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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유발세균에 한 NANOVERTM의 항균효과 검사

1. Nanosilver가 구취 세균의 증식에 미치는 향 

구가톨릭 학교 생활과학 학 식품 양학과1, 경북 학교 치의학 문 학원 구강내과학교실2 

경북 학교 의학 문 학원 이비인후과학교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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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구취생성의 주요 원인균에 한 nanosilver의 항균효과를 조사하기 해서 시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세균의 증식 조건도 함께 연구하 다.

  포항공과 학교 나노기술센터로부터 NANOVERTM, WA 1000 탁액을 제공 받아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공시균으로는 

주요 구취생성균으로 알려진 Fusobacterium nucleatum (KCTC 2640), Prevotella melaninogenica (KCTC 3689), 

Klebsiella pneumonia (KCTC 1560) 3종의 세균류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센터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공시균의 배양에 기성세균 배양에 이용되는 tryptone- yeast extract-ammonium acetate(TYA) 배지와 chopped beef 

meat(CBM) 배지를 이용하 다.

1. 최 배양조건으로 감압배양, CBM 배지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간균인 K. pneumonia에 Nanover(5  10 ppm)를 처리하고 주사형 자 미경으로 균체의 형태를 찰한 결과는  세균

의 생장  부근에서 세포벽에 손상을 주어 세포벽을 단하여 다량의 막상 편린을 생성하고 autolysin을 불활성화 시켜 

filament형 균체를 형성하여 균의 증식은 일시 으로 억제시킬 수 있었으나 완 히 사멸시키지는 못하 으며, 구취 세균

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균제로서의 역할은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나노실버, 항균효과, 구취생성균 

1)Ⅰ. 서    론

  구취는 일반 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 

나오는 호기의 냄새로 타인으로 하여  불쾌감을 느

끼게 하는 악취로 정의할 수 있다.
1)
 구취는 구강내 원

인과 구강외 원인에 의해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나, 

체 구취 환자의 약 80-90%는 구강내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구취를 발생시키

는 구강내 원인으로는 설태, 치주질환, 깊은 치아우식

와동, 괴사치수의 노출, 지치주 염, 막의 궤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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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잔사, 불량한 보철물, 의치의 생불량, 구강건

조증 등이 있는데, 특히 의 표면에 있는 설태가 구

취발생의 주요 부 로 알려져 있다.4) 구취를 느끼는 

시기로는 기상시, 공복시, 식후, 장시간 말하지 않을 

때 등 다양하나 타액의 유출이 최소화되고 세균의 활

동이 증가하는 기상시에 구취가 가장 강하게 느껴진

다.5) 

  Tonzetich
6)
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을 이용

하여 구취에 포함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

썰 이드 등과 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을 밝 내었으

며 이러한 물질이 구취의 주성분으로서 구취의 강도

는 이러한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와 계있다고 주

장하 다. 그밖에 인돌, 스카톨, butyric acid, valeric 

acid, 암모니아, putrescine, cadaverine과 같은 화학물

질도 구취의 발생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7) 

휘발성 황화합물이 구취의 주된 원인이라는 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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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내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이 생성되는 정확한 

기 이 아직 완 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Kleinberg 등8)과 Persson 등9)의 보고에 의하면 구강

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황화합물은 주로 그람-음성 

기성 구강 박테리아가 치은열구액, 액, 탈락상피

세포, 타액, 음식물 등에 포함된 단백질과 펩타이드로

부터 유래되는 황함유 아미노산에 작용함으로써 생

성된다고 하 다. 특히 Persson 등9,10)은 in vitro 실험

을 통해 Fusobacteria nucleatum, Treponema 

denticola, Prevotella intermedia, Porphyromonas 

gingivalis 등과 같은 기성 박테리아가 메치오닌과 

씨스테인, 혹은 청단백질로부터 메틸메르캅탄과 황

화수소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하 다.

