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치의과학석사 학위논문

티타늄 표면에 형성된 S. gordonii

바이오필름에 대한 광활성치료 효과

2020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이  현  승 



티타늄 표면에 형성된 S. gordonii

바이오필름에 대한 광활성치료 효과

지도교수 정 신 혜

이 논문을 치의과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이 현 승

이현승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목 차

그림 목차

국문 초록

1. 서 론 ········································································· 1

2. 문헌고찰 ····································································· 3

3. 재료 및 방법 ································································ 6

3.1 티타늄 표면 형성

3.2 조골세포 부착 및 cell viability assay

3.3 바이오필름

3.4 광활성치료

3.5 치료효과 비교

3.5.1 Colony Forming Unit (CFU)

3.5.2 형태학적 관찰

3.5.3 Bacterial viablilty assessment

4. 결 과 ········································································ 13

4.1 티타늄 표면관찰

4.2 조골세포 부착 및 cell viability assay

4.3 치료효과

4.3.1 Colony Forming Unit (CFU)

4.3.2 형태학적 변화

4.3.3 Bacterial viablilty assessment

5. 고 찰 ········································································ 20

6. 결 론 ········································································ 23

참고문헌

영문초록



그림 목차

Fig. 1. SEM image of titanium surface with alumina particles ······· 9

Fig. 2. Experimental protocol ················································ 11

Fig. 3. Surface characteristics of titanium discs ······················· 14

Fig. 4. Adhesion and viabilty of MG63 on titanium surfaces ········ 15

Fig. 5. Count of viable bacteria on titanium surfaces ················· 16

Fig. 6. SEM images of S. gordonii biofilm on smooth surfaces ···· 17

Fig. 7. SEM images of S. gordonii biofilm on rough surfaces ······ 18

Fig. 8. Three dimensional CLSM images of biofilm ··················· 19

Fig. 9. Representative 2D confocal images of biofilm ·················· 20



국문 초록

티타늄 표면에 형성된 S. gordonii

바이오필름에 대한 광활성 치료 효과

서울대학교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지도교수 정 신 혜)

이 현 승

임플란트주위염 (peri-implantitis)은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된 바이오필

름 (biofilm)에 의해 발생하며 임플란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첫 번째로 실험실내에서 제작한 거친 표면의 티타늄이 세포부착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초기 세균 군집락에 기

여하는 S. gordonii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티타늄 표면에 대한 광활성치

료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티타늄 표면 (Smooth, Rough)의 원판형 (직경 10 mm × 두께

1 mm) 시편을 600 grit으로 연마하여 매끈한 표면 (S), SLA 처리하여 거

친 표면 (R)을 제작하였다. 조골세포 (MG63)를 배양하여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거칠기에 따른 세포의 부착을 관찰하였고, MTT assay를 통해 cell

viability 를 확인하였다. S. gordonii를 72 시간 동안 배양하여 바이오필

름을 형성하였다. 실험군은 아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S1, R1)을 포함

하여, 광조사 처리군 (S2, R2), erythrosine 처리군 (S3, R3) 및 광활성치

료군 (S4, R4) 등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세균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세균의 생존과 사멸은 공초점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세균을 분리한 후 세균액을 평판 배지에 접종하여 Colony

Forming Unit (CFU)를 관찰하였고, SPSS (v.25.0, IBM, USA)를 사용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 (α = 0.05).

1. 거친 표면을 가지는 실험군 (R1-4)의 CFU가 매끈한 표면을 가지는

실험군 (S1-4)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2. 티타늄 표면 거칠기에 관계없이 광활성치료군에서 유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3. 광활성치료 후 일부 세균에서 외벽의 형태 변화가 관찰되었다.

4. 광활성치료군 (S4, R4)에서의 세균의 사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erythrosine으로 처리

하고 LED 광원을 적용할 경우 우수한 광활성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티타늄 표면, 바이오필름, 광활성치료, S. gordonii, erythrosine

학 번: 2018–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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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티타늄은 부식 저항성, 기계적 특성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임플

란트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표면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

형상은 골 유착 (osseointegration)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1]. 티

