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치주 질환의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치태 내의 세균이라는 사실
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치주 질환의 특정한 형
태는 이 치태 내의 수많은 치주 병인성 세균들 중에
서 특정한 세균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 9,

11, 28, 29, 35). 치주 질환의 처치에서 세균성 치태를 제
거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인 처치와 화학적인 요법이
선택되어 질 수 있는데. 기계적인 방법에 효과적으
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생제 치료가
선택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36). 따라서,
치주 역에서의 항생제 처치는 단독으로 치주염을
치료하는 데에서부터 기계적인 치료에 부가적인 처
치로서의 역까지 광범위한 사용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즉, 항생제 처치는 단순한 기계적인 방법과 마
찬가지로 치태 내의 세균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부터,
현재는 치주낭 내의 병적인 세균분포를 정상적인 세
균 분포로 변환시키려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14, 31). 

초기에는 치주 질환의 치료에 항생제의 전신적인
투여가 시행되어 왔다22). 그러나, 전신적인 항생제의
투여는 병소에서의 지속적인 약물 농도 유지를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이 투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몇 가

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국소 양치액의 경우는 깊은 치주낭 기저부까지
도달이 어려우며54), 그 약물의 유지시간이 짧은 단점
이 있다7, 33, 42, 43). 따라서, 항생 약제의 Vehicle을 이
용한 국소 송달이 비교적 효과적인 화학요법으로 선
택되는데, 그 송달방법과 사용약제는 다양하다18, 20,

31).
현재 사용되는 여러가지 국소 항생제로서는 tetra-

cycline, minocycline6), doxycycline, metronidazol27),
32) 등이 있으며, 이 중 tetracycline이 치주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범위 항생제
로서 치태 내 세균에 대한 항 미생물 활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특히 유년성 치주염에 특이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세균에 대해 효과적인 항생 능력을 보이며,
치은 열구액의 세척시 임상적으로 유의성있는 농도
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방출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저농도에서 교원질 분해효소를 억제시킴으로
서 치주조직의 파괴를 저지함이 보고되고 있고, 실험
실적 연구에서는 상아질 면을 tetracycline으로 처리
시 smear layer가 제거되고 그 표면이 탈회되는 효과
를 보여준다8, 10, 16, 17, 19, 39, 40). 

국소 송달을 위해서 1979년 Goodson이 tetracy-
cline을 함유하는 cellulose acetate hollow fiber를 개

대한치주과학회지 : Vol. 28, No. 2, 1998

성인성 치주질환에서 미노클린 국소송달제
효과에 대한 연구

최성호·현석주·구현서·서종진·조규성·채중규·김종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조직재생 연구소

193



발한 이래, dialysis tubing, acrylic strip, ethylene
vinylacetate, collagen, polycaprolactone, surgicel,
collacote, tissell 등의 system이 보고되었다17). 이와
같은 국소 송달체계의 개발은 전신적인 투여시보다
매우 소량으로도 치은연하 치태 내의 세균분포에 좋
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1). 

본 연구는 기계적인 치주 치료와의 비교를 위해
30% 미노클린 국소 송달제를 사용하여 치주 상태의
변화를 임상적 지수에 의해 관찰하고, 세균학적 차이
를 암시야 현미경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소의 지
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Y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
자 중 3-6mm의 치주낭 깊이를 가진 성인성 치주염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 다. 남자가 12명, 여
자가 8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4세에서 64세까지
(평균연령39.3세) 고, 특이할 만한 전신적인 질환
이 없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적극적인 치주 치료나
tetracycline을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투여 받지 않
은 환자를 선택하 다. 여자의 경우는 임산부나 임
신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1. 연구방법

(1) 실험군설정

각 대상 환자에서 치주염에 이환된 치아 중 3개를

선택하여 각각 1군, 2군, 3군으로 하여 각 군에 20개
씩의 치아를 선택하 다. 각 군간의 연령별, 성별 차
이는 없었다.

