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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광감작제인 라다클로린과 포토프린을 발광다이오드에 접목하여 포도알균의 광역학치료 효

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실험방법은 황색포도알균이나 표피포도알균의 1×105CFU/㎖이 되게 균주부유액을 준비하였

고,광감작제(포토프린 또는 라다클로린)를 1.25,2.5,5,10㎍/㎖가 되도록 희석하였다.균주희석액은 에너지밀도 각

각 14.4J/cm2와 19.8J/cm2로 630또는 670파장 발광다이오드 빛을 조사하였다.황색포도알균과 표피포도알균의 집

락형성수는 포토프린 5㎍/㎖ 농도에서 33,50개의 집락이 각각 형성되었고,두 세균 모두 라다클로린 5㎍/㎖ 농도에

서는 완전한 살균을 나타냈다.유세포분석에 의한 형광강도는 정상세포보다 죽은세포에서 증가를 보였다.투과전자현

미경의 사진에서는 세포막의 손상과 부분적으로 세포형태의 파괴가 관찰되었다.이 결과로 포토프린과 라다클로린을 

이용한 광역학치료는 항균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의한다.

주제어 : 광역학치료,포토프린,라다클로린,황색포도알균,표피포도알균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hotodynamic therapy effects against staphylococci using 
Photofrin and Radachlorin with Light emitting diode(LED). Experimental methods, The bacterial suspensions 
containing Staphylococcus aureus and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 1x105 were prepared and dilut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hotosensitizer, Photofrin or Radachlorin, on 1.25, 2. 5,5 and 10 ㎍/㎖. The bacterial 
suspensions were exposed to 630 and 670 nm LED light at the energy density of 14.4 and 19.8 J/㎠, 
respectively. The CFU results of S. aureus and S. epidermidis were showed 33 and 50 colony forming at 5 ㎍/
㎖ of Photofrin, respectively and both of them perfectely were dead at 5 ㎍/㎖ of Radachlorin. The fluorescent 
intensity by flow cytometry was showed the increase in the dead cells than the normal cells. In the TEM 
photograph, the damage of bacterial membrane and the distortion of cell morphology were obser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photodynamic therapy combine with Photofrin and Radachlorin can be applied a new 
modality for antibacteri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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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학치료(PhotodynamicTherapy,PDT)는 이

빛에 민한 반응을 보이는 감작제(photosensitizer)를

종양에투여하고 감작제가활성화되는특정 장의빛

을 조사하여 화학 방법과 생물학 기 에 의해

암조직을특이 으로손상시키는암치료방법이다[1].

역학치료에 의한 세포내 작용기 의 시작은 물리 상

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기 상태의 감작제를 특정 장

의 빛으로 활성화시켜 단일항 상태나 삼 항 상태로 되

고 여기서 기 상태로 될 때 방출되는 에 지가 산소와

반응하여 활성산소(O2)를 생성시키거나(TypeⅡ반응)감

작제가 자 달계에 여하는 경우 자유라디칼이 형성

되어(TypeⅠ반응)세포 괴가 일어난다[2].포도알균속

은 그람양성의 흔히 알려진 기회감염균으로 피부 연

조직감염증등표층부의감염증에서부터심부조직감염

증까지 매우 다양하며,포도알균 열상 피부증후군은 피

부감염의 주 원인균인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S.aureus)은외독소에의해 신의피부에수포

성발진과 피부박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3,4].황색포도

알균은 다양한 감염경로를 통하여 감염증을 일으키고,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던 페니실린(penicillin)에 한 내

성균이 출 하여 이를 치료하기 한 메티실린

(methicillin)이1960년에도입되었으나,1961년에메티실

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S.aureus,

MRSA)이 확인되었다[5].국내 임상에서 분리된 황색포

도알균 MRSA균은 1990년 부터 60-70%를 차지

하고 있다[6].

표피포도알균(Staphylococcus epidermidis, S.

epidermidis)은 Coagulase음성 포도알균(Coagulase–

NegativeStaphylococci,CNS) 표 인 피부상재균

으로 병원성이 낮은 기회 감염균이다.이러한 표 인

포도알균감염은항생제의오남용으로MRSA와같은다

제내성을유발하는균들이나오면서치료가어렵게되고

있는실정이다[7].이러한포도알균들의항생제내성에서

자유로울수있는치료방법의 안으로 역학치료법이

두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포도알균성 피부감염치료로 630,670

nmLEDarray를자체개발하여 감작제인포토 린과

라다클로린을 이용한PDT의 항균효과의 유용성을알아

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대상균주

표 균주는 S.aureus(ATCC5923)와 S.epidermi-

dis(ATCC12228)을 이용하여 50%glycerolbrainheart

infusionbroth에 종하여 –70℃ 냉동고에 보 하 고,

액한천배지(Bloodagarplate,BAP)에 계 배양하여

37℃ 배양기(ThermoForma,47502-3362)에서 하루 동

안 배양하여 사용하 다.　

