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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a rebaudiana Bertoni M.에서 추출된 steviol glycoside가 

일부 구강 세균에 미치는 효과

김현대

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The effects of steviol glycosides extracted from 
Stevia rebaudiana Bertoni M. for Some Oral bacteria

Hyun-Dae Kim

Dept. of Dental Hygiene, Dong-Pusan College

I. 서론

대체감미료는 건강상의 이유로 설탕 섭취를 제한 받는 사

람들과 에너지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을 위해 개

발되었다.  이러한 대체 감미료의 개발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

타나는 것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치과분야에

서 대체 감미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치위생학

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체감미료는 구강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지 않으면서 저칼로리여야 한다는 점 외에 설탕의 모

든 특징을 갖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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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that steviol glycoside has on the growth of 

Lactobacilli, the chosen strain in the oral cavity, and total microbial counts in the oral cavity, as 

well as its antibiotic activity effect for Streptococcus muta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o be uti-

lized as basic data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its extensive widespread use for the purpose 

of oral prevention. Analyzing the degree of influence that steviol glycoside has on the growth of 

Lactobacili inhabiting the saliva by using CRTⓇ bacteria medium, it was found that 3% of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test group showed a slight activity of Lactobacilli in the steviol glycoside 

solution. There was no activity in the steviol glycoside solution in 5%. The chosen strain showed 

a notable reduction of growth. The degree of change that steviol glycosides has on the number 

of microbial counts in the oral cavity affects the reduction of total microbial counts in the oral cavity 

in 3% &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rather than the 3 % hypertonic solution and the control group 

3% & 5% sucrose solution. The higher the contents of steviol glycoside solute(%) there is, the 

greater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total microbial counts in the oral cavity. Also, measuring 

the antibiotic activity of steviol glycosides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the clear zone to which 

3% & 5% sucrose solution were applied showed no antagonism at all. However, the clear zone 

to which the control group 3% &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were applied showed conspicuous 

antibiot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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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과 식물인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Stevia 

rebaudiana Bertoni M.)의 잎과 줄기에 함유된 비당질의 감미

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는 설탕의 약 250배의 감미

도를 가진 천연 감미료이다.  주로 남미 브라질과 파라구아이

의 국경지대의 표고 1,100mm에서 위치에서 자생하는 여러해

살이 초본 식물로 16세기 이전부터 차나 의약품 또는 감미료

로 사용하여 왔다[2].  현재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비당질류 

천연 고감미제로 식음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9월에 처음으로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제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이용되고 있다[3].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Stevia rebaudiana Bertoni 

M.)의 잎에는 생리활성물질인 유용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서 독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4].  그러나 여러 나

라 과학자들의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스테비아 리보디

아나 베르토니에 포함된 감미료 성분에는 독성이 없다는 결

과를 나타내어 스테비아 추출물인 steviol glycoside계열의 2

차대사물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5].  또한, 스테비아 

리보디아 베르토니는 칼로리가 없는 스테비올 글리코시드

(steviol glycoside)와 그 외 추출물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험관내와 생체내 연구를 통해 항산화제, 항균제, 항고혈압

제, 당뇨병치료제 및 항암제와 같은 약리학적 및 치료적 특성

을 밝히게 되었다.  그 외 탄닌, 스테롤, 휘발성 지방산, 비타

민, 카로티노이드, 플라노보이드, 효소, 유기산류, 다당류, 호

르몬 및 미량원소들을 포함하는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6][7].

스테비오사이드 ( C 1 3 - O - β - s o p h o r o s y l - C 1 9 - β

-D-glucosylsteviol)는 비당질의 diterpene 구조를 가진 스테비

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인데, 수종의 천연물 스테비오사

이드 유도체인 steviol, stevioside, dulcoside A, steviolbioside, 

rebaudioside A, B, C, D, E 및 α-glucosyl stevioside 등이 존

재한다.  따라서 스테비아 리보디아 베르토니의 단맛은 주로 

스테비올 배당체인 stevioside과 rebaudioside A로 구성되어 

있다<Fig.1>[8][11].  그리고 식음료의 대체 감미료로 사용되

어지는 스테비오사이드는 glycoslytransferase에 의해 가수 분

해되어 steviol과 glucose가 생성된 것 이다.  또한 스테비오사

이드를 염기로 가수분해하면 steviolbioside가 만들어지고 산 

가수분해에 의해 steviolbioside의 methylation은 isosteviol의 

methyl ester가 생성된다[9][10].  