타늄 표면처리는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 및 표면적을 증대시키고 표면

향상을 변화시켜 세포의 이동을 도와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

력을 높인다 [2].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면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는 산-처리법 (acid-etching), Sandblasted with large grit and acid

etched (SLA)처리법, Resorbable blasted media (RBM)처리법, 양극산화

법 (anodizing) 등이 소개되었다 [1]. SLA처리법은 비교적 처리 방식이

간단하고 거칠기 조절이 용이하여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처리에 주로 사

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먼저 티타늄 표면에 알루미나 입자를 강한 압력

으로 분사한 다음, 2 차로 강산 (염산, 황산 및 불산 등)을 사용하여 분사

된 표면을 산-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

거친 (rough) 표면의 임플란트가 미생물 부착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된 바 있다 [4]. 골 내에 매식되어 골유착을 도모하는 거친 표

면이 골소실에 의해 구강 내에 노출되었을 때 매끄러운 (smooth) 표면에

비해 더 성숙한 바이오필름이 축적되고 유지된다. 구강 내에서 초기 세

균의 접착은 전단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위치에서 시작하여 초기에는 가역

적이나 곧 비가역적 부착으로 변화한다. 표면적이 넓고 함몰부가 있는

거친 표면은 세균 집락에 유리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세척하기가 어렵고,

재집락보다는 남아있는 종의 증식에 의해 바이오필름이 빠르게 재성장

한다 [5].

임플란트주위염이란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염증 질환으로 골흡수를

유발한다 [6, 7]. 이전 연구에서 임플란트 표면에 구강내 세균에 의한 바

이오필름 형성은 임플란트주위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7].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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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름 생성은 초기에 Streptococcus gordonii (S. gordonii)와 같은 그람

양성 세균의 초기 부착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 후 Fusobacterium

nucleatum을 포함하여 Porphyromonas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등과 같은 그람 음성 세균이 응집하여 바이오필름이 형성된다. 따라서

세균의 초기 부착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9].

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노출된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

주 표면 세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신적인 항생제 복용이나 세정액 등

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강내 정상적인 세균총을 파괴시킬 수 있고, 세균

의 내성이 발생하거나 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10].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기계적 세정법이다. 기계적 세정에는

스케일러나 큐렛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입자 분사를 이용하여 바이오필름

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1].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티타늄 임플

란트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표면이 손상되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오

히려 구강 세균이 집락하기 용이한 표면이 될 수 있다 [12, 13].

광활성 치료 (PDT; photodynamic therapy treatment)는 티타늄 표면

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세균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다 [14]. 티타늄 표면에 적용된 광민감제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세균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 산소나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어 항균 효

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15, 16]. 광민감제 중 하나인 erythrosine은 치

과 영역에서 치태착색제로 액체형이나 알약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17].

치태착색제의 농도는 0.72-2% (9-25 mM)로 사용되고 있다 [14]. 이전 연

구에서는 erythrosine을 광민감제로 사용하여 광활성치료를 시행한 결과

구강내 세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초기 부착에 관여하는 세균

인 S. gordonii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티타늄 표면에 erythrosine을 처리

하고 LED 광원을 적용하여 광활성치료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3 -

2. 문헌 고찰

2.1 바이오필름

바이오필름 (biofilm)은 다당류, 단백질 및 핵산 등과 같은 세포외 중

합체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의 기질내에 둘러싸인 미생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세균의 미세 집락을 함유하고 있다. 치면 세균막인 치

태는 바이오필름의 일종이며, 치은 열구액 같은 용액 속에서 부유하는

세균 (planktonic bacteria)과 다른 기전으로 바이오필름의 기질은 방벽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세균 산물이 기질 내에 축적될 수 있어서 다른

세균과의 대사를 더 활발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바이오필름의 형성

은 부유 세균의 생체표면 부착, 세균의 응집 및 끈적이는 물질 분비, 바

이오필름 형성, 3차원적인 성장을 통해 성숙한 바이오필름 형성 및 임계

량에 도달한 다음 부유 세균의 방출 등 크게 5 단계로 진행된다.

치아 표면은 처음 타액 막 (pellicle)이 코팅되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집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타액속의 인자 (pralline-rich proteins; PRP)

들이 세균들의 초기 결합에 중요하다. 세균들은 표면 부착요소들에 의해

표면이나 다른 세균과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결합한다.

