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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 biofilm biofilm biofilm biofilm의의의의 Chlorhexidine Chlorhexidine Chlorhexidine Chlorhexidine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비교연구비교연구비교연구비교연구    

 

 .           Enterococcus faecalis는 근관치료의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세균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근관 내에서 세균은 

biofilm을 형성하며 존재하여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실험실상에 재현된 E. faecalis biofilm의 

Chlorhexidine(CHX)에 대한 저항성을 planktonic 상태의 세균의 저항성과 

비교하고, 나아가 CHX의 농도 및 처리시간을 달리하여 그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Luppens가 제시한 방법으로  E. faecalis biofilm 을 각각 1-day, 

7-day동안 형성하고, 추가로 planktonic cell group을 형성하여, 각각 

group간에 CHX 처리시간을 달리하여 CHX에 대한 저항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7-day group에서의 세균 감소량이 planktonic이나 1-day group에 비하여 

유의차있게 나타났으므로, 세균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 



 iv 

7-day 동안 배양한 biofilm의 사용이 추천된다. 또한 E. faecalis biofilm이 

형성되어 있는 근관내에서는 단시간의 CHX 근관내 세척제 사용보다는 

장시간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근관내 약제로써의 CHX 사용이 추천된다.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E.faecalis, biofilm, 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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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의의의의    비교연구비교연구비교연구비교연구    

    

<지도교수 : 정정정정        일일일일        영영영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장장장        현현현현        준준준준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해서는 근관내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근관내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file을 이용한 기계적인 제거 뿐 아

니라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제거도 필요하다. 여러 임상연구들에 의하여 수산

화칼슘등이 효과적인 약제로서 추천되었고,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Enterococcus faecalis 와 같은 약제에 저항성이 있는 세균들이 밝혀졌다. E. 

faecalis는 근관내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세균은 아니지만, 근관치료의 실

패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Molander는 (1998) 치근단 병

소가 있는 근관치료된 치아의 32%에서 E. faecalis를 발견하였으며, Moller와 

Sundqvist등(1998) 도 29-38%의 E. faecalis를 배양할수 있었다. 또한 재발

한 치근단 질환을 가진 한국인의 치아에서 배양한 세균을 살펴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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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견된 세균이 E. faecalis 이며,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Jung et al. 2004). E. faecalis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통상적인 근관내 약제인 

수산화칼슘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높아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가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Haapasalo & Orstavik et al. 1987). E. 

faecalis의 제거를 위해 chlorhexidine (CHX)이 사용된 것은 실험실에서의 실

험을 통해 그 효과가 밝혀지고서부터 인데, CHX는 넓은 범위의 항균성을 가

지며 동시에 cation으로서 음이온으로 충전된 상아질 상에 결합하여 장기간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졌다.  

약제의 효과와 연관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근관내에서 세균은 biofilm

을 형성하며 존재하여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Wilson et al. 

1996).  Biofilm이란 다당류 세포 외기질로 이루어진 뼈대와 세균들이 군집해

있는 막을 의미하며 흔히 이러한 상태로 약제들에 대한 내성을 가진다고 알려

져 있다. Mah등은 (2002) 이러한 저항성은 다당류 기질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항생제의 확산을 막고, 또한 세균자체도 제한된 영양분에 의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대사활동이 저하되어 대사활동에 관계하는 많은 항생제에 대하여 저항

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의학계에서는 P. aeruginosa를 통한 

biofilm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치

의학계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근관내에 존재한 세균에 대하

여 Distel은 (2002) root canal 내에서 biofilm이 형성된다는 것을 주사전자현

미경을 통하여 관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biofilm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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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들 중에, Lima등은 (2001) E. faecalis biofilm의 CHX에 대한 저

항성이 통상의 planktonic 상태의 세균에서 보다 높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했

다. 

