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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초록)
1. 연구목적
Streptococcus mutans는 치아 우식증의 원인이 되는 균으로 이를
감소시키고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의치상에 번식하여 구강점막을 자극하는 Candida

albicans는 인구의 약 30∼40%에서 정상 구강 상주균 중에서 발견된다.
이는 전신 쇠약, 면역 억제, 턱 안면부의 방사선 조사,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 당뇨, 구강 피임약 복용, 내분비장애, 흡연, 의치 구내염, 구강
건조증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기회감염을 일으켜 구강점막을
자극한다. 소 우유에서 발견되는 항균성 phosphoglycoprotein인 proteose
peptone component-3 (PP3)는

lactophorin이라 하며, PP3를 구성하는

C 말단의 23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를 lactophoricin
(LPcin)이라 한다.

LPcin은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Pcin의 C 말단을
변형시킨 lactophorin-3 (LP-3, 15 residues)의 항미생물 효과를 S.

mutans와 C. albican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S. mutans (OMZ-65)에 대한 LP-3의 항균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결정, time kill
assay,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바이오필름 억제
효과는

형광

염색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C.

albicans

(ATCC10231)의 활성에 대한 LP-3의 효과는 WST-1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상에서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LP-3에 의한 C. albicans의 형태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측정결과는 one way ANOVA 및 t-test로 분석하였고
p-value가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과
MIC 시험 결과, 6.25 µg/ml에서부터 LP-3가 S. mutans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time kill assay에서 LP-3를 12.5 µg/ml 농도로 S.

mutans에 적용한 결과, 10분 후에 완전히 사멸되었다.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에서는 6.25, 12.5, 25, 50, 100 µg/ml의 농도로 바이오필름에
적용한 결과, 100 µg/ml (16
바이오필름의

세포활성이

✕

완전히

MIC)에서 15분간 처리했을 때
사라졌다.

2분간

처리시

이미

세포활성이 거의 감소하였고,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한 LP-3의 저해
효과는 25 µg/ml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 µg/ml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효과가 나타났다. PMMA 상에서 1, 3, 6시간 동안 C.

albicans를 LP-3로 처리한 결과, 음성 대조군에 비해서 C. albicans의
활성이 1시간 후 60%, 3시간 후 33%, 6시간 후 12%로 감소하였다. 50
µg/ml 농도의 LP-3로 C. albicans를 8시간 동안 처리한 후, 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 다수의 세포가 PMMA 표면에서 제거되고, 평평하게
짓눌린 모양의 세포를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LP-3는 농도와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S. mutans와 C.

albicans에 항미생물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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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ntimicrobial peptides (AMPs)는 식물, 양서류,

곤충, 조류, 어류,
포유류,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며 숙주의 방어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AMPs가 갖는 항미생물
효과는 기존 항생제와 다른 기전으로 항균작용을 나타낸다 [3]. 정확한
AMPs의 항균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균 세포막의 삼투압을 변화시켜 세포를 파괴하거나, apoptosis를
유발하여 항균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발견되는 RsAFP2 peptide, human
lactoferrin, 벌독에서 추출한 멜리틴과 같은 성분은 항진균 작용을 하여
C. albicans와 같은 곰팡이 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10].
항균작용

달리 숙주 세포의 용혈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박테리아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 그러므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항생제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1]. AMPs는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α-helical peptides, β-sheet peptides,
extended peptides, 그리고 loop peptides이다. 그 중 α-helical peptides
는 숙주 방어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2].
동물의 우유에서 발견되는 AMPs는 소, 낙타, 라마, 염소, 쥐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항미생물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13-16].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 우유에서 발견되는 AMPs로는
κ-casein 의 c-terminal인 caseinomacropeptide [17], 그리고 lactoferrin
AMPs는 항생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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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lactoferricin

B,

Casecidin,

lactoferricin

casocidin-I(αs2-Casein)이나

kappacin,

같은 소 우유에서 추출된 펩타이드의 일부
시퀀스가 항균성이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17-21]. 또한, 소
우유에서
추출된 펩타이드 Bac8a를 변형시킨 Bac8c
(RIWVIWRR-NH2)와 같은 인공 펩타이드는 항진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
소 우유에서 발견되는 항균성 phosphoglycoprotein인 proteose
peptone component-3 (PP3)는

lactophorin이라고도 하며, PP3를

구성하는 C 말단의 23개 아미노산을 lactophoricin (LPcin)이라 한다.
LPcin은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
항균효과와