구강내 초기 (early), 중기 (intermediate) 및 후기 (late) colonizer의 대

표 균주로 S. gordonii, F. nucleatum, A. actinomycetemcomitans를 사

용하여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였을 때, 개별 균주들 (주로 S. gordonii)이

표면에 생성되는 만큼이나, 부유 세포 (planktonic cell)들이 먼저 집락된

다음 이 세포군들이 기층 (substratum)에 접착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약 24시간이 경과되면 전체 표면의 65%가 이러한 세포군들로 덮여버렸

다. 이와같은 바이오필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균의 초기부착과 성장

에 관련된 early colonizer의 제어가 중요하다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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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활성 치료 (photodynamic therapy, PDT)

광민감제 (photosensitizer)를 사용하여 이에 민감한 구강내 미생물들

을 사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 광활성치료 (photodynamic therapy, PDT)

라고 한다. 그 원리는 체내의 산소와 외부에서 공급되는 광원, 그리고 그

빛에 민감한 광민감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광민감제를 세균과 접촉시키

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파장의 광원을 적용하여 활성산소

와 자유 라디칼을 생성시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세균에 대해

서만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1-23].

광역학 치료에 대한 연구들에서 광원 (light source)으로 helium/neon

gas laser, light-emitting diode (LED)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광

민감제로는 hematoporphyrin, phthalocyanine, toluidine blue O 및

erythrosine 등이 사용되고 있다 [24, 25] 대부분의 광감작제가 인체사용

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erythrosine은 치과 영역에서 치

면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며 그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고 있다.

2.3 Erythrosine

치면세균막 착색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또는 치태를 착색시켜 구강 위생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염

료로, 1963년 Arnim이 추천한 erythrosine이 현재까지 치과임상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26], 임상적 사용농도 보다 낮은 농도에서 살

균효과도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erythrosine은 치과에서 흔히 사

용하는 제제로 광역학치료에 있어 광감작제로 사용가능성도 보고되었다.

Lee 등 (2012)은 새로 개발된 4 가지 파장 (청색광, 465 nm; 녹색광,

525n m; 황색광, 590 nm; 적색광 630 nm)의 LED 광원을 이용하여, 2 종

의 우식원인균 (Streptococcus mutans와 Streptococcus sobrinus)을 대상

으로 단축된 조사시간 (10 초)에서 살균에 가장 적합한 파장의 광원을 탐

색하고, 효과를 비교하였다. 새로 개발된 3W 출력의 LED는 erythr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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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광활성치료에서 10 초라는 단시간 동안 녹색 (525 nm)과 청색

(465 nm) 파장에서 S. mutans와 S. sobrinus에 대하여 우수한 살균효과

를 보였다고 하였다 [27].

Park 등 (2013)은 최소살균농도 이하의 클로르헥시딘과 erythrosine

광역학 치료를 병용하였을 때, 부유상태의 S. mutans에 미치는 두 가지

치료법의 상승효과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치료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항균효과가 없었지만, 최소살균농도 이하인 0.001 % 클로르헥시딘

과 최소살균농도 이하인 1 μM erythrosine 광역학치료를 병용하는 경우

61 %의 S. mutans 세균수가 감소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 mutans에

대해 최소살균농도 이하의 클로르헥시딘과 erythrosine 광역학치료를 병

용하는 경우 상승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28].

Lee 등 (2014)은 erythrosine을 이용한 광활성 치료가 구강 내 상주균

이자, 근관치료의 결과 및 관련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E. faecalis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rythrosine 농도와 녹색 LED의 조사시간

에 따른 광활성치료 효과를 평가하였다. LED의 조사시간이 30초 일 경

우, erythrosine 농도가 5 μM 이상에서 E. faecalis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 (p < 0.05), erythrosine 농도가 10 μM 일 경우, LED의

조사시간이 10-15 초 이상에서 E. faecalis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여 (p < 0.05) erythrosine과 녹색 LED를 이용한 광역학 치료가 E.

faecalis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erythrosine의 농도

증가와 LED 조사시간 증가에 따라 항균효과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29].

Gong 등 (2019)은 부유 및 바이오필름 상태의 Streptococcus mutans

에서 치태와 치석 착색제로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erythrosine 효과

평가하였는데, 부유 상태 S. mutans의 최소 억제 농도와 최소 살균 농도

는 19.5 μg/L로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erythrosine은 부유 상태의 S.

mutans에 대해 살균 효과를 가지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하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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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1. Summary of photodynamic therapy

Photosensitiz
-er Conc. Wavelength Irradiation

time
Micro-

organism
Biofilm

Reduction

Park et al.  
2013 [28]

Erythrosine 1 μM 470-480 nm 15 s S. mutans 5.3 log10

Lee et al. 
2014 [29]