스테비오사이드의 약리효과로는 항산화작용, 선택적 살균

효과, 환경호르몬 및 유해물질의 분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

표적인 치아우식세균인 Streptococcus mutans를 억제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해 아직 분명하

게 보고되지 못한 실정이나 당 대사 과정에 특정 효소작용으

로 어떤 알칼리성 물질이 분비되어 치아우식세균을 억제 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 

<Fig. 1> Chemical structure of steviol glycoside.

이제까지 설탕을 대체 하는 많은 감미료가 연구 개발되었

는데 그 중에서 자일리톨(xylitol), 이소말트(isomalt), 에리스

리톨(erythritol), 말티톨(mannitol)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당알

콜들이 치아우식세균의 생리대사 기전에 적용되지 않아 구강 

내에 오래 시간 머무는 식품가공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 특히, 예방치의학 분야에서는 자일리톨과 소르비톨 같

은 대체감미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실

제로 자작나무, 떡갈나무, 옥수수 속대 등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를 이용하여 구강세정제, 치약, 껌, 식음료 등에 제한

적으로 첨가되고 있다[13].

오래 전부터 민간약초나 어패류에서 신물질을 추출하여 유

효성과 안정성의 과학적 입증을 통해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천연 항

균, 항암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14][15]. 이와 같이 식물이나 약초에 대한 천연물질의 

유효성분이 구강병원미생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존 대체 천연감미

료 중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에서 추출된 스테비오 

배당체의 유용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보고되었으

나 이러한 추출물이 특정 구강미생물에 제한적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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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에서 

추출된 steviol glycoside가 선택적 구강미생물에 대한 생육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고 천연 대체감

미료로써 구강예방차원의 광범위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모

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재료구입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에

서 추출한 steviol glycosides (31.5mg / 35mg from Stevia 

extract of 90% standardized pure powder, USA)을 구입하여 

타액내 선택균주와 구강내 특정 균체에 대한 항균작용과 개

체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항균 효과 측정 

(1) 타액내 선택균주에 대한 항균활성 측정

김 등[16] 및 이와 김[17]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에서 추출된 steviol glycosides가 타액 내

에 서식하는 Lactobacili 생장변화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CRTⓇ bacteria(Ivoclar Vivadent AG, FL-9494 

Schaan/Liechtensteinb)배양기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희석배율

별 실험 군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희석배율별 용질이 용해

된 용액으로 가글시키고 검액을 채취하여 1×105/ml로 희석한 

후 세균배양액 캐리어내의 배양액 표면에 도말하였다. 배양

기 조건은 37℃에서 48시간 혐기배양으로 생장 수치를 비교 

측정하였다. Lactobacili 생장수치의 판정기준은 4단계로 구분

하였는데, 즉 CFU가 없거나 104미만인 경우 0점(무활성),  

CFU가 105미만인 경우 1점(경도 활성), CFU가 106미만인 경

우 2점(중등도 활성) 및 CFU가 106이상인 경우 3점(고도 활

성)으로 판정하였다.

(2) 구강내 총생균수에 대한 성장 변화

이 등의 연구방법[13]을 응용하여 steviol glycosides가 구강

내의 총생균 개체 수에 미치는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조군인 3% hypertonic solution과 실험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의 검

액에 같은 조건하의 타액을 각각 표준 한천배지(DifcoTM 

LBAGAR, MILLER)에 도말한 후 37℃에서 24시간 표준평판

배양법에 따라 구강내 총세균의 개체수를 계산하였다. 적용

된 분석기기는 incubator (Dongyang Co., Korea), pH meter 

(Istek Co., Korea), clean bench (Sangwoo Co., Korea), vortex 

(Dongyang Co. Korea), magnetic stirrer (Corning Co., U.S.A.) 