더불어

항진균 효과도

둘 다에 항균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3][24]. 본

연구에서는 LPcin의 C 말단을 변형시킨 lactophorin-3 (LP-3, 15
residues)의 항미생물 효과를 S. mutans와 C. albican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구강 내 상주하는 약 700여종의 세균 중에는 인체에 유용한 균뿐

아니라, 치아의 우식을 발생시키는 S. mutans 등과

같은

유해한 균도

존재한다 [25][26]. S. mutans는 치아의 표면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법랑질의

탈회를 초래하고 Actinomyces spp.와 함께 치근면 치아
우식증에도 관여한다 [27-29]. 그러므로 S. mutans의 존재는 치아
우식이환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30][31]. 또한, 구내
점막이나 혀 등의 연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C. albicans는 인구의 약
30∼40%에서 정상 구강 상주균 중에서 발견된다. 이는 전신 쇠약, 면역
억제, 당뇨, 내분비장애, 흡연, 구강 건조증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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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감염을 일으켜 구강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의치상에 번식하여
구강점막에 자극을

준다. 이러한 구내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구강 내 유해 세균의 감소와 세균이 생성하는 바이오필름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2].

현재,

S. mutans를 억제하는 항미생물

약제로는 chlorhexidine, hexetidine, delmopinol, amine fluoride/stannous

fluoride, triclosan, phenolic compounds 등이 있다 [33]. 이러한 약제들은
nystatin과 함께 C. albicans의 활성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34]. 하지만
일부는 구토, 설사, 치아 착색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33].
특히, chlorhexidine (CHX)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제로서 쓴 맛 때문에 환자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빈번한 사용
시에는 치아를 착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35][36].
이에 본 연구에서는 LP-3가 기존 약재들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강 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S.
mutans와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 LP-3의 처리시간과 농도에 따른 항미생물 효과를 평가하였다.

3

2. 재료 및 방법
2.1. 균주 및 펩타이드
S.

mutans

제공받았으며,

(OMZ-65)는

배지는 BHI

37°C, 150 rpm의 조건으로
TSB (BD™ Tryptic Soy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균주은행에서

(Conda pronadisa lab, Madrid, Spain)에서

배양하였다. C. albicans (ATCC10231)는
Broth, Heidelberg, Germany)를 배지로
사용하여 30°C, 50 rpm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LP-3의 아미노산 서열은 ‘NKVKEWIKYLKSLFS’이며, 펩타이드는

㈜셀인바이오 (Suwon,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2.2. S. mutans 감수성 시험 (Susceptibility test)
2.2.1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시험

S. mutans (10000 CFU/ml)를 LP-3가 1.57, 3.13, 6.25, 12.5, 25, 50,

100, 200 µg/ml의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 접종한

후 37°C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균액을 ELISA reader (Sunrise,
Salzburg, Austria)로 54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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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N,

2.2.2 Time kill assay
LP-3를 12.5 µg/ml의 농도로 포함하고 있는

BHI 배지에 약 10000
CFU/ml의 S. mutans를 접종하였다. 일정 시간 동안 배양 후 배양액을
1/10, 1/100, 1/1000 비율로 희석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이 정지된
샘플 250 µl는 미리 준비된 agar plate에 도말하고 37°C에서 24시간
배양 후 colony counting 하였다.
2.2.3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0.4 OD (540 nm)의 S. mutans 배양액을
1/40로 희석하여 culture slide (Falcon® Culture Slides, NY, USA)의 각
well에 200 µl씩 분주하고,

1% sucrose (Sigma-aldrich company, St.