 그러나, biofilm에 대한 몇 개의 연구를 재검토해보면, 그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각의 실험이 biofilm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약제의 적용방법들

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실험이 membrane-filter를 이

용하여 bacterial suspension상에서 배양하는 방법으로 biofilm을 형성하였는

데, 이들은 실제의 biofilm과는 달리 shear strength가 가해지는 환경에서 만

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방법

의 사용시에 biofilm은 harbor (agar plate)에서만 영양공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 그 성질이 실제의 biofilm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아 

절편을 이용한 실험방법은 치아의 해부학적 다양성이나 조성의 차이 때문에 

일반화 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biofilm의 구조 및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Luppens등은 (2002) 지속적으로 적은 

양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cell container 상에서 biofilm을 배양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E. faecalis 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 및 biofilm 상태의 세균이 가지는 저항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세균들에 의해 발생하는 근관치료의 실패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실험의 목적은 

Luppens가 (2002) 제시한 방법으로 실험실상에 재현된 E. faecalis biofil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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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X에 대한 저항성과 planktonic 상태의 세균의 저항성을 CHX의 농도 및 

처리시간을 달리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다. 

    

    

    

    

    

    

    

    

    

    

    

    

    



 5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BBBBacteriaacteriaacteriaacteria의의의의    준비준비준비준비    

Stock상태의 E. faecalis 를  Blood heart Infusion (BHI) agar plate상에 넓게 

펴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Agar plate에서 bacterial colony를 채취하여 BHI 

broth에 접종한 후, 섭씨 37도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한다. 배양된 

suspension에서 5 µl를 덜어내어 10 ml의 BHI broth에서 재배양한다. 마지막

으로 형성된 suspension의 OD 값이 1.1 정도(600nm)에 이르면 실험에 사용

한다. 사용된 OD값은 pilot study를 통해 bacteria growth curve를 제작한 후, 

stationary phase때의 OD값을 측정한 것이다. 

 

약제의약제의약제의약제의    처리처리처리처리    및및및및 CFU  CFU  CFU  CFU 측정측정측정측정    

총 9개의 group으로 나누어 약제 처리를 시행하였는데, 약제는 0.2% CHX, 

2% CHX, 증류수(대조군) 의 3 group 이며 이들을 각각 4 min, 8 min, 15 min 

처리하여 결과를 얻었다. 각각의 용액 3 ml로 원하는 시간만큼 처리한 후, 여

분의 용액을 소독된 거즈에 흡수 시킨다. 이후 즉시 membrane filter를 3 ml

의 CHX 중화제에 1분간 담가 놓는다. 중화제 처리 후에는 membrane상의 세

균을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1분간 vortexing하여 준다.  

 3 ml의 이러한 suspension에서 0.5 ml를 따로 덜어내어 1.5 ml ependorf 

tube에 옮긴다. 이들을 각각 10배의 연속희석을 시행하고, 희석된 samp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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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BHI agar plate에 20 ul씩 3회 접종한다. 각각의 군에서 24시간 후에 

colony의 수를 세어 정리하여 계산한다 

 

E. faecalisE. faecalisE. faecalisE. faecalis planktonic suspension planktonic suspension planktonic suspension planktonic suspension    

BHI agar plate 상에 membrane filter를 올려놓고 앞서 만들어진 suspension

을 90 µl씩 3회에 걸쳐 총 270 µl를 접종한다. 각각의 접종 사이에는 약 10분

간의 간격을 두며, 마지막 접종 후에도 1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일종의 

biofilm에 대한 대조군 으로써 membrane상에 planktonic 상태로 세균이 위치

하도록 재현한 것이다. 준비가 끝나면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약제처리를 시행

한다. 

 

E. E. E. E. faecalisfaecalisfaecalisfaecalis Bio Bio Bio Biofilmfilmfilmfilm    의의의의    재현재현재현재현    

 Biofilm을 재현하기 위해 Luppens가 소개한 방법(2002)을 사용하였다. 먼저 

coupon이 포함된 culture container을 sett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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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Fig 1.Fig 1.Fig 1.  Diagram of culture container with coupons 

 

 준비된 coupon carrier에 membrane filter를 넣어 무균상태에서 setting한다. 