  따라서 구취를 방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그람-

음성 기성 박테리아가 구강내에서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치주질환의 치료,11) 잇솔질을 통한 치태와 설태

의 제거
12-14)
 등이 구취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구취를 충분히 제거

할 수 없을 때에는 항균물질이 첨가된 구강세정제를 

사용해서 구강 박테리아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활동

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5-18) 

  항균 물질에는 다양한 유기 항균제와 무기 항균제

가 이용되고 있다. 무기 항균제는 가격이 높은 단 을 

가지고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고 휘발 는 분해가 일

어나지 않는 등의 안정성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어 

최근 생활환경  생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이

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소개된 신소재

인 nanosilver는 최 직경의 크기가 100 nm 이하의 

미립 상태의 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무기 항

균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용

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

다.
19,20)

  은 이온(Ag+)은 로부터 독성물질 검사에 이용되

거나 식기나 수 로 사용되는 등 항균성이 인정되어 

왔다. 90년  후반부터 nano 크기의 은미립자가 나노

기술에 의하여 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nanosilver의 항균효과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  항

균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고 있다.
21-23)

Nanosilver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항균제로서의 효과를 

구취 치료의 목 에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

서 구취를 발생시키는 구강균주에 한 nanosilver의 

항균효과를 검증하기 한 실험의 필요성이 두되

었다. 그러나 구강균주, 특히 구취의 발생과 직 으

로 련되는 그람-음성 기성 박테리아에 한 

nanosilver의 항균효과에 한 연구가 무하기 때문

에 nanosilver를 이용한 구취치료제의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취생성의 주요 원인균

인 Prevotella melaninogenica, Fusobacterium 

nucleatum, Klebsiella pneumonia에 한 nanosilver

의 항균효과를 조사하기 해서 시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세균의 증식 조건도 함께 연구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Nano-silver

  포항공과 학교 나노기술센터로부터 NANOVER
TM
, 

WA 1000(이하 Nanover로 약함) 탁액을 제공 받아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용액은 투명하면서 황 색 

는 갈색을 띄었다.

2) 공시균주

  공시균으로는 주요 구취생성균으로 알려진 

Fusobacterium nucleatum (KCTC 2640), Prevotella 

melaninogenica (KCTC 3689), Klebsiella pneumonia 

(KCTC 1560) 3종의 세균류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

명자원센터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3) 배지

  공시균의 배양에 기성세균 배양에 이용되는 

tryptone- yeast extract-ammonium acetate(TYA) 

배지와 chopped beef meat(CBM) 배지를 이용하

다. 배지는 pH를 6.8～7.0으로 조정하 으며 0.75 

Kg/cm2에서 15분간 살균하 다. 고체배지는 2%의 

agar를 첨가하 으며 배지 조성은 Table 1과 같다. 

다만, CBM 액체배지의 경우에는 탁도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resazurin을 생략하 다. 배양조건은 진공 

desiccator와 진공 pump를 이용하여 감압하고 3℃, 

기 인 조건하에서 정치배양 하 다.

2. 실험방법

1) 통기상태

  구취 유발균 의 하나인 P. melaninogenica를 이

용하여 산소가 증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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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TYA CBM

Nutrition

Glucose   

Peptone                

Yeast extract        

   Ammonium acetate  

   KH2PO4  

   MgSO4 ․  7H2O 

   FeSO4 ․  7H2O 

   pH 6.8

 10.0g

  6.0g

  2.0g

  3.0g

500mg

400mg

 10mg

Beef extract(Difco)   

Peptone 

Glucose  

Yeast extract 

K2HPO4 

Cysteine-HCl   

Resazurin   

pH 7.0

  5.0g

 10.0g

  5.0g

  5.0g

  5.0g

500mg

  1mg

The medium was adjusted to pH 6.8～7.0 and sterilized at 0.75Kg/cm2 for 15minutes. Fill up to 1.0 liter and agar 20g/L.

Table 1. Composition of culture medium used for cultivation of malodor producing bacteria 

양기로는 thunberg tube(A)와 sili-stopped를 마개로 

한 L-형 시험 (B)을 사용하 으며, 다시 진공 

desiccator에 넣어 진공 pump로 3분간 공기를 완 히 

제거한 기 인 배양 조건과 sili-stopped한 L-형 시

험 (C)을 호기 인 배양 조건의 3가지 방법으로 비

교하 다. 배양기는 37℃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하면서 증식도를 알아보았으며, 이때, 배양액은 TYA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한 배양액을 종하여 기 

탁도 0.1로 조정한 다음 배양기에 15mL씩 분주하고 

photometer(ANA-7A, Tokyo Photoelectric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660 nm에서 배양액의 흡 도를 

측정하 다.