USA)를 첨가하였다. 그 후, anaerobic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바이오필름을 형성시켰다. 24시간 후 증류수에 세척하고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 후 LP-3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증류수에 2번 세척하였다. 음성 대조군으로 BHI, 양성 대조군으로
0.12%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였으며, LP-3의 농도는 MIC의 2, 8, 16
배로 하였다. 처리시간은 16 ✕ MIC에서 2, 5, 10, 15 분간 수행하였다.
LIVE/DEAD® BacLightTM Bacterial Viability Kit (Invitrogen Inc, CA,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15분간 형광 염색하여
형광현미경 (Digital Imaging Microscope, Nikon, Tokyo, Japan)으로
Louis, MO,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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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 albicans 감수성 시험 (Susceptibility test)
2.3.1 최소치사농도 (minimum cidal concentration) 시험
0.25 OD (595 nm)의 C. albicans를 1/10로

준비하고

희석하여

500 µl씩

LP-3의 농도를 3.125, 6.25, 12.5, 25, 50, 100 µg/ml가 되도록

반응시켰다. 그 후, WST-1 (EZ-Cytox, Daeil lab
service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염색 후 ELISA
reader로 595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하여 6시간동안

2.3.2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

C. albicans 바이오필름은 지름 5 mm,

높이

2 mm의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Ortho jetTM Lang dental Mfg. Co. Inc, IL,

USA) disc에서 형성시켰다. Disc는 70% 에탄올에 15분간 소독하고,
자외선에 12시간 동안 노출시켜 멸균, 건조하였다. OD 0.25의 C.
albicans 200 µl를 PMMA disc 위에 분주하고 30°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PMMA는 증류수로 두 번 세척하고,
50

µg/ml

농도의

LP-3로

처리하였다.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였다. LP-3는 0, 1, 3,
증류수로 세척하고, WST-1 염색법으로

양성

대조군은

0.12%

6 시간 동안 처리한 후에

C. albicans viability를

측정하였다.
2.3.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에서와

6

같이

PMMA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8시간 동안 LP-3를 50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후,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200 µl로 4°C에서 4시간동안 고정시켰다. 그 후 1%
OSO4 으로 4°C에서 한 시간 동안 후고정시켰다. 50%부터 70, 80, 90,
95, 100% 에탄올 series로 20분씩 탈수시키고 Hexamethyldisilazane
(HMDS) (Emsdiasum, PA, USA) 시약으로 20분간 처리했다. Quorum
Q150T S (Quorum Technologies, Laughton, East Sussex, England)를
이용하여 백금으로 코팅하고 15 kVp에서 SEM (S-4700 Hitachi,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2.4 통계분석
측정한 수치는 비교대상이 3개 이상인

(oneway Analysis Of Variance

경우

일원배치분산분석

: ANOVA)을 사용하였고
t-test로 분석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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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경우

3. 결과
3.1. S. mutans 감수성 시험
3.1.1 최소저해농도 결정
LP-3 의 농도 1.57 - 200 µg/ml를 S. mutans (10000 CFU/ml)

배지에 접종하고 37°C에서
LP-3

24시간

배양

후 균액의 OD를 측정한 결과,

6.25 µg/ml에서 균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S.

mutans에 대한 LP-3의 MIC는 6.25 µg/ml 이다.

Figure 1. S. mutans MIC assay.
3.1.2 Time kill assay

S. mutans를 12.5 µg/ml LP-3로 처리한 결과, 30초 후에 대조군의
8

66%로 세균이 사멸되었으며, 5분에 4%로, 10분에 완전하게 사멸되었다.

Figure 2. S. mutans time kill assay. S. mutans was treated
with 12.5 µg/ml LP-3 at 37°C.

3.1.3 S. mutans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

Figure

따라

3과

같이

LP-3의 농도가 MIC의 1, 2, 8, 16

바이오필름의 세포활성이 감소되었다.

특히,

배로

증가함에

활성 감소는 100

급격하게 나타났다. Figure 4에서는 100 µg/ml
(16 ✕ MIC)에서 2, 5, 10, 15 분간 반응시켰을 때의 변화를 본 것으로
반응초기 (2분)부터 세포활성이 감소되었다. 즉 LP-3는 2분 안에
바이오필름 활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µg/ml (16

✕

MI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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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 j)

(k)

(l)

Figure

3. S. mutans biofilm susceptibility test. Live and dead cells

were stained with green (a, c, e, g, i, k) and red (b, d, f, h, j, l)

fluorescent probe, respectively. Cells were treated with LP-3 at 0 (a,
b), 6.25 (MIC) (e, f), 12.5 (2✕ MIC) (g, h), 25 (8✕ MIC) (i, j), 100
µg/ml (16✕ MIC) (k, l) and 0.12% CHX (c, d). Scale bar is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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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 j)

