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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mutans로부터 분리한 Mutan이 흰쥐의 
골결손부 치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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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utan Isolated from Streptococcus mutans on the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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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mutan (water-insoluble -glucans) isolated from Streptococcus mutans on the healing of bone defect in rat.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control (saline-treated),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and mutan-treated groups (n=6 per group). 

Experimental bone defects were surgically created with round fissure bur at the buccal surface of the left mandibular. The control groups was 

administered with saline solution (0.1 ml/100 g), while the LPS and mutan group was given LPS and mutan (1 mg/kg body weight) three times 

weekly. After 4 weeks the rats were sacrificed, the healing of bone defect was assessed by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micro-computed 

tomography (CT) examination. Percent bone volume (bone volume/tissue volume [BV/TV]), trabecular thickness (Tb.Th), and trabecular number 

(Tb.N) parameters of CT showed higher values in control group than LPS and mutan group. Bone surface/volume ratio (BS/BV),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 and structure model index parameters of CT showed higher values in LPS group than mutan group. BMD values of mutan 

treated-alveolar bones were significantly lower for than that of the LPS group. Therefore, we suggest that mutan, water-insoluble -glucans from 

S. mutans may be induce the induction of periodon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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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주질환은 치주조직의 소실을 동반하는 염증 및 면역반

응으로 치조골 흡수 및 치주낭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

성 질환이다.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근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효소와 독소이며, 이는 조직으로 침투하여 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킨다1)
. 특히 독소와 효소들은 염증과 면역반

응에 영향을 주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치주조직 파괴를 유

도한다2)
. 또한 구강 내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는 부착인자이다. 부착인자는 세균이 숙주

에 부착하는 세균의 표면 구조물로서, 부착능이 없는 치주

병원균이 부착능이 강한 세균과 결합함으로써 치주국소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치아표면에 부착하는 최초의 세균

의 예는 그람 양성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Actino-

myces viscosus이다. 이들 세균은 치아표면과 치주조직에 

부착 및 증식하여 치면세균막(dental plaque)을 형성하며, 

그 주변 부위는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유사한 세

균 또는 다른 세균들의 응집 및 증식이 일어난다3)
.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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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구강 내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바이오필름이며, 이

에 관한 연구는 치아우식증의 주원인균인 S. mutans에서 가

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 mutans에서 생성되는 부착성 다당류는 글루칸(glucan) 

으로4,5)
 -1,6-glucose linkage로 구성된 덱스트란(dextran), 

-1,6-glucose linkage가 주된 결합인 수용성 글루칸

(water-soluble -glucan), 그리고 -1,3-glucose linkage가 

주된 결합인 비수용성 글루칸(water-insoluble -glucan), 

즉 mutan (뮤탄)으로 구분된다6)
. Mutan은 점착성이 높은 

비수용성 다당류로서 치면에 S. mutans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여, 각종 세균을 응집시켜 치면세균막을 형성하고7,8)
, 탄

수화물 대사과정에서 다량의 유산을 생성하여 치아 표면을 

탈회시킴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

포외 다당류는 세균과 구강표면 간의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착체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9)
. 이 같은 mutan은 치아 표면 또는 구강 연

조직에 쉽게 노출되는 다당류이므로 치주조직에 미치는 염

증 및 면역 반응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강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Candida albicans와 같은 모든 진균류의 세포벽 

성분은 -glucan 다당체로 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glucan은 인체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dectin-1 

수용체(receptor)에 인식되어 제거된다. Dectin-1 수용체의 

존재가 규명됨에 따라 진균류에 대한 인체의 내재 면역반응

(innate immune response)의 생화학적 경로가 밝혀졌으나, 

충치균에서 생성하는 -glucan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10)
. 

