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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Dental Biofilm은 700종 이상의 세균이 모여서 형성하는 인체 내

에서 가장 복잡한 microbial flora이다. Biofilm이란 미생물 간의

응집 혹은 미생물이 외부 물체에 접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세균이

분비한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에 의해 접착이

이루어진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구강 질병을 제어하는 효과

적인 방법들을 찾아왔다. 많은 임상 연구들은 치아 우식증이 구강

세균총에 의해 발생함을 밝혔으며 구강내 세균의 상호작용에 기반

한 oral ecosystem을 이해하는 것이 질병치료에 중요하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치아 우식증의 원인 세균을 연구하는 구강 미생물

학자들은 그결과 “Quorum-sensing system”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ntal Biofirm에서 quorum sensing을 통해 세균

종간 상호작용을 다룬 기존 문헌들의 내용을 검토, 정리하여 치아

우식 병리 기전으로의 quorum-sensing system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강 세균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치아 우식을 방제하는 방법에 이를 적용함으로서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 Quorumsensing, Dental caries, Probiotic Effects

학 번 : 2010 - 22499



목 차

제 1 장 ·········································································· 1

제 2 장 ·········································································· 6

제 1 절 ···················································································· 6

제 2 절 ···················································································· 12

제 3 절 ···················································································· 17

제 4 절 ···················································································· 22

제 3 장 ········································································33

참고문헌 ········································································34

Abstract ········································································53



- 1 -

제 1 장 서 론

Dental Biofilm은 700종 이상의 세균이 모여서 형성하는 인체 내에서

가장 복잡한 microbial flora이다. Biofilm이란 미생물 간의 응집 혹은 미

생물이 외부 물체에 접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세균이 분비한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에 의해 접착이 이루어진다.

Biofilms은 수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된다. 신체에는 세포의 수보

다 적어도 10배가 넘는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자

연계에서는 biofilm은 위장관이나 인후두 등의 동물 숙주 몸속에서도 존

재하며 시냇물가의 돌에도 존재한다. 인간의 위장관에는 매우 많고 다양

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며 위장관에 존재하는 미생물 종에 대한 연구가 매

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 점막 등에는 많은 수의 세균종이 살고

있다. 위장관에서도 대부분의 미생물 콜로니들은 대장에 모여서 살고 있

다.

Dental plaque는 매우 복잡한 미생물학적 조성을 가진 microbial

biofilm의 한 예이다. 500여 종의 서로 다른 세균들이 구강 내에서 동정

되어져 왔다 (Moore WEC, 1994). 구강 바이오필름의 생성은 초기에는

그람 양성 세균의 부착에 의해서 형성되며, 차츰 구강 환경의 변화에 의

해서 그람 양성 세균이 그람 음성 세균과 응집하여 원숙한 바이오필름

형태로 된다(Scheie and Petersen, 2004). 최근 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실

험에서 다종 세균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구성된 구강 바이오필름은 대부

분의 구강질환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Becker et al., 2002;

Socranskyand Haffajee, 2002; Brito et al., 2007).

치아 우식증의 주된 원인은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치면세균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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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는데, 치면 세균막에는 구강 내 미생물이 형성하는 dental biofilm

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면 세균막내에 존재하는 구강 미생물

은 당질을 대사하여 유기산을 형성함으로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 등의

치아 경조직을 파괴하고, 미생물에 대한 인체의 염증 반응은 치주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Streptococcus mutans는 치면 세균막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S. mutans

는 치아우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주목받고 있다(Jang et al.,

1998; Koga et al., 1986). S. mutans는 G (+) 통성 혐기성세균으로 구강

내의 치면 세균막에 상주하여 섭취한 음식물에 포함된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 과당 등을 분해하고 그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기산

주로 젖산을 세포외로 방출함으로써 치아 법랑질을 탈회 시킨다

(Jang et al., 1998; Kim et al., 1991). 또한 S. mutans가 생산하는

glucosyltransferases (GTFase)는 자당을 기질로 하여 점착성의 비수용

성 글루칸을 합성하는 반응을 촉매 한다. 이 점착성 비수용성 글루칸은

S. mutans를 치면에 부착시켜 다른 미생물을 끌어들이고, 치면에서의 부

착, 증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치면 세균막에 있어 이 글루칸의 존재는

비수용성으로 조밀하기 때문에 치면 세균막으로부터의 산 확산이나 완충

작용 등을 가진 타액의 치면 세균막 내로 침투에 대한 장벽이 되고, 생

산된 산을 국소에 정체시켜 탈회작용을 지속시킴으로써 치아우식을 유발

하게 된다.(Wenham et al., 1981; Iniue et al., 1982; koga et al., 1982)

Dental biofilm 내의 세균들은 조직화된 그룹행동을 보이며 치아 우식

을 일으킨다. Microbial biofilm으로써의 dental plaque structure에 대한

이해는 임상적으로 antimicrobials usage로써 쓰임이 알려지면서 세상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Zanatta et al, 2007).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치아

우식증이 구강 세균 총에 의한 질병임이 밝혀져 왔으며 지난 수백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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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구강 미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치아 우식증의 원인 세균들을 밝혀내고

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구강 질병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

법들을 찾아왔다. Oral ecosystem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구강 내

세균의 상호 작용이 연구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도입되어왔다.

Biofilms의 세균은 free-floating, planktonic cell populations 보다 더 높

은 밀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의 결과로 biofilm 내에는 물질 대사의 부산

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차 대산물이 증가하며 다른 excreted microbial

factors가 더 많아진다. 특히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quorum-sensing

molecules.’이라고 불리는 intercellular signaling molecules이다. 구강 바

이오필름에서 성장한 세균 사이에는 다종 세균간의 대사산물에 의한 의

사소통인 주화성(Chemo-attraction)이 세균종간의 성장에 관련이 있으며,

쿼럼센싱(quorum-sensing)같은 의사 소통에 의해서 부유상태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 특정 물질을 발현하게 되며, 이 결과 형질이 바뀌게 된다

(Costerton,1999; Kolenbrander et al., 2002). 세균은 quorum sensing을

통해 autoinducer(AI)를 분비하고 감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세포 밀도를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Autoinducer의 농도가 threshold level에 이르면

수용체가 활성화 되어 signal transduction cascade를 이끌어내서 세균

내의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키게 된다. 주변에 세균들이 적을 때와 많

을 때의 세균의 집단행동은 달라진다.