각 군의 대상 환자에 대해 먼저 임상 및 세균검사
후 치은연상 치석제거와 구강위생교육을 시행하
다. 이후 1군은 특별한 다른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
며, 2군은 1주 후에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 다. 3군
은 치석제거와 구강위생교육을 받은 1주 후에 미노
클린 국소 송달제*를 치주낭 심부에 삽입하 으며,
7-10일 후 미노클린 국소 송달제를 제거하 다. 초진
에서부터 4주 후 각 군의 대상환자는 재내원하여 임
상 및 세균 검사를 실시하 다. 내원시마다 구강위
생교육을 재시행하 다.
(2) 측정에사용한임상지수들

치주낭깊이(PD: Pocket Depth), 탐침시 출혈
(BOP: Bleeding on Probing), 부착수준(CAL: Clinical
Attachment level), 기타 부작용 및 환자의 불편감 등
을 관찰하 다.

① 치주낭 깊이 측정
각 군의 대상치아에서 협측 근원심, 협측 중앙면,

설측 근원심, 설측 중앙면의 6부위를 Marquis Color
coded Probe를 사용하여 조직의 저항력이 느껴질
정도까지 근단방향으로 삽입한 후, 치은변연부로부
터 치주낭 기저부까지 1.0mm단위로 측정하 다.

② 탐침시 출혈
치주낭 탐침 후 10초 후에 치은 출혈이 없는 경우

는 0, 치은 출혈이 있는 경우는 1로 하 다.
③ 부착수준
백악법랑경계부를 기준으로 치주낭 기저부까지의

거리를 치주낭 깊이 측정시 동시에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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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Abscess형성 여부, 환자의 불편감 여부, 국소 송달

제 자체의 유지 및 탈락여부 등을 관찰하 다.

(3) 미생물학적연구

치은연상 치태를 먼저 제거하고 멸균된 Gracey
curette을 대상치아의 치주낭 기저부에 넣은 후 치은
연하 치태를 채취하여 1% Gelatin이 포함된 생리적
식염수 10ml에 넣고 골고루 섞이게 하 다. 이를
slide glass에 한 방울 떨어뜨려 cover glass로 덮고 암
시야현미경으로 관찰하 다(×400). 관찰시 세균의
형태는 운동성에 주안점을 두어 비운동성 세균, 운동
성 세균으로 구분하여 관찰하 다.

(4) 통계학적분석

각 군에 있어서 치주낭 깊이, 탐침시 출혈, 부착수
준의 임상지수와 치은연하치테세균의 분포를 치료
전과 비교하며, 각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관찰하
다. 

III. 연구성적

1. 치주낭 깊이의 변화

치료 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모든 군에서 치주

낭 깊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2군에서만 치료전 3.73±0.96mm에서 치료
후 3.21±0.97mm로 감소를 보 다(p<0.05). 각 군
의 치주낭 깊이 변화에서는 4주 후에 있어서 2군의
감소량이 1,3군에 비해 유의성을 보 다 (표 1).

2. 탐침시 출혈의 변화

탐침시 출혈은 2군에서 치료전 76.3±15.2%에서
치료후 44.7±25.7%로, 3군에서 치료전 80.3±
11.0%에서 치료후 52.5±31.1%로 유의성있는 감소
를 보 다(P<0.01). 출혈정도 감소량 비교에 있어서
는 2군과 3군이 1군에 비해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
를 보았다(P<0.01)(표 2).

3. 부착수준의 변화

각 군에서 초진과 비교시 부착수준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군에서 가장 많은 부착수준의 감
소를 보 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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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gnificant from baseline : p < 0.05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 : p < 0.05

Pre-Tx Post-Tx dif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1 4.13±0.81 4.10±0.90 0.11±0.94 
Group2 3.73±0.96 3.21*±0.97 0.51+±0.78 
Group3 4.50±1.11 4.12±1.06 0.21±0.86

표 1 Mean Pocket depth(mm)

표 2 Bleeding on Probing(%)

Pre-Tx Post-Tx dif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1 75.1±12.3 67.1±21.4 8.0±25.7 
Group2 76.3±15.2 44.7**±25.7 31.6++±16.3 
Group3 80.3±11.0 52.5**±31.1 27.8++±13.2 

** : significant from baseline : p < 0.01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 : p < 0.01

Pre-Tx Post-Tx dif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1 4.71±0.86 4.69±0.97 0.02±0.12 
Group2 4.66±0.78 4.45±0.56 0.21±0.21 
Group3 4.90±0.90 4.59±0.31 0.31±0.41

표 3 Clinical Attachment level(mm) 



다. 그 변화량에 있어서도 각 군간에 유의성있는 차
이는 없었다(표 3).

