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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목  적 

기계적 요법인 scaling과 root planing (SRP)은 치주질환치료의 

gold standar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치은연하의 경우 

기계적 치료만으로는 감염조직의 제거가 완벽하지 않아 치주낭내에 

병적인 미생물군이 형성되거나, 환자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국소적으로 치주질환의 재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생제를 기계적 치료와 함께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세균의 항생제저항성이 증가하고, 정확한 

용량의 약물 전달이 어렵고, 약물이 간에서 일차적으로 대사가 되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국소적으로 약물을 송달하는 방법은 

큰 이점이 있기에, 치주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약물 송달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소개된 국소약물 송달방법의 효능을 비교 분석하고 치주질환을 

치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약물 요법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방  법 

현재 연구된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국소약물 송달방법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들은 주로 PUBMED에서 

local drug delivery, periodontal disease 등의 주요어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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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에는 tetracyclines, 

chlorhexidine, azithromycine, metronidazole, clindamycin, statin 

등의 약물이 있다. 비록 각 약물들이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를 

국소적으로 송달할 경우 적은 용량만 투여할 수 있고, 약물이 

치주낭으로 직접 송달되므로 병원균의 항생제 저항성 획득이나 

전신반응 등의 부작용들은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원인 박테리아에 

따라 그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치주낭내에 약물을 송달하는 방법에는 mouthrinse, dentifrice, 

gel, tablet, fiber, strip, film, microparticle system, nanoparticle 

system 등의 방법이 있다. mouthrinse, dentifrice, tablet 등은 

조직과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치주낭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낮아 비효율적이다. Fiber와 strip의 경우 시술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film역시 시술에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 

협조도가 낮다. 이에 비해 microparticle, nanoparticle을 이용하여 

치주낭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gel 형태로 주입하는 방법은 

매우 쉬울 뿐 아니라 시간도 적게 걸린다. 또한 시술할 때 고통이 

없고, 치주낭에 더 잘 적합 되어 효과적으로 병원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치주낭 내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gel이나, 

약물이 함유된 microparticle, nanoparticle을 통해 직접 치주낭에 

주입하는 방법은,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좋은 국소약물송달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주요어 : 치주질환, 국소약물송달, 치료방법 

학   번 : 2010-2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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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아 

주위의 조직에 병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만성치주질환(chronic periodontitis), 급성치주질환(aggressive 

periodontitis), 전신질환관련 치주질환(systemic disease-

associated periodontitis)과 괴사성 치주질환(necrotizing 

periodontitis)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치아주위의 뼈의 

손실을 가져오고 결국 치아는 흔들리고 치아상실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치주낭 형성이 치주질환의 큰 특징이다[1]. 이렇게 형성된 

치주낭은 혐기성 병원성 박테리아의 증식과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2].  

바이오필름은 치아를 싸고 있는 막으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치은연하 바이오필름과 치은연하치석의 

제거가 치주치료의 초석이다[3].  

 기계적 요법은 scaling과 root planing (SRP)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주치료의 gold standar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RP를 통해 

박테리아를 줄이고 감염된 잇몸을 제거하고 치주낭 내의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켜, 건강한 치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유가 되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주질환이 치료되지만,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구강위생의 불량이나 유전적 환경적인 영향, 또한 치주낭 내의 

환경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그런데 물리적으로 치은연상과 치은연하의 감염 조직의 제거가 

잘 되지 않거나, 환자가 집에서 제대로 된 구강위생을 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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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을 경우에는 치주낭내에 병적인 미생물군이 형성되어 

국소적으로 치주질환이 다시 생길 수 있다[5]. 이렇게 치은연하의 

경우 물리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Rateitschak-Pluss 

EM 등(1992)에 따르면, 비수술적인 방법의 경우, 기구를 통한 

치은연하의 치석과 바이오필름의 제거는 깊은 치주낭의 경우 

75%의 치근표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치주낭의 

형태가 기구를 통해 물리적으로 적절히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6].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제거가 어려운 깊은 치주낭에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많이 있다[7].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한 severe periodontitis 나 

aggressive periodontitis는 기계적인 치료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일부 환자들이나, 국소부분에서는 반복된 

치료로도 질병의 진행을 멈추는데 실패하기도 한다[8]. 이는 치주낭 

내에 남아있는 병원균 때문이거나[9]  환자의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10] 이러한 점들은 항생제를 기계적 치료와 함께 

쓰는 이유를 말해주는 증거이다[11]. 

이렇게 치료 이후에도 치은연하에 병원균이 다시 번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국 치주질환이 재발하게 된다[3]. 

이렇게 전통적인 치료가 실패하거나, 더 심각한 치주질환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기계적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된다. 

약물은 충분한 농도가 감염된 부위에 유지되어야 치주질환 

유발원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전신적으로 항생제가 SRP와 함께 

사용되어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가져왔다[12], [13]. 

전신적 약물투여 치료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높은 

농도의 약을 반복적으로 긴 시간동안 투약해야 치주낭안의 세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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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할 수 있는 농도에 도달하여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세균의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고, 공생적 미생물군집을 바꿀 위험성이 

증가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14].  

경구를 통한 약물의 전달은 제일 편리한 방법이지만 간에서 

일차대사가 일어나고, 위장관에서 약의 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정확한 용량의 약물 전달이 힘들고, 필요한 곳에 약물이 적게 가기 

때문에 자주 투여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비경구투여의 전신적인 

약물 투여는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나 

혈관외 유출 감염 같은 위험성이 있다[15]. 

약물의 국소송달요법은 원하는 곳으로 약물을 직접 도달하게 

함으로써 더 낮은 농도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신투여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서 더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다[16]. 또한 

지속적인 국소약물송달요법은 기구가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을 가진 치근분지부 같은 경우에 추천되고 있다 [17]. 

국소약물 송달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tetracycline 계열 약물, chlorhexidine, azithromycine, 

metronidazole, clindamycin, statin 등 많은 종류의 약물들이 

치주질환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각 약물들은 작용하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르고, 필요한 최소억제농도가 다르다. 또한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적절한 송달요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국소약물 송달요법은 치주낭 내에 

약물을 직접 송달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약물의 최소억제농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방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소약물송달시스템이 치주낭 내에 잘 부착되어 

오랬동안 있어야 하고, 치주조직에 착색, 발적, 염증반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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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소약물송달법의 시술시간이 짧아야 하고, 가능 한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tablet, mouthrinse, fiber, strip, chip, film, gel, microparticle, 

nanoparticle 등이 있다. 각 시스템 내에서도 생체분해성의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더 좋은 시스템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어떤 약물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으로 약물을 국소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자료들은 주로 PUBMED에서 local drug 

delivery, periodontal disease 등의 주요어를 통해서 조사하였고, 

이 논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소개된 국소약물 송달요법의 효능을 

비교분석하고 치주질환을 치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약물요법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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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국소약물 송달요법의 효과 

 

전신적으로 혹은 국소적으로 투여되는 tetracycline과 같은 

계열인 doxycycline과 minocycline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약물이다 [18]. 그런데 전신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tetracycline의 투여로 

치은연하의 치주질환유발균을 억제하여 치주질환과 관련된 임상적 

증상들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19] [20] [21] [22]. 하지만 

몇몇은 tetracycline은  치주낭으로부터 치주질환 유발균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실패했다고 하였다 [23] [24] [25]. 