자연계에서는 Biofilms은 planctonic cultures에 비해서 antimicrobial

agent에 대해 더 저항성의 표현형을 보이며 조절하기 어렵다

(Socransky and Haffajee, 2002). 이 의미는 효율적인 agent 치아 우식을

예방하고 우식 유발 미생물을 찾는 것이 biofilm에서 liquid culture보다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Tenov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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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 (2010)에 따르면 높은 농도의 Chlorhexidine (CHX)는 거의 모든

세포들을 제거하는데 이는 구강 내 세균총의 microbiota balance의 관점

에서보면 좋은 약제가 아니다. 성공적인 antimicrobial agent는 구강 내

세균총에서 구강 건강에 증진을 도모하는 유익균들은 남기고 상대적으로

구강 미생물 중에서 해로운 균은 없애는 약제를 말한다 (Marsh, 2010).

치아 우식에 관련된 많은 세균들이 Quorum-sensing system을 사용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Quorum sensing은 gram-positive와

gram-negative bacterial species에서 협동적인 사회 활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강 바이오필름 형성과 쿼럼센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져 luxS 유전자 결핍을 이용하여 몇 종의 세균에서 이 유자

가 바이오필름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감

염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구강 바이오 필름은 그 자체가 외부 요소에 대해서 방어막 역할을 하여

숙주 면역, 항생제 등에 대해서 구강세균이 저항을 나타나고(Scheie and

Petersen, 2004), 바이오필름 형태도 세균이 존재할 때 세균 농도가 높아

져 쿼럼센싱이 이루어지고 병원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구강

세균에 대한 치료 타겟이 세균 각각의 표면 단백질, 부착인자 및 성장보

다는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로 바뀌어 연구되고 있다.

Quorum sensing을 이용한 종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치아 우식이 비가

역적으로 진행된다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방

향은 개개의 우식 원인균에 대한 접근이 아닌 세균 간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낳았다.

이번 논문에서 치아우식의 원인을 살펴보고 치아우식을 일으키고 진행

하는데 biofilm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biofilm을

제어하여 새로운 항생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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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prophylactic, antimicrobial peptides들을 포함한 anti-plaque

agents과 probiotics/replacement therapy가 연구될 것이다. 구강 내에서

병원성의 biofilms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약을 찾아내는 것

은 이 연구 분야에서 미래에 중점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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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Dental biofilm: Dynamics of biofilm

formation

치과에서 표면이란 치아 표면 (법랑질, 상아질)이나 치과 재료 또는 다

른 구강 내에 존재하는 표면이 된다. "Dental plaque"라 불리는 이러한

microbial complex system은 서로 다른 700종 이상의 bacterial species

로 구성되어 있다 (Aas et al., 2005). 또한 치아 표면에서 발견되는

microorganisms이 extracellular matrix of polymers에 부착하여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Marsh, 2004). Bacterial species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간에서 구강 질병을 일으키

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cransky et al., 2002). Oral biofilms은 자

연적으로 생기며 외부의 세균 종이 군집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여 host

defence에 기여한다 (Marsh, 2003). 미생물의 콜로니 형성에 저항하는

메커니즘은 영양분과 부착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구강 상주균에 의해 만

들어진 불리한 성장 환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Marsh, 2004).

Oral biofilms조성은 치아의 각 지점마다 다양한 해부학적 표면의 생물

학적 특성과 물리적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Bowden et al., 1975;

Theilade et al., 1982). Oral biofilm formation에서 중요한 점은 특정

intermolecular interaction이 세균과 법랑질 표면 수용체 간에 관여한다

는 것이다. 또한 intermolecular interactions을 통한 세균의 표면에 초기

부착은 가능한 영양 요구량과 세포 표면 간의 소수성, 친수성과 표면 단

백질의 특이성에 의한다 (Marsh and Bradshaw,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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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양치질 사이에 법랑질에 미생물은 차례로 다시 쌓여서

biofilm을 재형성한다. 모든 세균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세균에 부착

할 수 있으나 적어도 하나의 구강 내 다른 미생물 종에 부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구강 내 미생물 종의 중요한 특성은 유전학적으로 다른

미생물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전학적으로 다른 세균 종에 부

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co-aggregation이라고 하며

biofilm formation과 연관되어 있어서 dental plaque를 성숙시킨다

(Kolenbrander &Palmer, 2004).

Microbial co-aggregation은 또한 모든 biofilm bacteria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특질으로 생각 된다 (Rickard et al., 2003). 이는 또한 항생제

등이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항하여 살아 남을 수 있고 빠르게 표면에 콜로

니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Filoche et al., 2004). 세균의 공간적인 분

포는 미생물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의 물질대사에 대한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Gradients는 microbial growth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 (nutrients, pH, O2, etc.). 이러한 직선적이지 않으며 이질

적인 분포는 biofilm 내에 영양분의 분포등을 나타내며 이것들은 항생제

등이 어떻게 biofilm 내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알수 있게 해준다

(Marsh, 2003).

Biofilm communities는 다양한 구강 내 미생물들이 각자의 차례에 맞춰

서 콜로니를 이루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이다 (Kolenbrander et al.,

2002). Dental plaque와 같은 biofilm의 형성은 인위적으로 몇가지 뚜렷

한 phases로 구분지을 수 있다.

숙주와 치아 표면의 미생물 분자는 뭉쳐져서 획득 피막을 만들게 된다.

획득피막은 치면 세마나 맹출됨과 함께 바로 생기게 된다 (Al-Hashimi

and Levine, 1989) 그리고 이는 초기에 군집을 형성하는 microb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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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zation의 패턴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는다 (Marsh, 2004).

구강 내 세균으로 부터 pellicle coated tooth surface로의 수동 수송

타액 내 세균과 법랑질의 획득 피막간의 물리-화학적인 상호작용은 비

특이적인 가역적 상태는 가역적인 부착에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강하고

짧은 범위의 상호작용이 세균의 표면의 특정 분자와 상보적인 수용체 사

이에 일어나고 이는 가역적인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Lamont

&Jenkinson, 2000) 많은 구강 내 세균들이 한 종류이상의 부착을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다.

이전의 colonizer에 나중 colonizer가 co-aggregation (co-adhesion)을

함. 이러한 co-aggregation은 또한 특별한 세군간의 adhesion-receptor

interactions이며 이는 biofilm diversity를 높여준다. Co-adhesion은

dental plaque의 기능적 구조를 용이하게 만든다.