등을 사용하였다.

(3) 항균 감수성 분석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steviol glycosides의 항균 활

성정도를 분석하였다.  박 등의 연구방법[18]을 응용하여  전 

배양된 Streptococcus mutans (KCCM 40105)를 2×105 CFU/ml

로 희석한 후 Brain Heart Infusion medium (Difco Lab., 

U.S.A) agar와 broth에 도말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항균감수성에 적용하였다.  즉, 멸균된 감수성 blank paper 

disc (6mm diamater, Korea)에 대조군인 3% hypertonic 

solution과 실험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흡수시킨 후 배양기상에 clear 

zone의 지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총 당도 변화 측정

실험군의 상대적 감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희석별 용액의 

100ml를 동일한 온도 조건하(20℃)에서 pH를 측정 후 당도 

굴절계(Hand refractiometer ATC-1, Atago, Japan)로 총 당도

(Brix 범위 0-32%)를 비교 분석하였다[19].

Ⅲ. 연구결과

1. 희석배율별 검액에 대한 선택균주의 생장 비교

Steviol glycoside가 구강내 선택균주인 Lactobacilli의 생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조군인 3% 

hypertonic solution와 실험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용

액을 가글하여 1시간 뒤 검액을 채취한 후 균일 희석 액으로 

CRTⓇ bacteria (Ivoclar Vivadent AG, FL-9494 Schaan / 

Liechtensteinb )에 평판도말하고 배양한 결과는 <Fig. 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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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3% hypertonic solution을 가글한 후 균체 수는 3.0 × 

105 CFU/ml으로 경도 활성을 나타내었고, 3%와 5% sucrose 

solution을 적용한 경우는 각각 2.0×105 및 4.0×105 CFU/ml으

로 역시 경도 활성을 보였다. 또한,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적용 후의 Lactobacilli의 생장 변화는 각각 

1.0×105 CFU/ml 및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동일한 구강환경에서 3% hypertonic solution,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가

글한 후 균일하게 희석배율을 적용하여 선택 배양기에 확인

한 결과에서 실험 군에 비해 대조군의 3%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 Lactobacilli의 활성도가 경도로 나타났고 균체 

감소도 보였다.  특히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는 무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뚜렷한 선택균주의 생장 감소 경향을 

보였다.

<Fig. 2> Comparison of growth of the selected strain, Lactobacilli, 

using CRTⓇ bacteria (Ivoclar Vivadent AG) on the test 
solution by dilution factor.    

Number 1 is presented as control group, 3% hypertonic solution 

and number 2-5 are presented as experimental group. Namely, 

number 2 and 3 microbial cultures represent 3% sucrose and 5% 

sucrose solution, and number 4 and 5 microbial cultures represent 

3% and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respectively.  

2.  희석배율별 검액에 대한 구강 총생균 개체수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검액이 구강 환경에 미치는 구강 총생

균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3% hypertonic 

solution,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각각 가글 후 실험 결과는 <Table 1> 및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인  3% hypertonic solution

을 적용한 후 구강 총생균수는 4.5×104 CFU/ml로 나타났고, 

실험군인 3% sucrose와 5% sucrose solution은 각각 3.1×105 

CFU/ml와 7.2×105 CFU/ml로 측정되었다.  또한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은 각각 4.7×103 CFU/ml와 3.9×102 

CFU/ml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인 3% hypertonic solution와 

대조군인 3% 및 5% sucrose solution보다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구강 총생균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Comparison of total oral bacteria for each dilution factor 

using standard agar medium.

Number 1 is presented as control group, 3% hypertonic solution 

and number 2-5 are presented as experimental group.  Namely, 

number 2 and 3 microbial cultures represent 5% sucrose and 3% 

sucrose solution, and number 4 and 5 microbial cultures represent 

3% and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respectively.