10분의 1로 희석된 BHI 용액을 한 시간 동안 pumping한다. 

 Pumping을 정지하고 culture container상에서 9 ml의 BHI 용액을 제거한다. 

이후 9 ml의 bacteria suspension을 접종한 후 30분간 섭씨 30도의 항온조에

서 대기한다. 이는 pulp 내부의 온도를 재현하기 위함이다. 30분이 지난 후에

는 container안에서 9 ml의 suspension을 다시 제거하고, 9 ml의 fresh한 희

석된 BHI를 첨가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pumping을 재개한다. 

 섭씨 30도의 항온조에 완성된 culture container를 설치한 후에, 24시간

(1-day group) 및 1주(7-day group) 동안 배양한다. 각각 원하는 시간만큼 

키운 후에 부착되지 않은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무균상태의 1/10 BHI로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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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척한다. 이 실험군들에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CHX처리를 시행한다. 

 

통계통계통계통계    처리처리처리처리    방법방법방법방법    

Planktonic, 1 day biofilm, 7 day biofilm group 간의 비교를 위해 시간단위당

세균 수의 변화량을 one-way ANOVA 와 Duncan grouping으로 유의차를 확

인하였다. 또한 각 group내에서의 결과의 비교를 위해 세균수의 절대값을 

one-way ANOVA 와 Duncan grouping으로 각각의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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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0.2% CHX

0

1

2

3

4

5

6

0min 4min 8min 15min

P

1B

7B

 

FigFigFigFig.... 2. 2. 2. 2. Susceptibility of E. faecalis cells after exposure to 0.2% CHX  

(P : Planktonic cell group,  1B : 1-day biofilm group,  7B : 7-day biofilm 

group ; * : P value<0.0001, ** : P value<0.0001) 

 

* 

**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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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X

0

1

2

3

4

5

6

0min 4min 8min 15min

P

1B

7B

 

FigFigFigFig....    3333.... Susceptibility of E. faecalis cells after exposure to 2% CHX  

(P : Planktonic cell group,  1B : 1-day biofilm group,  7B : 7-day biofilm 

group ; * : P value < 0.0001) 

 

먼저 일정한 농도의 CHX처리 시에 시간에 따른 세균의 감소량을 살펴 보았다. 

0.2% CHX처리를 한 군을 살펴보면 planktonic, 1-day biofilm, 7-day biofilm

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Fig. 2.) 0min에서 4min까지의 각각의 변화량에 유의차

가 있었고(p<0.0001), 0min에서 15min의 세균 변화량은 planktonic, 1-day 

biofilm과 7-day biofilm간에 유의차가 있었다(p<0.0001). 한편, 2% CHX처리

를 한 군을 살펴보면 planktonic, 1-day biofilm, 7-day biofilm을 비교한 그래

*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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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서 (Fig. 3.) 0min에서 4min사이의 변화량은 planktonic, 1-day biofilm과 

7-day biofilm간의 변화량에 유의차가 있었으며 (p<0.0001), 0min-15min에서

도 마찬가지로 planktonic, 1-day biofilm과 7-day biofilm간에 유의차가 있었

다(p<0.0001). 