융합 성장을 위한 부착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난다. 세포 분열은 융합성

장을 이끌어 내고 결과적으로 공간적으로 삼차원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조

화된 mixed-culture biofilm이 생겨난다. Dental plaque는 미생물의 커

뮤니티로 기능을 하며 그 특징은 각각의 미생물 종을 합친 합보다 크다.

표면으로부터 세균의 능동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세균은 환경적인 신호

에 반응할 수 있으며 표면에서 떨어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콜로니를 이

룰 수 있다.

구강 내 biofilm formation은 각각 독립된 메커니즘을 가진 2가지 과정

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왔다1). 첫 번째 과정은 pellicle로의 세포

의 흡착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포 표면에 특정한 adhesions을 가지고 있

다. 두 번째 단계는 세포들의 구성과 관련되어 세포가 co-adhesion이라

불리는 과정에 의해 서로에게 부착되는 것이다.

초창기의 biofilm은 pioneer organism이 정착하여 복제되고 그 후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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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어난다. Pioneer species는 streptococci가 우세하다 (S. sanguis,

S. oralis and S.mitis). 비록 구강 내의 streptococci는 초기에 plaque가

우세하고 80%의 early plaque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Actinomyces naeslundii나 hemophili등도 구성하고 있다.

plaque가 형성된지 (2-4h) 후에 pellicle로 덮인 표면에서 세포 하나만

떼어 현미경을 통해 본다면 몇 개의 rod-shaped organisms와 함께 주로

gram-positive coccoid cells이 관찰될 것이다.

1-2일이 지난 후에는 Gram-positive rods와 filaments가 주된 coccoid

cells로 이루어진 microcolonies 바깥에서 관찰될 것이다. 형성된 지 며칠

이 지난 다음에는 형태적, 사회적 다양성을 가진 미생물들이 보일 것이

다. Biofilm의 두께는 증가하며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 진다.

Plaque가 법랑질 표면에 2-3주 동안 증식하게 내버려 둔다면 극한의 세

균조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생성될 것이다.

Biofilm formation의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는 세균이 부착할 수 있도

록 sucrose를 이용하여 만든 extracellular polyssacharides이다. 이러한

불수용성인 분자는 biofilm의 병원성 특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이루게

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techniques은 “dental plaque”가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biofilm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Dental plaque는 개방된 구조이며 biofilm surface에서 enamel로 가는

Channel을 가지고 있다 (Wood et al., 2000; Zaura-Arite et al., 2001) 이

러한 구조는 미생물의 침입에 중요한 구조이며 plaque 내에 분포되어 있

는 중요한 구조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biofilms의 표면에서 자라는 미생물들이 항생

제에 높은 저항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Mah and O’Tool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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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가 biofilm에서 자라는 것은 planctonic bacteria가 자라면서 표현

하는 표현형과는 다르며 결과적으로 inhibitor에 감수성을 줄여줄 수 있

다. 대부분의 planctonic technique을 이용해서 만든 항생제의 oral

antibacterial products에 대한 pre-clinical trials는 biofilm에서 자라는 미

생물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생산품은

vitro results는 좋지만 임상적인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

분이다 (Guggenheim et al., 2004; Leibovitz et al., 2003; Marsh, 2004).

S. mutans의 genetic expression에 대한 연구 결과는 planctonic과

biofilm form에서의 구성은 다르며 이는 in vivo 구강 환경에서 더 많이

재현될 수 있는 biofilm techniques를 이용한 antimicrobials이 나와야 한

다는 의미가 된다 (Marsh, 2004).

Oral biofilm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임상 실습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으로 보여진다. 자연계에서 biofilms은 종종 조사되기 어려워서 실험적인

조건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수의 laboratory-based

experimental biofilm model systems이 나타났다 (Palmer, 1999). 이러한

시스템은 biofilms에 대한 연구를 정해진 환경에서 수행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잘 컨트롤 되고 재현 가능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Tolker-Nielsen et al., 2000). biofilm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델

이 기술되어져왔고 임상과의 관련성이 있는 문제를 풀기위해 적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통 일정한 flow cells을 이용하거나

(Christersson et al., 1987; Larsen and Fiehn, 1995) 또는 chemostats

modified 되게 세균이 군락화 된 표면에 일정하게 주입과 제거를 함으로

써 (Bowden, 1999; Bradshaw et al., 1996; Herles et al., 1994), 우리가

microbial adhesion과 biofilm formation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oral

biofilm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 더 발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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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이 주제에 대해 수행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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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ommunication microbial biofilms: Quorum

sensing mechanisms

Dental biofilm bacteria는 독립적으로는 살아가지 않으며, microbial

community에 모여서 물질대사적으로 협동하며 살아간다 (Marsh &

Bowden, 2000). 이러한 상호작용은 planctonic form으로 세균이 자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한다: 넓은 범위의 주거 공

간, 다양성 증가, 물질대사의 효율성 증가와 환경에서의 저항성 증가, 항

생제와 숙주 공격으로 부터의 방어 등을 들수 있다 (Shapiro, 1998;

Marsh & Bowden, 2000).

자연적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세균과 곰팡이는 필수 영양소의 가용여부

(availability) 같은 환경조건에 반응하여 플랑크톤 상태와 고착 (바이오

필름)상태를 오가면서 살아간다. 종종 영양소 제한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착 상태 성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는 인내 상태

(perseverance mode)로의 발육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양

소의 가용여부는 경쟁 유기체의 총량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러한 발육전

환은 흔히 종 집단 내부 및 종 집단 사이의 정족수 감지 (quorum

sensing, QS) 기전에 의해 조절되곤 한다 (Lynch AS et al, 2008).

Quorum sensing은 미생물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세균의 밀도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주된 quorum sensing의 조절 메커니즘은

autoinducer을 분비하는 것에 의해 생기며 그것이 외부 환경에 축적 되

면 세균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autoinducer를 인지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Nealson et al, 1970; Hens et al., 2007).

Autoinducer의 농도가 threshold에 이르면 이는 몇몇의 유전자를 발현시

키고 새로운 표현 형질을 보이게 만든다 (Redfiel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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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rum sensing은 Photobacterium fischeri (Vibrio fischeri)라는 야광

해양 세균에서 제일 처음 밝혀졌다. 맨 처음 화학적 신호를 통한

bacteria communication을 연구한 사람은 Nealson et al 이었다(1970).