2.2 광원과 광감작제

본 연구에 사용된 감작제는 PhotofrinⓇ(Axcan

PharmaInc,Canada,포토 린)을 구입하여 Dulbecco's

phosphatebufferedsaline(Hyclone,USA)에 1,000㎍/㎖

로 녹여 만든 뒤 0.2㎛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 고,

RadachlorinⓇ(RADA-PHARMA Co,Ltd.,Moscow,R

ussia,라다클로린)은 액체앰 을 Dulbecco'sphosphate

bufferedsaline(Hyclone,USA)에 1,000㎍/㎖로 희석하

여 사용하 다.

원은LED를자체제작하여사용하 고,LED는5Φ

의 원통모양으로 시험 에 조사하기 해 630,670㎚

LEDarray를 각각 제작하 다.포토 린의 최 흡수

장은630nm이고라다클로린의최 흡수 장은668nm

이므로 가장 합한 장의 LEDarray를 제작하 다.

LEDarray는 가로 75mm×세로 110mmPCB 에

총 192개의 LED가 장착되었고,회로 연결은 직렬과 병

렬을 병합하 고,직류 원을 사용하 고,수명 연장과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안정 으로 항을 150Ω으로

하 으며,LEDarray와조사받는24wellplate와의거리

는 100㎜로 하고 에 지 도는 워미터 PowerMax

R(CoherentInc.,Portland,USA)로 측정하여 630㎚

LEDarray는평균8㎽/㎠의에 지로,30분동안조사

하여 최종 에 지 도는 14.4J/㎠이었고,670㎚ LED

array는 평균 11.0㎽/㎠의 에 지로,30분 동안 조사하

여 최종 에 지 도는 19.8J/㎠이었다.

2.3 집락형성수(Colony Forming Units)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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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보 되어 있는 황색포도알균와 표피포도알

균을 BAP에 종하고 loop를 사용하여 3차 획선 기

(stereaking)를 하 다.그 후 5%CO2와 37℃의 온도가

유지되는 배양기(VS-9108MS,Korea)에서 하룻밤 배양

하 다.배양된plate의배지집락의오염유무를확인하여

오염이 없을 경우 Polyethylenecaptube(SPLLife

Sciences,Korea)에Mullerhintonebroth을넣고BAP에

자란 황색포도알균과 표피포도알균을 멸균된 면 으로

1~3개의 단독집락을 딴다.그 후 탁도계(Densicheck

plus,biomeriex,USA)에장착하여McFarlandNo.0.5로

맞춘후1.5×105cells/㎖농도가되도록균주부유액을계

단 희석하 다. 감각제의 농도는 균주부유액과 함께

희석되어최종농도10,5,2.5,1.25㎍/㎖가되도록한후

혼합하 다.그 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빛을 차단

시키고37℃배양기에서1시간동안반응시켰고PDT를

시행하 다.LED조사가끝난후혼합기로혼합후BAP

에각군별로20㎕씩분주후스 더를이용하여 종

한 후 18～24시간 37℃ 배양기에서 산소성 배양 후 생

성된집락의수를세었다.각그룹별로 조군은Control,

L+P-은 LED빛만 조사한 군,L-P+은 포토 린과 라다

클로린 10㎍/㎖만을 처리한 군,L+P+10은 포토 린과

라다클로린10㎍/㎖와LED를조사한PDT군이며, 한

L+P+5,L+P+2.5,L+P+1.25는 포토 린과 라다클로린을

2배씩계단희석하여LED를조사한PDT군이다.각그

룹당6회측정하 으며,100개이상되는집락에 해서

는멸균된NormalSaline으로희석하여집락수를세었다

[16].

2.4 광역학 치료 후 유세포분석

유세포분석을 하여PDT가끝난tube를다시한번

stainbuffer1㎖씩첨가한후가볍게혼합후1,300rpm

으로5분간원심분리하 다.상층액을버린후pellets에

stainbuffer0.5㎖씩각균주에분주한후사멸된세균만

염색되는 시약 propidium iodide(PI,BD,catalogNo.

