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5, No. 1, 2010

  31

출력 이 가 구강미생물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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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주염이나 구취발생과 련된 구강미생물에 한 출력 이 의 살균효과를 찰하기 하여,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P. gingivalis 2561), Prevotella intermedia (Pr. intermedia)에 감수성증가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실험균

주의 민감성을 증가시킨 후 출력 이  650nm의 장을 연속 으로 1분, 2분, 3분, 5분간, 각각 1cm, 2cm, 3cm 거리에

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oluidine blue O(TBO) 처리 후 650nm의 장으로 3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은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에 비해 99.99%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2. Pr. intermedia의 경우 TBO 처리 후 650 nm의 장으로 3 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은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에 비해 99.8%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3.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BO 처리 후 650 nm의 장을 연속으로 각각 1분, 2분, 3분간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균효과가 차 증가되었다. 

4. P. gingivalis 2561의 경우 조사거리가 1 cm, 2 cm, 3 cm으로 증가할수록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되었다. 

5. Pr. intermedia의 경우 조사거리가 1 cm, 2 cm, 3 cm으로 증가할수록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되었다.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 이 의 살균효과는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사거리가 짧을수록 살균효과가 증가되

었는데, 살균효과가 가장 게 나타난 3 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에서도 TBO만 처리한 경우보다 99.8%  이상의 

살균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출력 이 의 구강미생물에 한 살균효과는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photosensitizer의 부작용이 없는 한계 내에서 사용한다면 출력 이 가 치주염, 임 란트주 염 등에 한 보조

 치료와 구취조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출력 이 , 구강미생물, P. gingivalis 2561, Prevotella intermedia

1)Ⅰ. 서    론

  구강은 작된 음식물을 장 계에 달하고 소

화를 시작하며 연하를 해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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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막혔을 때에는 호흡을 한 기도를 제공해주기

도 한다. 한, 구강 막은 감각, 체온조 , 방어, 분비 

등의 기능을 하며, 그 기능에 따라 작 막, 피복

막, 특수 막 등으로 구분되어 피부와는 구조 으로 

다른 몇 가지 차이 을 가지고 있어 구강의 면역체계

를 형성하여 구강건강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11,12)

  한 구강 막의 액은 동맥으로 부터 차 작은 

가지로 분지되면서 기 상피세포의 바로 아래에 있

는 유두층에 까지 범 한 모세 망을 형성함으

로써 피부보다도 훨씬 풍부하게 액공 이 이루어

지게 하여 역시 구강 내 손상이 빠르게 치유되거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7)

  이와 더불어 타액은 구강 막의 보호기능과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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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기능이 있어 구강조직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타액은 구강세균의 활동을 조 하는 항균

기능도 있어 구강에 나타나는 세균의 분포를 결정하

는데 요한 인자가 되며 결과 으로는 구강감염질

환의 개시나 진행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타

액 분비의 감소나 타액 조성의 변화가 구강세균의 분

포에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구강감염질환의 이

환률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8-13) 

  타액 내에는 약 500 여종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

들 부분의 세균은 구강 상주균으로서 정상 구강 

막에 항원을 제공하며 구강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병

원균의 침입  정착을 방해함으로써 구강의 항상성 

건강을 유지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14-16)
 

  한 그 에는 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구취를 발생시키고 치아우식

증, 치주질환 등의 질환을 일으켜 섭식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통증을 유발하며 치아상실을 래하기도 

하며,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7,18) 

  따라서 최근에는 구강질환의 치료  구취제거를 

한 연구와 임상 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성과도 나날이 발 하고 있다.

  구강 병원균을 억제하기 하여 사용하는 화학재

제는 부분 항균목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분

의 경우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는 

인체에 해작용이 있고, 내성균을 만들 수 있으며, 

균교 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

강감염질환의 방이나 구강세균의 지속 인 억제를 

한 목 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는 구강세정제내에 강력한 화학제재를 

첨가할 수도 있으나 병원균과 함께 구강 상주균도 제

거될 가능성이 있어, 구강 상주균을 건강하게 유지시

킨 채로 병원균만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출력 이 에 의한 

photosesitization의 활용이 두되고 있는데,
28-32)
 

출력 이 는 periimplantitis를 유발한 후 출력

이 를 사용한 photosensitization therapy에 사용되

고 있다.
29-32)