0

1

2

3

4

5

6

4min 8min 15min

DW

0.2%Chx

2%Chx

  

FigFigFigFig.... 4 4 4 4.... Decrease in the number of bacteria with time at 7-day group ( DW : 

distlled water(control), 0.2% CHX : 0.2% Chlorhexidine, 2% CHX : 2% 

Chlorhex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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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4min 8min 15min

DW

0.2%Chx

2%Chx

 

FigFigFigFig.... 5 5 5 5.... Decrease in the number of bacteria with time at planktonic cell group 

 

각각의 group내에서 (planktonic cell group, 1-day biofilm group, 7-day 

biofilm group) CHX의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세균의 감소량을 그래프로 나타

내 보았다. (Fig. 4 , Fig. 5) Planktonic cell group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세균

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량에 있어서 서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다

(p<0.0001). 또한 7-day group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세균의 수가 감소하였으

나 그 감소량이 서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 CHX 처리를 하

였을 때 4분과 15분 사이에만 세균의 감소량에 유의차가 있었다. 1-day 

group과 planktonic group의 경우 2% Chlorhexidine의 15분 처리하에서 대

부분 사멸하였으나 7-day group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살아남았으며 

그 차이는 약 2 log CFU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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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 6 6 6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 faecalis Planktonic cells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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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 7 7 7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 faecalis    1-day biofilm (x100,000)    

    
FigFigFigFig.... 8 8 8 8. . . .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 faecalis    7-day biofilm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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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전자현미경상에서 관찰한 planktonic cell 과 biofilm에서의 세균의 배열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7-day biofilm group의 세균의 주위에 

organic material로 보이는 요소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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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E. faecalis는 광범위 항균/항생제에 저항성을 띄는 동시에 재발하는 만성치근

단 치주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선택되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biofilm model은 Luppens등에 의해 제시된 방법(2002)

으로 만들어졌다. 이 방법은 membrane filter 상에 biofilm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양분의 공급하에 perfusion culture container에서 배양하는 것이다. 

발치된 치아나 상아질 절편을 이용한 실험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sample은 근관의 다양한 형태, 상아질의 조성(콜라

겐, 석회화정도), 세균의 유무 및 상아세관으로의 세균 침투여부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험군으로써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영양분을 공급받는 pulp 내부의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in vitro 실험을 선택하였다. 

 초기 세균의 수를 일치시키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 실험 

시에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시행하였고, 그룹간의 

초기 세균의 수는 실험전에 작성한 세균의 growth curve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결과로서 biofilm을 형성하는 세균은 planktonic 상태의 세균에 비

해 CHX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ariam등은 (2005) 이러한 

내성의 가장 큰 원인은 biofilm이 가지는 세포외기질에 의해 약제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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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ilm의 표면만에 한정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고 따라서 biofilm의 제거에는 

CHX보다는 조직용해능을 가지는 NaOCl등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E. faecalis에 대하여 CHX이 가지는 항균성은 Heiling등이나 (1992) 

Siqueira등에 (1998) 의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Lima등에 따르면 (2002) 

1-day & 3-day E. faecalis biofilm에 2% CHX을 처리하였을 때만, 완전한 세

균의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실험과는 달리 이 실

험에서는 7-day biofilm group의 경우 2% CHX 을 15분 동안 처리하였을지라

도, 완전한 세균의 사멸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1-day group이나 

planktonic group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Lima등은(2002) 1-day biofilm과 3-day biofilm을 비교해 본 결과, 3-day 

biofilm의 경우 biofilm에서 떨어지는 세균의 양이 붙어있는 세균의 양보다 많

았기 때문에 실험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Luppens가 제시한 방법으로 biofilm을 형성하였고, 떨어지는 세균의 양을 세

균배양을 통해 CFU로 확인해보니 1-day group과 7-day group사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ata not shown ). 따라서 7-day group이 실험군

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biofilm group과 planktonic cell group간의 세균

의 배열구조는 예상한 바와 달리 뚜렷한 차이점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도출된 biofilm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은 biofilm의 구조적 성질의 

변화에서 얻어졌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Porteiner등은 (2005) E. faecalis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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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선에서 세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growth phase에서 stational phase를 

거쳐 starvation phase로 들어서게 되고, 이 때 세균의 단백질 조성이 변화한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으며, 이러한 단백질 조성의 변화가 세균의 저항

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실험에서 얻어진 세균의 저항성이 

biofilm의 구조적 성질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세균 주변의 organic 

material들이나 세균의 형질변화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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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1. 7-day group에서의 세균 감소량이 planktonic이나 1-day group에 비

하여 유의차있게 나타났으므로, 세균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실

험에 있어서 7-day 동안 배양한 biofilm의 사용이 추천된다. 