이처럼 항생제를 전신적으로 투약하였을 때, 그 효과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여러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간에서 일차대사가 일어나고, 위장관에서 약의 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정확한 용량의 약물 전달이 힘들고, 필요한 곳에 약물이 적게 

가기 때문에 자주 투여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비경구투여의 

전신적인 약물 투여는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나 혈관외유출 감염 같은 위험성이 있다[15]. 따라서 

치주낭으로 직접 약물을 송달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국소약물송달요법은 치주질환 치료 뿐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치주낭 내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더 좋은 조건인데, 직장, 질, 설하, 코 

등으로 약물을 송달하는 방법과 달리 치은연하는 혈행이 풍부하고 

비교적 투과도가 좋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다. 또한 치주질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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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항생제 사용은, 박테리아가 치주질환을 초래하는 제일의 

원인이고 치료는 박테리아 군집을 조절하는데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는다[15].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주낭으로의 국소약물송달요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테리아의 항생제 저항성의 획득이 

전신적으로 투약하였을 때에 비해 더 낮게 일어난다. 둘째, 약물이 

간에 의해 대사가 되지 않으므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소화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소화기계통에 부작용이 없다. 

넷째, 치주낭은 혈행이 풍부하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비교적 비침습적으로 편리하게 약물을 투여 가능하다. 

여섯째, 전신적 투약에 비해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투약횟수가 줄어 환자의 협응력이 증가한다. 일곱째, 원하는 부위인 

치주낭에만 약물을 송달할 수 있어, 다른 부위의 항생제로 인한 

반응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들도 존재한다. 첫째로, 구강내 타액에 들어있는 

여러 효소에 의해 약물이 대사될 수 있다. 둘째, 치주낭내에 

형성되는 치은열구액 때문에 국소약물전달시스템이 탈락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치은발적과 변색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전신적 투약에 비해 더 비용이 많이 든다. 다섯째, 

치주낭의 깊은 부분과 치근 이개부 같이 깊고 좁은 부위에도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신적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에 비해 국소약물송달요법으로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S. 

Yilmaz 등(1997)은  metronidazole을 국소적으로 송달하거나 

전신적으로 주었을 때, 약물치료만 하거나 기계적으로 치은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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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술을 하였을 때, 성인의 치주질환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기계적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약물치료를 한 

것이 더 임상적 효과와 미생물적 효과가 좋았고 그중에서도  

전신적으로 약물을 준 것보다, 국소적으로  약물을 준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26].  

국소약물송달요법이 전신적인 약물 투여보다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부위인 치주낭에만 높은 항생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생제저항균 발생을 억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두가지 부분에서 

국소약물송달요법과 전신적인 약물투여를 자세히 비교하고자 한다. 

 

1.1. 높은 항생제 농도 유지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가 실패하는 다른 

원인으로는 전신적 투약의 경우 원하는 부위에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만큼의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iofilm 안에 

박테리아들이 뭉쳐 있고 이는 항생제의 작용을 막는다. 그래서 더 

높은 농도의 항생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biofilm 실험에서 필요한 

최소억제농도는 부유하고 있을 때의 조건에 비하여 50배의 높은 

농도가 필요하다[27]. 

예를들어 tetracycline은 A. actinomycetemcomitans에 활성을 

나타내지만 tetracycline을 전신적으로 투약하는 치료방법은 종종 

A. actinomycetemcomitans를 치주낭에서 제거하는데 실패하곤 

한다[19]. 

이처럼 높은 농도의 항생제농도가 필요한데, 전신적으로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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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는 것에 비해 국소약물송달을 할 경우 약 100배가량의 높은 

농도를 치주낭에서 유지할 수 있다. 예를들어 tetracycline을 

방출하는 ethylene vinyl acetate monolithic fiber를 치주낭에 

장착하였을 때, 1590um/ml 의 농도를 치은열구액에서 10일 이상 

유지할 수 있다[28]. 하지만 반복적인 전신적인 tetracycline-

HCl의 투약으로는 오직 tetracycline 농도를 치은열구액에서 4-

8ug/ml 를 달성할 수 있다[29] 

 

1.2. 항생제저항균 발생 억제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주질환을 치료할 경우, 치료는 

종종 실패하곤 한다. 이러한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항생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데서 나타난 항생제저항균의 출현을 들 

수 있다[12], [30]. 이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전신적 

투여를 많이 한 결과이다. 

이러한 치주질환에서, 항생제 저항성 박테리아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Walker(1996)에 따르면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치주질환환자의 치은연하 미생물 중 tetracycline과 

amoxicillin에 저항성을 가진 미생물의 출현이 심각하게 

증가되었다[31]. Lacroix JM 등(199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환자에서 약 12%의 치은연하 미생물이 

tetracycline에 저항성을 갖고 있다[32].  

이처럼 항생제 내성을 가진 미생물의 출현은 치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 앞으로도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의 증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항생제 내성의 



 

 12 

증가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항생제의 최소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데, Kornman & Karl(1982)에 따르면 최소억제농도 

이하로 약물농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출현할 확률이 증가한다[33]. 

따라서 최소억제농도 이상의 농도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전신적 약물 투여에 비하여 

국소약물송달요법이 더 높은 약물 농도를 길게 유지할 수 있어, 

항생제 저항 박테리아의 출현비율이을 낮추게 된다. 

Rosa Maria J. Rodrigues 등(2004)은 SRP와 함께 

항생제요법으로 tetracycline을 전신적으로 복용하거나(Syst tet), 

fiber의 형태로 국소송달을 한 경우(Tet fib)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비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30명의 지주질환환자에서 SRP, 

SRP+ Syst tet, SRP + Tet fib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항생제저항균주의 비율을 1년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tetracyline 

fiber로 국소약물송달을 한 경우가 전신적 약물요법을 한 경우에 

비하여 항생제내성균의 출현율이 현저히 떨어졌고 SRP만 한 

경우와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34].  