2) 구취 세균의 배양 최 배지  최 장

  TYA와 CBM 배지에 P. melaninogenica을 종하

고 photometer를 사용하여 660 nm에서 배양액의 흡

도를 12시간 동안 측정하 다.

  구취 세균의 증식 능력이 우수한 CBM 배지 성분

의 특성상 resazurin 첨가에 의해 배지의 색이 붉은색

을 띄기 때문에 K. pneumonia를 종하고 24시간동

안 배양하면서 520, 570, 660 nm에서 측정하면서 

wave length를 선정하 다. 

3) Nanover 처리 후 균체의 형태  변화

  수증식기의 K. pneumonia를 원심분리하여 집균

한 후 Nanover(5  10ppm)를 첨가한 신선한 CBM 

배지에서 7시간 동안 배양하고 집균하 다. 균체를 

인산완충용액(1/15 M, pH 6.8)으로 세척하고 1% 

osmic acid로 4℃에서 24시간 고정한 후 다시 인산완

충용액으로 세척하여 osmic acid를 제거하 다. 균체

를 완충용액에 분산시킨 다음 10×10 mm로 세 한 

slide glass에 도말하여 풍건한 후 동결건조기로 건조

한 다음 ion sputter(Q 108, Cressingtion Co. 

England)로 gold를 coating하고 주사형 자 미경

(JSM-6335F, Jeol Co. Japan)으로 찰하 다. 

Ⅲ. 결    과

1. 공시균 배양조건

1) 통기상태

  구취유발 세균 의 하나인 P. melaninogenica를 

TYA 배지에 종하고 배양계의 공기상태를 정치배

양법(station), candle법  감압배양법(vacuum)의 3

단계로 구분하여 배양하면서 배양과정  배양액의 

탁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감압배양법이 

공시균의 배양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세 종류의 배양법 사이에 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

서, 이하의 실험에서는 공시균을 증식이 가장 활발한 

감압배양법으로 배양하 다.

2) 배지의 종류

  공시균 P. melaninogenica를 nutrient 배지에 종

하여 수증식 기까지 배양한 후 배양액 일정량을 

TYA  CBM 배지에 종하고 Thunberg tube를 이

용하여 감압배양하면서 배양액의 탁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TYA 배지에서는 유도기를 거

치지 않고 바로 수 으로 증식한 반면에 CBM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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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rbidometric growth of Prevotella melanino-

genica (KCTC 3689) under different 

atmospheric conditions Cells were grown at 

37℃ by using liquid TYA medium. During 

cultivation, turbidity of the culture was 

measured at 660nm by using a 

photometer(ANA-7A, Tokyo Photoelectric 

Co.). Cultural methods were as follows;

․Station: test tubes inoculated with the test 

organism were plugged by porous silicon 

rubber(sili-stopper) and  stationed in usual 

atmosphere for cultivation of the test 

organism.

․Candle: sili-stopped test tubes with 

inoculation of test organism were set in a 

desiccator and oxygen in the desiccator 

was consumed by lighting of candle and 

reduced by absorbtion of pyrogallol. 

․Vacuum: cells were cultivated by using 

thunberg tube after evacuation of air by 

vacuum pump

지에서는 약 2시간의 유도기를 거친 후 비로소 수

으로 증식하 다. 그러나 TYA 배지에서는 수증

식기가 매우 짧아 배양 6시간 이후로는 정지기에 도

달한 반면에 CBM 배지에서는 배양 12시간 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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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rbidometric growth of Prevotella melanino-

genica (KCTC 3689) in TYA and CBM 

medium used for cultivation of anaerobic 

bacteria Cells were anaerobically cultivated 

in a vacuum desiccator at 37℃. Media were 

TYA: tryptone-yeast extract-ammonium 

acetate and CBM: chopped beef meat 

medium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속 으로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는 공시균의 배양

에 CBM 배지가 보다 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하의 실험에서는 주로 CBM 배지를 사용하 다.

