록 투명환의 크기가 커져 항
균력이 높았으나(P <0.05), oil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2. Oil의 종류에 따른 S. mutans 의 성장곡선은 24시간 배양 후
대조군에 비해 흡광도 값이 낮게 나타나(P <0.05) 성장이 억제됨
을 보였고, 억제효과는 12시간 이후부터 나타났다.
3. S. mutans 균의 성장억제률은 24시간 배양 후 lavender
30% (v/v)에서 12시간 배양 시 64.9%, 24시간 배양 시 80.1% 억
제되었고, peppermint는 12시간 배양 시 71.3%, 24시간 배양 시
79.6% 억제되었으며, blending oil은 12시간 배양 시 71.9%, 24시
간 배양 시 81.0%가 억제되었다.
4. Oil의 종류에 따른 집락 수 생성은 모든 oil에서 농도가 높아
질수록 집락수가 적게 생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균주와 실험방법을
통하여 항균력을 검증하여 에센셜오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안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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