349483)를5㎕씩분주하고vortexmixer한후5분동안

실온에서 항온 시켜서 염색시켰다.그 후 Flow

cytometry(BD,FACSCAN)으로포토 린은10000개,라

다클로린은30000개의세포를 세어 분석하 다.이때 사

용된 이 장은 448㎚의 laserexcitation이 으며,

분석기의 기 instrumentsetting은 threshold-SSC,

FSC-E01,SSC-375V,FL1-600V,FL3-800V이 다.분

석 로그램은 BD사 CellQuest-pro를 사용하 다.

2.5 광역학 치료 후 세균형태변화 관찰

PDT후CFUtest를해본결과를얻은후살균효과를

보인 감작제 농도의 tube에서 균주희석액과 조군의

균주희석액을 tube에 취하여 동량의 5%glutaraldehyde

(pH7.4)로 4℃에서 12시간 고정하 다.5,000g에

20분간원심분리하고상층액은버린후얻어진pellets를

2%osmiumtetroxide용액1㎖을첨가하고1시간후고

정을 실시하 다.

그후DPBS용액으로washing을2회실시하고 그후

에탄올로탈수시키고Eponate로포매했다.60℃오 에

서 40시간 경화시켰다.block을 ultramicrotome으로

박 편을0.4㎛로만들고이를toluidineblue로염색

후 학 미경으로 정확한 부 를 확인한 다음 박 편

50㎚로 얇게 만들었다.uranylacetate와 leadacetate로

이 염색을 하 고,투과 자 미경(HITACHI,H-7000B

모델)75KV으로 세균의 형태를 찰하 다.

3. 결과

3.1 S. aureus의 CFU결과

포토 린PDT결과는Control,L+P-,L-P+군의집락

형성 수는 평균 5.2×105,5.3×105,4.9×105개의 집락이 형

성되었고,PDT군은 L+P+1.25,L+P+2.5,L+P+5과,

L+P+10에서는각각의평균19850,283,33과8개의집락

이 형성되었다.라다클로린 PDT결과는 Control,L+P-,

L-P+군의 집락형성 수는 평균 5.2×105,5.3×105,4.9×105

개의집락이형성되었고,PDT군은L+P+1.25,L+P+2.5에

서는 평균 22500,491개의 집락이 형성되었으며,L+P+5

과 L+P+10에서는 완 히 사멸되어 집락형성이 없었다

[Fig1].

3.2 S. epidermidis의 CFU결과

포토 린 PDT결과는 Control,L+P-,L-P+군의 집락

형성 수는 평균 4.0×105,4.2×105,4.1×105개의 집락이 형

성되었고,L+P+1.25,L+P+2.5,L+P+5과 L+P+10에서는

평균23366,808,50과25개의집락이형성되었다.라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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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 aureus were evaluated by colony forming 

unit test after PDT with Photofrin and 

Radachlorin. The irradiation wavelength was 

630nm LED for Photofrin, and 670nm LED for 

Radachlorin. No treated group, Control; LED 

only group, L+P-; Photosensitizer only, 

L-P+;  The irradiated with 1.25, 2.5, 5 and 

10 ㎍/㎖ concentration of Photofrin and 

Radachlorin on S. aureus, L+P+(1.25,2.5, 

5,10).

[Fig. 2] S. epidermidis were evaluated by colony 

forming unit test after PDT with Photofrin and 

Radachlorin. The irradiation wavelength was 

630 nm LED for Photofrin, and 670 nm LED 

for Radachlorin. No treated group, Control; 

LED only group, L+P-; Photosensitizer only, 

L-P+;  The irradiated with 1.25, 2.5, 5 and 

10 ㎍/㎖ concentration of Photofrin and 

Radachlorin on S. aureus, L+P+(1.25,2.5,5,10).

로린 PDT결과는 Control,L+P-,L-P+군의 집락형성 수

는평균4.0×105,4.2×105,4.1×105개의집락이형성되었고,

PDT군은 L+P+1.25,L+P+2.5에서는 평균 1291,25개의

집락이형성되었으며,L+P+5과L+P+10에서는완 히사

멸되어 집락형성이 없었다[Fig2].