4. 치은연하치태세균의 분포의 변화

전체 치태세균의 총수는 치료 후에 모든 군에서
유의성있게 감소하 다(P<0.05). 3군에서 가장 큰
감소가 있었는데, 1군의 경우 초진보다 15.2±10.1%
가 감소한 반면, 3군의 경우는 52.6±13.8%로 많은
양이 감소되었다(표 4). 운동성 세균의 비율은 1군에
서 초진시 39.8±10.3%에서 치료후 31.1±16.4%로,
2군에서 36.0±11.8%에서 30.0±15.1%로 6.0±
14.5%가, 3군에서 39.4±9.7%가 27.4±16.7%로
12.0±12.1%가 감소하여 치료전 모든 군에서 전체
치태 세균의 약 40%를 차지하던 것이 치료 후 30%내
외로 감소된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3군에서만 통계
학적인 유의차를 보 다(P<0.01)(표 5). 각 군간의
비교에서 총세균수에 있어서는 2군과 3군이 1군에
비해 유의성있는 감소를 나타내었고(p<0.05), 운동
성 세균의 감소는 3군에서 1군과 2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p<0.01). 

5. 기타

치주농양의 발생, 특이할 만한 동통이나 불편감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명의 환자에서는 일주일
후 미노클린 국소 송달제를 제거하기 위해 내원시
이미 자연탈락되어 있었다.

IV. 총괄 및 고찰

치주질환의 병인에 주요한 국소인자인 치태세균
의 제거를 위한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방
법의 일환으로 항균제의 전신투여와 국소투여를 사
용하는 방법이 발전되고 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인 P. gingivalis, F. nucleatum, A. actino-
mycetemcomitans 및 Capnocytophaga에 대해서
minocycline, doxycycline, tetracycline 등의 tetracy-
cline계나 clindamycin, erythromycin, 그리고 peni-
cillin 및 cefa계 항생제들의 항균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중 tetracycline계 항생제는 치주 병
인세균에 대해 적은 농도로도 다른 항생제와 비슷한
정도의 억제효과를 냄으로써 치주질환에 효과적으
로 알려져 왔다.

Minocycline은 tetracycline계 항생제로서 작용기
전이 서로 유사하고,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투여시
치태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6), 소량의 투여
에도 tetracycline에 비해 치은열구액내의 약제농도
가 높게 유지된다. 치은 열구내의 칼슘이온에 의해
착화(chelation)되지 않으므로 활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tetracycline보다 항균효과가 높고, 내성균의
출현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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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gnificant from baseline : p < 0.05
** : significant from baseline : p < 0.01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 : p < 0.05

Pre-Tx Post-Tx difference 
(count) (count) (%)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1 141.0±71.1 119.3±87.0 15.2±10.1
Group2 117.4±44.1 75.1**±47.0 32.9+±15.2
Group3 122.8±53.5 59.2**±32.0 52.6+±13.8

표 4 Mean count and percentage of total bacteria number

표 5 Mean percentage of motile/total bacteria ratio(%)

Pre-Tx Post-Tx dif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1 39.8±10.3 31.1±16.4 8.7±14.1 
Group2 36.0±11.8 30.0±15.1 6.0±14.5 
Group3 39.4±9.7 27.4*±16.7 12.0+±12.1

* : significant from baseline : p < 0.05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 : p < 0.01



또한 체외 실험에서, 섬유모세포에 대한 부착효과
가 tetracycline보다도 더 우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minocycline 역시, 효과적인 치은열구내 농도를 유지
하기 위하여 경구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Gram 양성
oral streptococci, E. corrodens, P. oralis 그리고
Black pigmented Bacteroides 등에 내성을 발현하게
된다. 따라서, 항생제의 부작용 없이, 일정기간 동안
충분한 농도의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항생제의 투
여방법으로 국소 송달(local delivery system)이 개발
되어져 왔다. 

