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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구강 내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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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ilver Ion Containing Elastomers on Oral
Pathogenic Microbes
Yoon Ah Won1), Dong Yul Lee1), Jing Yong Lee2), Min ji Kim3), Yae jin Kim1), Yong Kyu Lim1)*
Department of Orthodontics,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Korea University1), Department of
Micro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Department of Orthodontics,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Ewha Womans University3)
In recent days, there is much interest in the biocidal activity of silver since silver is known to be safe and effective as disinfectant and biocidal material against bacteria and viruses. There is also increased interest in the nano-sized silver particles which
can be used as effective bactericidal material.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lverized elastomers on
growth of oral pathogenic microorganisms, including Streptococcus mutans, Fusobacterium nucleatum, Porphyromonas gingivalis by
comparing with conventional non-silverized elastomers. The antibacterial efficacy of silverized elastomer against oral pathogenic microbes was investigated by modified disk diffusion test and growth inhibition test. In modified disk diffusion test, silverized elastomer
showed no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 mutans, F. nucleatum and P. gingivalis, In culture medium, the growth of S. mutans, F.
nucleatum, P. gingivalis was not inhibited by silverized elastomer. Silverized elastomer exhibited no bacteriostatic and/or bacteriocidal
effects against some experimental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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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cheie 등2)은 고정식 교정 치료 시 타
액 내 S. mutans의 수준이 증가되고 이 세균이 번식할 수

교정 치료 시 고정식 교정 장치의 장착은 구강 내 세균

있는 retentive site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Gorelic과 Geiger3)

이 번식하기 적절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치아 우

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의 50%에서 법

식증 및 치주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Rosenbloom

랑질 탈회가 발생하며 상악측절치의 순측 치경부에 백색반

과 Tinanoff1)는 고정식 교정 장치 주변의 치태 내

점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Naranjo 등4)은 브

Streptococcus mutans(S. mutans) 수준이 증가되는 것을 볼

라켓 접착 후 pocket depth, Periodontal index, Gingival
index의 수치가 올라가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치주염을

* Correspondence : Yong-kyu Lim, Division of Orthodontics,
Department of Dentistry,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Anam Hospital, 5 ga, Anam dong, Seongbuk-gu, Seoul
136-705, Korea.
Tel: 02-920-6498, E-mail: yonklim@hanmail.net
Received: Dec 09, 2011; Revised: Dec 27, 2011; Accepted: Jan 09, 2012

유발하는 주요 세균의 수치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고정
식 교정 치료 시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불화주석 도포를 하는 경우 도포 전과 비
교 시 타액 내 S. mutans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으며5), Chlorhexidine varnish를 처치하는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판되는 은이온 함유 결찰

6)

경우 S. mutans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

고무링이 대표적인 구강 내 병인균에 미치는 항균 효과를

고정식 교정 장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철사 결찰과 고무링

일반 결찰고무링과 비교하여 그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찰이 사용된다. 이 둘을 비교한 연구에서 철사보다 고무
링으로 결찰된 치아의 치태 내 병인균의 양이 더 크게 나
타났다7). 따라서 이러한 고무링 결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II. 재료 및 방법

해 불소를 방출하거나 표면 마찰을 줄이는 특수 처리된 결
찰고무링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특수 결찰고무링의 효과에

1. 연구 재료

8)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Wilson과 Gregory 는 불소방출 결
찰고무링이 타액 내 S. mutans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실험군으로 은이온을 방출하는 결찰고무링으로 소개된

있다고 한 반면 Benson 등9)은 치태 내 streptococci나

Orthoshield Safe T-tie(Ortho Organizers, Carlsbad, CA,

anearobic bacteria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USA)를 이용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일반 결찰고무링 Dentalastics

표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 hydrogel-polymer coating을 적용

(Dentaurum, Ispr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한 결찰고무링에 대해 Magno 등10)은 이 결찰고무링이 일반
2. 실험 대상 균주 및 배양 조건

결찰고무링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Streptococcus mutans GS5(S. mutans), Fusobacterium

금속 이온의 항균 작용은 이전부터 알려져 왔고 이 중

nucleatum(F. nucleatum)을 Brain Heart Infusion(Difco, BD

특히 은이온은 탁월한 항균 작용과 생체에 대한 낮은 독성

Diagnostic System, Spark, MD, USA)(BHI) 액체배지에,

으로 의학 및 치과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1). 특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P. gingivalis)균주는 Modified