Clay B. Walker 등(2000)은 8.5%의 doxycycline을 함유한 

생분해성 gel을 이용한 치주질환치료에서 anaerobic flora에 미치는 

영향과, 치은연하 바이오필름과 타액의 미생물의 항생제 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45명의 치주질환을 앓고있는 

성인에서 6개월간 조사하였고, doxycycline 치료를 받은 

사람(23명)과 구강위생향상을 통한 치료를 받은사람(22명)으로 

나누어 6개월간 치료 후에 doxycycline에 저항성을 획득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6개월간의 치료 결과 doxycycline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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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필름에서 혐기성 세균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항생제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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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소약물 송달에 사용되는 약물 

 

2.1. tetracyclines 

 

tetracycline 계열의 약물은 1940년대에 소개된 broad-

spectrum의 항생제로 많은 약물들이 시장에 나와있다. 이들은 그람 

음성세군과 그람양성세균 모두의 성장을 저해하고 6~7mm 의 깊은 

치주낭에 약 50% 존재하는 beta-lactamase를 합성하는 세균에도 

효과가 있고, penicillin이 효과가 없는 종에도 효과가 있다. 

tetracycline analogue인 doxycycline과 minocycline은 더 비용이 

높지만 tetracycline 보다 더 장점이 많다. 구강내에 더 흡착이 잘 

되고 반감기가 더 길고 항생제의 활성에 중요한  지용성이 더 좋다 

[35].  

tetracycline 계열의 약물들은 효과가 좋으나 박테리아의 

항생제 저항성이 증가되고,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큰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36]. 하지만 이러한 

항생제 저항성의 증가와 과민반응은 국소약물송달법을 통한 

치료에서는 현저히 줄어든다.   

tetracycline은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 항생제로 

혐기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 효과를 5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30]. tetracyline의 경우, 치주낭에 세척을 하면 치근표면에 

남아있어서 실험실에서 16일정도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았다[37, 

38]. 

Archie A. Jones 등(1994)은 minocycline을 국소적으로 

송달한 것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치은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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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cycline을 국소송달만 한 그룹(M)과, minocycline과 SRP를 

함께한그룹(M+SRP)과, SRP만 한 그룹(SRP)을 어떤 치료도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였다. 51명의 환자에게서 7mm이상의 

치주낭에서 Porphyromonas gingivalis(Pg), Prevotella 

intermedia(Pi) 나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Aa) 

의 변화와, 임상적 증상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였다. 6개월의 

관찰에서 탐침 깊이 감소는 M+SRP에서 가장 좋았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Pg의 출현율은 M 과 M+SRP에서 

확실히 감소하였고, Pi의 출현율은 M 그룹에서 확실히 감소하였다. 

이렇게 임상적 증상들과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SRP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minocycline 국소송달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치주치료에 

더 좋다는 보고가 있었다[39]. 

Doxycycline은 더 최근에 발견된 tetracycline계열의 항생제로 

tetracycline hycrochloride에 비해 반감기가 더 길어 투여횟수를 

낮출 수 있고, 흡착이 잘되고, 지용성이 더 좋고, 조직에 더 잘 

침투하는 장점이 있다[23]. 

Steven Garrett 등(1999)은 doxycycline hyclate를 함유한 

생분해성 polymer(DH) 의 효과를 플라시보 그룹(VC)과 

구강위생향상한 그룹(OH), SRP를 한 그룹(SRP)와 비교하였다. 총 

411명의 치주질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9달동안의 임상적 

증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치은연하로 송달된 doxycycline은 

SRP와 비슷하게 효과적이었고, 플라시보 그룹과 구강위생 그룹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 비록 SRP와 효과는 비슷하였지만 

국소약물송달요법은 국소마취가 필요치 않고, SRP보다 시간도 적게 

걸린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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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lorhexidine 

 

Chlorhexidine은 살균성이고, 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효모에 효과적이다[41]. chlorhexidine의 살균성 효과는 이 약물의 

양전하를 띠는 성질 때문인데, 미생물의 외부에 결합하거나, 

음전하를 띤 세포의 세포벽에 결합하여 세포의 삼투압평형을 

바꾸기 때문이다[42] 

또한 chlorhexidine은 다음과 같은 기작으로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막는다. 첫째, 타액의 glycoprotein의 anionic acid group에 

결합하여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 군락을 이루는 것을 막는다. 

둘째, 타액 박테리아에 결합하고 이들의 치아와의 흡착을 

방해한다[43].  

Chlorhexidine은 매우 양성을 띠기 때문에 착색을 잘 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약물의 구조는 한번의 세척으로도 구강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해서 천천히 방출되는 성질을 갖는다[44]. 

Chlorhexidine의 치주낭 내의 미생물 환경에 대한 긴 

시간동안의 효율은 약물에 노출되는 기간에 달려있다. 치주낭을 

chlorhexidine로 세척을 하는 것은 잠깐동안의 노출효과밖에 얻지 

못한다. 3일정도의 지속적인 chlorhexidine의 방출은 

2주정도까지는 나선성 세균과 운동성 막대균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9일정도의 

지속적인 chlorhexidine의 노출은 11주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나선성 

세균과 운동성 막대균의 감소를 보였다[45].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hlorhexidine은 단점이 있는데 

치아의 착색, 맛이 좋지 않은점, 치석이 잘 생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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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chlorhexidine과 다른 도포제제는 깊은 치주낭으로 

침투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치은연상에만 그 효과가 한정된다[46]. 

 

2.3. azithromycine 

 

azithromycin은 실험실에서의 실험 결과, 구강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에서, 성장을 잘 막는 특성을 가진 약물이다[47]. 

azithromycin은 또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조직에 잘 침투해 

들어간다. 그래서 500mg의 용량을 하루 한번 3일동안 투약하면, 

대부분의 조직에서 7~10일동안 지속적으로 농도를 유지한다[48]. 

P.J. McDonald 등(1991)에 따르면 azithromycin은 

약염기성으로 식세포의 리소좀과 섬유아세포에 집중되어 농도가 

증가하는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세포내에 높게 형성된 항생제 

농도는 식세포의 정상 기능을 파괴하지 않는다. azithromycin의 

농도는 약의 복용 후 혈액에서는 낮게 유지되지만 조직에서의 

농도는 높게 지속된다. 이것은 섬유아세포가 조직에서 약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세포내 병원균에 대한 대식세포의 역할에 항생제 

역할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다[49]. 

Azithromycin은 높은 산성 안정성과 분포, 혈장단백질에 

결합을 적게 하고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치성 감염과 치주적 

감염의 치료에 유용하다[50, 51]. 

Azithromycin은 그람음성박테리아에 대해 효과가 좋은데 

치주질환유발원인 A. actinomycetemcomitans와 P. gingivalis 에 

효과가 좋다[52, 53]. 

Gomi 등[54]에 따르면, 약물 주입 후 치주낭의 감염된 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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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조직에서 약물은 최소억제농도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어 P.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A. actinomycetemcomitans의 

성장을 90%정도 막았다. 이는 조직의 높은 농도와 azithromycin의 

감소가 지연되어, 일정 이상의 농도가 오랬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azithromycin은 국소약물 송달을 위한 좋은 

약물로 고려할 수 있다. 

 

2.4. metronidazole 

 

치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고려된 항생제중에 metronidazole은 

절대혐기성세균에 대한 선택적인 효과 때문에 선택되곤 한다. 

metronidazole은 DNA 합성을 억제한다. 활성 환원형으로 바뀌어, 

특히 치은연하 미생물중에 비혐기성세균과 나선형세균에 영향을 

준다[26]. 

Metronidazole은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에 효과가 적다고 알려져있지만 급성 치주질환을 치료하는데 

tetracycline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다[55].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metronidazole은 다른 약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치주질환에서도 

1주일정도 사용했을 때 성공적이었다[56]. 

