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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Porphyromonasgingivalisbiofilm에 한

Fusobacteriumnucleatum의 Quorumsensing과

Quorumsensing억제제의 효과 수학

모델링

김지호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치의학과

1.목

구강 내 세균은 주변 환경과 세균 상호간에 물리 ,화학 으로 상호작용

을 하며 세균군집을 형성한다.이러한 상호작용의 요 요소에는 pH,구강

온도,물리 인 자극,면역,세균 간 그리고 구강 연조직과의 물리 결

합, 양,quorumsensing(QS)등이 있다.세균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진

화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총체 으로 얽히면서 작용한다.이 특별히 세

균간의 화학 상호작용으로 QS의 체계가 있으며, 달의 매개가 되는 화

합물을 autoinducer라고 정의한다.세균 도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세균

들이 분비하는 autoinducer의 양이 증가하며,세균 군집에 일정한 향을

미친다. Autoinducer에는 동종 내에 작용하는 autoinducer-1,

oligopeptide가 있고,동종 이종 간에 소통하는 autoinducer-2가 있다.

특별히 이종 간의 소통은 구강 내 정상세균총에서 유해한 세균총으로의 세

균 군집의 진화에 요한 의미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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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obacteriumnucleatum은 구강 내 세균 군집의 기 진화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Porphyromonasgingivalis는 유해한 세

균 군집의 진화에서 keystonespecies로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본 실험에서는 P.gingivalis의 군집에 F.nucleatum의

autoinducer와 QSinhibitor의 효과를 분석하며 QS의 biofilm의 형성에 미

치는 향을 반 하여 수학 인 모델링을 시도하 다.

2.방 법

구멍크기가 0.4μm인 다공성 막이 간에 있는 transwell에 세균을 배

양하여 autoinducer가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 다. F.

nucleatum을 transwell상층에 배양하고 하층에 배양한 P.gingivalis의

군집에 미치는 autoinducer의 향을 공 미경으로 찰하 다.

조군은 1)transwell 상층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 실험군은 2)

transwell상층에 D-Ribose를 넣은 것 3)F.nucleatum을 넣은 것,4),5)

F. nucleatum에 각기 다른 억제제 두가지를 넣은 것으로 두었다.

Inhibitor는 D-ribose와 furanone(5-Hydroxy-2(5H)-furanone)각각에 해

서 실험하 다.하층에는 모두 P.gingivalis를 배양했다. 배양 후 12시

간,24시간,36시간에서 P.gingivalis의 biofilm을 염색하여 공 미

경으로 분석하 다.수학 인 모델링은 QS가 biofilm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여 수행하 다.

3.결 과

24과 36시간에서 상층에 F.nucleatum이 있는 경우 biofilm이 가장 두꺼

웠다.즉 F.nucleatum의 QS작용으로 biolfilm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D-ribose는 모든 시간 에서 biofilm의 형성을 억제했고,furanone은 24시

간,36시간에서 P.gingivalis의 biofilm을 억제했다.수학 인 모델링도

실험결과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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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F.nucleatum은 QS의 효과로 P.gingivalisbiofilm성장을 유도했고,이

는 AI-2억제제에 의해 감소했다.이러한 상은 수학 모델로 설명이 가

능하다.

주요어 :quorumsensing,inhibitor,Porphyromonasgingivalis,

Fusobacteriumnucleatum

학 번 :2012-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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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주변 환경과 세균 간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에는 세균간의 화학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quorumsensing(QS)의 체계가 있고,이 때

의 달 매개체를 autoinducer라고 정의한다.1) Autoinducer는

1970년에 Vibriofischeri라는 세균이 일정한 농도이상으로 증가하

면 발 효소가 자발 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정의된 용어로,2)세균

도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autoinducer의 분비 양이 증가하며 세

균 군집의 생태에 향을 미치게 된다.