(k)

(l)

Figure 4. S. mutans biofilm susceptibility test (time kill assay). Cells
were treated with LP-3 at 100 µg/ml (16✕ MIC) for 0 (a, b), 2 (e,
f), 5 (g, h), 10 (i, j), 15 (k, l) min. and 0.12% CHX (c, d). Live and
dead cells were stained with green (a, c, e, g, i, k) and red (b, d, f,
h, j, l) fluorescent probes, respectively. Scale bar is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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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 albicans 감수성 시험
3.2.1 최소치사농도 결정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한 LP-3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진균

활성 측정에 대한 WST-1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0.12% CHX를

없는 대조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높은 OD를 나타내었다. 즉, WST-1으로 세포활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5).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3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세포활성을
처리한 C. albicans는 세포가

WST-1으로 측정한 결과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한 저해 효과는 25
µg/ml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0, 100 µg/m에서
세포활성을

각각

36%, 35%의

보였으며, 200 µg/ml에서 활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5. C. albicans WST-1 assay. Viability of live and dead
(0.12% CHX-treated) C. albicans were measured with WST-1.
12

Figure 6. C. albicans cidal effect test. After treatment with LP-3
for 6 h, viability of C. albicans was measured with WST-1.

3.2.2 C. albicans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
PMMA disc에서 C. albicans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50 µg/ml
농도의

LP-3로 처리 후, WST-1 염색법으로 C. albicans viability를

측정한 결과, Figure 7과
감소하는 결과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C. albicans viability가

보인 반면, 음성대조군은 세포활성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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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 albicans viability test on PMMA.

C. albicans

on PMMA was treated with 50 µg/ml LP-3 for 1, 3, 6 h.
Viability of C. albicans was measured with WST-1.
3.2.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
바이오필름

감수성

시험에서와

같이

PMMA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8시간 동안 LP-3를 50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후 SEM으로
관찰한 결과, 다수의 세포가 PMMA 표면에서 제거되고, 평평하게

보였다. 즉, LP-3의 C.
대한 저해 효과를 SEM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짓눌린 모양의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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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icans 바이오필름에

(a)

(b)

(c)

(d)

(e)

(f)

(g)

(h)

(i)

Figure

8. SEM observation of C. albicans on PMMA. Cells were

treated with 50 µg/ml LP-3 (g, h, i) and 0.12% CHX (d, e, f).

Untreated

control are shown in panel (a, b, c). Arrows indicate

crushed and shrank C. alb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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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Actinomyces spp., S.

mutans, Lactobacillus spp. 등이 대표적이다. S. mutans는 바이오필름을

탈회를 초래하는데, AMPs는 항미생물 효과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형성하여 치아표면의
통해 치아우식증과

AMPs의 항미생물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구리

피부 유래의 AMPs인 L-K6는 MIC 3.13 µM에서 S. mutans의
바이오필름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6.25 µM에서 C. albicans의
바이오필름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37]. 소 우유로부터 분리된
kappacin은 59 µg/ml (26 µM)에서 S. mutans의 바이오필름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17]. Lactoferricin

B는

배지에 따라서
0.3-150 µg/ml의 넓은 범위의 MIC를 나타냈으며, lacticin 3147는 1.3-3.8
균주와 사용된

µM을 나타내었다 [1][38]. Cathelicidin-related antimicrobial peptide는
0.15 µM에서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한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39].

본 연구에서 사용된 LP-3는 6.25 µg/ml에서 S. mutans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C. albicans의 활성에 대한 저해 효과는 25
µg/ml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AMPs와 유사한 정도의

할 수 있다. LP-3의 전구물질인
LPcin은 미생물 활성 억제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S. mutans는 LP-3에 노출 시작 후 30초에 66%의 세균이
사멸되었다 (Figure 2). 따라서, LP-3도 LPcin과 같이 항미생물 효과가
항미생물 활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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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인다.