2. 7-day group에서는 시간이 4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도 세균의 감소

량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CHX에 대한 저항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3. 실험실 상에서 0.2% CHX 처리한 모든 sample에서 15분간의 약제 처

리에도 불구하고 bacteria는 남아 있었으며, 2% CHX를 15분 처리한 

sample에서만 세균의 완전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bacteria의 

제거를 위해서는 높은 농도의 CHX의 15분 이상의 적용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4. E. faecalis biofilm이 형성되어 있는 근관내에서는 단시간의 CHX 근관

내 세척제 사용보다는 장시간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근관내 약제로써

의 CHX 사용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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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ceptibility of Susceptibility of Susceptibility of Susceptibility of 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Enterococcus faecalis Biofilms to Chlorhexidine Biofilms to Chlorhexidine Biofilms to Chlorhexidine Biofilms to Chlorhexidine    

    

HyunHyunHyunHyun----Joon ChangJoon ChangJoon ChangJoon Ch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young Jung, D.D.S, M.S.D, Ph.D) 

 

 

I. ObjectiI. ObjectiI. ObjectiI. Objectivesvesvesves: Enterococcus faecalis has been suggested to be an important 

etiological agent in endodontic fail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bacterial efficacy of chlorhexidine(CHX) on the biofilm, of E. 

faecalis depending on the time of application and on the concentration of 

CHX , antimicrobacterial efficacy of biofilm with planktonic cell was 

compared. 

                                                                                                                     

II. Materials & MethodII. Materials & MethodII. Materials & MethodII. Materials & Methodssss: Experimental specimens were divided to three 

groups. Group I was planktonic cell group ( as control ) and Groups II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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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e Biofilm groups. Biofilms were grown in a simple apparatus that 

consisted of a vessel containing 1/10 Blood Heart Infusion (BHI), a micro 

pump, a culture container (perfusion culture container; Minucells and 

Minutissue. Bad  Abbach, Germany), and a vessel with waste, all connected 

by silicon tubing. Twenty coupons (diameter 13mm), each held by a coupon 

carrier (Minusheet; Minucells and Minutissue) were placed in the culture 

container and used as surfaces for biofilm formation. All coupons and 

spports were cautoclaved before use. In group II, biofilms were allowed to 

develop for 24 hours at 30 degrees with a constant nutrient flow, and in 

group III, the biofilms were obtained by same method for 7days. In group II & 

III, Each specimens were removed by container and washed by 1/10 BHI for 

remove unattatched cells. And then, the specimens were soaked with 3ml 

test solution(0.2% CHX, 2% CHX, DW(control)) for determined time (4min, 

8min, 15min). These coupons were Detoxified with solution (containg 3% 

Tween 80 + 0.3% L- a Lecithin)  for 1min and vortexed for 1min to 

re-suspend the organisms. Ten-fold serial dilution were generated in DW by 

1ml of each suspensions. Each dilution was seeded onto BHI agar plates , 

and the colony-forming units copunted after 24h of incubation. 

     

III. ResultsIII. ResultsIII. ResultsIII. Results: The difference in gradients of bacterial killing between gro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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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tonic cell group) and group III (7-day biofilm group) was significant 

(p<0.0001).  

 

IV.IV.IV.IV.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E. faecalis 7-day biofilm groups have more resistant to CHX 

comparing with 1-day biofilm groups or planktonic cell groups    

 

Key Word: Key Word: Key Word: Key Word: E. faecalis, biofilms , Chlorhexidine, 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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