히 의학적 측면에서는 화상 부위나 눈에서의 감염을 억제,

Brain Heart Infusion(MBHI) 액체 배지에 접종한 후, 85%

치료 내지 예방하고자 은이 포함된 제제를 국소적으로 적

N2, 10% H2, 및 5% CO2 상태의 혐기성 배양기(Forma

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13). 그

Scientific Co., USA)로 37℃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대수증식

리고 최근에는 은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의 일종인 Zeolite

기의 세균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균주 목록

를 제제화하여 의치상 수복을 위한 조직 조정제(tissue

은 Table 1과 같았으며, 이에 대한 배양 배지의 조성은

conditioner), 임시충전제, 또는 구강함수제에 포함시킨 후

Table 2와 같았다.

혹종의 구강 세균에 대한 항균능이나 치면 세균막의 형성
정도를 측정, 보고한 연구14-17), 그리고 Zeolite 제제를 배지

3. 항균활성 측정 시험(Disk diffusion test)

에 혼합한 후 은이온의 방출 양상과 수종의 구강 세균에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항균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확

대한 항균능을 측정, 보고한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18).
최근 교정 영역에서는 결찰고무링 표면에 silver-zeolite를

산법의 일종인 disk diffusion test19)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첨가하여 지속적인 은이온 방출을 통하여 교정 장치 주변

S. mutans와 F. nucleatum, P. gingivalis가 액체배지에서

에서 항균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찰고무링(Ortho Shield

Optical density가 0.1이 되도록 새로운 10 ml BHI 액체배

Safe-T-Tie, Ortho Organizers, Carlsbad, CA, USA)이 소개

지에 100:1로 계대배양하고, 성장한 S. mutans와 F. nucleatum

되었으며 은이온성분의 항균작용이 치태 내 병원성 세균

100 ㎕를 BHI 고체배지(included 1.5% Agar; Duchepha,

수를 감소시켜 교정치료 시 발생 가능한 치아 우식, 치은염

USA)에, P. gingivalis 100 ㎕는 Tryptic soy broth에 yeast

과 치주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extract(1 mg/ml; Duchefa Biochemie, USA), hemin(5 ㎍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ml; Sigma, USA), vitamin K(0.2 ㎍/ml; Sig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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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agar(1.5%; Duchefa Biochemie, USA), 면양적혈구

혐기적으로 36시간동안 진동을 가하며 배양하면서, 4시간

(sheep blood; Medex, USA)가 첨가된 고체배지에 도말한

간격으로 각각의 삼각플라스크에서 200 ㎕의 균액을 취하

후에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과 일반 결찰고무링을 각각의

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고체배지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이 고체배지들은 37℃에

triad(Dynex tech., VA, USA)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5회

서 혐기적으로 48시간동안 배양한 후 결찰고무링 주변에

반복하였다.

clear zone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각 실험을 5회 반복 관찰
하였다.

생균수 측정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삼각플라스크에서 시간에 따라

4. 구강 내 병인균의 생육에 대한 은이온의 영향
(Growth Inhibition Test)

100 ㎕ 균액을 얻어 900 ㎕ PBS(phospharated-buffered
saline)로 단계희석하고 S. mutans와 F. nucleatum은 BHI

Optical Density 변화 측정

고체배지에, P. gingivalis는 Tryptic soy broth에 yeast
extract(1 mg/ml), hemin(5 ㎍/ml), vitamin K(0.2 ㎍/ml),

은이온의 구강 내 병인균에 대한 생육 억제 추이를 관찰

Microagar(1.5%;

하기 위하여 3개씩 3군, 총 9개의 25 ml 삼각플라스크를

Duchefa

Biochemie,USA),

면양적혈구

(sheep blood; Medex, USA)가 첨가된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준비한 후 한 군의 삼각 플라스크 3개에는 20개의 은이온

37℃에서 혐기적으로 48시간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수를

함유 결찰고무링, 다른 한 군에는 일반 결찰고무링 20개를

세어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5회 반복하였다.