Autoinducer에는 동종 내에 작용하는 autoinducer-1(AI-1),

oligopeptide가 있고, 동종 이종 간에 소통하는

autoinducer-2(AI-2)가 있으며,특히 autoinducer–2는 여러 세균

종에서 진화 으로 잘 보존되어 세균간의 소통에 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Fusobacteriumnucleatum은 구강 내 세균 군집의 기 진화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4) Porphyromonas

gingivalis는 유해한 세균 군집의 진화에서 keystonespecies로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5)메커니즘에 해서

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6),7)P.gingivalis가 소량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균 군집 체의 분포에 큰 변화를 일으켜 치주염의

발생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F.nucleatum과 P.gingivalis두 종은 함께 작용했을 때,치주염에

서 상승효과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8) 한

P.gingivalis가 F.nucleatum의 biofilm의 형성을 진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9) 본 논문에서는 이와는 반 로 F.nucleatum이

P.gingivalis의 biofilm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한

F.nucleatum의 autoinducer와 QS inhibitor가 P.gingival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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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ilm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바탕으로 수학 인 모형을

만들어 QS의 정량화 가능성을 측해 보고자 하 다.

2.실험재료 방법

2.1.세균배양

F.nucleatum(ATCC2558)은 brain-heartinfusionmedium에서 배

양되었고, P. gingivalis (ATCC 33277)는 hemin(10mg/ml)과

vitaminK(0.2mg/ml)이 첨가된 brainheartinfusionmedium에서

배양되었다.세균들은 37℃에서 2-4일동안 기성 환경(10%,10%

,and80%)에서 배양되었다.

2.2.쿼럼센싱 억제제(quorumsenisnginhibitor)

QS억제제로서 AI-2억제제로 알려진 D-ribose(D-Rib)와 furanone

compound((5Z)-4-bromo-5-(bromomethlyene)-2(5H)-furanone)를 사용했고,

각각 TokyoChemicalIndustryCo.(Tokyo,Japan)과 Sigma-Aldrich(St.

Louis,MO,USA)에서 구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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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바이오필름 형성과 평가

Poresize가 0.4μm인 다공성 막이 간에 있는 transwell에 세균

을 배양하여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고 autoinducer등의 화합물은 통

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Transwell을 사용하여 F.

nucleatum과 P.gingivalis두 종류의 세균이 물리 인 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실험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개의 군에 해서

12,24,36시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1.transwell하층에 P.gingivalis

2.transwell상층에 D-ribose,하층에 P.gingivalis

3.transwell상층에 F.nucleatum,하층에 P.gingivalis

4.transwell 상층에 F. nucleatum + D-ribose, 하층에

P.gingivalis

5.transwell상층에 F.nucleatum+furanonecompound,하층에

P.gingivalis

D-ribose와 furanonecompound는 transwellporesize인 보

다 작아서 상층과 하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한 번 배양한 세

균으로 동시에 실험 군을 제작하 고,모든 경우에서 하층에는 유

리 slide 에 P.gingivalis를 배양하여 biofilm을 형성하게 두었

다. 기 F.nucleatum은 ×,P.gingivalis는 ×로

종했고, 아래쪽 well의 유리 슬라이드에 생긴 biofilm을

Live/Dead-Bac Light bacterial viability

kit(Invitrogen,GrandIsland,NY)로 염색하여 공 이 미경

(Olympus와 FV300,Japan)을 사용해 1,000배의 배율로 찰하 다.

각 커버 래스에서 무작 로 세 부 를 선택하여 biofilm의 두께

와 형 도를 측정하고 가장 높은 두께를 세균의 두께로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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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iofilm의 두께는 래스 표면으로부터 1 단 로 층별로

상을 얻은 후 3차원 상을 얻어 해당 상에서 가장 높은 지 의

수직 인 높이로 측정했다.biofilm의 형 은 FluoView소 트웨어

를 사용하여 수직축으로 된 상을 합하여 형 도를 측정한 후

넓이로 나 어 계산하 다.

2.4쿼럼센싱에 따른 바이오필름 형성의 수학 모델링

수학 모델링은 기본 으로 activebiomass와 inactivebiomass

를 설정한다.세포분열을 하고 mass를 생성하는 세포들을 의미하는

activebiomass와 활동을 하지 않는 세포나 죽은 세포 혹은 세포외

물질을 의미하는 inactivebiomass는 세포의 세포분열과 물질 사

를 통해 부피성장을 하여 biofilm의 높이가 증가된다.이러한 모델

은 Pseudomonasaerusinosa의 성장에 한 Chop등의10)수학 모

델을 도입한 것으로,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QS과 련하여 항들에

수정을 했다.즉,QS에 의해 biofilm의 형성이 변한다는 가설을 수

식에 반 하여 정량의 세포 도 이상에서는 QS의 매개물인

autoinducer가 증가되고, autoinducer로 인해 P. gingivalis의

biofilm의 형성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모델을 시뮬 이션 했

다.