Erythrosine 10 μM 520-530 nm 30 s E. faecalis 80-88 %

Palma et 
al. 2018 

[38]

Erythrosine 400 μM 532 nm 3 min S. sanguis
S. sanguis
   + 
C. albicans

4.48 log10

2.67 log10

Cho et al. 
2015 [43]

Erythrosine 20 μM 520-530 nm 30 s
60 s

A.actinomycet
-emcomitans

88.6 %
88.9 %

Wood et 
al. 2006 

[17]

Methylene 
blue
Erythrosine

Photofrin

22 μM

22 μM

22 μM

500-650 nm 15 min S. mutans 0.5-1 log10

1–2 log10

0.5 log10

Costaet al. 
2012 [45]

Rosa Bengal

Erythrosine

40 μM

40 μM

455 nm 180 s C. albicans 0.12 log10

0.15 log10

Tokubo et 
al. 2018 

[46]

Methylene 
blue

Erythrosine

250 μM

250 μM

485 nm 2 min S. mutans 4.3 log10

4.5 log10

Shrestha 
et al.2012 

[47]

Rosa Bengal 10 μM 532 nm 15min E. faecalis
P. aeruginosa

4 log10

3 log10



- 7 -

3. 재료 및 방법

3.1 티타늄 표면 형성

티타늄은 상용 순수 티타늄 (cp-Ti grade 2, ASTM B348, China) 봉

을 절단기 (MECATOME T210, Presi, France)로 절단하여 원판형 (직경

10 mm × 두께 1mm) 시편을 제작하였다.

균일한 티타늄 표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연마장치 (MECATECH 250

SPC, Presi, France)를 이용하여 SiC 연마지 (#320 - #600)로 연마하였다.

연마한 시편은 표면에 잔류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 (99.7

%, Samchun Chemical, Pyeongtaek, Korea), 에탄올 (95 %, Samchun

Chemical) 및 3차 증류수에서 각각 10 분씩 초음파 세척 (SHB-1025,

Saehan Ultrasonic Co., Seoul, Korea) 하였다.

샌드블라스팅은 250 µm 크기의 Al2O3 분말 (Cobra, Renfert, Hilz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시편과의 거리 10 mm에서 90o 각도로 60 psi (약 4

bar)의 압력으로 5 초간 원형을 그리며 분사하였다. 분사한 시편도 아세

톤, 에탄올과 증류수에서 각각 10 분씩 초음파 세척하였다. 산-처리는 실

온에서 12 % HF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을 이

용하여 2분간 처리한 후 H2SO4 (Sigma-Aldrich)와 HCl (Sigma-Aldrich)

혼합용액을 50℃로 가열하여 7분간 처리하였다. 산-처리 조건은 실체현

미경 하에서 알루미나 입자가 잔존하지 않는 산 용액 농도와 처리시간을

확인하여 설정하였다 (Fig. 1). 산-처리한 시편은 1 % Solujet (Alconox,

USA) 세척액에서 10 분간 초음파 세척한 다음 증류수로 10 분간 세척하

고, 1 % Liqunox (Alconox) 세척액에서 10 분간 초음파 세척한 후 증류

수로 10분간 세척하였다.

각각의 티타늄 표면은 600 grit으로 마무리한 매끈한 (smooth) 실험군

(S군)과 SLA 처리한 거친 (rough) 실험군 (R군)으로 설정하였다.

평균 표면 거칠기 (Sa)는 공초점레이저주사 현미경 (LSM 800-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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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Zeiss MicroImaging GmbH, Jena, Germany)으로 20 배에서 관찰하

여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당 무작위로 선정한 시편의 3 지점에서 측정한

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시편의 표면 형상은 주사전자현미

경 (FE-SEM, S-47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000 배에서

관찰하였다.

3.2 조골세포 부착 및 cell viability assay

마우스유래의 osteoblast cell인 MG63은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구입하

여 배양하였다 (KCLB 21427). 세포를 Hyclon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high glucose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 10 %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Rockville, MD)와

1 % 페니실린, 1 % 항생제 (antibiotic, antimycotic solution), 1% 1 M

HEPES (Gibco)첨가하여 만든 배지를 사용했다. 37 ℃, 5 % CO2 배양기

에서 배양하였다.