<Table 1> The colony forming unit of oral bacteria by each dilution 

factor 
                                       Uint: CFU/ml

Units1) Dilution solution Colony Forming Uint2)

C. G.  3% hypertonic solution 4.5 X 104 

E. G

 3% sucrose solution 3.1 X 105 

 5% sucrose solution 7.2 X 105

 3% steviol glycoside solution 4.7 X 103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3.9 X 102 

1)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2) The mean number of CFU was calibrated by on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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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석배율별 검액에 대한 항균 활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활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및 <Fig. 4>와 같다.  실험

군인 3% hypertonic solution와 대조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이 적용된 저해환은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해 전

혀 길항작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인 3%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적용된 저해환에서 clear zone ≥

1.5 ㎜을 나타내었고,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함유한 

저해환에서는 clear zone ≥2.0 ㎜의 길항작용을 나타냈다.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Stevia rebaudiana Bertoni)

의 잎에서 추출된 steviol glycoside은 Streptococcus mutans의 

생장에 대해 항균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Fig. 4> Antibacterial test of Control group (No. 1), 3% hypertonic  

solution, and experimental group (No. 2-5), number 2 and 

3 paper disc represent 3% sucrose and 5% sucrose 

solution, and number 4 and 5 paper disc represent 3% 

and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respectively.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various dilution solution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Units1) Dilution solution Clear zone2)

C. G.  3% hypertonic solution -

E. G

 3% sucrose solution -

 5% sucrose solution -

 3% steviol glycoside solution ++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

1)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2) -, clear zone(Φ) none, +, clear zone(Φ)≥1.0 ㎜, ++, clear zone≥1.5 ㎜, 

   +++, clear zone≥2.0 ㎜

4. 검액의 당도치

실험군의 당도치(Brix %)가 선택적 구강세균의 생장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3>와 

같다.  일정한 용적내 Brix (%) 당도치는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5% sucrose solution > 3% steviol glycoside solution 

> 3% sucrose solution 순서대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esults of sugar content (Brix %, 20℃) measurement 

index of samples

Units1) Dilution solution Brix(%)2)

E. G

 3% sucrose solution 3.0

 5% sucrose solution 6.2

 3% steviol glycoside solution 4.2

 5% steviol glycoside solution 7.2

1) E.G: Experimental group
2) Measurement range: Brix 0.0-32.0%, Measurement accuracy: Brix±0.2%

Ⅳ. 고찰

감미료는 단맛을 가지는 식품첨가물과 조미료로 정의되는

데, 탄수화물 중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류와 고감미를 가지는 

식품첨가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감미료로는 설탕으로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중 하나이다[12].  설탕의 주

성분은 sucrose(자당)로 포도당과 과당이 α-1,2 결합된 이당

류로서 체내에서 흡수되면 설탕 분해효소인 sucrase 효소에 

의해 glucose와 fructose로 분해되어 세포 내 대사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당질 감미료인 설탕은 치아우식

증 유발, 비만유발, 당뇨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1]. 

최근 웰빙다이어드의 일환으로 sucrose를 대체하는 감미료

의 대부분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비만 등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식이요법용 감미료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주로 저칼

로리로 체내에서 쉽게 대사되지 않고 치태 세균에 의해 산 

생성물질이 되지 않으면서 치아우식증에 잘 이완되지 않는 

비우식성감미료(non-cariogenic sweetener)인 xylitol, malitol, 

sorbitol, isomalt, mannitol, erythritol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당

알콜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설탕대체재나 앞서 언급한 비우식성 당알콜

류 감미료의 우식활성도에 대한 기존연구 등[13][16]외에 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6 No. 2  September 2018

14

근 우리나라에서 산업적 이용가치와 번식, 육종에 대한 관심

이 되고 있는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에서 추출한 

steviol glycoside의 선택적 구강미생물에 대한 항균 생육 감

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CRTⓇ bacteria 배양기를 이용한 구강내 선택균주인 

Lactobacilli의 생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조군인 3% 

hypertonic solution과 실험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을 특정인에게 가글시킨 

후 선택균주의 항균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의 3%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 Lactobacilli 균주의 활성도가 