을 activemass의 부피분율,을 세포의 도 activemass의 질

량 분율당 총 생성속도를 라 둘 때,activebiomass의 질량

분율 당 속도는     +    으로 정의된다.(d:생산률,

b:사망률,:QS에 의한 효과상수,  for ≥  for  
, :임계

농도 )여기서     항은 부피분율 이 이상일 때는 

이며,이 이하이면 0이 된다.이러한 조건은 Dockery등에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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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농도 이상의 농도에 biofilm의 형성에 QS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을 반 하 다.한편,activemass에 의한 inactivemass의 생

산량은 로 주어지고,마찬가지로 inactivemass의 질량분율당

생성속도는        로 정의된다. 의 정

의와 마찬가지로 QS의 효과를 반 하여     항을 추가하

다.(:죽은 세균이 부패되어 사라지는 부피분율,Y:세포외 물

질 생산 속도,:QS에 의한 효과상수)

분율에 한 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inactivebiomass의 부피분율,:inactivemass의 도)이고,

massflux를 의미하는 는 flux속도를 나타내는   와 함께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i=1,2

그런데     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iofilm의 높이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배양액에서 biofilm표면으로 물질이 쌓이는 속도의



- 13 -

함수이다.

3.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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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바이오필름 형성 QS억제제의 효과

Transwell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실험 군을 12,24,36시간에서 배

양 후 측정하 다.두 종류의 세균은 물리 으로 할 수 없지만

autoinducer나 inhibitor등의 화합물은 transwell의 poresize인

보다 작아서 상층과 하층을 자유롭게 오가며 작용할 수 있다.

12시간 배양에서 얻은 2차원 상에서 유리 slide에 형성된

biofilm은 한 층 내지 두층으로만 자라났다.몇 군데에서 biofilm

이 부분 으로 형성되는 듯이 응축된 구조를 보 다.Fig1.에서

볼 수 있듯이 P.gingivalis만 존재하는 것에 이 P.gingivalis에

D-ribose를 넣었을 때보다 형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하지만

반 으로 모든 군에서 12시간에서 세균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이다.

Fig1.12시간 배양에서 공 미경 사진.a.transwell하방에 P.gingivalis를

넣고 상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음.b.하방에는 P.gingivalis상방에 D-ribose를

넣었다.c.하방에는 P.gingivalis를 상방에는 F.nucleatum을 넣었음.(높은 높이

를 나타낸 부분은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함.)

24시간 배양에서는 12시간 배양보다 biofilm의 양이 증가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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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뭉쳐서 수직 으로 몇 층의 집락을 이루는 형태가 찰되었

다.(Fig.2)F.n/P.g인 경우에서 biofilm의 두께는 가장 두꺼웠고

그 다음이 F.n+furanose/P.g,x/P.g순이었다.D-ribose를 넣은 경

우는 모든 경우에서 낮은 형 수치를 보 다.

Fig2.24시간 배양한 공 미경 사진. a.transwell하방에 P.gingivalis를

넣고 상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음. b.하방에는 P.gingivalis를 상방에는

D-ribose를 넣음.c.하방에는 P.gingivalis를 상방에는 F.nucleatum을 넣음.e,f.

하방에는 P.gingivalis,상방에는F.nucleatum과 각각 D-ribose,furanone을 넣었

음.(높은 높이를 나타낸 부분은 붉은색 사각형과 동그라미로 표시함.)

36시간배양 결과는 24시간배양 결과의 형 도, 높이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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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3.)F.nucleatum을 넣지 않은 경우 상층에 F.nucleatum을 넣

거나 F.nucleatum과 furanone을 넣은 경우보다 biofilm의 수직 높

이와 형 도가 낮았고.furanone을 넣은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biofilm이 게 형성되었다.D-ribose를 넣은 군은 biofilm의

형 도와 높이에서 낮은 수치가 나왔다.