지금까지 구강세균의 다당류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비수용성 

글루칸이 대식세포 활성화에 관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11,12)
, 

Streptococcus sobrinus의 비수용성 글루칸은 단핵구를 자

극하여 tumor necrosis factor (TNF)-와 interleukin (IL)-8

을 생성하고 다형핵 백혈구에서 hydrogen peroxide 생성을 

유도, 또한 비수용성 글루칸에 의해 유도된 면역활성 반응

은 구강 내 염증성 질환의 진행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3)
. Chia 등14)은 S. mutans의 glucosyltrans-

ferases는 단핵구로부터 전구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인 TNF-, IL-1, 그리고 IL-6의 형성을 촉진하여 연쇄상 

구균성 쇽(shock) 증후군과 감염성 심내막염을 유도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Mutan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비수용성 글

루칸의 구조적 특징 및 분해 효소인 dextranase 및 mutanase

를 이용한 plaque 분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

며6,15,16)
, 면역세포의 활성에 따른 골흡수를 동반하는 치주

조직에 대한 작용기전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S. mutans로부터 mutan을 분리 정제하여 얻은 

후, 외과적으로 형성된 흰쥐 치조골 결손부에 주입하여 

mutan이 치조골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도립현미경을 통

해 골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micro-computed tomography 

(CT) 촬영을 시행하여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와 3차원적 골형태(bone morphometry)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재료

1) 균주 및 배지

실험에 사용한 S. mutans ATCC 25175 균주는 미생물자

원센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며, 균주 보관 및 배양은 

brain heart infusion (Difco Lab., Detroit, MI, USA) 배지를 

이용하였다. 

2) Mutan의 분리 및 정제

Mutan을 분리하기 위해, 먼저 균체 외 조다당류를 정제하

고 불용성 mutan을 분리하였다. S. mutans를 brain heart 

infusion 배지에 접종하여 2×10
7
 cells/ml가 될 때까지 전 배

양하였다. 전 배양된 균을 본 배양용 배지에 접종하고 5%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후 8,000g으로 원심분리하였

다. 수획된 상층액에 trichloroacetic acid (TCA)를 최종 농

도 2.5%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TCA가 첨가된 배지에 70% 

농도가 되도록 99% ethanol을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4o
C

에서 냉침하였고, 다시 9,6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조

다당류를 침전시켰다. 침전된 조다당류 분획은 다시 멸균수

에 희석시킨 후, dialysis membrane bag (molecular weight 

cut off: 10,000)에 넣고 흐르는 물에서 5일 동안 투석시켜 

저분자물질을 제거시켰다. 최종적으로 투석된 분획물들은 

원심분리한 후 동결건조하여 조다당류를 얻었다. 조 다당류

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

행하였다. 먼저 시료 10 mg을 1 ml의 0.3 N NaOH에 용해

시켜 Sepharose CL-4B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column에서 용출시켰다. Column chromatography

에서 얻은 용출물은 phenol- sulfuric acid로 발색시킨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당의 위치를 확인하고, 투

석 후 동결 건조하여 mutan을 분리하였다.

3) 실험 동물

실험동물은 180∼200 g의 Sprague-Dawley계 암컷 흰쥐

를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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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ontrol group LPS group Mutan group

BV/TV (%) 86.62±12.63 7.34±1.98b 52.76±8.52a,f

BS/BV (mm–1) 15.93±2.13 37.29±4.29b 22.56±2.65a,e

Tb.Pf (mm–1) 1.78±0.54 13.57±2.65b 7.57±0.84c,d

SMI 1.61±0.22 3.55±0.33b 1.85±0.29e

Tb.Th (mm) 0.23±0.64 0.11±0.04 0.22±0.2

Tb.N (mm–1) 3.77±0.81 0.495±0.04a 2.65±0.90d

Tb.Sp (mm) 0.09±0.04 0.16±0.10 0.17±0.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n=6 in each group). 
LPS: lipopolysaccharide, BV/TV: bone volume/tissue volume, BS/BV: bone surface/volume ratio, Tb.Pf: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SMI: structure model index, Tb.Th: trabecular thickness, Tb.N: trabecular number, Tb.Sp: trabecular separation.
ap＜0.05, bp＜0.01, cp＜0.001 versus control group, and dp＜0.05, ep＜0.01, fp＜0.001 versus LPS group.