넣고, 나머지 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15분간 멸균(12
1℃, 1 atom)하였다. 삼각플라스크들을 5시간동안 실내온도
에 방치한 후, 각 군에서 계대배양으로 optical density가
0.1로 성장한 S. mutans, F. nucleatum, P. gingivalis 균주
액을 3 ml씩 분주하였다. 9개의 삼각플라스크를 37℃에서

Table 1. List of bacterial strains and media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Bacterial strain

Aerobic condition

Media for cultivation

Streptococcus mutans GS5

Facultative Anaerobic

BHI

Fusobacterium nucleatum

Facultative Anaerobic

BHI

Porphyromonas gingivalis 2561

Facultative Anaerobic

MBHI

BHI :Brain Heart Infusion(Difco, BD Diagnostic System. Spark, MD, USA)
MBHI : Modified Brain Heart Infusion
Table 2. Composition of MBHI medium
Compound

Unit(g/l)

Brain Heart Infusion(BD., Spark, MD, USA)

37.0

Yeast extract(Duchefa Biochemie, USA)

5.0

Hemin(Sigma, USA)

0.5

Vitamin K(Sigma, USA)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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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20). 은은 일부 내성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균

III. 연구 결과

에 대하여 광범위한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으
며21,22), 은 전극을 직류에 통과시켜 생성된 은이온(Ag+)이

1. 항균활성 측정 시험
-Disk diffusion test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23).
최근에는 은이온 뿐만 아니라 amino acid, silfadrug 유

시판되고 있는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의 구강 내 병인균

도체 등과 결합한 은이온의 복합물에 대한 항균 연구도 활

인 S.mutans, F. nucleatum, P. gingivalis에 대한 항균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4,25). 특히 silver sulfadiazine과 같은

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형된 disk diffusion test를 시행하였

은 복합물은 항균특성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상처 치료

다.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은 접촉한 구강 내 병인균에 대하

및 화상 후 감염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

여 모두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반 고무결찰과

고 있다26,27).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은 S. mutans에 대한

은이온에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의 항균작용을 관찰한 결과 생육저해

의한

미생물

불활성화

메커니즘은

효소

(enzyme)의 -SH기(thiol group)과 은이온이 반응함에 따라

환(clear zone)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S-Ag가 생성되어 미생물 불활성화가 일어나거나, 은 이온이
미생물의 세포질막(cytoplasmic membrane)에 있는 K+ 이

2. 구강 내 병인균의 생육에 대한 은이온의 영향
-Growth Inhibtion Test

온을 방출시킴으로써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킨다고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으며, 미생물의 DNA에 존재하는 염기와 반응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의 항균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미생물의 세포분열을 방해한다는 메커니즘 역시

36시간동안 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

제시되고 있다28,29). 그러나 용액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

과 Fig. 2, 3, 4에서 보는 것처럼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에

는 은이온은 응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어, 최근에는 고체

접촉된 군에서 일반 고무 결찰에 접촉한 군에서와 같이 균

상태로 사용이 가능한 나노(nano)사이즈 은입자(Ag0)를 이

의 성장 억제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용한 제품 개발 및 항균성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나노크기
의 은미립자(nanosilver)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nanosilver는 autolysin을 저해하여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것

3.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의 표면 양상 관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으로 보고되었다. Autolysin은 세포벽에 결합된 효소로 세
포벽을 구성하는 peptidoglycan을 용해하여 세균을 증식시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 주변에 접촉한 미생물의 양상을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nanosilver는 세균의

조사하기 위하여 S. mutans에 대하여 은이온 방출 고무결

생장점 부근에서 세포벽에 손상을 주어 세포벽을 절단하여

찰과 일반 고무결찰인 대조군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량의 막상 편린을 생성하고 autolysin을 불활성화 시켜

였다. Fig.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이온 방출 고무결찰

filament형 균체를 형성하여 균의 증식은 억제시키고 구취

표면의 세포는 일반 고무결찰에 비하여 부분적으로 미생물

세균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조

의 표면 접촉이 적은 양상을 보였다.