경도로 나타났고,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는 무활성

도를 보여 Lactobacilli 균주에 대해 항균 감수성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설탕대체재인 에리스리톨과 자

일리톨이 Lactobacillus casei에 미치는  CRTⓇ bacteria 분석 

연구결과[16]에서 Lactobacillus casei의 생장을 가장 효과적으

로 차단할 수 있는 설탕대체제는 자일리톨인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설탕용액을 적용하였을 때 Lactobacillus casei의 

생장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냈다.  구강내 서식하는 Lactobacilli은 치아우식 

유발세균으로 치아표면에 대한 친화력이나 초기 우식단계에

서의 분포도는 매우 낮으나 법랑질과 상아질까지 확산된 우

식병소의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동일한 조건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3%와 5% sucrose 

solution 및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구강내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총생균의 개체수 변화 측정 결과에

서 실험군인 3% hypertonic solution와 대조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보다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구

강 총생균의 개체수 감소에 뚜렷한 영향 변화를 보였다.  이

는 천연 대체감미료가 당질대사과정에서 phosphoenolpyruvate 

phosphotransferase system에 의해 인산화되어 당질 성분들이 

세균내로 들어가지만 이용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또는 인산

분해효소에 의해 탈인산회되어 세포외로 배출되는 무익회로

과정으로 인하여 세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최근까지 Stevia rebaudiana Bertoni M.에 관한 연구는 항

고협압, 항당뇨, 항산화능, 항균활성성분, 항암성 등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1].

Zhu[11]의 스테비오사이드의 추출 및 흡수생리 연구에서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된 stevioside가 치아우식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활성도 분석결과에서 물로 

추출한 스테바아 leaf extract는 뚜렷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잎에서 추출한 stevioside를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steviol은 구강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스테비아의 steviol glucoside인 stevioside는 잎에서만 추

출되는 물질인데 세균 억제 작용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체 감미료가 포함된 대조군의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활성 효과를 분석결과에서

도 3%와 5% sucrose solution이 적용된 저해환은 전혀 항균활

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대조군인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적용된 저해 환에서 효과적인 길항작용을 나타내

어 위에서 언급한 Zhu의 연구보고[1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대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

는 비발효적인 물질로써 구강세균의 억제작용에 기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식이 보충제로서 널

리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칼리, 비부식성 등의 웰빙 

식품가공에 사용되고 있다[3][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비아(Stevia)에서 합성되

는 2차 대사산물인 steviol glycoside는 생리활성성분을 다양

하게 함유하고 있는 바 추출방법 개선과 대량생산 조건을 확

립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감미료로 주목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Zhu[11]와 본 연구결과에서 2

차 대사생성물질인 steviol은 선택적 구강세균의 생장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의 항균 억제 기전

에 대한 가설 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치과생화학적인 가설 

확립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Stevia rebaudiana Bertoni 

M.)의 잎과 줄기에 함유된 비당질의 감미성분인 steviol 

glycoside는 고감미의 천연 감미료이다.  본 연구는 희석배율

별 steviol glycoside가 구강내 선택균주인 Lactobacilli와 구강

내 총생균의 생장에 미치는 변화 및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활성 효과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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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방차원의 산업적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

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1. Steviol glycosides가 타액 내에 서식하는 Lactobacili 생

장변화 미치는 정도를 CRTⓇ bacteria 배양기를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실험 군에 비해 대조군의 3%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 Lactobacilli의 활성도가 경도로 

나타났고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에서는 무활성도

를 보여 특정 선택균주의 생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Steviol glycosides가 구강내 총생균의 개체 수에 미치는 

변화 정도는 3% hypertonic solution 및 대조군인 3%와 

5% sucrose solution보다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구강 총생균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

데, steviol glycoside의 용질(%)함량이 증가할수록 구강 

총생균수의 감소를 보였다.

3.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steviol glycosides의 항균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3%와 5% sucrose solution이 적

용된 저해환에서는 전혀 길항작용을 나타내지 못했으

나, 대조군인 3%와 5% steviol glycoside solution이 적

용된 저해환에서는 특정 범위안에서 항균 활성도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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