Table 1. Bone Histomorphometry of the Alveolar Bone Defects in All the Study Groups

실 환경적응을 위하여 1주간 예비 사육 후 실험을 실시하였

다. 본 실험은 순천향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SCH12_05_01) 하에 표준작업 지침서에 따라 수행되었으

며 사육실 조건은 23±2
o
C, 50±5%의 상대습도와 12시간의 

명암주기를 유지하고 물과 사료(Dhbiolink)는 자유롭게 섭

취하도록 하였다. 실험목적에 따라 saline을 처리한 대조군, 

lipopolysaccharide (LPS) 처리군, mutan 처리군으로 하여 

각 군에 6마리씩을 배정하였다.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Table 1과 같다.

2. 치조골 결손부 형성 및 외과적 처치

치조골 결손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 흰쥐를 

ethyl ether로 흡입 마취시킨 후, 하악골 좌측 피부털을 제거

하여 표피를 노출시켰다. 외과용 blade를 이용하여 구외측

으로 하악골 좌측 협면에 구각부위에서 1 cm 정도 떨어진 

부위를 시작점으로 하여 약 2 cm로 표층 피부를 절개하였

다. 표피를 하방의 근육들로부터 하악각 쪽으로 넓게 박리

하여 분리하였다. 교근을 주변 인접근육들로부터 박리한 

뒤, 하악골 부착부에서 절단하고 하방의 골막에 절개를 하

여 하악골을 노출시켰다. 하악의 협측을 덮고 있는 하악골

의 중앙부위인 제3대구치 치근 첨단부의 후하방에 저속엔

진 하에서 치과용 절삭 bur를 이용하여 골 결손부를 형성하

였다. 하악골을 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골 결손부를 

폭 1.5 mm×길이 3 mm의 크기로 형성한 후, 봉합사를 층별

로 골막과 표피의 봉합을 수행하였다. 24시간 후, 골 결손부

에 각 군당 양성대조군인 LPS (1 mg/kg body weight; 

serotype O111:B4; Sigma-Aldrich) 그리고 mutan (1 mg/kg 

body weight)을 총 4주 동안(주 3회, 총 12회) 매회 당 20 l

씩 골결손부 피하에 주사하였다. 각 시료는 20
o
C 냉동고에 

보관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Three-dimensional (3D) CT 촬영 

하악골의 골치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부위는 미세

단층촬영기 CT (SkyScan 1172; Bruker, Antwerp, Bel-

gium)에 의해 촬영되었다. 시료가 미세단층촬영기 내에서 

특정 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하였다. 화소 크기는 26.5 

m이며 60 kA의 전압과 167 A의 전류의 X-선을 방사하

여 0.5 mm 알루미늄 필터를 거쳐 시료를 투과하는 방식으

로 미세영상이미지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미세영상이미지

는 Nercon Ver 1.3 (SkyScan)을 이용하여 gray scale level

로 재건하였으며, 재건된 2차원 영상은 CTAn (Sky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4. 통계분석

정량적인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

적인 차이는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분석하

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결  과

1. 실험동물의 체중변화

실험기간 동안의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Fig. 1에 나타냈

다. 각 시험군의 체중은 4주 동안 총 12 회 투여 중 1∼7회차

까지는 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8회차부터 

mutan 처리군에서 saline을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체중 증가를 보였다(p＜0.05). 9회차에는 mutan 처리군이 

대조군과 LPS 처리군에 비해 유의한 체중 증가를 보였으며

(p＜0.05), 10∼12회차에서도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

의한 체중 증가를 나타냈다(p＜0.01). 이는 실험 기간 중 시

료 투여 및 외과적 시술이 정상적인 식이 투여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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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body weight (g) of each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s: saline treated, experimental groups: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group and mutan (water insoluble -1,3-glucan)-
treated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n=6
in each group). *p＜0.05, **p＜0.01 versus control group, and
#
p＜0.05, 