3) 균주별 증식력 비교

  이상에서 검토된 최 배양조건(감압배양, CBM 배

지)에서 3종의 공시균의 증식력을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이 P. melaninogenica는 종 후 약 2시간의 

유도기를 거친 후 배양 12시간까지 수 으로 증식

하 으며 12시간 이후로는 정상기에 달하여 탁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배양과정  정상기인 배양 40

시간째에 0.55로 가장 높은 탁도를 나타내었다.

  K. pneumonia는 배양 4시간까지 빠르게 증식하

으나 이 후로는 서서히 증식하여 배양 40시간에 가장 

높은 0.38의 탁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F. nucleatum은 

종 후 약 6시간의 유도기를 거친 후 수 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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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urbidometric growth of some bacterial 

strains generating volatile sulfur compounds. 

Cells were anaerobically cultivated at 37℃ by 

using CBM medium. Other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same as Fig. 1. 

식하 으나 배양 12시간째부터 정지에 달하 고 이 

후로는 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공시균  P. melaninogenica가 가

장 높은 탁도와 아울러 유도기, 수증식기  정상기

의 구분이 뚜렷하여 설정한 배양조건이 가장 부합되

는 균주로 단되었다.

4) 증식도 측정을 한 최  장

  경시 으로 안정된 증식곡선을 나타낸 K. 

pneumonia를 사용하여 증식도 측정을 한 최 장

을 검토한 결과 Fig. 4와 같이 520, 570  660 nm의 

장에서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2. Nanover의 처리 시 균체의 형태 변화

  간균인 K. pneumonia에 Nanover(5  10 ppm)를 

처리하고 주사형 자 미경으로 균체의 형태를 

찰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즉, 조구의 균체는 표면

이 복잡하고 주 는 청결한 반면에 Nanover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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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urbidometric growth of Klebsiella 

pneumonia measured at different wave 

length. The cells were cultivated in a 

vacuum desiccator by using chopped beef 

meat medium 

는 균체의 표면이 깨끗해진 반면에 균체의 주 에 다

량의 편린상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의 균체는 선단이 

단되었다. 특히, 10 ppm의 농도에서는 균체의 길이

가 길어져 많은 균체가 filament상의 긴 형태를 타나

내었다(Fig. 6).

Ⅳ. 고    찰

  부분의 구취가 구강내 미생물에 의한 부패과정

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오래 부터 인정되어왔으나
24,25) 구취의 구성성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취

가 어느 특정한 박테리아만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의 복합 인 상호작

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Persson 등9,10)은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Tannerella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와 같은 치주병원균이 상당한 

량의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는 보고

를 한바가 있으며, 한 Figueiredo 등
27)

은 치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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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ne morphologies of K. pneumonia treated by Nanover Control cells(A) were short rods of 1.0-2.0㎛ 

in length. They showed rough surface structure by covering with glycocalyx-like materials. When they 

were treated by 5 to 10 ppm of Nanover, their surface became smooth(B), while membranous 

components accumulated to their around(C). Many cells lost their growing end(D) and membranous 

components extruded through cleavage of damaged cell wall at the arrows(E). They shaped into long 

filamentous form(F). Photographs were taken by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6335F, 

Jeol C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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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와 심한 정도가 구취의 강도에 기여한다고 하

다. 그러나 Bosy 등28)의 연구에서는 구취와 치주염 

사이에 별다른 계가 없다고 하 기 때문에 구취와 

치주질환의 련성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구취와 설태의 양 사이에 상 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29,30)에서 밝 졌을 뿐만 아니라, 구

취의 발생에 있어서 의 미생물 환경이 치은하 박테

리아에 비해 훨씬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1,32) 

  Haraszthy 등
33)

에 의하면 5명의 정상 조군과 8명

의 구취환자군의  배면에서 채취한 설태 가검물을 

기성 배양과 DNA 증폭법으로 조사한 결과 조군

과 구취환자군 모두에서 Streptococcus salivarius가 

가장 흔히 발견되었지만, 조군에서는 Prevotella 

melaninogenica, Streptococcus parasanguinis, 그리

고 Campylobacter concisus 등이 그 다음의 순서로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구취환자군에서는 