와 박31)은 nanosilver에 의하여 S. aureus와 E. coli의 세포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고 세균의 분열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 등32)도 nanosilver에 의하여 E. coli의 세포

IV. 총괄 및 고찰

벽과 원형질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새로 소개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항균효과를 알아

은(Ag, silver)의 항균작용은 예로부터 알려져서 질산은은

보고자 한 이번 연구에 사용된 Orthoshield Safe T-tie는 고

소독 및 살균에 사용되었고, 녹농균 제거에는 구연산은을

무의 표면에 silver zeolite가 함유되어 있으며 silver ze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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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 Antibacterial effect of Silver-releasing
elastomer against S. mutans GS5
A : Silverized elastomer
B : Conventional elastomer

B

S. mutans GS5

S. mutans GS5

Number of Cell (log)

Ooptical dentistry at 600 nm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Fig. 2. Effect of growth
inhibition by silverized
elastomer on S. mutans
GS5
Time (h)

Time (h)

F. nucleatum

F. nucleatum

Number of Cell (log)

optical dentistry at 600 nm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Fig. 3. Effect of growth
inhibition by silverized
elastomer on F.
nucleatum
Time (h)

Time (h)

P. gingivalis 2561

P. gingivalis 2561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Number of Cell (log)

optical dentistry at 600 nm

Control
Silverized elastomer
Conventional elastomer

Fig. 4. Effect of growth
inhibition by silverized
elastomer on P. gingivalis
2561
Time (h)

Tim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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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luminosilicate crystalline structure의 void space에 은

타내었으나 이는 silver-zinc zeolite를 이용한 것으로 zinc

이온이 첨가된 형태의 것으로 은이온은 주변의 bacteria와

역시 강한 항균효과와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므로36,37) silver

접촉 시 활성화된다33). Matsumura 등34)은 silver zeolite의

zeolite형태인 본 실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Yoshida

항균작용에서 은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

등38)은 3가지 종류의 은 함유 재료(Silver-supported anti-

였으며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microbial material, SSAM)를 첨가한 광중합형 레진의 항균

이번 연구에서 변형된 disk diffusion 법으로 조사한 구강

효과를 장기간 관찰하였다. SSAM이 첨가된 레진의 경우 S.

내 병인균에 대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항균효과는 S.

mutans에 대하여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유의할만한 항균효

mutans 및 F. nucleatum, P. gingivalis 균주에서 모두 항균

과를 나타내었다. 3개월 후 은이온 용출양은 거의 없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이

미량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통해 은이온의 항균 효과는 레

주변 접촉 균주에 대하여 항균효과를 유발할 정도의 은이

진으로부터의 은이온 방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레진 표면

온을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Disk

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본 실험

diffusion법에서 항균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변 용매를

에 사용된 silver zeolite를 함유한 결찰고무링은 은이온을

통하여 은이온이 방출되어 균주에 변화를 유발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방출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에서는 직접 접촉된 부분에서조차

른 용출되는 은이온 양의 감소나 고갈은 결찰고무링의 항

균주의 변화가 유발되지 않았다. 이는 은이온 방출이 나타

균효과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Hotta 등39)의 연구

나지 않았거나 너무 경미하여 지속되지 않는 경우, 은이온

에서도 silver-zinc zeolite가 함유된 임시수복제의 이온 용출

방출양이 지속적이더라도 그 양이 항균 활성을 나타낼 정

양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관찰 할 수 있다.

도로 충분한 양이 아닌 경우, 또한 은이온 방출이 충분하게

Kawahara 등40)은 silver zeolite의 항균효과를 최소 억제

이루어 졌더라도 세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로 평가하였

경우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

는데 이 연구에서 S. mutans.등의 gram-positive 균주는 P.

링의 은이온 방출 양과 그 지속여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gingivalis 및 다른 gram-negative 균주에 비하여 silver-

상태이므로 특히 구강 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그 작용이 어

zeolite의 항균효과에 대한 감수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S.

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utans 등의 gram-positive 균주의 세포벽은 gram- negative

35)

Casemiro 등 은 acrylic resin에 첨가된 silver-zinc

균주에 비하여 3-20배 많은 peptidoglycan을 함유하고 있으

zeolite의 양이 증가 할수록 항균 활성도 증가됨을 입증하였

며41) peptidoglycan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용출된

다. 7일간의 관찰에서 세균의 성장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나

은이온이 세균에 대한 분해능을 발휘하기 전에 세포벽 구

A

B

Fig. 5. Scanning elactron microscophs of S. mutans(X 30)
A : Silverized elastomer
B : Conventional elastomer

A

B

Fig. 6. Scanning elactron microscophs of S. mutans(X 2000)
A : Silverized elastomer
B : Conventional ela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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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결합하게 되므로 항균효과가 덜하게 된다.

