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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도말층 제거와 클로르헥시딘 처리가 Enterococcus faecalis의

근관내 상아질 부착에 미치는 영향

이번 연구는 도말층 유무와 클로르헥시딘 처리가 E. faecalis의 근관내 상아

질 부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험재료로 성인 소 치아를 개의 근관내면이 보이는 작은 시편으로 만들40

고 각각 개씩 나눈다 군은 도말층이 있는 군 군은 로 분간10 . 1 , 2 17% EDTA 5

처리하여 도말층을 제거한 군 군은 도말층이 있는 상태에서 클로르헥시, 3 2%

딘을 일간 처리한 군 군은 도말층을 제거한 군에서 클로르헥시딘을7 , 4 2% 7

일간 처리한 군으로 준비한다 각각의 시편을 준비한 후. culture container

에 넣고 용(Perfusion culture container 4702;Minucells and Minutissue) BHI

액이 일정한 시간동안 흐르도록 하고 시간동안 키운24 E. faecalis를 접종한

다 시간 후 꺼내어 용액으로 깨끗이 씻고 고정액에 담구어 처리하고. 3 PBS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한다 각 시편 당 장씩 사진을 찍고6000 . 10

부착된 균의 수를 세어 평균을 낸다.

군의 균의 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1 2, 3, 4

다 클로르헥시딘을 처리한 군에서는 균의 부착도 적었지만 항균효과.(p<0.05)

의 지속성으로 인해 파괴된 균의 형태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E. faecalis 는 도말층이 제거되거나 클로르헥시딘을 일간 처리7

한 경우 부착정도가 감소하고 또 클로르헥시딘은 지속적인 항균효과를 가져

균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파괴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 E. faecalis 부착 도말층 클로르헥시딘 주사전자현미경, , , ,



- 1 -

도말층 제거와 클로르헥시딘 처리가 Enterococcus faecalis의

근관내 상아질 부착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일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양 승 은

I. 서 론

치근단 치주염의 주된 원인이 근관내의 미생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

려져 있다 이러한 근관내 존재하는 균을(Kakehashi 1965, Moller 1981).

제거하고 재집락 형성을 막기 위해서 근관 내 기구조작과 근관충전을 시행

하게 된다 그러나 몇 몇 세균은 이러한 근관치료에도 살아남아 다시 근관.

내에서 집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균이 Enterococcus faecalis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균을 이용하여 근관 내 약제나 세척액의 효

과를 연구해왔다.

E. faecalis 는 그람 양성 통성혐기성 세균으로 주로 치료에 실패한 근

관에서 주된 원인 균으로 발견되며 근관(Molander 1998, Sunqvist 1998)

내 약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산화칼슘에도 내성을 가지며 영양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다. (Orstavi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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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충전 후에도 세균은 완벽히 폐쇄되지 않은 치관부위의 틈을 이용하

여 근관 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충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살.

아남은 균과 근관 내 침입한 세균이 다시 증식하여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

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에 세균의 병원성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근관 내면 상아질에 부착하는 과정이다 세균이 근관.

내면에 부착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말층 유

무와 세균의 부착에 관한 몇 개의 연구들이 발표되어있다.

도말층이 근관내면에 있을 때와 제거되었을 때에 따른 균의 부착정도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도말층이 있을 때 균의 부착정도가 제거될 때보다 유

의성 있게 높았다는 결과도 있지만 도말층이 제(Calas 1994, Yang 2003)

거된 경우에 오히려 세균수가 많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

다. (Drake 1994, Love 1994)

Streptococcus sanguis를 이용한 의 실험과Calas Prevotella nigrescens

를 이용한 의 실험에서는 도말층의 제거가 부착을 감소시켰다 그러Yang .

나 Streptococcus gordonii를 이용한 의 실험에서는 도말층 제거유무Love

가 부착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Streptococcus anginosus를 이용한

의 실험에서는 반대로 도말층의 제거 시 배나 더 많은 균이 있음Drake 10

을 보고했다 이런 상이한 결과들이 사용된 세균의 차이인지 아니면 방법.

상의 차이인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클로르헥시딘은 넓은 범위의 항균작용과 수산화 칼슘 과는 달리 E.

faecalis 에 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 근관치료영역에서

효과적인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또 클로르헥시딘은 상아질에 흡착되어 지.

속적인 항균효과를 보인다 클(White 1997, Delany 1982, Jeansonne 1994).