##
p＜0.01 versus LPS group.

Fig. 2. Effect of mutan on bone 
healing in Sprague-Dawley rats. (A)
Photomicrographs of mandibles from
rats treated with mutan for 4 weeks
after healing. Arrowheads point to 
the original defect margins, and the
arrows show bone healing margin. 
a: after 1 day defect formation, b: 
saline administration after defect 
formation, c: lipopolysaccharide (LPS) 
(1 mg/kg of body weight) admin-
istration after defect formation, d: 
mutan (1 mg/kg of body weight) 
administration after defect forma-
tion. (B) Micro-computed tomo-
graphy images of rats after healing
on alveolar bone defect (arrows 
and black circles: bone defect and 
healing area). Bone was visualized 
using an upright microscope (CKX41; 
Olympus Corporation, Tokyo, Japan).

치지 않고,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2. 도립현미경 및 CT를 통한 골치유 관찰 소견 

하악골에 인위적인 골 결손부를 형성한 후 4주가 경과한 

후에 mutan에 의한 골치유 여부를 도립 현미경과 3차원 

micro CT (3D CT)를 통해 관찰해 본 결과는 Fig. 2와 같

다. 동일한 양의 saline을 처리한 대조군은 자연적인 골치유 

반응으로 인해 정상적인 골형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Mutan 

처리군은 골 결손부 변연으로부터 심부로 진행된 골형성 소

견이 관찰되었으나, LPS 처리군에 비해 완전한 골 결손부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LPS 처리군은 전체적인 

골 결손부의 회복은 보이지만, 골형성뿐만 아니라 골흡수도 

진행되어 기존의 인공적인 골 결손부 외에 주변 변연부로의 

진행된 골흡수 소견이 관찰되었다.

3. 3차원 CT 미세구조의 형태계측학적 지표값 분석 

Table 1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화된 CT 상

의 데이터를 수치화하기 위해 3차원 미세구조의 형태계측

학적 지표(mophometric parameter)인 tissue volume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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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ne mineral density of the alveolar bone defects in all

the study groups. Analysis of micro-computed tomography (CT)

bone mineral density (BMD) were assessed using SkyScan 
(Bruker, Antwerp, Belgium) CT-analysys softwar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n=6 in each group). *p＜
0.05 versus lipopolysaccharide (LPS) group, and 

##
p＜0.01 ver-

sus control group. 

bone volume (BV), percent bone volume (BV/TV), bone 

surface (BS), interception sulface, bone surface density 

(bone surface/bone volume [BS/BV]),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 structure model index (SMI), 

trabecular thickness (Tb.Th), trabecular number (Tb.N), 

trabecular separation (Tb.Sp), BMD 총 12개 항목을 분석

하였다. 전체 조직에서 골소주의 부피를 나타내는 BV/TV

는 전체 TV에서 BV의 비율을 %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높

을수록 골강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며, LPS 처리군

(7.34±1.98)은 각각 대조군(86.62± 12.63)과 mutan 처리군

(52.76±8.52)에 비해 골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S/BV는 관심 용적내의 골용적에 대한 골표면 