  따라서 본 연구는 출력 이 를 치의학 분야에 

활용하고자, 치주염과 구취 발생에 련된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등에 출력 이 를 조사하여 그 살균효과를 밝힘

으로써 구강 내 질환자에 한 우수한 치료, 는 

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 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균주로는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P. gingivalis 2561), Prevotella 

intermedia (Pr. intermedia)를 사용하 으며, 항균실

험에 사용된 이 는 650nm 장의 10mW Diode 

Laser를 사용하 고, photosensitizer로는 100μg/ml 

농도의 toluidine blue O (TBO; C.I. 52040)를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1) 균배양

  P. gingivalis 2561와 Pr. intermedia는 half- 

strength brain heart infusion (BHI; Becton and 

Dickinson Company, Sparks, MD, USA)과 효모 추

출물 (5 ㎎/㎖; Duchefa Biochemie), hemin (5 ㎎/㎖; 

Sigma), vitamin K (0.2 ㎍/㎖; Sigma)가 첨가된 액체

배지와 Tryptic soy broth (TS)에 효모 추출물 (1 ㎎/

㎖), hemin (5 ㎍/㎖), vitamin K(0.2 ㎍/㎖), Micro 

agar (1.5%;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 면양

구 (sheep blood; Medex)가 첨가된 한천배지에

서 24∼48시간동안 37℃의 기조건에서 배양을 하

다.

2) 출력 이 의 조사  생균수 측정

  24시간 배양한 실험균주 배양균액의 일정액을 새 

BHI 액체배지에 종하여 이를 96(12x8)well의 

round bottomed, micro-titre plate에  toluidine blue 

O (TBO)가 100μg/ml 되도록 각각 200 ㎕씩 주입하

여, 1분간 magnetic stirrer bar로 혼합처리한 후, 

650nm의 장으로 1 ㎝, 2 ㎝, 3 ㎝의 거리에서 각각 

출력 이 를 1분, 2분, 3분, 5분간 조사하 다. 이

를 100 ㎕ 취하여 인산완충생리식염수(pH 7.0)가 900 

㎕ 담긴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vortex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10-0 ~10-8까지 단계 희석하

으며 BHI 한천배지에 희석 균액 100㎕를 하한 후, 

무균 처리된 삼각유리막 로 한천배지 에 균일하

게 도말하 고 실험균주의 배양 조건에 따라 72시간 

배양하여, 생균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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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은 10
-7
까지 희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195(CFU/㎖) 으며, TBO처리 후 605 nm의 장으

로 3 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은 10-1까지 

희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109(CFU/㎖), 10
-2
까

지 희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109(CFU/㎖)로 

실험 조군에 비해 99.99%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

었다(Table 1).

  Pr. intermedia의 경우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

은 10-7까지 희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47(CFU/㎖) 으며, TBO처리 후 605 nm의 장으로 

3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은 10-4까지 희

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198(CFU/㎖), 10-5까지 

희석하여 도말하 을 때, 생균수 73(CFU/㎖)로 실험

조군에 비해 99.8%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BO 처리 후 650nm의 

장을 연속으로 각각1분, 2분, 3분, 5분간 조사한 실

험군의 경우, 1 cm에서 25(ｘ10), 7(ｘ10), 3(ｘ10), 0

(ｘ10)(CFU/㎖)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균효과가 

차 증가되었다. 한 2 cm에서 64(ｘ10), 43(ｘ10), 

32(ｘ10), 17(ｘ10)7(CFU/㎖)로, 3 cm에서 109(ｘ10), 

87(ｘ10), 51(ｘ10), 33(ｘ10)(CFU/㎖)로 시간이 길어

P. gingivalis 

+ 

Toluidine Blue O

viable count(CFU/㎖)

L-S-

Control
L-S+ L+S-

L+S+

1㎝ 2㎝ 3㎝

298(ｘ107) 195(ｘ107) 269(ｘ107)

1 min.
25(ｘ10) 64(ｘ10) 109(ｘ10)

0(ｘ10
2) 0(ｘ102) 5(ｘ102)

2 min.
7(ｘ10) 43(ｘ10) 87(ｘ10)

0(ｘ102) 0(ｘ102) 1(ｘ102)

65(ｘ108) 6(ｘ108) 53(ｘ108)

3 min.
3(ｘ10) 32(ｘ10) 51(ｘ10)

0(ｘ10
2) 0(ｘ102) 0(ｘ102)

5 min.
0(ｘ10) 17(ｘ10) 133(ｘ130)

6(ｘ10
2) 0(ｘ102) 0(ｘ102)

Table 1. Viability of bacterial suspensions before (L - S -) and after (L - S +) treatment with photosensitizer in the 

absence of laser light and after exposure to laser light in the absence of a photosensitizer (L + S -)

질수록 살균효과가 차 증가되었다(Table 1).