24 well plate (SPL, Pocheonsi, Gyeonggido, Korea)에 티타늄 시편을

넣고 표면 위에 2 × 104 개수로 MG63을 분주하였다. 37℃, 5 % CO2 배

양기에서 1 시간 배양한 뒤 PBS로 2 회 세척한 다음 4 %

Paraformaldehyde (Biosesang, Gyeonggi- do, Korea) 용액으로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고정하였다. 이 후 PBS로 3 회 세척한 후 바이오필름과

같은 탈수과정을 진행하였다.

Methyl 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USA)는 최종농도 0.45 mg/mL로 사용하였다. 1 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를

각 well 당 100 µL씩 분주한 뒤 배양기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표

면을 모두 건조시킨 뒤 DMSO를 500 µL씩 분주하였다. 15 분 경과한 다

음 96 well plate에 200 µL씩 분주후 microplate reader (AMR-100 model,

Allsheng)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편당 3 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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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 of titanium surface with alumina particles.

Surface remaining alumina particles (white arrow) were removed after

the acid etching protocol.



- 10 -

3.3 바이오필름

본 실험에 사용된 세균은 S. gordonii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면

역 및 분자미생물학 교실에서 80 % glycerol 용액과 1:1 혼합하여 밀봉

한 뒤 영하 80 ℃에 보관한 ATCC 10558 균주를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S. gordonii를 Brain heart infusion (BHI) agar plate (KisanBio, Seoul,

Korea)에 평판 도말하여 N2 80 %, CO2 10 %, H2 10 % 조건의 배양기

내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분리된 단일 집락을 Brain heart

infusion (BHI) broth (KisanBio)에 접종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바이오

필름을 획득하기 위해 BHI broth에서 배양한 S. gordonii를 optical

density OD600 = 0.5 (Nano–300, ALLSHENG, Hangzhou, China) 되도록

활성화된 균액을 BHI broth로 희석하였다.

준비된 티타늄 원판을 24 well plate (SPL)에 넣고 각 well 당 세균

을 2.9 × 108 Colony Forming Unit/mL (CFU/mL) 개수로 희석하여 각각

1 mL씩 접종한 다음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도록 혐기성 환경 (N2 80 %,

CO2 10 %, H2 10 %)에서 72 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배지는 24 시간

주기로 교환하였다. S. gordonii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후, 티타늄 원

판에 부착하지 못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티타늄 원판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Biosesang)로 2번씩 세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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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활성치료 (PDT, Photodynamic therapy treatment)

광민감제로는 erythrosine (Sigma-Aldrich) 1 mM의 용액을 3차 증류

수로 제조한 후, 멸균필터 (0.2 µm)를 사용하여 멸균하고 -20 ℃의 차광

용기 (50 mL Amber conical tube, SPL)에 보관하여 1달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였다.

최종 농도는 400 µM로 희석하여 4℃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

다 [18,19]. Eliper™ Deepcure S (Elipar Highlight, 3M ESPE, St. Paul,

MN, USA)을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청색 광원 (430-480 nm)의 출력은

1400 mW/cm2이며 광조사기 팁의 직경은 8mm이다. 광원과 시편 사이의

거리 2mm를 유지하고 90˚에서 10초간 광조사하였다.

실험군은 거칠기에 따라 분류한 후 아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S1,

R1), 광조사 처리군 (S2, R2), 광민감제처리군 (S3, R3) 및 광활성치료군

(S4, R4) 등 4개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Fig. 2).

Fig. 2. Experiment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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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치료효과 비교

3.5.1 Colony Forming Unit (CFU)

각 조건에 따른 치료 후 디스크를 1 mL의 PBS와 직경 1 mm 유리구

슬 (glass beads,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이 담긴 5 mL snap

tube (SPL)에 넣고 60초 동안 vortexing을 시행하여 부착된 세균을 분리

하여 현탁액을 만들었다 [14, 31]. 현탁액은 BHI agar plate에 100 µL씩

접종하여 혐기성 배양 (N2 80%, CO2 10%, H2 10%)에서 3일간 배양하

였다.