이들은 Vibrio fischeri라는 해양 박테리아의 bioluminescence에 대해 연

구하였다. 그들은 이 세균이 높은 밀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야광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관찰의 결과로 연구진은 이 생명체의

bioluminescence의 기전은 세포 간의 주고 받는 molecular messenger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Luminescence는 세균이 숙주

의 기관에 콜로니를 형성할 때만 발현되었고 세균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

라 auto-inducer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하였다.

Threshold concentration에 도달하면 gene transcription 과정이 시작되

었다 (Swem et al., 2009). 이런 messenger는 ‘autoinducers’라고 이름 지

워졌으며, 이 물질은 배양액의 상층액에 존재하며 이 물질은 타겟 세포

로 들어가서 야광을 띄게 만드는gene expression을 조절할 것이라고 예

측되어 졌다(Fuqua C et al., 2001; Losick R et al., 1997; Nealson et

al.,1979) 이러한 관점에서 숙주는 박테리아의 빛을 이용하여 먹이를 유

인하고 V.fischeri는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얻게 되었다 (Nealson et al.,

1970)

이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self-inducers는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

지는데 이를 autoinducer라고 한다. Autoinducer는 보통 작은 물질로 세

포막을 통해 자유롭게 확산되거나 또는 능동적으로 세포 밖으로 운반되

어 진다.

AHLs는 gram-negative bacteria의 주된 autoinducer signal group이다.

이들은 acyl groups의 길이에 따라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Short-chain

AHLs는 4개에서 8개의 carbon atoms을 acyl moiety에 가지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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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long-chain AHLs은 10개에서 18개의 carbons을 가지고 있다. 이전

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다양한 세균 종들은 같은 종류의 AHL을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AHL은 각각의 종에서 다른 표현형의 유전자를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3-oxo-C6-HSL은 P. fischeri에서는

bioluminescence를 조절하지만 Erwinia stewartii에서는

exopolysaccharide의 생산을 조절한다.

AI-2는 Bassler et al.등에 의해서 Vibrio harveyi의 quorum-sensing

signal로 알려졌다. 그 때부터 이러한 종류의 signaling은 많은

gram-negative bacteria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AI-2는 종간의 의사소

통을 위한 global signal molecule로 알려져 왔으며 gram-negative

bacteria뿐만 아니라 gram-positive bacteria에서도 보여졌다.

새로운 종류의 autoinducer로 AHL biosensor를 활성화 하는 능력으로

최근 pseudomonas에서 동정되어졌다. 구조적인 분석이 시행되었더니 이

새로운 신호 분자는 diketopiperazines (DKPs)와 cyclo (L-Ala-L-Val)과

cyclo (L-Pro-L-Tyr)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autoinducers 외에도 E. coli의 autoinducer인 AI-3등의 부

가적인 신호분자들이 gram-negative bacteria에서 나타났다.

Gram-negative organism에서는 신호 분자가 N-acyl homoserine

lactone (AHL)이고 이것의 조절은 homologous proteins인 LuxR과 LuxI

에 의해 일어난다. 먼저 단백질이 효소로써 작용하고 (AHLsintetase) 그

런 다음 AHL이 감지되면 AHL-LuxR 이라는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유전자의 발현과 활성화에 조절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Gram-positive 균에서는 self-inducers가 보통 small peptides (hepta 나

octapeptides)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peptides는 보통 ATP에 부착되

어 방출되게 된다(ABC). 몇몇의 membrane-bound kinases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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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포막안으로 운반되게 되며 다른 것은 oligopeptide permeases를

통해 세포 내로 수송되어 세포내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한다 (Swem et

al.,2009; Rock Road, et al., 2010).

AHL을 이용한 quorum sensing systems에서는 acyl chain이 다양하며

(chain length, degree of oxidation and saturation) 이는 이러한 커뮤니

케이션 시스템의 특이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세균 사이에 cross-talk이

서로 다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cross talk은 부분적으로 전

체 집단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경쟁자에게 대응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Williams, 2007). E. coli는 AHLs을 합성하지 않지만 homologous

biosensor인 LUXR을 발현한다. 이는 E.coli를 다른 gram-negative 들의

커뮤니케이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이러한 정보를 자신이 유리

한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Ahmer, 2004)

Gram-negative bacterium인 Streptococcus mutans는 치아우식의 가장

주요한 병원균이며 quorum sensing을 mediator peptides를 분비하여 유

전자 발현을 시킴으로써 조절한다.

S. mutans의 quorumsensing에 대한 기전은 S. pneumoniae에서

comCDE sequence를 연구하면서 밝혀졌다. S.mutans와 매우 높은

homology를 가지며 S. pneumoniae에서 밝혀진 이 유전자들의 서열이

밝혀지게 되었다. comC는 comDE의 complementary strand의 59bp

proximal에 위치하는 유전자이다(Li YH et al.,2001). S. mutans의 이 유

전자는 다른 streptococci들인 Streptococcus mitis, Streptococcus oralis,

Streptococcus gordonii와 Streptococcus sanguinis의 같은 유전자와 일

치하지 않는다(Cvitkovitch DG,2001). 이들 세균에서는 comC, comD와

comE는 5'에서 3' 방향으로 comC가 존재하고 그 뒤에 comD, comE가

존재하는 operon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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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호전달 시스템은 적어도 6개의 유전자 산물에 의한 것으로

comCDE, comAB 와 comX가 그것이다 (Cvitkovitch et al., 2003).

OMCC gene은 전구 펩타이드로써 신호물질인 21개의 아미노산이나

stimulating competence peptide(CSP)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Quorum-sensing에서 competence-stimulation peptide(CSP)는 S.

mutans가 biofilm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이며 이에 더해서 병원성 특성

을 나타내게 한다 (Li et al., 2001).

Quorum sensing systems은 sporulation, virulence, biofilm formation,

conjugation, production of extracellular enzyme등의 다양한 microbial

process를 조절한다 (Miller & Bassler, 2001). 세균은 quorum sensing을

이용하여 종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세균간의 커뮤니케이션은

kingdom의 경계에 있으며 quorum sensing effector molecues은 진핵세

포의 전사 프로그램을 바꿀수 있다는 사실이 상피세포와 immune

effector cells에서 밝혀지고 있다 (Williams, 2007; Shin et al.,2005).

S. mutans가 quorum-sensing을 하여 biofilms내에서 이상적으로 자란

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이 biofilm formation과 biofilm physiology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Quorum sensing systems을 중간에

방해함으로써 미생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전략은 oral biofilm에서 중요하

게 다뤄진다.