M. Addy 등(1988)은 acrylic strip을 이용하여, chlorhexidine, 

metronidazole, tetracycline을 치주낭 내에 송달하여 임상증상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metronidazole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 

chlorhexidine은 바이오필름의 발생을 막는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양성을 띠기에 이미 형성된 바이오필름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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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은열구액의 단백질에 의해 활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tetracycline의 경우 이미 tetracycline에 저항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57]. 

J. Ainamo 등(1992)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서, 

치주낭으로 25%의 metronidazole이 함유된 gel과 치은연하 

치석제거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총 206명의 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치주낭 깊이와 탐침시 출혈 빈도를 24주에 걸쳐 

측정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metronidazole의 국소약물송달은 

기계적인 치료 없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평균 치주낭 깊이와 평균 

탐침시 출혈 빈도의 출현은 두 그룹에서 모두 현저히 좋아졌다. 

국소약물송달의 경우 치주낭 깊이는 1.3mm 감소하였고, scaling의 

경우 1.5mm 감소하였다. 탐침시 출혈 빈도는 각각 32%와 39% 

감소하였다. 이처럼 metronidazole의 국소송달의 효과는 24주까지 

관찰하는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치은연하 치석제거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58]. 

 

2.5. clindamycin 

 

clindamycin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는 다른 약물들에 

비하여 적게 진행되어왔다[59]. scaling과 함께 전신적인 

clindamycin 약물 치료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서 치주질환의 

활성 비율을 8.0%에서 0.5%의 비율로 감소시켰다[60]. 하지만 

clindamycin은 치은연하의 Porphyromonas gingivalis를 영원히 

억제하지는 못한다[61]. 따라서 일부 환자에게서는 질병의 재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치은연하 치석 제거와 함께 clindamycin gel을 



 

 20 

치주낭에 주입하였을 때 운동성 막대균과 나선형 세균은 1개월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Prevotella intermedia와 

Porphyromonas gingivalis는 치료 1주후에 관찰한 결과, 모두 

제거되거나 측정할 수 없을만큼 적었다. 하지만 12주 후에는 다시 

발견되었다[59].  

 

2.6. statin 

 

치주질환에서, 구강내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염증유발 

사이토카인과 조직분해효소의 생성이 시작되고 심화되어 결국에는 

치주조직의 파괴를 일으킨다. 이중에서도 Interleukin(IL)-1 이 

주목할만한데, 이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이토카인으로 염증성 

조직 파괴를 매개하기 때문이다[62].  

Statin은 5-hydroxymethylglutaryl-CoA reductase 

inhibitor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막아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statin은 항염증반응과 항산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다[63]. Statin은 또한 bone morphogenetic 

protein-2의 발현을 증가시켜 뼈 형성을 조절하고, 염증반응과 

신생혈관생성을 조절한다[64].  

Sakoda et al.(2006)에 따르면 stain의 한 종류인 

simvastatin(SMV)은 IL-1에 의해 human epithelial cell line(KB 

cells) 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과 IL-8 의 

농도를 낮춘다. 또한 SMV는 nuclear factor-kappa B를 낮추는데 

이는 항염증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65]. 

Jeon et al.(2008)는 국소적으로 송달된 simvast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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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acid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쥐에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simvastatin이 함유된 microsphere를 통해 방출 조절 기구를 

만들고, 이를 쥐의 두개골에 식립하여 28일까지 확인한 결과 

국소적으로 골형성이 증가하였다[66]. 

Avani R. Pradeep et al(2010)은 simvastatin을 1.2% SMV 

Gel 형태로 만들어 국소적으로 송달하여 SRP + 플라시보와 SPR 

+ SMV 로 바교하였다. 그 결과, 치은지수와 치주낭 깊이의 감소가 

훨씬 많았고, 부착치은의 증가 또한 더 많았다. 또한 내부 골질의 

결함의 감소도 나타났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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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소약물 송달요법의 종류 

 

국소약물 송달요법에는 fiber, tablet, strip, film, gel, 

microparticle, nanoparticle, varnish, ointment, mouthrinse, 

toothpaste 같은 치주낭 내에 약물을 직접 송달하는, 방출 속도가 

조절된 시스템이 있고, 이는 원하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송달하므로 

구강이 아닌 부위에 약물이 작용하는 부작용이 전신적 투약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68]. 

치주낭에선 치은열구액이 생성되고 이것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치주낭 내에 퍼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이 

국소약물 송달을 위한 자연적인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한다. 

치주낭 내에 국소약물 송달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리학적으로 

활성인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체적으로 접착력이 있고 지속적인 약물방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69]. 

치주낭으로 약물을 국소약물송달하는 시스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한번의 

투여로 높은 약물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해야 한다. 둘째, 

국소송달한 약물이 치주낭 내에서 탈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의 불편감이나 착색, 염증반응, 치은의 발적 같은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넷째, 치주낭에 국소약물송달하는 시술 

시간이 짧아야 하고, 환자의 내원횟수는 가능한 최소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각각의 

국소약물송달법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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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ablet, mouthrinses  

 

L. Perioli et al.(2004)은 HPC, HEC, HPMC K15M, HPMC 

K4M, NaCMC 등의 여러가지 cellulose를 다양한 비율로 섞어 

45가지 종류의 tablet을 만들어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구강내에서 

12시간동안 전신적인 투약에 비해서 훨씬 감소된 농도의 

약물만으로도 지속적인 약물방출이 이루어졌다[70]. 

Bhimrao K. Jadhav et al.(2004)은 eugenol을 포함한 

mucoadhesive tablet을 사용하였는데, cellulose으로는 carbopol 

934P와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HPMC) K4m 을 1:2, 

1:1,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carbopol의 비율을 

증가시키면 eugenol의 방출이 증가하였고, HPMC 비율을 

증가시키면 방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생체실험에서도 같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 실험에서 tablet은 좋은 접착 양상을 보였고, 

eugenol의 방출은 8시간 이상 지속되었다[71]. 

0.5~5%의 tetracycline-HCl 용액 1~2ml로 20초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세척한 실험에서, SRP만으로 치료한 것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38]. 그에비해 10%의 높은 농도의 

tetracycline-HCl 용액 10~15ml로 5분이상 세척한 실험에서 

6개월간의 관찰 결과, SRP만으로 치료한 것에 비해, 임상적 

부착치은 정도의 향상이 나타났다[72]. 하지만 10%의 높은 농도는 

용액의 pH를 낮추게 되고, 이는 구강 연조직을 자극하고 치아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18]. 

많은 항생제들이 mouthrinse로 시도되었지만 생체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연구들이 없다. 이것은 조직과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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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짧고 치주낭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73]. 