3 일 후, 배양된 CFU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각 조건에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각 4 회씩 측정하여 통계 처리는 95 %의 신뢰도로 일원 배

치 분산분석 (SPSS, version 25.0; SPSS Inc., IBM, New York, USA)을

이용해 각각의 실험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Tukey

HSD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3.5.2 형태학적 관찰

주사전자현미경(FE-SEM S-4700, Hitachi)을 이용하여 광활성 치료

(PDT) 후 디스크 표면 위의 세균 형태를 관찰하였다. 바이오필름이 형

성된 티타늄 시편을 2.5% glutaraldehyde (EMS, Fort Washington, USA)

로 고정하였다. 500 µL PBS로 세척한 후, 1% OsO4로 1시간 동안 고정

하였다. 에탄올 60% 부터 70%, 80%, 90%, 95% 및 100%까지 순차적

으로 각각 10 분씩 처리하는 탈수 과정을 거친 후 Hexamethyldisilazane

(HMDS) (Emsdiasum, PA, USA) 시약으로 20 분간 처리했다. 시편을 백

금으로 코팅 (Quorum Q150T S, Quorum Technologies Ltd, East

Grinstead, UK)하고 15 kVp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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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Bacterial viability assessment

공초점레이저 현미경 (LSM700,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

으로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관찰하였다. LIVE/DEAD BacLight™ Bacterial

Viability Kit (L7007, Molecular Probes,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2 개의 molecular probe component A

(SYTO 9 dye)와 component B (1.67 mM/propidium)를 3 µL씩 1:1 비율

로 넣고 1 mL의 3차 증류수에 희석하여 최종 혼합액을 만들었다. 24

well plate에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티타늄을 넣고 최종혼합액을 500 µL씩

분주 후 상온에서 차광하여 15 분간 염색하였다. 3차 증류수를 500 µL씩

넣어 조심히 세척하였다. Confocal dish (SPL)에 옮겨 촬영하였다.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 J/FIJI.46, NIH, USA)을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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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4.1 티타늄 표면 관찰

Fig. 3(a)는 표면 형성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0,000 배에서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다. S군에서는 균질하게 연마된 표면이 관찰되었다. 산-처

리한 R군은 거친 표면을 나타냈다. 표면 거칠기 (Sa)를 측정한 결과 R군

표면 (1.93 ± 0.1 µm)이 S군 표면 (0.23 ± 0.09 µm)보다 거칠게 나타났다.

Fig. 3. Surface characteristics of titanium discs. SEM images and

Three-dimensional surface topographic images of (a) the smooth (S)

and (b) the rough (R) surfaces. Surface roughness were measured at

a magnification of 20× with a scanning area of 319 µm× 319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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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골세포 부착 및 cell viability assay

S군 표면보다 R군 표면에서 세포가 표면에 넓게 밀착되어 붙어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Fig. 4(a)]. MTT결과는 S군 표면보다 R군 표면에서

많은 cell viability를 나타내었다 [Fig. 4(b)].

Fig. 4. Adhesion and viability of MG63 on titanium surfaces. (a)

Morphology of MG63 under SEM on the smooth surface (b) and on

the rough surface. (c) The result of MTT assay shows significantly

higher cell viability on the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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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치료효과

4.3.1 Colony Forming Unit (CFU)

S1군은 S2군, S3군 및 S4군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CFU값을 나타냈

다 (Fig. 5).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는 다른 실험군보다 S4군과 R4군에

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치료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S4군과 R4군이 가장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Fig. 5. Count of viable bacteria on titanium surfaces. Error bars

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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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형태학적 변화 비교

티타늄 표면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를 관찰하였다 (Figs. 6, 7) 티타늄

표면의 대부분은 박테리아 세포로 덮여 있었다. S1군과 S3군 및 R1군과

R3군은 대조군보다 표면에 부착된 박테리아 세포가 체적을 유지하며 사

슬이 연결되어있다. S2군와 S4군 및 R2군와 R4군는 상대적으로 체적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표면에 더 밀착된 것처럼 보였다. 대조군 (S1, R1)

은 온전한 형태를 보였고, S2-4 및 R2-4에서 박테리아의 외부 세포벽의

변형이 관찰되었다.

Fig. 6. SEM images of S. gordonii biofilm on smooth titanium

surfaces at × 3,000 and × 25,000 : (a) S1, (b) S3, (c) S2 and (d) S4.



- 18 -

Fig. 7. SEM images of S. gordonii biofilm on rough titanium

surfaces at × 3,000 and × 25,000 : (a) R1, (b) R3, (c) R2 and (d)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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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Bacterial viability assessment

S1군과 R1군은 살아있는 세균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광활성치

료를 실시한 S4군과 R4군에서 높은 사멸이 관찰되었다 (Fig. 8). 대조군

과 비교하여 smooth 표면(S)에서의 박테리아 감소율은 S2, S3 및 S4군

에서 각각 49 %, 73.6 % 및 91.5 %를 보였다. Rough 표면(R)에서는 R2,

R3 및 R4군에서 각각 46%, 56% 및 83.7%를 보였다 (Fig. 9).