- 17 -

제 3 절 Antimicrobials: Mechanisms of action

항생제는 크게 bactericidal 또는 bacteriostatic으로 나뉠 수 있다. 이

bacteriostatic drugs 케이스에서 phagocytosis 와 항체의 생산과 같은

숙주의 방어 메커니즘은 보통 미생물을 없애게 된다. Bacteriostatic,

bactericidal 작용은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와 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다른 요소

들 중에 therapeutic activity를 결정하기 위하여 body fluids 내에서의

농도가 중요하며, MICs CBMs가 중요하게 정해져야 하며 antibiotic

regimen은 그에 따라 결정된다. MIC와 MBC는 vitro상에서 결정되나

bacteriostatic과 bactericidal concentration 은 body fluids 에서 사용된다

(Maillard, 2002).

Biofilms에서 antimicrobial agents의 MIC와 MBC는 보통 부유상태의 세

포들의 요구량보다 클것임에 틀림없는데 이는 이러한 약에 대한 저항성

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된 antimicrobials의 메커니즘은 세포벽 합성 방

해, 단백질 합성 저해, 세포막 손상, 핵산 합성 저해와 필수 metabolites

합성 저해 등을 들수 있다 (Maillard, 2002).

Cell Wall Inhibition.

세균의 세포벽은 peptidoglycan이라고 불리는 세균의 세포벽에 광범위하

게 분포하는macromolecu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Penicillin과 다른 항생

제는 peptidoglycan 합성이 불완전하도록 하여 세포벽이 단편화되게 만

들고 세포가 분해되게 만든다. Penicillin이 합성 과정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오직 활발하게 자라는 세포만이 이 항생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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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간의 세포가 peptidoglycan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생

제는 사람의 세포에는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Broadley et al.

1995).

Inhibition of Protein Synthesis.

단백질 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며 이는 진핵

세포와 원핵세포 모두에서 일어나며 이는 선택적인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진핵세포들은 80S ribosomes을 가지고 있으며 원핵세포들은

70S ribosomes을 가진다. 이 ribosomes의 구조의 차이는 항생제에 대한

선택적 독성과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선택적 독성을 보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또한 70S ribosome을 가지며 그러므로 이는 숙주

세포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항생제 중에 clorofenicol, erythromycin,

streptomycin, and tetracycline이 이런 기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Nakamura &Tamaoki, 1968).

Damage to the plasma membrane.

어떤 항생제의 경우에는 세포막의 투과성을 바뀌게 함으로써 항생제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된 대사산물을 미생물에서 잃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면 polymyxin B는 세포막의 인지질에 부착함으로써 세

포막을 터지게 한다 (Lambert &Hammond, 1973). 이와 비슷하게

planktonic cells에서는 높은 농도의 chlorhexidine (CHX)과 만나면 세포

막이 터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양전하를 띈 CHX가 음전하를 띈 세균

의 세포막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세포막을 터트리게 하여 나타난다

(Gilbert &Moor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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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of nucleic acids synthesis.

어떤 항생제는 DNA transcription process를 방해하여 미생물의 복제를

억제한다. 어떤 약은 이러한 약리적 기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유류의

DNA와 RNA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한된 쓰임새를 가진다. 다른

rifampin, quinolones등의 약은 화학요법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며 더 높

은 수준의 선택적 독성을 보인다 (Silver, 1967).

Inhibition of Synthesis of Essential Metabolites.

특정 미생물의 효소 활성은 효소의 정상 기질과 매우 닮은 물질에 의해

경쟁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Russell and Hugo, 1994).

바이오필름 감염부위에 항균제가 적절히 적용되었다고 하여도, 바이오

필름 세포외 고분자 기질 내에 항균제가 갇히는 현상이 바이오필름 항균

제 내성의 보편적인 기전으로서 종종 언급되곤 한다. 실험적 바이오필름

에 대하여 vancomycin과 ampicillin을 포함한 몇몇 항생제의 투과가 제

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항생제 (예,

tobramycin과 ciprofloxacin, rifampin, 그리고 다양한 항진균제)의 경우는

실험적 바이오필름에서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바

이오필름 기질 내에 존재하는 세포 내로의 항균제의 실제적인 침투에 대

하여 평가를 내린 연구는 아직 없다. 종합적으로, 세포외 고분자 기질이

바이오필름 내 세균으로의 항균제 침투를 제한하는 장벽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전형적으로 숙주 면역방어와 협력하여 작용하는 정균(bacteriostatic)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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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의 경우, 바이오필름 세포외 고분자 코팅 내에 존재하는 세균은 숙

주 면역세포 및 인자로 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in vivo 바이오필름 연관 감염에서 정균 및 살균제제 사이의 차

이를 다룬 명확한 연구는 없다.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저하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전은

유출펌프의 발현증가이다. P. aeruginosa, 요병원성 E. coli 및 C.

albicans에 의해 형성된 바이오필름에 관한 연구에서 항생제 전달체 유

전자가 특이적으로 상향조절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바이

오필름 적응과 연관된 유전자 발현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항생제 전달체의 상향조절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

로 추정된다.

바이오필름 상태에서는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대사 및 이화경로의 변화

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작용 모드와 관련하여 항균제가 본래

갖고 있던 활성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대사경로에서 유전형의 변화로 인

한 in vitro 성장속도 저하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위 small colony

variants (SCVs) 세균이 실험적 바이오필름과 바이오필름 연관 감염으

로 여겨지는 지속성 감염 환자의 조직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롭다. 따라서 대사능력을 변화시키고 성장속도를 저하시키는 표현형 적

응은 항생제 내성과 몇몇 바이오필름 관련 감염의 지속에 기여

할 수도 있다.

바이오필름 상태와 플랑크톤 상태에서 배양된 세균을 구분하는 또 다른

양상은 생리적인 비균질성 (heterogeneity) 이다. 이와 같은 표현형적 비

균질성은 바이오필름 내의 세균 소집단이 특정 항균제에 대하여 낮은 감

수성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된다. 지속형 (persister) 세균 변형체에서 그

와 같은 항생제 내성이 유도되는 분자적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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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바 없으나 형성속도에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유전자자

리는 확인되었다.