  Pr. intermedia의 경우 TBO 처리 후 650nm의 

장을 연속으로 각각1분, 2분, 3분, 5분간 조사한 실험

군의 경우, 1 cm에서 64(ｘ10
4
), 32(ｘ10

3
), 33(ｘ10

3
), 

28(ｘ103)(CFU/㎖)로, 2cm에서 103(ｘ104), 65(ｘ103), 

58(ｘ103), 57(ｘ103)(CFU/㎖)로, 3cm에서 198(ｘ104), 

147(ｘ10
3
), 114(ｘ10

3
), 133(ｘ10

3
)(CFU/㎖)로 1분에

서 2분으로 시간이 길어질 때 살균효과가 10배 이상 

증가하 으나, 2분에서 3분, 5분으로 시간이 길어질 

때는 살균효과 차이에 유의성이 없었다(Table 2).

  조사거리와 련하여서는 조사거리가 1cm, 2cm, 

3cm으로 증가할수록 P. gingivalis 2561와 Pr. 

intermedia에서 모두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되었다. 

P. gingivalis 2561의 경우 조사거리가 1cm, 2cm, 

3cm으로 증가할 경우, 1분에서 25(ｘ10), 64(ｘ10), 

109(ｘ10)로, 2분에서 7(ｘ10), 43(ｘ10), 87(ｘ10)로, 3

분에서 3(ｘ10), 32(ｘ10), 51(ｘ10)로, 5분에서 0(ｘ

10), 17(ｘ10), 33(ｘ10)로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하

다(Table 1).

  한 Pr. intermedia의 경우 조사거리가 1cm, 2cm, 

3cm으로 증가할 경우, 1분에서 64(ｘ104), 103(ｘ104), 

198(ｘ10
4
)로, 2분에서 32(ｘ10

3
), 65(ｘ10

3
), 147(ｘ

103)로, 3분에서 33(ｘ103), 58(ｘ103), 114(ｘ103)로, 5

분에서 28(ｘ103), 57(ｘ103), 133(ｘ103)로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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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intermedia  

+ 

Toluidine Blue O

viable count(CFU/㎖)

L-S-

Control
L-S+ L+S-

L+S+

1㎝ 2㎝ 3㎝

23.4(ｘ108) 47(ｘ107) 21.9(ｘ108)

1 min.
64(ｘ104) 103(ｘ104) 198(ｘ104)

9(ｘ10
5) 31(ｘ105) 73(ｘ105)

2 min.
32(ｘ103) 65(ｘ103) 147(ｘ103)

6(ｘ10
4) 13(ｘ104) 38(ｘ104)

9(ｘ109) 2(ｘ10
8) 11(ｘ107)

3 min.
33(ｘ103) 58(ｘ103) 114(ｘ103)

5(ｘ104) 8(ｘ104) 46(ｘ104)

5 min.
28(ｘ10

3) 57(ｘ103) 133(ｘ130)

5(ｘ10
4) 9(ｘ104) 29(ｘ104)

Table 2. Viability of bacterial suspensions before (L - S -) and after (L - S +) treatment with photosensitizer in the 

absence of laser light and after exposure to laser light in the absence of a photosensitizer (L + S -)

Ⅳ. 총   고찰

  구강은 작된 음식물을 연하시키고 소화를 시작

하게 하며 호흡을 한 기도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한, 구강 막은 감각, 체온조 , 방어  분비 등의 기

능을 하며, 그 기능에 따라 작 막, 피복 막, 특수

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강 막은 표피의 두께, 

각화정도, 상피 내 흑색소의 양, 결체조직 내  등

의 향으로 피부보다는 색깔이 짙고, 늘 젖어 있으

며, 모낭, 피지선, 한선 등이 많은 피부에 비해 부속기

이 고, , 음식물, 치아 등에 의해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강 막의 상피세포층은 피부보다 두