면적의 비율이며, 구조의 복잡성(complexity)을 특징짓는 

영상지표로서, parameter 값이 낮을수록 골강도가 강한 것

으로 판단하며, mutan 처리군(22.56±2.65)은 대조군

(15.93±2.13)보다 다소 낮은 골강도를 보였으나, LPS 처리

군(37.29±4.29)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골강도를 나타냈다

(p＜0.01). 골소주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Tb.Pf는 낮은 

값이 좋은 연결성을 나타내며, 전체 골소주 면적에서 오목

함(concavity)과 볼록함(convexity)의 상대적인 비에 기초

한 연결성 지표이다. 오목함은 둘러싸인 골수강의 존재를 

의미하고 볼록함은 끊어져 있는 골소주 지주들(trabecular 

struts)을 의미한다. LPS 처리군, mutan 처리군, 대조군 순

으로 연결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mutan 처리군에

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좋은 연결성을 보였다(p

＜0.001). SMI는 골소주의 형태가 막대모양(rod-like 

structure) 혹은 판모양(plate-like structure) 중 어느 형태가 

우세한지 알려주는 지표로 대개는 0∼3까지의 지수로 표현

되며 0에 가까울수록 판모양, 그리고 3에 가까울수록 막대

모양으로 표현된다. 측정 결과, LPS 처리군은 막대형, 나머

지 처리군은 판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Tb.Th는 골소주의 평

균 두께를 나타내며, 골소주 내에 수많은 구(sphere)를 위치

시켜 이 구들의 직경의 평균을 내어 얻어진다(parallel 

plate-like model). 골소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골강도가 

크므로 LPS 처리군, mutan 처리군, 대조군으로 갈수록 골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골소주의 평균 개수를 나타내

는 Tb.N는 mutan 처리군(2.65±0.90)에서 LPS 처리군

(0.50±0.04)보다 골소주의 평균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Tb.Sp (mm)는 골소주 간극, 즉 골소주 사이의 평균길이를 

의미하며 mutan 처리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BMD는 hydroxyapatite (CaHA)에 대한 체적당 질량의 단

위로서 g/cm
3로 나타내며 0.25 g/cm

3와 0.75 g/cm
3인 팬텀

(phantom)을 기준으로 골밀도를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측

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의 골밀도치가 LPS 처리군

과 mutan 처리군의 골밀도치보다 높았으며 mutan 처리군

의 골밀도치는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p＜0.01). 

고  찰

감염성 미생물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은 숙

주 면역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용체에 인식되어 면

역 활성과 염증 등을 유도한다17)
. 본 연구는 S. mutans에서 

생성되는 부착성 다당류인 비수용성 글루칸인 mutan이 치

주조직의 면역학적 활성인자로 작용하여 치주질환을 유발

하는지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mutan은 치아우식증의 부착

인자로써 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골흡수 및 골재생에 관여

하는 경로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하악

골 부위를 외과적으로 절개한 후 치조골부분을 절삭하고, 

결손부위에 mutan을 주사할 경우, 생체 내 골치유 효과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대조군(control group)과 비교하여 

LPS와 mutan 처리군에서 골재생이 지연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CT의 측정 결과에서도 대조군은 자연적인 골치유 

반응으로 인한 우수한 골형성이 관찰되었으나 mutan 처리

군은 초기 골결손부의 외형이 대부분이 회복되는 소견을 보

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 Mutan의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LPS 처리군은 mutan 

처리군보다 뚜렷한 골흡수 소견이 관찰되어 치주염과 같은 

염증성 골흡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LPS는 

그람음성세균의 외막 성분으로 치주질환 발생에 중요한 독



권현정 외：Streptococcus mutans로부터 분리한 Mutan이 흰쥐의 골결손부 치유에 미치는 영향

103

성인자로 여겨왔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하여 

골흡수를 유도하거나 골치유를 지연하는 물질로 보고되어 왔

다18)
. Rogers 등19)과 Kim 등20)은 Actinobacillus actinomy-

cetemcomitans에서 분리한 LPS를 흰쥐의 치주조직에 주입

하였을 때, LPS를 주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한 골흡수와 

전구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Yoshinaga 

등21)
, Lee 등22)

, Gürkan 등23)은 치주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

한 연구에서 LPS는 치주염을 유도하여 골흡수에의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으로 

사용된 세포외 다당류인 mutan이 골흡수 유도물질인 LPS

와 비교하여 치주조직의 염증을 유도하여 골흡수 촉진 및 

골치유 지연에의 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S. sobrinus로부터 분리된 수용성과 

비수용성 글루칸이 마우스와 사람에서 대식세포와 다형핵

백혈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염증성 면역반응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치아우식증의 병인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치주질

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13)
. 