Ciancio6)등은 150mg의 minocycline을 8일간 투여
시, 48시간 후에 치은열구내에서 약 6.6에서 15.9μ
g/ml의 농도가 유지된다고 보고하 다. 또한
Goodson18, 20)등은 치주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세균
활성농도를 4㎍/ml이라 보고하고 minocycline이 일
주일 이상 이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일주일
이상 치은 연하치태 및 치은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서방형 국소 송달제로 사용된 미노클
린 첨부제(Minocline Strip)는 항생물질인 염산
minocycline을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카프
로락톤의 용융물에 균질 혼합한 후 치은연하 치주낭
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필름형으로 성형제조한 첨부제
고, 폴리카프로락톤은 비흡수성의 생분해성이 있는
지방성 Polyester족의 하나로 보철물, 봉합사 등에 사
용되어져 온 물질이다. 

임상외 실험에서 4주 이후에 분해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삽입 후 1주 경과후
에 미분해된 제제를 제거하 다. 

치주낭 깊이 변화에 작용하는 약물 효과에 대한 여
러 연구가 시행되어져 왔는데 Lindhe 등25, 26)은 tetra-
cycline을 처리한 군과 치석 제거와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군, 그리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을 비
교 연구하여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군에서 가장 많
은 평균 감소량을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Van
Steenberghe등12)은 7mm 이상의 치주낭 탐침 깊이를

나타내는 군에 minocycline 연고를 사용하여 1.7mm
의 탐침 깊이 감소가 일어남을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치주낭 깊이 3-6mm(평균 4.2mm)인 부위를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 전 군에서 약간의 치주낭 깊
이만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여
러 연구가 평균 6mm 정도의 깊은 치주낭에서 실험
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깊지 않은 치주낭
을 선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Lindhe등25, 26)의 실험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기계적 처치에 의한 경우 더 많은 치주낭 탐침 깊이
감소를 얻어 치료 전, 후에 유의성있는 탐침 깊이 감
소를 나타내었다. 

탐침시 출혈정도는 minocycline 제제를 삽입한 군
이나 치근활택술을 한 군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원시마다 구강위생교육을 재실시한
것이 치은지수나 치태지수에 향을 미쳐 출혈정도
감소에 부가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
된다. Minocycline 제제를 삽입한 군에서는 치근활
택술을 시행한 군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출혈정도가
감소되어, 초진시에 6부위 모두에서 탐침시 출혈인
치아가 12개로 관찰되었던 반면, 4주 후에는 3개 치
아에서만 6부위 모두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특히
minocycline제제를 삽입한 특정 부위에서는 탐침시
출혈되는 부위가 한 치아에서만 관찰되었다.

국소항생제 투여시 부착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져 왔는데 Addy등1)은 2
주간의 단기 국소항생제 투여를 시행한 임상 실험에
서, Metronidazol 국소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2.6mm의 부착 수준 획득을, 치석제거술 시행 후에
는 1.2mm의 부착 수준 획득을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는 부착수준의 변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는데
평균 치주낭 깊이가 깊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의(4
주 )의 연 구 기 때 문 인 것 으 로 생 각 된 다 .
Minocycline 제제를 삽입한 군에서 약간의 치은퇴축
이 일어난 부위가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치은연하치태세균의 분포에 있어서는 mino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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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e 제제를 삽입한 군이나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고, 전체 세균 중
운동성 세균의 비율에 있어서는 minocycline 제제를
삽입한 군만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운동성 세
균의 분포에 있어서는 치료전 Amitage3)등은 43.4%
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고하 으나,
Listgarten과 Hellen29), Lindhe등20)의 측정치는 보다
많게 나타남을 보고하 고, 이것은 치주낭의 깊이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의 성상이나 수가 다르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또한 운동성 세균 비율 변화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50%에서 19%로 많은 양의 감소가 나타
났는데, 이는 Addy등1)의 연구에서 31.2%에서 11.7%
로 감소하는 등 다른 깊지 않은 치주낭을 사용한 실
험 결과보다 비교적 큰 감소 다. 그러나 4주 후 운
동성 세균 비율 자체는 다른 연구 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국소 송달제가 조기탈락했거나 비교
적 얕은 치주낭 깊이로 인해 세균집락의 재형성이
용이해졌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다.