로르헥시딘은 낮은 농도에서는 세포막에 흡수되어 이온 채널의 균형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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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여 세포안의 물질이 흘러나가 버리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며 높은 농도

에서는 세포의 단백질 작용으로 세포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cross-link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로르헥시딘의 항균효과 지속성에(Fardal 1986).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의 연구에 의하면 소 치아에서Heiling(1992)

근관 내 약제로 클로르헥시딘을 일간 사용 시7 E. faecalis에 대해 주일1

이상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등의 연구에서는 일 이상Komorowski(2001) 21

의 항균효과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런 클로르헥시딘의 성질이 세균의 부.

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근관 내 상태는 도말층 여부나 클로르헥시딘 처리에 의해서 다양

하게 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균의 부착정도가 달라진다면

최소한의 부착을 얻는 조건으로 근관내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근관치료

의 성공에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관치료가 실패한 치아에서 많이 발견되는 E.

faecalis 가 근관 내면에 부착될 때 도말층과 클로르헥시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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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시편준비1.

최근에 발치한 소의 전치를 모아 외면의 연조직을 치주소파기구를 이

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생리식염수에 넣어 보관한다.

치아는 치관부위와 치근부위를 Minitom (Struers, Copenhagen,

을 이용하여 자르고 치근부위의 중간 부위에서 근관의 내면이Denmark) 1/3

보이게 가로 세로 정도로 준비한다2.5 mm .

Fig 1. Schematic diagram of root canal dentin block

이렇게 얻어진 개의 시편에 를 이용하여 도말층을 형성하고40 round bur

에 분간 담근 후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자른 시편을 개씩5.25% NaOCl 5 10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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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

No. canal state Treatment

group 1 10 smeared saline 5min, EO gas sterilization

group 2 10 non-smeared
17% EDTA 5min,
EO gas sterilization

group 3 10 smeared CHX treatment＋
EO gas sterilization,
CHX soaking 7days

group 4 10
non-smeared CHX＋
treatment

17% EDTA 5min,
EO sterilization,
CHX soaking 7days

접종 및 배양2.

영하 도에서 보관한80 E. faecalis는 에 키운 후 시간동안agar plate 24

용액 에 도에서 배양한다Brain Heart Infusion (Difco, France) 10ml 36 .

Perfusion Culture Container 4702 (Minucells and Minutissue, Germany)

에 준비한 시편을 지름 의 원형쿠폰에 붙이고 개씩 각 자리에 위치13mm 6

시키고 실리콘 튜브를 두개의 병과 배양액이 흐르도록 하는 펌프400ml

에 연결한다(Micro Tube pump MP-3, EYELA ,Tokyo, Japan) .(dilution

rate 17m/h)

배양액은 으로 희석한 용액을 쓴다 배양액이 튜브를 따라 분1/10 BHI . 30

간 돌아가는지 확인 후 안에 용액을 제거하고 전날 배양한container BHI E.

faecalis 가득 채우고 분간 기다린다 그 후 펌프를 가동하여 지속적4.5ml 30 .

으로 신선한 배양액이 공급되도록 한다.(Luppens2002)

시간 후 시편을 꺼내3 Phosphate buffered saline (Invitrogen Corp,

에 깨끗이 씻어 부착되지 않은 균을 제거한 후 고정액에 보관한다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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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innoculation and culture

a: BHI b: micro tube pump c: Perfusion Culture

Container 4702 (Minucells and Minutissue, Germany)

d: BHI reservoir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및 통계3. (SEM)

주사현미경으로 각 시편에서 로 도말층을 형성한 부위를 중심round bur

으로 관찰하고 부위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배로 확대하여 사진을 찍10 6000

고 E. faecalis 수를 세어 평균을 낸다 를 이용하여 분. One-way ANOVA

석한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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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1. (SEM)

군은 도말층이 상아세관을 덮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수의 균이 부1 .

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은 도말층이 제거되고 상아세관이 노출되어. 2

있다 표면이 에 의해 부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에 비해서는. EDTA . 1

확실히 적은수의 균이 보인다 하지만 일부 노출된 상아세관 안으로 균의.

침투가 일어난 것이 관찰된다 군은 도말층이 상아세관을 덮고 있으며 클. 3

로르헥시딘으로 생각되는 물질이 분산 되서 보인다 균이 많이 부착된 곳.

이 있으나 클로르헥시딘으로 생각되는 물질이 균의 외막에 붙어 변형을 일

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은 상아세관이 보이고 균은 거의 불 수 없. 4

다 있다고 해도 클로르헥시딘에 의해 균의 표면이 변형된 형태이다 균의. .

침투는 관찰 할 수 없었다.