 

3.2. fiber 

 

처음으로 국소약물 송달을 위해 개발된 것은 tetracycline 

fiber로(1979년) cellulose acetate에 tetracycline을 넣어서 

hollow fiber를 만들었고, 치주낭 내에 넣어 국소약물송달을 하였다. 

fiber들은 깨지기 쉬워서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방출되는 약물의 농도를 검사한 

실험에서 전신적으로 약물을 주는 것에 비해 1000배의 효율을 

보였다[74]. 

tetracycline과 그 계열의 약물인, minocycline, 

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은 치아표면에 강력하게 붙어서 

항생효과를 잘 나타내므로 만성 치주염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75, 76]. 하지만 SRP만 하는 것과 SRP와 tetracycline 

fiber를 통해 함께 치료한 결과를 5년동안 관찰한 Thomas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두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77] 더 긴 시간의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Addy 등에 의하면 chlorhexidine fiber에서 약물은 실험실에서 

4일동안 방출되었지만 95%이상이 24시간 이내에 방출되었다[78]. 

따라서 2일째부터는 최소억제농도 이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개의 polymer를 겹겹이 쌓아서 tetracycline 

hydrochloride를 치주낭 내에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79]. 

Goodson 등은 1983년에 ethylene vinyl acetate(EV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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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ycline이 함유된 fiber를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25%의 

tetracycline hydrochloride 를 함유한 부드럽고 탄력있고, 약한 

끈적임을 갖는 fiber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의 실험실에서는 최대 

9일까지 방출되었고, 생체내에서는 0.5mm의 fiber가 5mm의 

치주낭에서 초기에 500ug/ml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신적인 

투여보다 약 10~100배정도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80].  

Actisite는 상용화된 상품으로, 25%의 tetracycline 

hydrochloride를 함유한 EVA fiber이다. applicator를 이용해 

치주낭에 위치시키는데, 부족한 유지력을 보안하기 위하여 

cyanoacrylate 접착제를 사용하여 유지력을 얻는다[21]. 이 EVA 

fiber는 치은열구액에서 600ug/ml 이상의 약물농도를 10일동안 

유지하였고, 0차 방출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20명의 환자에게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SRP 이후에 tetracycline 함유된 EVA fiber 

로 치료하는 것이 임상적인 지표들에서 더 좋게 나타났다[28]. 

RA Lowenguth 등(1995)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11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2개월의 연구를 통해 치주질환균으로 

추정되는 6개의 박테리아를 DNA 탐침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Porphyromanas gingivalis(Pg), Prevotella intermedia(Pi), 

Fusobacterium nucleatum(Fn), Eikenella corrodens(Ec), 

Campylobacter rectus(Cr),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Aa) 에 대해 scaling and root 

planing(S), SRP+tecrycyline(TC) fiber(S), TC fiber만 적용(F), 

TC fiber를 두번 적용(FF)한 것을 split-mouth 디자인 설계로 

실험하여 1,3,6,12개월 관찰 하였다. 그 결과 박테리아는 3가지의 

단계를 보였다. 치료직후 급격한 감소, 1~3개월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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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월간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박테리아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서 환자의 

면역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미생물군락이 치주질환 유발균의 지속적 성장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치주질환 유발균의 성장을 막기 때문이다[81]. 

하지만 fiber는 접착력이 없으므로 치주낭 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술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효용성이 다 된 fiber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21].  

C.L. Drisko(1995)는 122명의 환자에게서 fiber를 이용한 

치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3명의 

환자에게서 구강캔디다증이 발병하였고, 7명의 환자에게서는 심각한 

치은의 발적, 혀의 착색과 설염이 있었다[82]. 또한 fiber를 

장착하고 10일 후에 제거하였을 때에는, 다양한 정도의 치은의 

발적이 66%의 환자에게 발견되었고, fiber를 10일씩 두번 장착하여 

20일 후에 제거할 때에는 77%에서의 환자에게 치은발적이 

발생하였다. 26.7%의 환자가 fiber를 장착할 때 불편감을 느꼈고, 

19.8%의 환자들은 fiber를 제거할 때 아픔을 느꼈고, 31.6%의 

환자들이 fiber를 장착하는데 국소마취를 원하였다. 또한 

tetracycline fiber를 장착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점이 단점인데 

평균적으로 한 치아 당 15.5분의 시간이 걸렸다[83].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분해성인 Poly e-

caprolactone(PCL)은 생체적합성이 높고 약물의 투과성이 좋은 

재료로써, PCL electrospun nanofiber를 이용한 metronid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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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fiber의 실험에서 SRP만 한 경우에 비해 SRP와 

metronidazole nanofiber 치료를 같이 이용한 경우, 치주질환 

치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84].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 

장착하기 위해서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단점은 여전히 있다. 

 

3.3. strip, chip 

 

fiber는 여러 연구에 의해 효과적임이 밝혀졌지만, 이는 한 

치아당 5~15분이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술식이다. 그래서 

fiber를 치아 전체로 둘어야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개발된 

것이 strip이다. strip은 fiber와 그 모양과 위치시키는 방법을 

제외하면 같다[85]. 

AEM Collins 등(1989)은 생체분해성인 poly(hydroxybutyric 

acid)(PHBA)를 사용하여, 전달되는 약물의 종류와 polymer의 

평균 분자량이 약물의 방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50%의 tetracyline을 함유한 compact에서 약물의 평균 농도는 

약물의 활성농도 범위 안에서 10일이상 지속되었다. 임상적 증상의 

향상은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86]. 

Kumura 등(1990)은 ofloxacin을 함유한 합성 항생제인 code 

PT-01를 제작하였다. 치주질환 치료에 ofloxacin strip만을 

이용하거나, 치은연하소파술과 함께 진행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치은열구액에서, 대부분의 치주질환유발균의 최소억제농도보다 높은 

농도를 7일이상 유지하였다. 매주 PT-01을 이용한 치료를 진행한 

결과 치은연하에 미생물학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대조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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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ornman(1993)은 chlorhexidine strip을 이용하여 

2년동안 임상적 향상여부를 연구한 결과, 기본적인 치주치료와 함께 

3개월마다 chlorhexidine strip을 적용하였을 때 현저한 임상적 

증상의 향상이 있었다[17]. 

Lynn R. Friesen et al.(2002)는 0.65mm의 두께, 1mm의 

넓이, 5cm의 길이, 13.5mg의 tetracycline을 함유한 strip을 

사용하였다. cryanoacrylate 접착제의 도움으로 치주낭 내에 

위치시켰고, 임상적 지표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RP와 함께 

stip을 여러 개 사용한 그룹이, SRP만 사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strip은 7일동안 

적절한 약물농도를 유지하였다[88]. 

하지만 strip은 시장에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생체 비흡수성인 약물전달 시스템 때문이거나, 치료를 끝내고 나서 

임상적증상의 향상이 길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46].  

PerioChip은 chlorhexidine gluconate를 함유한 gelatin 

matrix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작은 chip으로 치주낭에 

삽입한다. Periochip은 생분해성이고 치주낭에서 chlorhexidine이 

방출되면서 치주질환유발균을 죽인다[89]. 실험실 연구에서 

chlorhexidine의 방출은 40%가 24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7일째의 

평균농도는 125mcg/ml였다[90]. 

 

3.4. film 

 

film은 약물이 polymer matrix에 분산되어 있다가 확산에 의해 

방출되거나 matrix가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방법이다. 모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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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치주낭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고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도 쉽게 삽입될 수 있는데, 만약 필름의 두께가 약 400um를 

넘지 않는다면 충분한 접착력을 가져 환자의 구강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치주낭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69]. 