껍고 상피능선도 결체조직 내로 깊게 연장되어 있어 

조직학 으로 구강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당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1-3)

  구강 막의 액은 막하층 부  는 망상층의 

깊숙한 부 에서, 표면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동맥을 

통하여 공 된다. 이들 은 차 작은 가지로 분지

되면서 그물층에서 인  과 서로 문합한 후, 기

상피세포의 바로 아래에 있는 유두층에서 범 한 

모세 망을 형성한다. 이 모세 망에서 모세  

고리가 결합조직 유두로 올라가서 상피의 기 층 가

까이에 까지 도달한다. 구강 막의 이러한 분포

는 피부보다도 훨씬 풍부하며, 피부에서는 모세

고리가 모낭에만 련되어 나타나므로 구강 막이 

피부보다도 훨씬 짙은 색을 띠며, 온도조 기능이 있

는 피부와는 달리 사람의 구강 막에는 동정맥문합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신 구강 막에는 소동맥과 

모세 들이 범 하게 문합을 형성하고 있어, 이

러한 양상은 손상을 받았을 때 피부에 비해 구강 막

이 훨씬 빠르게 치유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4-7)

  구강의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구강의 내 인 

요소와 외 인 요소가 충분하게 잘 조 되어야 하는

데, 내 인 요소로는 건강한 해부학  구조와 면역학

 항성을 들 수 있고, 외 인 요소로는 구강 내 미

생물과 타액 내의 Ig A와 같은 면역물질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8-13)

  이와 같은 구강건강을 한 외 인 요소들은 모두 

타액 내에 함유되어 있는데, 타액 내에는 최소한 500

여종의 세균이 있으며, 배양이 불가능하거나 분리법

이 제한 이어서 아직 분리하지 못한 세균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병원성 세균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

의 부분이 무해한 균으로 알려져 있다.16)이들 부

분은 구강 상주균으로서, 병원성 세균이 구강 내에 정

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강화함으

로서 건강한 선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14,15) 

  그러나 이  특정 미생물 군이 발인자에 의하여 

유해균으로 환되어 증식하면 구강 내 질환이 발병

하기도 하는데, 표 으로 Porphyromonas, 

Actinobacillus, Prevotella , Streptococcus mutans, 

Fusobacterium, Candida albicans 등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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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치수  치근단 감염, 

구강안면조직 는 악골 감염 등의 질환들이 바로 구

강 내의 상주균에 의한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다.17,18)  

  성인형 만성 치주염은 성인에서 가장 빈발하는 질

환으로 성인의 70~80%가 경험하고 있으며 치아상실

을 래하는 가장 요한 질환이다. 치주염과 련된 

가장 요한 세균군은 red complex라고 하는데, 여기

에는 P.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Trepo-

nema denticola가 있고,19)  다음으로 요한 세균군인 

orange complex에는 Pr. intermedia, Fusobacterium 

nucleatum/periodonticum subspecies, Prevotella 

nigrescens, Peptostreptococcus micros 등이 있다. 

Red complex는 사춘기 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

춘기 이후에 주로 나타나며 임신 4개월에 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호르몬 변화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이며,
20) 

잇몸에서 출 이 있을 때 이들 red 

complex는 구를 용 시켜 heme/iron을 취함으로

써 치은연하치태에서 red complex가 우세하게 존재하

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1)
 이들은 trypsin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강력한 cysteine proteases를 활성화 시

키며22) 이를 통해 치주조직을 괴하는데 직  여하

거나 조직의 단백질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반

응을 유도하여 간 으로 치주조직 괴한다.23)

  본 실험에서는 red complex에 해당하는 P. 

gingivalis와 orange complex에 해당하는 Pr. 

intermedia를 상으로 실험하 는데, 그 이유는 Pr. 

intermedia가 red complex에 비해 비교  심이 

은 상이지만,  Pr. intermedia가 red complex와 마

찬가지로 치주염 원인균으로서 요할 뿐만 아니라 

치주조직의 괴정도가 큰 치주병소일수록 더 많이 

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4)
 더욱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태시료 채취, 생균 배양, 균동