Table 2. Adhesion of E. faecalis to dentin

Group
No. of Cells/
observation spot

Group 1 Smeared 61.21 ± 24.15a

Group 2 Non-smeared 7.65 ± 6.9b

Group 3 Smeared, CHX treatment 4.7 ± 5.9b,c

Group 4 Non-smeared, CHX treatment 0.95 ± 1.6c

Groups identified by the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Groups identifi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Values are mean SD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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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2.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에 의하면 군은 다른ANOVA . Turkey HSD 1 2,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 군의 경우 군과는 유3, 4 .(P<0.05) 2, 3, 4 1

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만 서로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군은 군보다. 4 1

는 차이가 작지만 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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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d, SEM images (×6000) of group 1 -4 ; after 3 hours

adhesion assay, smear layer removal and Chlorhexidine

treatment inhibited adhesion to root dentine of E. fae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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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4. SEM images a, membrane of E. faecalis has been destroyed

(×25000) b, surface texture has been changed after

Chlorhexidine treatment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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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이번 실험은 근관내 조건 즉 도말층의 제거나 클로르헥시딘의 처리에,

따라 E. faecalis의 부착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결과적.

으로 도말층을 제거하지 않은 군에서 균의 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1 2, 3, 4

의성 있게 높았다.

그러나 도말층을 제거한 군은 군에 비해서는 부착정도가 낮았지만 상2 1

아세관이 노출되어 일부 세관으로 균의 침투가 일어난 것이 관찰되었다

(Fig 3 b).

군의 결과를 보면 도말층 존재 하에 균의 부착은 일어나지만 클로르헥3

시딘의 지속성 때문에 항균작용이 일어나 세균막의 변화가 관찰된다(Fig 4

군에서는 세균막에 달라붙은 작은 물질 때문에b). 3 E. faecalis의 정확한

수를 세는 것이 어려웠다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균의 수였으며 표면에 달라붙은 이물질로 인해 변형이 일어나거나 형태학

적으로 균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수에서 제외하였다.

군의 결과를 보면 가장4 E. faecalis 의 부착수가 가장 낮았다(Fig 4 d).

이것은 도말층이 없어 부착도가 떨어진데다가 이미 부착된 클로르헥시딘이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클로르헥시딘은 경조직 이나 연조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며 전기적으로 양성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음성을 나

타내는 균의 표면에 붙을 수 있다 그나마 소수의 부착된 균에도 클로르헥시.

딘의 항균작용이 일어나 거의 균은 보이지 않았으며 있다 해도 균의 세포

막이 정상적인 균의 세포막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군에서는 노(Fig 4). 4

출된 상아세관이 보였지만 군처럼 침투하는 균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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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aecalis 의 상아질 부착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

나 최근 연구를 볼 때 E. faecalis 와 이proteases collagen-binding protein

부착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Hubble2003).

의 연구에 의하면Love (2001) E. faecalis 는 존재 하에서human serum

에 부착하여 상아세관으로 침투하는 동시에 영양공급이 차Type I collagen

단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상아질을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이므로 도말층 제거가 부착 정도를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된다collagen .

군을 제외한 군의 결과를 볼 때 치근 내 상아질의 도말층을 제1 2. 3. 4

거하거나 클로르헥시딘을 처리하면 세균 부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적으로 클로르헥시딘을 일간 처리하는 것은 세척액의 효과로는 어7

렵지만 이번 실험은 근관 내 약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전

의 의 실험이나 의 실험에서도 클로르헥시Heling (1992) Kimorowski (2001)

딘에 일간 처리한 시편을 이용하였다7 .

이번 실험의 결과는 도말층을 제거하지 않은 군에서 많은 수의 균의 부착

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S. sanguis와 P. nigrescens를 이용한 Calas(1994,

의 실험과1998) P. nigrescens를 이용한 의 실험과는 비슷한 결Yang (2003)

과를 보이지만 S. gordonii를 이용한 의 실험이나Love (1994) S. anginosus

를 이용한 의 실험과는 그 결과가 상충된다 이런 일련의 실험결Drake(1994) .

과는 서로 비교하기에 방법상의 차이나 서로 다른 균주를 이용했다는 점에

서 어렵지만 도말층 존재여부에 따른 근관 내 균 부착정도를 다룬 연구이

므로 상충되는 결과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실험은 의 실험과 방법상 비슷하다 의 경Calas (1998) . Yang (2003)

우 이 방법을 토대로 좀 더 임상적인 방법으로 시편을 만들었다 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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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환경으로 기구조작을 하고 주사전자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는 주사전자현미경관찰과 배양법을 이용하였고 균의 부착정도Drake (1994)

를 배양법으로 관찰 하였다 의 경우는 시편 제작 시 상아세. Love (1994)

관의 크기차이에 중점을 두어 관찰하였다 의 실험결과는 상. Love (1994)

아세관이 균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균의 부착 정도는 도말층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하고 상아세관이 큰 경우엔 도말층이 없는 군에서 균의 부착

이 높다고 했다 모든 방법은 배양법으로 이루어졌다. .