3.3 광역학 치료 후 유세포 분석

유세포분석결과는X축은PI(BD,catalogNo349483)

에염색된세균의염색강도는세포막이손상을받아염

색액이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사멸된 세포만 염색이

된다.Y축은 세균의 개체수를 나타내고,먼 X축

FSC(ForwardScotter)와Y축SSC(Sidescotter)를지정

하고 조군을분석하여집락을형성하는부 를확인하

다.그 다음 hist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한 그래 에서 Marker를 표시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 다.M1은 조군에서 정상 으로 살아있는 세

포를 표시하 고,M2는 형 강도가 강하고 생명력이 떨

어진 것을 선택하 다.각 그룹별로 조군은 Control,

L+P-은LED빛만조사한군,L-P+은포토 린 는라

다클로린10㎍/㎖만을처리한군,L+P+10은포토 린과

라다클로린 10㎍/㎖와 LED를 조사한 PDT군으로 나눴

다.포토 린을 사용한 PDT치료 결과로 S.aureus분석

결과로 Control과 L+P-군,L-P+군의 분석결과에서 살

아있는 세포가 81.1,85.35,81.2% 이며, L+P+10군은

39.95%로 분석되었다.이것은 독성을 나타내어 조

군과양상이완 히다른것을보여 다.S.epidermidis

는Control과L+P-군,L-P+군의분석결과에서살아있는

세포가79.85,37.09,83.1%이며,L+P+10군은34.38%로

분석되었다[Fig3].

라다클로린을 사용한 PDT치료 결과로 S.aureus분

석결과로 Control과 L+P-군,L-P+군의 분석결과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97.87,84.51,87.2%이며,L+P+10군은

52.81%로 분석되었다.S.epidermidis는 Control과

L+P-군,L-P+군의분석결과에서 살아있는세포가 99.2,

72.46,97.7%이며,L+P+10군은 69.92% 로 분석되었다

[Fig4].

3.4 투과전자현미경적 형태분석

S.aureus의 조군에는 세포벽과세포질막이선명한

모습으로 찰되며 세포질내의 구조물도 특별한 변화

없이 나타났다.

그러나포토 린과라다클로린을이용한PDT가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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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2M1 M2M1

M1 M2

M2

M2M1M1 M2M1 M2

S.epidermidisS.aureus

M1 M2

[Fig. 4] Bacterial flow cytometry analyses. The 

PDT was performed 670 nm LED(19.8 J/

㎠) with Radachlorin(10 ㎍/㎖) on bacterial 

suspensions. The M1 section of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number of 

viable cells and the M2 section represents 

the number of dead cells. As for S. 

aureus, M1 was 97.87% in the control 

group. Similar results were seen for the 

L+P- group and L-P+. In the L+P+10 

(PDT) group, M2 was 47.75%. When the 

same analysis was done for S. 

epidermidis, M1 was 99.2% in the control 

group. In the L+P+10(PDT) group, M2 was 

30.65%.

S.aureus S.epidermidis

M1 M2M1 M2M1 M2M1 M2

M1 M2 M1 M2 M1 M2 M1 M2

[Fig. 3] Bacterial flow cytometry analyses. The PDT 

was performed 630 nm LED (14.4 J/㎠) with 

Photofrin(10 ㎍/㎖) on bacterial suspensions.

The M1 section of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number of viable cells and the M2 

section represents the number of dead 

cells. As for S. aureus, M1 was 81.1% in the 

control group. Similar results were seen for 

the L+P- group and L-P+. In the L+P+10 

(PDT) group, M2 was 57.58%. When the 

same analysis was done for S. epidermidis, 

M1 was 79.85% in the control group. In the 

L+P+10 (PDT) group, M2 was 29.26%. 

S.aureus의형태 찰은세포막이조 이라도형태가소

실된 것이 부분이었고 구조에 이상이 보인 것으로

찰되었다.그리고치료후의크나큰형태변화는작은크

기의 액포들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이다.이런 액포들

은 구조 인 이상을 보인 세균들의 상당수에서 찰할

수 있었다.

S.epidermidis는 치료 의 모습은 세포질막이 선명

하게 찰 다.PDT가 끝난 S.epidermidis는 분열되는

모양이보 고, 부분의세균들은세포질막의일부분이

나 부분이 괴되었다.그리고 염색상이 엷게 보이며

세포질내의 구조물이 염색이 안 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

세균들의모습들은세포질막만이탈락되어보이는것이

일부분이고,막이탈락됨과동시에세포질내의구조물까

지 괴되어세균의형태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 괴

된 세균들이 부분 찰되었고,scalebar는 500nm단

이다[Figure5].