(experimental composite adhesives; ECA)의 물리적, 항균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ram-positive인 S. mutans 뿐만

적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ECA는 일반적인 교정용 접착제에

아니라 gram-negative인 P. gingivalis와 F. nucleatum에서

비해 균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장

도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

양상의 차이는 은이온의 항균효과나 은이온 함유량에 의해

링의 항균효과는 의심스럽다 할 수 있다.

명백히 설명될 수는 없으나 surface free energy(SFE)와 같

Silver zeolite에서 은이온 용출이 가능하려면 주변의 용

은 표면 특성이 항균효과에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말하

매에서 이온 교환이 가능하도록 양이온 함량이 충분해야

고 있다. Metafasix technology를 접목하여 개발되었던 마

42)

한다 . 그러므로 silver zeolite의 장기간 효과는 용매의 특

찰감소 결찰고무링의 경우 표면의 코팅과 윤활제로 인하여

43)

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 본 실험에서는 각 세균의 배

세균의 접착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였으나10), 일반 결찰고무

양액에서 항균성을 검사하였으며 이는 다른 문헌에서 시행

링에 비교하여 오히려 마찰 감소 처리된 결찰고무링이 표

된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배지를 이용하여 은이온의

면의 미세한 균열과 폴리머 코팅이 retentive site로 작용하

44-46)

항균성을 실험한 이전의 다양한 연구

에서는 각 병인균

여 bacterial contamination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에 대하여 은이온의 항균성이 입증되었으며 본 실험은 실

이전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은이온의 항균효과를 뒷받침

험 기간이 long-term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배양액이 항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in vitro상의 은이온 함유 결찰고

균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링의 항균효과는 구강 내 병인균의 성장을 저해할 정도

타액은 다양한 무기염을 함유하여 개인에 따라 다양한

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게 위해서 은

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이온 용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타액 내에서의 실제 은이온 용출

47)

39)

다 . Hotta 등 은 은이온과 아연(Zinc)이온의 항균효과를

양을 측정하고, 타액으로 용매를 교환하여 실험하였을 때

조사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 그들

구강 내 병인균에 대하여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항균

의 실험에서는 용매로 탈이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의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고무결찰이 구강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 타액

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가적인 연구가 수행된 후에 은이온

에 의해서 빠르게 코팅되고 타액 내 단백질과 organic-film

함유 결찰고무링의 효과에 대한 진전된 다각적 평가가 가

이 결찰고무링 주변에 축적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은이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을 방출시키는 의료용 재료가 임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제기된다48). 그러므로

V. 결 론

본 연구에 사용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은 임상적으로
항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연구7)에서 불소이온을 방출하는 결찰고무링이 항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이 구강 내 병인균에 미치는 항

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에 따라 결찰고무

균 효과를 In vitro상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 본 연구에서

링의 물리적 특성이 변형되어 치태축적이 많아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불소의 치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는

1. S. mutans와 F. nucleatum, P. gingivalis에 대하여 은

데 본 연구에서는 fresh한 상태의 결찰고무링을 단기간의

이온 함유 결찰고무링 접촉 부위의 항균효과를 보고

실험에 노출하였음에도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자 시행한 변형된 disk diffusion test에서 대조군과의

재료의 한계성을 알 수 있었다.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물리적 특성으로 결찰고무링 표면의 질과 특성

2. S. mutans와 F. nucleatum, P. gingivalis 균주의 성장

이 있는데 이는 세균의 부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

양상에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의 항균효과 또는

등49)은 다양한 정도의 은나노 입자를 함유한 교정용 접착제

성장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조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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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생물의 성장양상은 두 군간 유의할 만한 차이를

9. Benson PE, Douglas CW, Martin MV. Fluoridated elastomers: effect on the microbiology of plaque.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4;126:325-330.

보이지 않았다.

10. Magno AF, Enoki C, Ito IY, Matsumoto MA, Faria G,
Nelson-Filho P. In-vivo evaluation of the contamination
of Super Slick elastomeric rings by Streptococci mutans
in orthodontic patient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8;133:S104-109.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은이온 함유 결찰고무링은 구강 내
병인균이 번식하는 환경에서 항균효과를 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11. Clement JL, Jarrett PS. Antimicrobial silver Metal-Based
Drugs 1994;1:4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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