Fig 3. 36시간 배양한 공 미경 사진. 각각 a.transwell 하방에

P.gingivalis를 넣고 상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음.b.하방에는 P.gingivalis를

상방에는 D-ribose를 넣음.c.하방에는 P.gingivalis를 상방에는 F.nucleatum을

넣음. e,f. 하방에는 P.gingivalis, 상방에는F.nucleatum과 각각 D-ribose,

furanone을 넣었음.(높은 높이를 나타낸 부분은 붉은색 사각형과 동그라미로 표시

함.)

FluoView로 한 상의 형 수치는 시간에 따라서 상부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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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F.nucleatum이 들어간 경우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Fig.

4)시간에 따른 형 도의 평균값을 보면 F.n/P.g가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x/P.g, F.n+furanone/P.g이고 D.ribose/P.g,

F.n+D.ribose/P.g에서는 낮게 나왔다.

Fig4.형 도에 한 그래 F.n/P.g와 F.n+furanone/P.g에서 시간에 따라

biofilm의 높이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36시간까지의 biofilm의 높이는 F.n/P.g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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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μm)

12시간 24시간 36시간

x/P.g
±. ±. ±.

D-ribose/P.g
±. ±. ±.

F.n/P.g
±. ±. ±.

F.n+D-ribose/P
.g

±. ±. ±.

F.n+furanone/P
.g

±. ±. ±.

으론 F.n+furanone/P.g나머지는 유사하 다.24시간과 36시간에서

높이의 정가가 보이지 않는 까닭으로는 수직 성장과 수평 성장

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까닭(높이가 높아질수록 수평 으로 성

장할 공간이 많아 진다.)과 양분 고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1.)

Table1.공 미경에서 본 biofilm의 최고 높이.각각의 경우에서 임의의

사진을 3장씩 어 가장 높은 지 의 높이를 쟀다.

3.2.수학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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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는 시간(hour,가로축)에 한 biomass의 높이(mm,세로축)

의 activebiomass의 부피분율(  )을 나타낸 그래 를 나타내

는데 짙은 란색이 부피분율 이 0%, 밝은 노란색이 100%를 나타

낸다.왼쪽에서부터 QS의 효과를 의미하는 상수      으로 변

화를 주었다. 이 증가함이 따라서 시간당 activemass의 부피분

율이 빠르게 증가하는(밝은 노란색이 빠르게 증가하는)형태를 보

인다.즉 QS의 효과가 증가할수록 activemass의 분율이 빠르게 증

가하여 biomass의 증가율이 높아진다.

Fig5.시간(hour,가로축)에 한 biomass의 높이(mm,세로축)의 활성화된 세균

분율()을 나타낸 그래 이다.짙은 란색이 0%을 밝은 노란색이 100%를 나

타낸다.왼쪽에서부터      으로 변화를 주었다.세 그래 모두 시간에

따라서,높이가 높아지면서 활성화된 세균 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S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 증가함에 따라서 biofilm의 높이가 증가하는

데,시간(가로축)에 해서 높이(세로축)의 증가율은 에 의존한다.(Fig

6.) 한 biofilm의 높이는 식  




  에 따라 의 증

가에 따른 높이의 증가율이 높아진다.(F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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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시간(가로축)에 한 biomass의 높이(세로축)나타낸 그래 이다.시간

계열 1부터 계열 5까지        의 그래 이다.QS를 의미하는 이

커지면 의 증가율도 커지는 결과를 나타낸다.즉,QS의 효과는 높이의 증가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Fig7.시간(가로축)에 한 biomass의 높이(세로축)나타낸 그래 이다.시간

계열 1부터 계열 5까지         로 상수값을 주었다. 가

증가함에 따라 biomass의 증가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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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찰

P.gingivalis는 F.nucleatum과 함께 구강 내 치주염을 일으키

는 데 요한 세균으로 은 양의 biomass로 체 세균군의 구조에

향을 미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12)P.gingivalis가 QS의 작용

으로 F.nucleatumbiofilm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었고,13)