4. 고찰 및 결론

지 까지 이루어진 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에 해

시도되었던 체외 PDT를 보면 Wainwright등[9]이

methyleneblue를이용한연구가있었으며,Usacheva등

[10]은 감작제toluidineblue와methyleneblue를사용

하고 원은Argonpumped-dye와diodelaser를사용하

여 여러 균종들의 역학 효과를 실험하 다.

그결과methyleneblue보다toluidineblue가1.5～7.0

㎍/㎖의 농도에서 역학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메치

실린에내성이없는포도알균에 해서는Golding등[11]

이malachitegreenisothiocyanate같은물질을이용하

다.이와 같은 연구들은 감작제의 주입량과 사용균주

의농도,PDT조건들이각기다르며 치료후의 감소효

과를 나타내었지만 완 살균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13년 Vecchio등[12]에 의하면 Mouse등에

형 유 자 이입시킨 메치실린 내성포도알균을 감염시

켜 항균효과 감염치료효과를 증명하 다.세균에 손

상을주는두가지의과정은 역학에의한세균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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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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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findings 

after photodynamic therapy (PDT). In the 

PDT group of S. aureus with Photofrin(B), 

Radachlorin(C), partially cell morphologies 

were distorted, part of the cell membrane 

was disrupted with a leaking intracellular 

substance. In the PDT group of S. 

epidermidis with Photofrin(E), Radachlorin 

(F), bacterial cell membranes appeared 

partially disrupted intracellular structures 

leaked out of the cells. In the control 

group, all the bacterial cells of the three 

different bacteria had intact cytoplasmic 

membrane and intracellular structures.

치명 손상의 요성이 제시되어왔다.첫 번째는 DNA

의 손상이고 두 번째는 세포막 이동계통과 효소의 비활

성화 세포성분의 약화에 의한 세포질의 손상이다.그것

은 다양한 감작제와 빛이 DNA손상을일으켜서 세균

의 비활성화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단일

이나이 나선DNA의 괴와그람음성균과그람양성균

이 여러 종류의 범 한 구조형태를 지닌 감작제와

역학 비활성후에 라스미드의꼬여있는부분이나

타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져왔다[13,14].

많은 선행연구들은 세균 비활성화의 가장 요한 원

인이 DNA손상으로 사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DNA손상은 세균사멸에 결정

인 요인으로 복구 기 을 아는 것이 효과 인 역학

세균치료를 한방법이라할수있다[15].본연구에

서도 포도알균의 치료 후 투과 자 미경 형태 찰은

세포막이조 이라도형태가소실된것이 부분인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균에 치명 손상을 주는 두 번째

기 인 세포질의 손상으로 사멸된 것으로 사료된다.세

포막에 액포가 보이는 것으로도 DNA손상이 있었다고

사료되고유세포분석에서도핵산의사멸된것이약화된

것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epidermidis는 피부

감염에 가장 많이 검출되는 CNS로서 PDT효과는 S.

aureus보다 좋았고,탁월한 살균효과가 증명되었으며

[16],흥미로운결과로는LED빛만을조사한군인L+P-

그룹이 S.aureus에서는 Control과 비교할 때 CFU차이

가 없었으나,S.epidermidis는 Control과 비교 시 CFU

결과에서도 Fig2와 같이 집락이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Fig3,4와같이유세포분석결과에서도일부

분 일치함을 나타내었다.이는 LED빛만을 조사하여도

비활성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인체 용 시 정

상조직 비 암세포의 축 비가 3-30배로서 항종양 특이

성이 우수하며 정상세포에 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알려져있다.2013년Fu등[17]에의하면 역학치료의

메커니즘이 감작제가 세포막이나 세균안에 축 이 되

어안정된 감작제들은빛을받으면 자들의흡수가일

어나ReactiveOxygenSpecies(ROS)가발생하는첫번째

단계가일어나고두번째단계는 감작제의들뜬상태가

되면서일 항상태가되며세균의세포벽이나지질막,단

백질과효소,핵산을 괴시키며 자기사멸사나괴사에의

해세균이 죽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본연구결과는 라

다클로린에 의한 PDT는 100%사멸을 보여 포토 린 보

다우수한결과를보 다.포르피린유도체인포토 린과

클로린계열인라다클로린이라는 감작제와LED빛을조

사하여포도알균의항균력을발휘할수있는PDT조건을

얻었으며,LED 원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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