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고 인 세균종 출 율 조

사방법에서는 Pr. intermedia의 치주염 병소 출 율

이 낮게 나타나지만, 생균 배양이 필요없고 고 인 

세균종 출 율 조사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균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quantitative real-time PCR 

방법에서는 Pr. intermedia가 오히려 치주염과 련

해서는 가장 많이, 가장 의미 있게 증가하는 세균종으

로 밝 지고 있기 때문이다.
25)

  Pr. intermedia는 그람음성 기성 간균으로 수직

인 치조골흡수에 여하는 치주감염균으로 P. 

gingivalis와 집합체를 이룬다고 보고되어있다. Pr. 

intermedia는 원래 Bacteroides genus속에 속해 있

으며, 주로 치은열구에 서식하는 균으로서, 가끔 치은

염이나 입과 련된 화농성 병소에서도 분리된다. 

Pr. intermedia는 액한천에 배양 시 아포를 형성하

지 않고 약 1.25mm의 둥 고 반투명하며 볼록한 균

집락을 형성하고, 2~21일 배양하면 흑색색소를 생성

한다. 생화학 으로 lactose는 발효하지 않으나, 

glucose와 sucrose 발효능이 있고, Indole과 lipase, 

분 가수분해에는 양성이지만 catalase에는 음성이며 

6.5% NaCl이나 20% bile로 성장이 억제된다. 항생제 

vancomycin(5㎍)과 kanamycin(1000㎍)에 내성을 보

이며 colistin(10㎍)에 감수성이 있고, 30~50%정도의 

균주가 β-lactamase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6)
 한편 Pr. intermedia는 치주인 세포를 자극하

여 matrix metalloproteinase-9를 생산하여 치주조직 

괴에 참여하기도 한다.27) 

  다양한 구강감염질환을 방하거나 치료하기 해

서는 구강 내의 유해균들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

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고 으로는 클로르

헥시딘(chlorhexidine)과 같은 화학제재를 사용하기

도 하 으나, 클로르헥시딘은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

고 치면에 장시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으로 

치태를 억제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구강 

상주균의 균형을 깨뜨리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어 

최근에 출력 이 를 이용한 구강감염질환의 치료

에 한 연구가 두 고 있다.

  최근 이 는 고출력 이 와 출력 이 가 각

각 임상의 여러 분야에서 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
33-41)
 고출력 이 는 조직을 탄화시킴으써 암의 

제거 등 복잡하거나 단순한 외과  제술이나 충치

제거 등에 사용되고 있고,33-35)  Diode, He/Ne gas, 

GaAIAs 등의 종류가 있는 출력 이 는 출력이나 

장에서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용도도 다양하다. 

출력 이 는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창상치유를 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쉐그  증후군환자의 치

료나 턱 장애 환자에 있어서의 통증조 , 민한 

치아에 한 처치, HSV 감염증에 의한 연조직 질환 

등의 치료, 수술 후의 치유 진을 한 목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36-39) 한 이  도 러를 이용하여 

신체표피의 액양과 흐름의 변화를 찰함으로써, 

치수를 진단하거나 행과 련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후 후를 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40-42) 

이 는 향후 임상의학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진

단, 치료기기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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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이 를 이용한 치은염이나 치주염 치료에 

한 연구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보고되었는

데,43,44) 이들은 체로 염증의 치유에 하여 보고하

으나, 임틀란트 후의 주 염증 치료에 있어서는 세

균을 억제함으로서 임 란트 주 염을 치료하려고 

노력하 다.28-32)

  구강병원균 억제에 한 연구는 toluidine blue O와 

함께 He/Ne gas laser를 용한 경우 P. gingivalis 

에 항균효과를 보 고, methylene blue와 He/Ne gas  

laser 를 용한 경우 Fusobaterium nucleatum에서 

항균효과를 보이는 등28),  출력 이 와  

photosensitizer를 잘 조합한 경우, 치주질환 원인균

에 항균효과를  보 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1분간  650nm의 장의  Diode 

Laser를 용한 경우 P.  gingivalis를 억제한  것으

로 찰되어, 치주질환 원인균에 항균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치주질환과 구취 등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아우식증과 련된 