반 로 oxygenstress를 받는 환경 내지 CO2가 고갈된 환경에서

F.nucleatum이 P.gingivalis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

다.14)이러한 결과는 산소로 인한 스트 스와 CO2의 결핍으로 인한

스트 스에 잘 견디는 F.nucleatum이 P.gingivalis와의 물리 ,화학

상호작용으로 biomass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본

논문에서는 물리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QS과 AI-2inhibitor의

향을 보기 해 P.gingivalis를 transwell하방에 두고 F.nucleatum

을 well상방에 두어 이종 세포 간 을 제한하고,오직 격벽의

pore를 통한 화학 인 상호작용만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F.nucleatum은 정족수가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AI-2를 과량발 하기

때문에15)고농도의 AI-2를 통한 화학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24시간과 36시간 배양에서의 결과는 P.gingivalisbiofilm의 높이

가 F.n/P.g,F.n+furanone/P.g,x/P.g순으로 높았다.F.nucleatum

의 AI-2에 의한 QS이 P.gingivalisbiofilm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AI-2와 화학구조가 유사한 furanone이 AI-2의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D-ribose를 사용했을 때는 12,24,36시간 배양에

서 모두 강력하게 biofilm의 형성이 억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autoinducer inhibitor를 사용했을 때, 치주염에서 key

stonespecies인 P.gingivalis를 억제함으로써 성,만성치주염에

유효한 약물로 쓰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시간에 따른 결과를 보면 F.n/P.g와 F.n+furanone/P.g의 경우 형

도와 biofilm의 높이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수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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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한다.나머지 그룹들에서는 경향성을 보이기에는 성장률 자

체가 미약하여 실험의 오차범 를 넘지 못하 다.

수학 모형에서 activemass와 inactivemass의 질량분율당 성장

율     +    ,        는 새

로운 세포 발생율과 세포외 물질 생성율을 상수  와 Y>0이고,

 ≥  이기 때문에 과가 항상 0보다 커서 biofilm이 증가하

는 구조이다.실험에 작용한 시간에서는 기존의 세포배양 결과를

참고하여,36시간 이내에는 양분이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을

했으나 좀 더 실 으로는, 양소의 고갈을 비롯하여 biofilm에

부정 인 요소들의 가능성을 고려해   ,Y를 시간의 함수로 수정

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이러한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라 biofilm

의 높이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가능하다.실제로 실

험결과에서 x/P.g의 경우에서 형 도는 12시간에서 24시간에는

증가했으나,36시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한편 12시간에서

x/P.g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형 도가 크게 나왔는데, 기 성장기

동안에는 F.nucleatum의 정족수가 부족하여 biofilm에 미치는 QS의

효과가 었거나 오히려 F.nucleatum의 다른 요인에 의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학 모형에서 세포의 성장 속도인     +    의

마지막 항인    는 AI-2가 biofilm에 미치는 향과 계

된다.Figure5.는 의 변화에 따른 activebiomass의 도를 시

뮬 이션한 결과인데,  의 증가에 따라 activebiomass의 부피

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의 증가에 따라

biomass 체의 높이의 시간에 따른 증가율이 커진다.(Figure6.)

 




  에서 slide상부의 배지로부터 biofilm 로

충원되는 mass를 나타내는 의 값을 상수로 차 증가시켜 보았

을 때,biomass의 높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ure7.)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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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모델의 결과와 실험의 결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실험에서는 F.nucleatum이 있을 때 없는 경우에 비해 biofilm

이 더 형성되었으며, furanone 등 AI-2 inhibitor 사용 시에

biofilm의 형성이 억제되었으므로 수학 모델에서 상수 값    임

을 알 수 있다.좀 더 정 한 실험을 통해서 의 값을 제시하거나

furanone이나 D-ribose등의 inhibitor가 에 미치는 향을 농도

의 함수로 얻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복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의 수학 모델에서 제시된 함수들에 상

수 값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일로 생각된다.세심한 실

험을 통해서 QS과 AI-2inhibitor의 작용과 계된 상수들을 정량

화하면 다양한 상황에 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세균 생태를 보다 정량 으로 이해하고 제약과 련한 실제 인 이