Soskolne A 등(1983)은 ethylcellulose를 사용하여 

chlorhexidine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지속방출 film과, 

ethycellulose와 polyethylene glycol을 함께 사용하여 

chlorhexidine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느린-지속방출 film 을 

만들었다. 지속방출 film 은 80%의 chlorhexidine을 첫 3일동안에 

방출하였고, 느린-지속방출 film은 6일동안 50%의 방출이 

이루어졌다. 약물의 방출은 film의 구조와, film 내 함유된 약물의 

농도, 표면크기에 의해 좌우되었다. 6명의 환자에게서 16개의 

치주낭에 이 film으로 실험을 한 결과 chlorhexidine film을 치료한 

그룹이 운동성 막대균과 나선형 세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91]. 

Stabholz et al. (1991)은 지속방출되는 chlorhexidie film 을 

치주낭에 삽입하여 임상증상과 미생물학적 활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film을 이용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은 10명의 환자에게서 

2년동안 split mouth 디자인으로 실험하여 비교하였다. 열명의 

환자에게서 5mm 이상인 84개의 치주낭을 선택하였고, 환자들은 

최근 6개월동안 약물치료나 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만 

선택하였다. film은 3일마다 교체하여 9일동안 약물에 노출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치주낭 깊이의 감소와 부착치은의 획득은 

film을 사용한 경우 훨씬 두드러졌고 치주낭 내에 미생물의 억제 

또한 더 잘되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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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omb 등(1984)은 metronidazole을 지속방출하는 film을 

만들었다.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metronidazole을 함유한 

film을 만들고 미생물학적 변화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ethyl 

cellulose film에 함유된 metronidazole의 방출이 생물학적 활성을 

저해햐지 않았고 3일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함을 

확인하였다[93]. 

Elkayam 등(1988)은 ethylcellulose를 이용하여 minocycline 

film 을 만들어 실험을 하였다. 인체에서의 방출은 실험실에서의 

방출과 유사하였고 단기간의 임상적 연구에서, 치주낭 내 병원성 

박테리아의 완전한 제거를 확인하였다[94]. 

M. Minable et al.(1989)은 tetracycline이 함유된 collagen 

film의 약리적 효과의 기간을 측정하였다. 플라시보 film과 

tetracycline film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탐침시 출혈의 빈도가 

낮아졌고, 치태지수, 치은지수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운동성 

막대균과 나선형 세균이 감소하는 등 임상적인 효과와 

미생물학적인 효과가 2~3주동안 있었다[95]. 

P Perugini(2003)는 emulsification/casting/solvent 

evaporation process를 통해 ipriflavone 을 chitosan/PLGA film 

에 담아서 만들었다. 이 film의 팽창과 분해 실험을 한 결과 film은 

ipriflavone를 20일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하였다[96]. 

A. Ahuja 등(2004)은  생분해성 film을 만들어 

약물방출양상을 시험하였다. 약물은 amoxycillin과 

metronidazole을 함께 사용하였고 약물의 전달기구로는 poly (L-

lactide-co-glycolide)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에 약리활성을 갖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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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nidazole에서는 저항성을 얻었던 E. limosum에 대해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이 film은 실험실 방출 실험에서 16일 동안 

약물을 방출하였고, 생체내 방출 실험에서는 약물 농도가 방출을 

측정한 기간 동안 최소억제농도 값을 넘는 농도를 유지하여, 

병원유발균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30].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webber 등(1997)은 tetracycline을 poly (L-

pactide-co-glycolide) 를 이용하여 film 형태로 만들었지만 

tetracycline 약물 농도가 너무 낮아서 최소억제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97]. 이는 PLGA matrix 가 소수성을 띠기 때문이고 또 

약물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98]. 

Amal Hassan El-Ka 등(2007)은 metronidazole benzoate를 

송달하기 위한 점막 점착성 film을 만들었다. chitosan / poly-

caprolactone (CH/PCL)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온도에 따른 

특성과 형태등을 평가하였다. 실험을 통해 chitosan:PCL 의 비율이 

1:0.625 이었을때 인장력이 가장 좋았고, metronidazole의 

방출율이 가장 느렸다. 인체내 평가에서 타액안의 metronidazole 

농도가 6시간 동안 5~15mg/ml 로 최소억제농도 이상이었고, 

물리적 성질 또한 환자의 불편감이 거의 없었다[16]. 

Mohammed Gulzar Ahmed 등(2009)은 chitosan film에 

ciprofloxacin을 넣거나, ciprofloxacin과 diclofenac sodium을 함께 

넣어서 solvent casting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chitosan film은 

구부러지는 성질이 좋고 인장강도가 좋아서 치주낭 내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물리화확적 성질을 잘 만족시킨다. film은 첫 방출에 

40% 이상의 방출이 일어나지만, 방출은 지속되어 uncrosslinked 

film은 7일까지, crosslinked film은 21일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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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loxacin 과 diclofenac 을 함유한 crosslinked chitosan 

film은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국소약물송달법이 될 수 있다[99]. 

 

3.5. gel  

 

Jones DS 등(1997)은 hydroxyethylcellulose, Carbopol 

974P, Polycarbophil을 이용하여 metronidazole을 함유한 점막 

접착성인 gel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하였다. 실험실에서 약물이 

방출되는 양상을 평가하였는데, 폴리머 구성요소가 증가하면 

약물방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폴리머 성분이 증가하면 점도가 

증가하고, 용매에 닿았을 때 polycarbophil의 팽창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폴리머 성분의 증가는 점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따라 

강도, 압출률, 부착력, 주사능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여, 최적의 약물의 방출 양상과 

물리적 특성을 얻는다[100].  

gel은 그 물리적 성질이 유동성이 있고 접착성이 있어 주사기 

같은 기구를 통해 원하는 부위에 직접 주입할 수 있고, 주입된 

장소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다른 것보다 크다. 그래서 주사기 

같은 기구를 통하여 치주낭 내에 직접 주입이 가능하다.  

E. Sauvetre 등(1993)은 1%의 clindamycin hydrochloride를 

함유한 gel을 5mm이상의 치주낭에 삽입하여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총 이주동안 실험을 하였는데 SRP에 보조적으로 

사용한 clindamycin gel은 치주낭의 미생물의 군락화를 더 

효과적으로 막으므로써 성인의 치주질환 치료에 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는 대부분에서 미생물의 재군락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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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59]. 

Glycerol monooleate 와 sesame oil를 사용하여 25%의 

metronidazole을 함유한 주입가능한 gel (Elyzol)이 상용화 되었다. 

이 상품은 치주낭으로 주입하면 gel로 변하여 굳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26]. 하지만 K. Stoltze(1995)는 metronidazole 

benzoate(40%)를 함유한 Elyzol 25% Dentalgel(EDG)이 

환자에게서 얼마나 긴 시간동안 존재하는지 평가하였는데, 

24시간동안의 관찰동안에 0.5%만이 24시간째의 관찰에서 

존재하였다[101]. 즉, Elyzol gel은 치주낭에서 금방 제거가 되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Graca MA 등(1997)은 치근활택술을 시행 한 후에, 2% 

minocycline gel(Dentomycin)을 치주낭에 위치시키고, 대조군으로 

placebo gel을 넣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minocycline gel의 경우가 

부착치은의 정도와 탐침시 출혈여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02]. 