항생제 내성은 의학적 및 실험적 바이오필름 모두에서 잘 확립되어 있

는 표현형이긴 하지만, 이 현상을 결정하는 분자적 기전은 복잡하며 세

균 종, 항생제종류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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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Recent advances in anti-plaque agents:

Chemoprophylactic agents, antimicrobial peptides,

anti-quorum sensing approach and

probiotics/replacement therapy

치아우식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청소년층과 젊은 성인의

90%가 앓고 있는 감염질환이다. 이 질환은 치아 바이오필름과 에나멜

표면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복합질환이다. 치아 바이오필름이 우식

발생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액으로부터 칼슘, 인 및

불소를 치태 내로 포획함으로서 탈회된 에나멜에서 무기질 재침착

(remineralization)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보호적인 성질도 나타낸다

(García-Godoy F, 2008). 치아맹출 (tooth eruption) 직후, 또는 깨끗이

칫솔질한 후, 노출된 치아 표면은 곧바로 획득 에나멜 피막(acquired

enamel pellicle)으로 뒤덮이게 된다. 에나멜 피막은 타액에서 유래한

statherin, proline-rich protein (PRP) 및 점액성 단백질이

hydroxyapatite (HAP)에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무균의 보호성 단백질

기저층을 이루며, 세균 부착의 기질로 작용하여 바이오필름 형성이 개시

되게 한다.

치아 바이오필름은 치아와 건강을 보호할 수도 있고 (토박이 균무리가

병원균에 의한 집락형성을 방해하는 것) 또 파괴할 수도 있다 (구강 세

균이 구강 및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것) (García-Godoy F, 2008).

치아 바이오필름은 산 생성 (acidogenic) 및 내산(aciduric) 성질을 지닌

우식유발 세균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식원성 (cariogenic) 세균에

는 Streptococcus mutans, S. sobrinus, Lactobacillus 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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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myces 종이 포함된다. 발효될 수 있는 식이 탄수화물이 풍부할

때 동종발효 (homofermentative) streptococci는 젖산만을 생산하는데,

젖산은 사실상 가장 강한 유기산이며 따라서 에나멜 탈회를 일으키는 산

이다 (García-Godoy F, 2008).

치태형성 후반에는 세포외 중합체 합성이 일어나, 바이오필름의 상당

부분이 세포외 기질로 이루어진다. 바이오필름 상태에서는 미생물들이

서로 근접해 있으므로 세균들 사이의 보호인자 유전자 전달, 전체 공동

체를 지지하기 위한 세포외 기질의 합성, 다른 미생물의 대사에 이용될

수 있는 부산물의 합성, 그리고 항균제에 대한 억제제 분비 등과 같은

일을 통해 공생관계가 쉽게 이루어진다. 바이오필름은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 막으로 작용하므로, 항균제, 세포외 효소 및 유독 성분들의 진입을

제한하며 항균제에 대한 내성 증가를 나타낸다. 치태 세균의 항생제 및

항균제 (예, chlorhexidine)에 대한 내성은 동일 종 플랑크톤 형 세균에

비해 10배 내지 1,000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 (García-Godoy F,

2008).

Oral biofilms을 조절하는 것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치

아 우식을 방제하고 치주 질환을 방제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oral

biofilms은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조절하기 쉽지 않고 화학적으로 조절하

기 어려운 타겟이다 (Socransky, 2002). chlorhexidine과 fluoride를 빼고

는 명백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예방적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Petersen &Scheie, 1998; Wu &Savitt, 2002; Scheie, 2003). 이러한 낮

은 효과는 미생물이 biofilm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더 높은 항생제 저항

성을 보이는 등 planktonic cells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다고 할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planktonic cells을 이용하여 실

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재현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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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에서 쓰이는 항생제는 효과적으로 biofilm으로 확산되어 들어가야

한다(Marsh, 2005).

Non-oral microorganisms에서의 미생물의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two-component system과 quorum sensing

(two-component and quorumsensing system)과 같은 biofilm 내에서의

유전자의 발현의 촉진 시스템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microbial biofilms 내에서 일어나는 regulation과

expression이 oral biofilm 때문에 일어나는 구강 병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는 직접적으로 surface adhesion, colonization,

co-adhesion, metabolism, growth, adaptation, maturation, climax

community 등과 detachment, 그리고 biofilm 표면의 성질 변화를 이용

한 전략, immunization, replacement therapy , interference with

two-component systems and quorum sensing등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여서 이러한 치료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Scheie, 2004).

이런 새로운 약은 매우 특이성을 가져야하며 미생물에 저항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살아있는 인간의 세포에 영향을 최소로 미쳐야 한다.

치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된 타겟은 biofilm의 성숙과 형성이다. 이

사례에서 유전자와 단백질은 미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하며 이러한 항생

제를 디자인할 때 전통적인 타겟으로 쓰여왔다. 이러한 가능한 약제들에

는 bacteriophages, fatty acid의 생합성 억제, antimicrobial peptides 등

이 있다 (Hancock, 1999, Payne et al. 2001; Sulakvelidze &Morris,

2001). 예방적인 접근의 주된 표적은 단독으로 혹은 여러 종이 모여서

biofilm을 만드는 병원성 미생물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

게 하는 효과적인 타겟은 two-component systems과 quorum sensin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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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강한 microbiota를 유지하게 한다 (Marsh, 2010). 이러한 접근은 선

택적 독성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에게는 독성을 보이나 다른 종류

의 신호 전달을 이용하는 포유류에게는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치아 표면을 변화시키거나 법랑질의 표면에 세균

의 콜로니화를 방지하여 biofilm형성을 방지한다. 법랑질 표면에 획득된

film은 특이적이거나 비 특이적 binding mechanisms을 통해 구강 미생

물이 binding sites에 부착한다. Vitro study에서 alkylphosphate와

nonionic surfactant를 혼합한 제제는 치아 표면의 특성을 바꿔서 미생물

이 덜 부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제의 경우 active components

of these agents를 얻기 힘들어서 임상적인 유용성은 떨어진다 (Olsson,

1998).

몇몇의 구강 내 적용되는 국소적 항생제의 특성은 그 부분의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도포되어 낮은 급성 만성 독성을 가지며 낮은 흡수성을 보인

다. 임상적으로 항생제 제제들은 drug formulation에 따라 빠르고 효과

적으로 퍼지는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치은연상 플라크들과 법랑질의 획

득 피막과 타액들은 이러한 제제가 처음으로 작용하는 곳이지만 세부적

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항생제들의 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타액에서 적정 농도를 유지해야하며 또한 작용하는 곳인 치아

표면등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좋아야 한다 (Cummins &Creeth , 1992).