Streptococcus parasanguinis, Actinomyces 

odontolyticus, Prevotella melaninogenica 등의 순서

로 많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두 군 간에 뚜렷한 차이

가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같은 구취환자군이라고 

할지라도 세균의 분포가 다양해서 어느 특정한 원인

균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단지 구취환자군에서만 발

견되는 균주가 32종이 있었는데 그 에서 13종은 배

양불가 혹은 상세불명이었으나, Solobacterium 

moorei는 모든 구취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

고 구취와 통계학 으로 의미 있는 상 계를 나타

내었다고 하 다.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Prevotella intermedia와 Fusobacterium은 경도 내

지 등도의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구취환자

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치주염이 없는 나머지 구취환

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구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그람-음성 

기성 세균이외에 그밖의 다른 균주도 구취의 발생

에 여할 것이라는 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태 가검물을 기성 배양법으로 조사한 

Washio 등
34)

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취 환자군과 구취가 미

약하거나 없는 조군 모두에서 Veillonella, 

Actinomyces, Prevotella와 같은 황화수소를 발생시

키는 박테리아가 검출되어서 두 군 사이에 설태의 박

테리아 구성은 비슷하다고 하 다. 다만 구취환자군

에서 황화수소-생성 박테리아의 수가 증가되어 있었

는데, 구취의 발생은 바로 이와 같은 황화수소-생성 

박테리아의 수  증가 때문이라고 하 다.

  Ronaldson 등26)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설태 가검물을 기성 배양법으로 조사

한 결과 구취군과 조군 모두에서 Veillonella 종과 

Prevotella 종이 우세 종으로 나타나서 두 군 간에 뚜

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배양될 수 없는 

박테리아가 구취의 발생에 어떤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 다.

  한편 Tanaka 등35)은 실시간 합효소 연쇄반응법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에 분포하는 5종의 기성의 치주병원균

(Porphyromonas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Prevotella intermedia, Prevotella nigrescens, 

Treponema denticola)과 구취와의 상 계를 조사

한 결과 정상 조군에 비해 구취환자군에서 

Tannerella forsythia만 높은 비율을 보 다고 하 다. 

한 P. intermedia와 P. nigrescens의 비율이 황화

수소의 농도와 강한 상 계를 나타내었고, P. 

gingivalis와 P. nigrescens의 비율은 메틸메르캅탄

의 농도와 강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

이상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볼 때 구취 환자에게서 

에 어떤 특정의 미생물 환경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

려우며, 정상인의 미생물 환경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그람-음성 기성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여건이 

구강에 조성될 때 이들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활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높은 농도의 휘발성 황화합

물이 생성되어 구취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들은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표 인 그람-음성 기성 박테리아이며 주요 구취생

성균으로 알려진 Fusobacterium nucleatum, 

Prevotella melaninogenica, Klebsiella pneumonia를 

상으로 이들의 배양조건을 조사하고 nanosilver 처

리 후의 균체변화를 연구하 다. 

  최 의 배양조건을 조성하기 한 통기상태에 

한 조사에서 감압배양법이 공시균의 배양에 다소 유

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정치배양법이나 Candle법

에 비해 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공시균이 

편성 기성세균  매우 낮은 기도를 요구하는 균

주로서 배양액의 산화환원 (oxido-reduction 

potential)를 낮추고 추가 인 산소의 공 만 차단하

면 쉽게 증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36) 즉, 정치

배양법은 배양계의 입구를 stopper로 차단하고 정치

하여 외부공기의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서 장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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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통성 기성 세균의 배양에 합하다. Candle

법은 폐된 배양계의 외부에 촛불을 켜서 산소분압

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편성 기성 세균  기 요구

도가 낮은 세균류의 배양에 합한 반면에 감압배양

법은 진공 pump로 배양액 상층부의 공기와 아울러 

배양액  용존산소의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서 기요구도가 높은 편성 기성 세균류의 배양에 

합함을 감안하면 공시균은 편성 기성 세균  

기요구도가 낮은 균주로서 인체에서 외부공기와의 

이 활발한 피부표면이나 호흡기를 제외한 모든 

부 에서 증식 가능한 균주로 단되었다. 