Alan M. Polson et al.(1997)은 주입할 수 있는 생분해성 

송달요법인 Atrigel을 사용하여 10% doxycycline hyclate(DH), 

5% sanguinarium chloride(SC), 약물이 없는 것(VC)을 9개월간 

비교하였다. 치주질환을 가진 180명의 환자에게서 임상증상의 

개선여부를 확인한 결과 DH가 SC 와 VC에 비하여 치주낭 깊이 

감소(PDR), 부착치은의 획득(ALG), 탐침시 출혈 감소(BOP) 에서 

대부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성인 치주질환의 임상적 증상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103]. 

Atridox는 10%의 doxycycline hyclate를 함유한 생분해성 

gel 형태로 두개의 주사기 형태에 약물과 전달시스템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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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섞어서 사용하게 된다. 치주낭에 직접 주입되고, 타액과 닿게 

되면 굳어지고 항생제가 천천히 방출되어 21일간 지속된다[89].  

Steven Garrett 등(1999)에 의하면 치주질환유발균인 P. 

gingivalis과 Fusobacterum nucleatum은 doxycycline에 

6mcg/ml의 농도에 감수성이 있다[40]. Norman H. Stoller 

등(1998)에 의하면 Atridox를 주입하면 doxycycline의 농도는 

치은열구액에서 두시간만에 1500mcg/ml에 도달하고, 18시간동안 

1000mcg/ml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한다. 7일째에도 여전히 

치주질환 유발균들의 최소억제농도 이상의 농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혈장에서는 0.1mcg/ml 농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에 

전신적으로 doxycycline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치은열구액에서 

약물의 농도는 12시간 후에 2.5mcg/ml의 최고점을 나타냈고 이는 

치주질환유발균의 최소억제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농도이다[104]. 

 

3.6. microparticle system 

 

지름이 1~1000um인 microsphere와 microcapsule을 

microparticle이라고 하는데, microsphere는 전체가 폴리머로 

되어있으며 약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microcapsule은 

중앙에 약물이 들어있고 그 겉을 polymer가 싸고 있는 

형태이다[69].    

E. Esposito 등(1997)은 생분해성 micropartice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polyester를 사용하여 만들어 tetracycline을 

방출하는 양상을 실험하였다. poymer는 poly(L-lactide), 

poly(DL-lactide), poly(DL-lactide-co-glycolid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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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article은 double emulsion 방법으로 만들었고, 실험실에서 

방출양상을 실험한 결과, tetracycline은 느리고 적절하게 

microparticle로부터 방출되었다. 방출양상은 microparticle을 

만드는데 사용된 polymer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생체내 실험은 

30일정도 진행되었는데 오직 DL-PLG microparticle이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L-PLA와 DL-PLA는 실험하는 기간동안 

원래의 모양을 잘 유지하였다. 그 결과 tetracycline을 함유한 

microparticle은 약물을 천천히 방출하였고, 약물 농도는 약 

2주가량 지속되어 치주치료에 적절한 양상을 보였다[105]. 

Dilek Sendil 등(1999)은 생분해성 poly(3-

hydroxybutyrate-co-3-hydroxyvalerate)를 사용하여 

tetracycline을 함유한 micropartice을 만들고, 그 방출 양상을 

실험하였는데, particle의 분해는 방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약물을 중성화한 형태가 encapsulation 효과가 

더 좋았고, 방출양상의 실험결과 국소약물 송달법에 적절한 특성을 

보여주었다[106]. 이렇게 좋은 방출 양상과 생분해되는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치주낭 내에 게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Govender et al.(2005)은 생분해성 microsphere를 

tetracycline이 함유된 chitosan의 ionotropic gelatin으로 

제작하였다. 생체 접착성과 약물방출을 최적화는, 3%의 chitosan, 

10%의 tetracycline HCL과 9%의 tripolyphosphate의 조건에서 

얻을 수 있었다. 약물의 농도는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staphylococcus aureus의 최소억제농도 이상이었고, 온도와 pH에 

따른 특성도 만족할만 하였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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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cycline이 함유된 microcapsule은 시장에 Arestin 이란 

이름으로 등록되어있고, Jorgen Slots 등(1990)에 따르면 

Arestin은 P.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F. nucleatum, 

Eikenella corrodens, A. Actinomycetemcomitans에 활성을 

보인다[90]. 

Williams 등(2001)은 치주질환 치료에서의 minocycline이 

함유된 PLGA microsphere (Arestin)를 국소적으로 송달하는 것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치주질환을 가진 748명의 환자들에서 9개월 

후의 치주낭 깊이의 감소를 측정하였다. SRP 치료만 한 그룹, 

SRP+약물이 들어있지 않은 microsphere, SRP+minocycline 

microsphere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그 결과 SRP와 

minocycline microsphere 치료를 함께 한 것이 치주낭 깊이의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108]. 

Park 등(1995)은 10%의 minocycline을 포함한 생분해성 

기구인 chitosan-encapsulated alginate microsphere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치주낭 내에 식립될 수 있었다. microcapsule은 

ionotropic gelation 으로 만들어졌고 치은열구액에서 일주일동안 

약물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microcapsule은 초기에는 

폭발적인 방출을 보였고, 이후에는 0차 방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15명의 환자에게서 SRP 치료만 하거나, SRP와 함께 

microcapsue을 삽입한 치료를 비교한 결과 minocycline 치료를 

같이 한 그룹에서 더 좋은 미생물학적 지표를 얻었다[109]. 

Isaac C. Yue et al.(2004)은 encapsulation 효율과 방출양상, 

항생제의 활성을, 다른 친유성을 가진 cyclodextrin과 약물을 

합성함으로써 조절하였다. poly(dl-lactic-co-glyc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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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PLGA)과 chlorhexidine(Chx), chlorhexidine 

digluconate(Chx-Dg), methylated-beta-cyclodextrin(MBC), 

hydroxypropyl-beta-cyclodextrin(HPBC)를 섞어 single 

emulsion이나 solvent evaporation 기술로 만들었다. 그 결과 

microparticle의 chlorhexidine의 encapsulation 효율과, 

방출양상은 cyclodexitrin의 친수성의 함수였다.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Chx과 친수성인 HPBCD의 복합체는 62%의 높은 

encapsulation 효율을 보였고 2주라는 더 긴 지속된 방출을 보였고 

이는 친유성인 MBCD보다 좋았다. 반면에 더 친수성인 

chlorhexidine 계열의 약물인 Chx-Dg는 더 친유성인 MBCD와 

합성하였을 때 12%까지 향상된 encapsulation 효율과 더 길게 

지속된 방출을 보였다[110]. 이렇게 약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재료로 microparticle을 만듦으로써 만족할만한 약물송달을 

이룰 수 있다. 