Antiplaque agents가 임상적으로 보여주는 항생제적 특성과 유지 능력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들이 다 기능적으로 또한 여러 곳에서 기능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은 치아와 타액, 플라크내의 세균의 물질

대사와 성장을 억제하고 부착력 또한 감소시킨다. 2개의 antiplaque

activity를 높여주는 포괄적인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번째로

antimicrobial agents의 혼합제제의 사용이 있다. 두번째로 가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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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가지의 항생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polymer의 사용

이다 (Cummins, 1991b).

Replacement therapy는 병원성 미생물이 병원성을 덜 띄게 바꾸기 위

한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타입의 요구는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에

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치환된 개체는 그 자체

로 병원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생명체는 콜로니를 형성하여야

하며 높은 수준의 유전학적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 DNA technology는

이러한 replacement therapy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치아

우식의 치료 또한 도모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치료법 중에서

S.mutans의 super-colonizing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있다. 이러한

super-colonizing을 한 균주는 mutacin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균주가 lactate dehydrogenase 라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면 이는 lactate

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치아 우식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illman et al., 2000) 다른 ureolitic recombinant strains도 urea

를 암모니아로 가수 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environment

acidification을 상쇄 시켰다 (Clancy et al., 2000).

Probiotic terapy를 알기 위해서 'probiotics'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미생물이 적정한 수로 존재하여 숙주 세포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Guarner et al., 2005). 이러한 "Probiotic"의

개념은 Elie Metchnikoff의 아이디어에서 왔으며 이는 발효균의 산물이

숙주에게 해를 입히는 미생물의 산물과 경쟁하여 결국 숙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다 (Metchnikoff, 1907).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흥

미로운 연구결과들이 probiotic이 많은 수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는 직접적인 병원균의 방어에서부터 숙주세포의 면역 증

진까지 다양하였다 (Harish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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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더 많은 연구결과들이 probiotic therapy가 구강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Caglar et al., 2005; Meurman, 2005;

Meurman et al.,2007). 고전적인 probiotic strains으로는 Lactobacillus나

Bifidobacterium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이 구강 내에서의 유산균 효

과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되어져 왔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통

해서 Meurman과 그의 동료들은 장기간의 우유의 섭취가 Lactobacillus

rhamuosus GG strain의 초기 우식을 유치원생들에게서 막아준다고 주장

하였다(Nase, et al., 2001). Caglar et al.은 또한 Lactobacillus reuteri

ATCC 55739균이나 Bifidobacterium DN-173 010균주가 치아 우식 유발

세균인 타액 내의 S. mutans 수를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Caglar, et al., 2005b, 2006).

또한 이전부터 알려져 온 probiotic strains들과 함께 다른 구강 상주균

이나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균주들이 치아 우식 유발 균주를 억제할 수

있는 probiotic 효과를 가지는지가 연구되었다. Hillman과 그의 동료들은

S. mutans의 비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S. mutans 균주를 구강 내로 도

입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치아 우식 균주를 대체 하도록 실험하였다

(Hillman, 2002). 연구실 내에서와 동물 실험에서 S. mutans의 군집이 줄

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인간에서도 효과

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가능한 probiotic approach는 치아 우식을 줄이기 위해서 구강

내의 arginine을 물질대사 할 수 있거나 urea를 암모니아로 바꿀 수 있

는 streptococci를 이용하는 것이다 (Marquis et al., 1993). 이러한 미생

물이 자연계에서 구강 내에 존재하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치아 우식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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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구강 내에 streptococci S. salivarius TOVE-R과 S. mutans를 동

시에 co-infection 시켰을 때 S. mutans를 단독으로 감염 시켰을 때 보

다 치아 우식 유병률이 낮아졌다. 이는 치아 우식 유발균인 S. mutans를

치아 표면에 콜로니화 시키지 않고 이미 치아 표면에 콜로니화 된 S.

mutans를 제거하는 TOVE-R의 능력 때문일 것이다 (Tanzer et al.,

1985).

다양한 구강 내 streptococci가 길항작용을 보이며 살고 있다. 최근 치

아 우식이 없는 사람에서만 발견되는 종인 S. oligofermentans라는 세균

이 젓산을 hydrogen peroxide로 대사하여 S. mutans를 억제한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 (Tong et al., 2007). 이러한 균주는 probiotic application의

좋은 후보자가 될 것이다.

다양한 probiotic 효과가 연구되는 동안 예상 가능한 미래의 연구는 유

전학적으로 미생물을 변화시켜서 two-component and quorumsensing

system을 막을 수 있는 분자를 생산하고 분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전학적으로 변형시킨 균주는 구강 내 세균총에서 다른 세

균에게 유전자의 도입을 시켜줄 수 있어 그 세균이 pathogenic

opportunistic strain이 될 수 있는 위험 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Scheie, 2004).

치아 우식이나 치주병과 같은 구강 상병들에 대한 면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Koga et al. 2002; Smith, 2002). 이

러한 연구의 목표는 병원성을 줄이고 microbial etiological agent를 개발

하는 것이다. 몇몇의 분자들이 다양한 병원성 단계에서 관여한다는 사실

을 밝혀냈고 치아 우식이나 치주병에 관여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그래서 구강 내의 미생물을 항체로 제거하는 것은 adhesin을 방해하거나

adhesion에 관련된 수용체를 없앰으로써 가능하게 할 것이며 또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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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나 병원성에 관련되는 인자를 없앰으로써 가능

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능동 면역 백신이나 수동 면역 백

신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특히 치아 우식 분야에서 행해졌다. 능

동 면역에서 attenuated antigen 개념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도

입되었고 수동 면역에서는 ready antibody가 도입되었다 (Sheie, 2004)

동물이나 인간에서 능동 또는 수동 면역을 이용하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동 면역에서 치아 우식에 관련된 미생물의

recolonization을 막는 수동 면역이 각광 받고 있다. (Koga et al. 2002;

Smith, 2002). 또한 치주질환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ooth et al., 1996). Immunized cows에서 나오는 우유와 같이 수동 면

역을 위한 vehicles과 (Shimazaki et al., 2001) 형질전환 식물체들 (Ma

et al., 1998) 등은 이러한 연과를 알기 위해 실험되고 있다. 비슷하게 병

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S.mutans에서나(Huang et al., 2001,