득을 얻는데 경제 ,시간 으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QS의

향과 inhibitor의 향을 정량화 하는 실제 실험에 드는 물리

인 비용들을 이고 임상에 용 시에 발생하는 제약을 이는데

활용가능할 것이다.척도 없는 네트워크 이론16)비롯하여 여러 분야

에 네트워크 이론이 발 , 용되었지만 세균 네트워크의 수학 인

모델을 정량화는 잘 되어있지 않다.하지만 련된 이론은 세균의

생태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치료하는 과정이나 약제 등의 계발

에 사용될 시뮬 이션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수

학 모델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세균에 향을 주는

상호작용의 수학 모형을 바탕으로한 상수 값의 결정은 QS이외에

도 물리 결합이나,면역,pH,온도 등의 향의 상수값을 결정하

는 과정과 함께 세균네트워크의 정량 모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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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F.nucleatum은 AI-2를 통해서 P.gingivalisbiolfilm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 다.D-ribose는 모든 시간 에서 biofilm의

형성을 억제했고, Furanone은 24시간,36시간 배양에서 P.

gingivalis의 biofilm을 억제했으므로 이러한 AI-2inhibitor는 향

후 만성, 성치주염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수학 모형에서 biofilm의 active mass 성장 속도로 정의한

    +    에서 autoinducer의 biofilm의 형성에의

향과 계된 마지막 항에서 상수    으로 주었을 때 실험결과

를 설명할 수 있었다.이 값을 정량 으로 결정함으로써 정량화된

세균 네트워크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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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andMathematicalModelingof

QuorumSensingofFusobacteriumnucleatum

andQuorumSensingInhibitorson

Porphyromonasgingivalisbiofilm

KimJiHo

SeoulNationalUniversity,SchoolofDentistry

Objective

Manybacteriaformcomplexnetworkofbiofilminoralenvironmentin

whichtheyinteractwitheachotherinvariousphysicalandchemical

ways. Many important factors are involved in this interaction :

immunity,pH,temperature,physical stress,attachmentandquorum

sensing(QS)

Amongthosemanyfactors,QSsystemisachemicalinteractionof

bacterial network, mediated by autoinducers which are chemical

compounds. When bacterial population grows over certain point,

increased amount of autoinducers can be accumulated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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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e complex oral bacterial interaction becomes

important. Autoinducer can b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Autoinducer-1 (AI-1) and oligopeptide which are used at the

intraspecieslevel.Autoinducer-2(AI-2)isusedtocommunicatewith

sameordifferentspeciesofbacteriaandexertsadverseeffectson

host cells. It is conside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oralbiofilm.

F.nucleatumplaysacriticalroleinsubgingivalbiofilmformation

andP.gingivalisisakeystonespeciesofbacterialnetworkwhichis

noxious to hos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I-2 of

F.nucleatumand AI-2inhibitorsonP.gingivalisbiofilmformation.

Inaddition,mathematicalmodellingwasattemptedtorepresenttheir

effects.

Materials&Method

Bacteriaweregrowninatwo-compartmentseparatedco-culturesystem

withamembraneofa0.4umporesize.P.gingivaliswasgrowninthe

bottom wells.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as follows:

Group1 did not have any organism in the upper well. Group2 had

D-riboseintheupperwell.Group3hadF.nucleatumintheupperwell.

Group4containedF.nucleatumandfuranoneintheupperwell.Group5

containedF.nucleatumandD-riboseintheupperwell.Bacteriawere

anaerobically cultured for 12 h, 24 h and 36 h. Biofilm of P.

gingivaliswasstained with 1%crystal violetfor10 min. After

destaining with acetone-alchol, the absorbance at 590nm of the

destaining solution was measured. P.gingivalis biofilm was also

observedbyconfocal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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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gingivalisformedsignificantlyincreasedbiofilminthepresence

of F.nucleatum at 24 h and 36 h incubation, which means QS of

F.nucleatuminducedtheformationofbiofilmandanessentialfactors

initsestablishment.D-ribose,anAI-2inhibitorimpededthebiofilm

growth all the time and furanone inhibited P.gingivalis biofilm

formationat24and36hsafterthecultivation.AndMathematical

modellingcoincidedwiththeexperimentalresults.

Conclusion

F.nucleatumQSinducesthegrowthofP.gingivalisbiofilm,whichwas

inhibitedbyAI-2inhibitors.Thisphenomenoncanbeexplainedby

Mathematicalmodelling.

keyword:quorumsensing,AI-2inhibitors,Porphyromonasgingivalis,

Fusobacteriumnucleatum

studentIDnumber:2012-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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