S. mutans의

S. mutans의 MIC는 6.25 µg/ml로

바이오필름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MIC 농도에서는 15분간 처리하여도 바이오필름 활성이 억제되지

않았다. 바이오필름 상에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MIC의
16배인 100 µg/ml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이와 같이
높은 농도의 펩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 번째
이유로서 바이오필름의 특성상 세포내로 펩타이드가 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필름 내의 세포 농도가 높아서 세포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농도의 펩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펩타이드의 농도가 충분하면 바이오필름 상태라도
세포 사멸 속도가 2분 이내로서 신속한 항미생물 효과를 보였다 (Figure
4). 따라서, 바이오필름이 LP-3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C. albicans의 MIC를 측정하지 않고
치사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S. mutans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의
펩타이드를 필요로 하였다 (Figure 6). C. albicans의 최소치사농도는
200 µg/ml로 6시간 이내에 C. albicans는 완전히 사멸되었다. 50
µg/ml에서는 36% 정도로 세포활성이

낮아졌으며,

이 농도에서 PMMA

상에 있는 C. albicans를 처리한 결과, 1시간 후 60%, 3시간 후 33%,
6시간 후 12%의 비율로 세포활성이
펩타이드가

더욱

낮아졌다 (Figure 7). PMMA상에서

효과적인 이유는 치사농도 결정시험과 PMMA

상에서의 항진균시험의

배양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

albicans는 치사농도 결정시험에서 진탕배양한 것보다 PMMA 상에서
정치배양 되었을

경우

활성이

높지 않기
17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납작하게

LP-3로 처리한 C. albicans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

변형된 모양의 C. albicans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8).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LP-3의 항미생물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P-3는
틀니 세정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세포에 대한 LP-3의 세포독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LP-3가 C. albicans의 세포막

혹은

18

세포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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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actophorin-3 on the viability of

Streptococcus mutans and Candida albicans

Hong Joo Park, D.D.S
Dept. of Dental Biomaterials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Streptococcus mutans is known to cause dental caries, and the
suppression of their growth and biofilm form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dental caries. Candida albicans which can irritate oral
mucosa under a denture is found in normal oral flora among 30
∼40% of the total population. C. albicans can also irritate oral
mucose

via

opportunistic

infection

in

patients

experiencing

general prostration, immunosuppression, post-irradiation damage
of mandible, diabetics, long-term treatment of antibiotics, denture
stomatitis,

dyscrinism,

xerostomia,

smoking

and

oral

contraceptives. Proteose peptone component-3, an antibacterial
phosphoglycoprotein found in bovine milk, which is also called
lactophorin, contains lactophoricin (LPcin) composed of 23 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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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at C-terminus. LPcin is known to suppress gram-negative
and gram-positive bacteria. In this study, anti-microbial effects
of lactophorin-3 (LP-3, 15 amino acid residues), C-terminal
modified LPcin, were investigated with S. mutans and C. albicans.

2. Materials and Methods
To observe antibacterial activity of LP-3 against S. mutans
(OMZ-65),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test, time kill
assay,

and

biofilm

susceptibility

test

were

performed.

Fluorescence staining method was used for biofilm susceptibility
test.

The

effect

(ATCC10231)

was

of

LP-3

on

investigated

the
by

viability

using

of

WST-1,

C.

albicans

and

biofilm

susceptibility test was performed on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Morphological changes of LP-3-treated C. albicans were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tatistical

analysis of test results was performed with one way ANOVA and
t-test. A p-value ≤ 0.05 was defin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Results
MIC of LP-3 for S. mutans was determined to be 6.25 μg/ml.

S. mutans was completely killed during 10 min by treatment with
12.5 μg/ml LP-3. In biofilm susceptibility test, 100 μg/ml (16 ✕
MIC) LP-3 reduced bacterial viability of biofilm during 15 min. At

the first 2 min of treatment, S. mutans mostly lost its viability.
Inhibitory effects of LP-3 on the viability of C. albicans appeared
from 25 μg/ml, and was augmented dose-dependently until 200
µg/ml. On the surface of PMMA, the viability of C. albicans was
reduced to 60, 33, and 12% by LP-3 treatment for 1, 3 and 6 h,
respectively, in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When C. albicans
on PMMA was treated with 50 μg/ml LP-3 for 8 h, a large
number of cells was removed, and several cells were squashed
flat.
In

conclusion,

LP-3

exhibited

antimicrobial

effects

on

mutans and C. albicans dose- and time- 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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