Streptococcus mutans, 구강 캔디다증과 련된 

Candida albicans 등에 한 항균효과를 확인하기 

한 추가 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치주염이나 구취발생과 련된 구강미생물에 한 

출력 이 의 살균효과를 찰하기 하여,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P. gingivalis 

2561), Prevotella intermedia (Pr. intermedia)에 

감수성증가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실험균주의 민감

성을 증가시킨 후 출력 이  650 nm의 장을 연

속 으로 1분, 2분, 3분, 5분간, 각각 1 cm, 2 cm, 3 cm 

거리에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oluidine blue O(TBO) 

처리 후 650 nm의 장으로 3 cm의 거리에서 1분

간 조사한 실험군은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에 

비해 99.99%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2. Pr. intermedia의 경우 TBO 처리 후 650 nm의 

장으로 3 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은 

TBO만 처리한 실험 조군에 비해 99.8%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3. P. gingivalis 2561의 경우 TBO 처리 후 650 nm의 

장을 연속으로 각각 1분, 2분, 3분간 조사한 실

험군의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균효과가 차 

증가되었다. 

4. P. gingivalis 2561의 경우 조사거리가 1 cm, 2 cm, 

3 cm으로 증가할수록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되었

다. 

5. Pr. intermedia의 경우 조사거리가 1 cm, 2 cm, 3 

cm으로 증가할수록 살균효과가 약간 감소되었다.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 이 의 살균

효과는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사거리가 짧을수록 

살균효과가 증가되었는데, 살균효과가 가장 게 나

타난 3cm의 거리에서 1분간 조사한 실험군에서도 

TBO만 처리한 경우보다 99.8% 이상의 살균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출력 이 의 구강미생물에 한 

살균효과는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photosensitizer의 부작용이 없는 한계 내에

서 사용한다면 출력 이 가 치주염, 임 란트주

염 등에 한 보조  치료와 구취조  등에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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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Low-Level Laser to Oral Microorganisms

In-Jong Yoon, D.M.D.1, Q-Schick Auh, D.M.D.,M.S.D.,Ph.D.1, 

Yang-Hyun Chun, D.M.D.,M.S.D.,Ph.D.
1, Jung-Pyo Hong, D.M.D.,M.S.D.,Ph.D.1,2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bacteriocidal effect of the Low Level Laser (LLL) against oral microorganisms which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periodontal diseases and oral malodors. The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P. gingivalis 

2561) and Prevotella intermedia (Pr. intermedia) were treated with photosensitizing substance-toluidine blue O (TBO; 

C.I. 52040) and then radiated with the LLL which has 650nm wavelength for 1, 2, 3 and 5mins. continuously upon varying 

distances of 1, 2 and 3cm for each experimental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 gingivalis 2561 which was treated with TBO and then radiated with LLL at a distance of 3cm for 1min. showed 

99.99% higher antibacterial effect in comparison to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only with TBO.

2. The Pr. intermedia which was treated with TBO and then radiated with LLL at a distance of 3cm for 1min. showed 

99.8% higher antibacterial effect in comparison to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only with TBO.

3. The bacteriocidal effect of the P. gingivalis 2561 treated with TBO was found to gradually increase as the radiation 

time of LLL extended from 1min. to 3min. at 1min. intervals. 

4. A slight decrease in bacteriocidal effect of the P. gingivalis 2561 was found as the radiation distance of LLL increased 

from 1cm to 3cm at 1cm intervals.

5. The bacteriocidal effect of the Pr. intermedia was found to slightly decrease as the radiation distance of LLL increased 

from 1cm to 3cm at 1cm. intervals.

  As the results shown above suggest, the bacteriocidal effect of LLL was found to increase as the radiation time 

extended and the distance shortened. Moreover, even the experimental group radiated with LLL at 3cm distance for 1min. 

which showed the lowest level of bacteriocidal effect, was found to have 99.8% higher bacteriocidal effect tha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treated only with TBO and, therefore, this clearly shows the bacteriocidal effect of LLL 

against oral microorganisms.

  Thus, the use of LLL is thought to become very useful for suportive treatment for periodontitis and implantitis, and 

controlling oral malodors as long as it is used within the limits where there is no side effect.

Key words: Low-Level Laser, Oral Microorganisms, P. gingivalis2561, Prevotella inter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