모든 연구에서 사용한 균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각 군.

의 부착기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말층 존재 여부에 따라 어떤 균은 부착

이 잘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도말층 여부에 따른 균 부착 정도는 상반된 결과지만 주사현미경으로

관찰시 도말층이 제거된 표본에서 E. faecalis 의 상아세관으로의 침투를

관찰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의 결과와 비슷한 면도 있다Drake (1994) .

E. faecalis 는 운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Orstavik (1990)

나 의 실험을 보면 시간 만에 상아질 깊숙이 침투가 일어Meyon (1986) 48

남을 관찰했다 이것은 운동성이 아니며 영양공급이 충분하여 분열을 통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의 연구를 보면 균이 침. Siquiera (1996)

투하는 세관은 수많은 세관 중에 극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고했고 침투가

시작되면 깊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실험은 시간동안 짧게 배. 3

양이 이루어졌고 근관 상아질 부착이 선행된 후 침투가 이루어지므로

군의 경우에서 깊게 침투한 균의 수는 셀 수 없다는 한계가(Perez 1993) 2

있으나 그 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여겨진다.

도말층의 제거가 표면의 균의 부착을 적게 한다 해도 오랜 시간동안 상

아세관 깊숙이 침투한다면 오히려 완벽한 충전이 불가능할 때 차적인 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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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 된다 그러나 군의 결과를 보면 표면에 부착. 4

한 살아있는 균이 보이지 않으며 또 상아세관으로 침투한 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도말층만 제거하는 것 보다는 도말층 제거 후 꼭 항균효.

과 지속성이 있는 클로르헥시딘 처리를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군에서 균의 침투정도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주사전자현미경관찰보4

다는 근관내면을 조금씩 삭제해 들어가 배양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은 소의 치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실험은 좀더 에 가깝고 임상조건에 가깝게 하여야 하며 또 클로르in vivo

헥시딘의 항균효과 지속성 정도를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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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도말층 제거 유무와 클로르헥시딘 처리가 근관내 E. faecalis 부착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의 전치를 이용하여 개의 시편을 만들고40

개씩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군은 도말층이 있는 군 군은 도말층10 4 . 1 2

제거하고 군은 도말층이 있는 상태에서 클로르헥시딘처리를 시행했으며3 4

군은 도말층이 없는 상태에서 클로르헥시딘을 처리하였다 이후. E. faecalis

를 시간동안 배양하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3 .

다.

도말층을 제거하지 않은 군에서1. E. faecalis 의 부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도말층을 제거하고 주일간 클로르헥시딘을 처리한 군이 가장 부착2. 1 4

한 세균의 수가 낮았다.

클로르헥시딘을 처리한 군과 군에서 클로르헥시딘이 처리 이후에도3. 3 4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E. faecalis의 세포막에 작용하여 항균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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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ed by professor Il-Young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hesion of

Enterococcus faecalis to the dentin with or without smear layer and

also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lorhexidine on bacterial retention.

The 40 dentin blocks from bovine incisor were prepared and the

smear layer were produced on the root canal surface. They were placed

in NaOCl for five minutes and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treatment method-Group 1 was placed in sterile saline

for five minutes; Group 2 were treated with 17% EDTA for five

minutes. Group 3, placed in 2% chlorhexidine for 7 days, and Group 4

treated with 17% EDTA for five minutes, and then placed in 2%

chlorhexidine for 7 days. Afterward, all blocks were plac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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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ontainer (perfusion culture container 4702; Minucells und

Minutissue) and inoculated with the suspension of E. faecalis introduced

into the container. They were allowed to adhere to the dentin with a

constant nutrient flow at 37 . After 3 hours, the blocks were removed℃

from the container and washed with PBS. The bacteria adhering to the

dentin surface were counted by visual examination under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he number of bacteria in Group 1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than in the other 3 groups, and Group 4 showed significantly lower

adherence than in Group 2 and 3. resistance of bovine dentin to the

adherence of E. faecalis would be increased with the treatment with

EDTA for 5 min and with Chlorhexidine for 7 days.

key word：E. faecalis, adhesion, smear layer, Chlorhexidin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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