Lindhe등27)은 치은연하치태의 혐기성 세균을 감
소시키는 것이 모든 세균을 제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 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항생제제의 국소투
여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Minocycline-HCl제제를 치주낭 기저
부에 위치시켰을 때 치주낭 깊이 감소, 출혈정도, 부
착수준, 세균분포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제재가
성인성 치주염에서 기계적인 처치의 보조적인 수단
으로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V. 결론

성인성 치주염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치주낭
깊이가 평균 4mm인 부위를 선택하여 치은연상 치석
제거를 한 후 30% Minocycline-HCl을 함유한 생분해
성 제제를 삽입한 군과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군, 그
리고 별다른 부가적인 치주치료를 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초진과 4주후, 그리고 각 군간의 차

이를 치주낭 깊이, 탐침시 출혈, 부착수준, 치은연하
치태세균의 분포에 의하여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치주낭 깊이의 변화는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군
에서만 치료후 유의성있게 감소하 고
(p<0.05), 술전과 술후 변화량 비교시도 치근활
택술을 시행한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차있게 많
은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2. 탐침시 출혈은 치료후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군
과 minocycline 제제를 삽입한 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p<0.01), 그 변화량에 있어서
도 부가적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많은 감소를 나타내었다(p<0.01).

3. 부착수준의 변화는 치료후 치근활택술을 시행
한 군에서 가장 크게 향상되었지만, 각 군에서
치료전과 치료후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또한, 각 군간 비교시에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치은연하 치태세균의 분포는 전체 치태세균의
수는 치료후 모든 군에서 유의성있게 감소하
으나(p<0.05), 전체 치태세균수 중에 운동성세
균의 분포에 있어서는 minocycline 제제를 삽입
한 군에서만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 다
(p<0.01). 각 군간의 비교에서는 전체 치태 세균
수 감소는 부가적 치주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군과 minocycline 제
제를 삽입한 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를 나타내
었고(p<0.05), 운동성 세균에 있어서는 minocy-
cline 제제를 삽입한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
성있게 많은 감소를 보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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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inical and Microbiological Study of the Effect of Minocycline Strip
Locally Administrated on Adult Periodontitis

Seong-Ho Choi, Suk-Ju Hyun, Hyun-Seo Koo, Jong-Jin Suh, Kyoo-Sung Cho, Jung-Kiu Chai, Chong-Kwan Kim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Periodontal Regeneration

20 Subjects with clinical diagnosis of adult periodontitis with sites having average pocket depth of 4mm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fter scaling and root planing of those sites, 30% minocycline-HCl contained in
biodegradable device were inserted in one group, scaling and root planing was carried out in another group
and the last group was without any periodontal trea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as determined
by pocket depth, bleeding on probing, attachment level, distribution of subgingival plaque bacteria.
Conclusion was made for the comparisons between baseline and 4 weeks and the groups.

1. In analysis of pocket dep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caling and root planing group only. 
2. Both the scaling and root planing group and minocycline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bleeding

on probing.
3.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ttachment level in scaling and root planing group ,but no difference

was foundbetween the groups.
4.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subgingival bacteria in all groups and the number of

motile bacteria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minocycline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sertion of Minocycline-HCl at the base of periodontal pocket was useful as an

additional aid of mechanical treatment at the point of periodontal pocket, bleeding on probing, attachment
level, microbial distribution.

Key words : Minocycline, Subgingival bacteria, Local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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