 

3.7. nanoparticle system 

 

최근의 국소약물송달요법으로 nanopaticle을 사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nanoparticle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약물을 송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치주낭의 깊은 부분같은 경우에도 국소약물 송달이 

가능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약물주입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지속된 시간동안 약물을 방출할 수 있고, 약물을 고르게 

본포시킬 수 있다[98]. 

E. Pinon-Segundo 등(2005)은 emulsification-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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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triclosan이 함유된 naanoparticle을 만들어서 그 성질을 

평가하고 치주질환 치료에 적절한지를 평가하였다. nanoparticle은 

poly(D,L-lactide-co-glycolide)(PLGA), poly(D,L-

lactide)(PLA) 와 ccellulose acetate phathalate(CAP)로 

만들었고 poly(vinyl alcohol)(PVAL)은 stabilizer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지름이 500nm 이하의 nanoparticle이 만들어졌고, 

entrapment 효율은 63.8% 이상이었다. triclosan(TCS)이 

증가하면 nanoparticle의 평균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TCS가 

가소제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실험실에서 nanoparticle을 용매에 

넣고 약물방출양상을 실험하였는데, TCS는 빠르게 방출되었다. 

이전의 개의 관한 연구에서 triclosan이 함유된 nanoparticle은 

접합상피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  

Tahereh Sadat Jafarzadeh Kashi 등(2012)은 친수성인 

약물을 poly(lactic-co-glycolic acid)(PLGA) nanoparticle에 

주입하는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안하였다. solvent evaporation emulsion, ion pairing, 

nanoprecipitat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PLGA와 PEGylated PLGA 

nanoparticle을 만들었다. 그 결과 약물을 포함하는 효율성이 

solid/oil/water ion paring(29.9%) 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dextran sulfate를 ion paring agent로 사용하여 

minocycline의 물의 용해도를 낮추어서 약물함유효율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pH 7.4의 phosphate 완충용액에서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minocycline은 3일에서 몇주까지 천천히 방출하였다. 

또한 항생효과 분석에서도 nanoparticle의 최소억제농도와 

최소살균농도도 일반적인 약물 사용에서보다 최소한 두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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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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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Greenstein(2006)에 따르면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국소약물송달요법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소약물송달요법은 치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중요치 않을수도 있다. 국소약물송달요법을 

SRP에 보조적으로 같이 치료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요한 

향상이 있다. 하지만 국소약물송달에 의한 단일 치료는 SRP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점이 없다. 치주낭 깊이 감소나 

부착치은의 획득은 종종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SRP와 함께 

국소약물송달을 통한 치료가 깊은 치주낭에서 효과가 있는지,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는지, 결손된 뼈를 회복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국소약물송달요법을 통한 

치료를 할 것인지는 임상적 증상, 치료에 대한 반응, 원하는 임상적 

결과, 환자의 병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13]. 

환자의 상태의 분석을 통해 SRP만으로는 치료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맞는 국소약물송달요법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tetracycline, chlorhexidine, 

azithromycine, metronidazole, clindamycin, statin 등 사용 

가능한 약물들이 많이 있다. 비록 각 약물들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를 국소적으로 송달할 경우,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항생제 

저항성 획득이나 전신반응 등의 부작용들은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원인인 박테리아에 따라 그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거나 혹은 두 개의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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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내에 약물을 송달하는 방법들에도 여러 가지 system 

들이 연구되었다. mouthrinses, dentifrice, gel, tablet, fiber, strip, 

film, microparticle system, nanoparticle system등의 방법이 있다. 

각각의 system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국소약물송달요법에는 몇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 

한번의 투여로 높은 약물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해야 한다. 

둘째, 국소약물송달을 한 약물이 치주낭 내에서 탈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치주낭 내에는 치은열구액이 생성되어 

국소약물송달시스템이 그 유지력을 잃고 탈락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유지력이 있거나,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유지력을 만들어 

주거나, 접착제를 통해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환자의 

불편감이나 착색, 염증반응, 치은의 발적 같은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넷째, 치주낭에 국소약물송달하는 시술 시간이 짧아야 하고, 

환자의 내원횟수는 가능한 최소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mouthrinse, dentifrice, tablet 등은 환자의 불편감이 적고, 

적용이 쉽고, 시술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조직과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치주낭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69] 치주질환 치료에 비효율적이다. 

fiber는 여러 연구를 통해 치주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이 밝혀졌지만 

접착력이 없으므로 치주낭 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술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효용성이 다 된 fiber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생분해성 

fiber도 개발이 되었지만 이도 역시 처음에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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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단점은 그대로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한 것이 strip인데 이 역시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생분해성이 

아니어서 제거하기 위해 한번의 수술이 더 필요하거나, 치료가 

끝나고 지속적으로 치료효과가 유지되지 않았다. Film 역시 

치주낭에 적합하기 위해선 알맞은 형태로 다듬고 치주낭 내로 넣는 

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더 많은 임상적 연구결과들이 진행되어야겠지만 

microencapsulation 기술은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14]. microparticle, nanoparticle을 

이용하여 치주낭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gel 형태로 주입하는 

방법은 매우 쉬울 뿐 아니라 시간도 적게 걸린다. 시술할때 고통도 

없어 환자의 협조도도 좋다. Fiber, strip, tablet, chip 등의 

경우에는 치주낭에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사기 같은 

형태의 적용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치주낭으로 주입하기만 하면 

되기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 게다가 치주낭에 더 잘 적합할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병원균에 도달할 수도 있다[4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치주낭 내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gel 

이나, 약물이 함유된 microparticle, nanopartice을 통해 직접 

치주낭에 주입하는 방법은,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좋은 

국소약물송달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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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m 

Scaling and root planning is the “gold standard for 

periodontal therapy. However, SRP may fail to remove the 

calculus and biofilm at the base of deep pocket. Antimicrobial 

agents may be valuable as adjuncts to SRP. Systemic 

antimicrobial therapy, although effective, has disadvantages like 

development of resistance, extensive hepatic first-pass 

metabolism and presystemic drug degradation. Local delivery of 

antimicrobial agents can reduce the side effects of systemic 

antimicrobial therapy. So I want to compare the local drug 

delivery systems. 

 

2. Methods and materials 

Research data available from on-line databases 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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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 and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searched 

using keywords local drug delivery, periodontal disease. 

 

3. Results and conclusion 

Many antimicrobial agents are used for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Each drugs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owever local drug delivery systems need much 

lower dose compared to systemic antimicrobial therapy, side 

effects are minimized and drugs can be chosen according to 

pathogens. Local drug delivery systems for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includes mouthrinses, dentifrice, gel, tablet, 

fiber, strip, film, microparticle system, nanoparticle system. 

Mouthrinses, dentifrice, and tablet have limited time to contact 

the periodontal pocket and have poor penetration ability. Fiber, 

strip, films are time consuming process. However, gel, 

microparticle system, nanoparticle system can contact to 

periodontal pathogens directly and are easy to use, painless, 

can considered as good choice for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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