Taubman et al., 2001), P . gingivalis (Sharma et al., 2001)서 antigen을

발현할 수 있는 recombinant chimeric microbial vector들도 또한 치아

우식을 막고 실험 동물에서 alveolar bone의 소실을 막기 위한 실험대상

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면역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이슈는 systemic immune system이

나 mucosal에 관련된 것이다. 항-우식 백신은 구강 내에서 적용하는 것

이 더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점막 관련 면역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치주질환에 대한 백신은 아마도 systemic immune

system에 관련될 것이며 이는 점막 면역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면역이 보통 고립된 세균 개개의 epitopes에 맞춰서 일어난다

는 점이다. 그러나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은 수많은 세균 종들이 모여

서 일어나는 것이다 (Marsh, 1994). 게다가 미생물은 biofilms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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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immnization에 의해 일어나는 방어력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antigenicity에 변화를 주어야 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은 이러한 미생물들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antibiotics

class의 antibiotics은 antimicrobial peptides (AMP)라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White et al., 1995, Yount & Yeaman, 2004; Hancock & Sahl,

2006; Gardy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과 action mechanisms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임

상적으로 쓰이는 MPAs의 개발 연구는 줄어들어 오고 있다 (Shai, 2002;

Bechinger, 2009).

항생제로 antimicrobial peptide의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Hamil et al., 2008, Easton et al., 2009). 이것들은 많은 Gram

positive와 negative bacteria의 많은 균주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작용

을 가지며 곰팡이의 작용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약물과 bacterial

components 간의 상호작용은 특정 단백질의 binding sites에는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그래서 resistance를 유발하지 않는다. AMP의

bioavailability는 구강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감소되게 된다. 그러나 국소

적인 적용과 주사는 가능하다. 최근 AMP를 다양한 oral candidiasis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clinical trials을 실험하고 있으며 (Demegen

Pharmaceuticals, 2010), 카테터의 감염에도 AMP가 사용되고 (Melo et

al., 2006), implant 표면에서의 감염에서도 AMP가 사용되고 있다.

(Kazemzadeh-Narbat et al., 2010). 이러한 임상적인 AMPs의 테스트는

natural peptide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물질의 다른 화학

적 antibiotics와 비교했을 때 AMP의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일어난

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AMP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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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기존의 AMP보다 효과적이고 작고 간단한 조성으로 이루어

지는 물질이어야 한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가능한 디자인은 이 약물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치아 우식이 하나의 감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논리적으로 항생제

나 항 미생물제 등을 통해서 방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약제는 선택적이지 않으며 broad spectrum of action을 보이는

chorhexidine, iodopovidine, fluoride, penicillin 또는 다른 항생제나 항미

생물 제제이다. 중요하게 이러한 약제는 구강을 소독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외부 환경에 다시 노출되어 멸균 상태가 아니

게 된다. 따라서 치아 우식을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broad spectrum

agents의 사용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Luoma et

al., 1978). 이 논문에서 치아 우식의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전략의 제한

됨 때문에 "probiotic" approach가 필요하다. "probiotic"이라는 용어의 의

미는 선택적으로 병원성 균만 제거하고 나머지의 oral ecosystem의 미생

물들은 남겨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질병의 원인 미생물에 대한 선택적

인 제거가 필요하다. 대부분 S. mutans 의 균주에 대한 유적학적인 대체

의 노력을 기울이며 산을 생성 못하는 균주를 생성해서 wild type인

S.mutans와 경쟁하게 만든다 (Hillman, 2002).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실험실에서의 동물실험은 이런 유전적 치환체

가 도입되었을 때 S.mutans의 야생형 균주를 성공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치아 우식과정을 멈추었으며 또한

re-emergence 되는 것을 막아서 재감염되어 치아 우식이 일어나는 것도

막으면서 "normal microbiota is complete."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병원

균을 방제할 방법은 특정 타겟을 위한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다 (Eckert

et al., 2006). 값싼 분자를 개발하는 간단한 방법은 오직 타겟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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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두는 미생물들 즉 이 논문의 케이스에서는 S. mutans, S.

sorbinus 등으로 한정 짓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구강 내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모든 병원균을 제거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험적 임상적 연구 결과에서 biofilm의

bacterial ecosystem에서 S. mutans가 없을 때 다른 미생물들도

competitive inhibition에 의해 콜로니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Keene & Shklair, 1974; Shi, 2005). Probiotic approaches의 맹점은 질

병에 관계된 오직 하나의 세균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질병에 관계된 예를 들면 치아 우식에 관련된 다른 여러 세균의 우식 발

병 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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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Biofilm에서 보여지는 세균 커뮤니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biofilm 형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등장

하였다 (Wade, 2010). 이는 biofilm 내에서의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막

아서(quorum-sensing)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약화 시키게 된다

(Bjarnsholt et al., 2005). 다른 장점들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미생물의

병원성 메커니즘을 낮게 조절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아 우식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도 S.mutans의

glycosyltransferase 활성을 이 같은 방법으로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데

이 효소는 치아 우식 유발 세균에서 중요하게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또한 구강 내에서 probiotic approaches도 연구되고 있다. 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는 S. mutans와 co-aggregation을 이루며 이는 S.

mutans가 죽어있을 때도 형성된다. 또한 Lactobacillus reuteri 균주는

구강 내 S. mutans의 수를 줄임으로써 치아우식을 예방하기도 한다

(Caglar et al., 2008) 다른 구강내 상주균으로는 Streptococcus

salivarius등이 있는데 이 균은 bacteriocin을 생산하여 anaerobic

Gram-negative bacteria를 억제하여 구취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Burton et al., 2006)

결론적으로 microbiota analysis methods는 구강 미생물의 다양성을 이

해하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로 인해서 구강병을 방

제하는데 초점을 맞출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종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나 구강병을 치료하고 예

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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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Approaches For Controlling

Dental Caries Via Modulating

Bacterial quorum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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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plaque consists of a community of diverse bacteria from

more than 700–800 different species of bacteria. The major

constituent of biofilm other than bacterial cells is the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 matrix, which is secreted by the bacterial

cells themselves. Researchers have been developing effective means to

prevent tooth decay. The dental researcher that focuses on dental

caries has been making strides in understanding how bacteria

communicate and cooperate and focus on Quorum sens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quorumsensing in dental biofilm. Quorum

sensing presents an enticing target for dental caries. This widespread

prevalence of cell-to-cell signaling mechanisms in bacteria suggests

that developed therapeutic strategies may have wide rang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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