Fig. 8. Three dimensional CLSM images of biofilm; Green = viable

cells, red = dea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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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presentative 2D confocal images of biofilm : (a)

Representative 2D confocal images of biofilm attachment on the

smooth surface. (b) Representative 2D confocal images of biofilm

attachment on the rough surface. (c) Percentage of dead cells on the

smooth surface and (d) on the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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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 찰

본 연구는 시험관 내에서 형성된 티타늄 표면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초기부착에 관여하는 세균을 이용한 바이오필름에서 erythrosine을 광민

감제로 사용한 광활성치료의 항균 효과를 평가하였다.

거친 표면은 초기 고정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방식으로 거

친 표면을 재현하기 위해 알루미나로 샌드블라스팅하는 경우에는 알루미

나 입자가 표면에 잔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49, 50].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잔류하는 알루미나를 제거하면서 균일하고 거칠기가 유사한 시편을

제작하도록 유의하였고, 형성된 표면에서 세포부착이 증가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거친 표면에 세포부착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

다 [48]. 그러나 표면 거칠기가 임플란트 미생물 부착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5]. 조골세포는 직경이 일반적으로 수십 마

이크론이고, 비교적 유연한 세포막을 가지며,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변

경될 수 있으며, 마이크론 이하의 초점 접촉에 의해 외부 표면에 결합하

는 동적 세포 골격 구조에 의해 지지된다. 임플란트 관련 질환에 관련된

포도상구균은 직경은 약 1 µm으로 내부 세포 골격이 없으며, 조골 세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가교된 세포벽을 가지며, 특정 및 비특이

적 메커니즘의 배열에 의해 주변 구조에 결합한다. 조골세포 및 박테리

아의 크기 및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위에서의 조골세포

와 박테리아로부터의 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표면 지형을 사

용한다 [33]. 이전 연구에서는 4 가지 거칠기의 티타늄 표면에 대해 포도

상 구균과 조골 세포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거친 표면에서 포도상 구균과

조골세포 모두 높은 부착을 보였다. 다양한 표면 지형이 세균의 집락을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였다 [34]. 다른 연구에서도 기계가공된 표면보다

SLA처리한 표면에서 임플란트주위염의 진행이 더 심하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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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표면에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였는데, S군

의 표면 거칠기 (Sa)는 0.23 ± 0.09 µm, R군의 표면 거칠기 (Sa)는 1.93 ±

0.14 µm을 나타냈다 (Fig. 2).

CFU개수를 보면 R 표면이 S 표면보다 S. gordonii가 더 많이 생존

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4). 이는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거칠

기가 큰 표면에서 더 높은 세균이 집락함을 보였다. 표면 거칠기가 0.17

µm에서 3.13 µm로 증가함에 따라 S. sanguis 박테리아 부착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36]. 또한, 임플란트 표면의 화학적 성질, 표면 처리 및

티타늄 순도 등도 초기 박테리아 군집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7].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구강 내 다양한 세균으로 인해 골상실을 초래한다 [6]. 임플란트주위염과

관련된 세균은 F. nucleatum, A. actinomycetemcomitans, P . gingivalis

등이 있다 [32]. 임플란트 표면 위에 초기 부착으로 알려진 연쇄상 구균

종의 그람 양성균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

고 있다. 그 중 E. faecalis균을 methylene blue를 이용하여 광활성치료

후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결과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광활성치료 후

대부분 짧은 사슬로 조직되어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18], 본 연구에서

관찰한 전자현미경 결과와 유사하였다. 몇몇 사슬이 끊어지고 표면위에

더 밀착된 형태가 관찰되었다.

광활성 치료 (PDT)의 적용으로 임플란트 주변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

필름에 대한 항균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쇄상 구균종의 하나인 S.

sanguis 균주를 이용하여 erythrosine에 의한 항균 작용에 대한 연구에

서 400 µM 농도의 erythrosine에서 녹색광 LED (532 nm)를 3 분간 적용

한 광활성치료에서는 높은 세균의 항균력이 나타났다 [38]. 이전 실험에

서 시험관내에서 양극산화처리한 임플란트 표면에 methylene blue를 사

용한 광활성치료가 오염된 티타늄 디스크의 광활성치료가 효율적인 반

면, 광민감제 없이 광조사만 시행한 경우 광활성치료보다 덜 효율적이라

고 보고하였다 [39]. Erythrosine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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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의 세기 및 조사시간으로 광활성 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두 높은 항

균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40-43].