본 연구결과 그람 양성균의 다당체인 mutan은 그람음성

균의 LPS보다 비교할 만큼 골재생억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

았으나, 어느 정도 골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CT 촬영 결과, 형태계측학적 지표 값을 분석하여 3차

원 골 미세구조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 골 결손 주변부에 관

심부위를 설정하여 3차원 모델을 재건하여 분석하였다. 

CT 미세구조 지표의 분석에 있어 골밀도와 CT 지표들 

Tb.Th와 BV/TV가 골밀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된 바 있으며, CT 지표를 연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24-26)
. 본 연구에서 하악의 치조골을 

CT로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mutan 및 LPS 처리군에서 골치유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BV/TV는 LPS 처리군이 다른 처

리군보다 골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mutan 처리군은 골소주의 부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BS/BV는 mutan 처리군이 LPS 처리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골강도를 나타냈으며, Tb.Pf의 경우 

mutan 처리군이 LPS 처리군보다 유의하게 골소주 사이의 

우수한 연결성을 보였다. SMI는 LPS 처리군은 막대형인 반

면, 대조군 및 mutan 처리군은 판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골

소주 모양이 막대보다는 판모양일 때 골강도가 높기 때문에 

대조군과 mutan 처리군이 LPS 처리군보다 단단하며 판모

양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Tb.Th는 LPS 처리군, mutan 처리

군, 대조군으로 갈수록 골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b.N는 mutan 처리군에서 LPS 처리군보다 골소주의 평균 

개수가 높게 나타나 mutan 처리군이 LPS 처리군 대비 골강

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Tb.Sp는 mutan 처리

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골소주들 간의 공간이 증가

되어 골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BMD의 경우, mutan

의 골밀도치는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LPS 처리군에 비해 유의하게 골밀도치가 높은 것이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LPS 처리군이 대조군과 mutan 처리군

에 비해 관심용적 내의 골소주의 양과 골소주의 두께가 감

소하였으며, 골 용적에 대한 골 표면적에 대한 비율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요 실험이 in vivo에서 CT 관점에

서 이루어졌으므로 학술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S. mutan에 

존재하는 mutan이 염증을 유발하고 골치유를 지연시키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균류의 베타글루칸 수용체인 

dectin-1의 발견처럼 in vitro에서 mutan에 대한 innate 

immune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mutan 수용체 발견과 그들

의 신호경로(signal pathway)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LPS를 처리한 실험군은 염증유도에 의한 골

흡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실험동물에서 골조직의 치유를 억

제하고 골 소실을 현저히 증가시켰으며, S. mutans에서 분

리한 mutan 다당류는 LPS보다는 작지만 골치유 과정에서 

골조직 형성이나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외과적으로 형성된 흰쥐 하악골 결손부에 S. 

mutan에서 분리 정제된 mutan을 주사하고, CT로 촬영하

여 골결손부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골 미세구조 지

표로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흰쥐 치조골에 임계 크

기 결손부인 1.5 mm 지름의 원형 결손부를 형성하여 대조

군에는 동일량의 saline을 투여하고, 실험군으로 LPS와, 

mutan을 주사하여 골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수

술 후 4주에 희생하고 치유 결과를 3차원 미세구조의 형태

계측학적 지표값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총 12회 투여 기간 동안 일정한 

증가를 나타냈다. 8회차부터 mutan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

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9회차에는 

mutan 처리군이 대조군과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p＜ 

0.05), 10∼12회차에는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체

중증가를 나타냈다(p＜0.01). Mutan이 생체 내에서 하악의 

골치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T를 통해 형태계측학적 지

표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LPS 처리군에서 뚜렷한 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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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 치유 지연 및 골흡수 양상을 보였으며, mutan 처리군

은 LPS의 작용보다 미약하지만 골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CT를 통해 골밀도 분석 결과, 대조군과 비

교하여 LPS와 muatn 처리군에서 낮은 골밀도치를 나타냈

고, mutan은 LPS 처리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골밀도치를 보

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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