본 연구에서는 400 µM 농도의 erythrosine을 사용하였다. 이는 임상

에서 사용되고 있는 erythrosine 치태착색제의 농도 (9-25 mM) [14]보다

약 180 배 정도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S군 표면에서 대조군 (M1,

11.7 %)과 비교하였을 때 광활성 치료군 (S4)에서는 91.5 %로 세포 사멸

이 나타났고, R군 표면에서의 대조군 (R1, 1.4%)과 비교시 83.7% (R4)로

높은 세포 사멸이 나타났다. 표면거칠기와 관계없이, 광활성치료군이 대

조군에 비해 약 80 % 초과하는 세균 감소를 보여주었다. 치과영역의 광

활성치료에 사용되는 광민감제 중 하나인 erythrosine은 사용 시 독성이

거의 없으며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만큼 안전한 약제이다[44]. S. mutans

바이오필름에 대한 erythrosine, methylene blue 및 photofrin을 사용한

광활성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erythrosine이 methylene blue

나 photofrin보다 효과적인 광민감제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고농도의 erythrosine을 사용한 광활성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17].

본 연구에 사용된 LED는 430-480 nm 파장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그

러나 erythrosine은 약 450-550 nm 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하는데,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파장은 530 nm이다 [14]. 이번 연구에서 바이오필

름의 세균 수 감소에는 효과적이였지만, 450-550 nm 파장의 빛을 방출하

는 광원을 사용한다면 erythrosine을 광민감제로 사용하는 광활성 치료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 gordonii를 사용함으로써 초기 표면 집락을 재현하

고자 하였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바이오필름에 대한 광활성치료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는 실제 바이오필름내에 세균들의 종과 구성을 모두 재현

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구강내 환경을 재현하여 광민감제

를 사용하여 농도와 적용시간, 광원의 종류를 고려한 광활성치료의 임상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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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내에서 제작한 거친 표면의 티타늄이 세포부착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고, 초기 세균 군집락에 기여하는 S. gordonii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티타늄 표면에 대한 광활성 치료 효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티타늄 표면 거칠기에 관계없이 광활성치료군에서 유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2. 광활성치료 후 일부 세균에서 외벽의 형태 변화가 관찰되었다.

3. 광활성치료군 (S4, R4)에서의 세균의 사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erythrosine으로 처리하

고 LED 광원을 적용할 경우 우수한 광활성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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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microbial effect of photodynamic
treatment on S.gordonii biofilm
attached to titanium surface

Hyun Seung Lee

Department of Dental Biomaterials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 Hye Chung)

Peri-implantitis is caused by biofilm formed on the implant

surface and can lead to implant failur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photogenic therapy on the titanium surfaces where S.

gordonii biofilm was formed, which is known to contribute to early

bacterial colonization early stage.

Two titanium surfaces (S; smooth, R; rough) were fabricated
(diameter 10 mm × thickness 1 mm) to incubate S. gordonii for 72
hrs to form biofilms. The specimen (n = 18) was divided into untreated
controls (S1, R1), photodynamic therapy treated groups (S2, R2),
erythrosine treated groups (S3, R3), erythrosine and photodynamic
therapy treated groups (S4, R4).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bacteria were observed under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live and dead microorganisms were
identified under the CLSM. After separating the bacteria, the bacterial
solution was inoculated into the plate to observe the Colony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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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FU),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analyzed using software
(SPSS v.25.0, IBM, USA) (α = 0.05).

1. On the rough surface (R1-4) higher CFU appeared compared to the
smooth surface (S1-4).

2. Significant antibacterial effects were show in photodynamic therapy
treated groups, regardless of the surface roughness.

3. As a result of the observation of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hanges in the outer wall of the bacteria were observed in some
bacteria after photodynamic treatment.

4. Increased bacterial death was observed when the discs were
clearly the extinction of bacteria in photovoltaic therapy group (S4,
R4).

By using erythrosine and LED light source, antibacterial effects are

expected on the biofilm formed titanium surface.

Key words: Titanium surface, Biofilm, Erythrosine, Photodynamic
therapy (PDT), S. gordo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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