  간균인 K. pneumonia에 Nanover(5  10 ppm)를 

처리하고 주사형 자 미경으로 균체의 형태를 

찰한 결과 균체의 표면이 깨끗해진 반면에 균체의 주

에 다량의 편린상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의 균체는 

선단이 단된 소견을 보 다. 특히, 10 ppm의 농도

에서는 균체의 길이가 길어져 많은 균체가 filament

상의 긴 형태를 타나내었다. Nanover 처리에 의하여 

생성된 편린상 물질은 막상 구조물로서, 균체에 비하

여 electron beam의 반사도가 높은 으로 미루어 

Nanover 처리에 의하여 손된 세포로부터 유출된 

막상구조물(세포벽과 원형질 막)에 Nanover의 Ag입

자가 결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정상 으로는 

1.5～2.0 ㎛의 길이를 가지는 공시균이 Nanover 처리

에 의하여 filament 상의 긴 균체를 형성한 것은 

Nanover가 세균 세포의 분열을 담당하는 효소인 

autolysin을 해한 결과로 추정된다. 

  Autolysin은 세균의 최외곽 표층을 이루는 세포벽

에 결합된 효소로서 세균 세포벽의 심을 이루는 

peptidoglycan을 용해하여 세균을 분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이 효소가 불활성화 되면 세균은 분열되

지 못하고 긴 filament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분열이 이루어지는 세표벽 부 는 세균의 

생장 에 해당하는 부 로써, 새로운 세포벽이 생합

성되는 과정에서 약제의 공격을 받기 쉽다. 실제로 조

와 박21)은 나노 입자에 의하여 S. aureus와 E. coli의 

세포표면이 심하게 손상되고 세균의 분열이 억제되

는 것으로 보고하 고, 김 등22)도 은 나노 입자에 의

하여 E. coli의 세포벽과 원형질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세포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된 세포벽의 공간

을 통하여 autolysin이 유출되어 부근의 세포벽을 비 

선택 으로 용해시키기 때문에 세균의 끝부분이 잘

리는 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상 으로는 세포벽

과 결합되었던 원형질막이 세포벽이 용해됨으로써 

원형질막의 편린들이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런 에

서 Nanover는 세균의 생장  부근에서 세포벽에 손

상을 주어 세포벽을 단하여 다량의 막상 편린을 생

성하고 autolysin을 불활성화 시켜 filament형 균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V. 결    론

  구취생성의 주요 원인균인 Fusobacterium 

nucleatum(KCTC 2640), Prevotella melaninogenica 

(KCTC 3689), Klebsiella pneumonia(KCTC 1560)을 

공시균으로 하여 Nanover 용액을 처리한 후 구취 세

균의 증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최

배양조건으로 감압배양, CBM 배지가 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간균인 K. pneumonia에 Nanover(5  

10 ppm)를 처리하고 주사형 자 미경으로 균체의 

형태를 찰한 결과는 세균의 생장  부근에서 세포

벽에 손상을 주어 세포벽을 단하여 다량의 막상 편

린을 생성하고 autolysin을 불활성화 시켜 filament형 

균체를 형성하여 균의 증식은 일시 으로 억제시킬 

수 있었으나 완 히 사멸시키지는 못하 으며, 구취 

세균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항균제로서의 역할은 가진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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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tibacterial Activity of NANOVER
TM 
Against Oral Malodor Generating Microorganisms 

1. The Effect of Nanosilver on Growth of Oral Malodor Generating Microorganisms

Young-Hee Jung1, Hye-Won Mo1, Ji-Suk Jeong1, Kyung-Ho Choi1, 

Jae-Kap Choi
2, Yun-Kyung Hur2, Sang-Heun Lee3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1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2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3 

Daegu, Korea

  Recently there is much interest in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nano-sized silver particle (nanosilver) since silver is 

known to be safe and effective as disinfectant for a long time. Oral malodor is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oral cavity 

primarily as a result of production of malodorous compounds by oral bacteria. Major compounds responsible for oral 

malodor are volatile sulfur compounds, which is thought to be generated by the G(-) anaerobic bacteria found normally 

in the oral cavity, especially on the dorsum of the tongu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anosilver on growth of oral malodor generating 

microorganisms, including Fusobacterium nucleatum, Prevotella melaninogenica, Klebsiella pneumonia, and to 

determine the optimal culture condition of th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ptimal culture condition for P. melaninogenica was vacuum culture using desiccator after evacuation of air by 

vacuum pump in chopped beef meat media.

2. The growth of K. pneumonia was temporarily inhibited by nanosilver (5 ppm and 10 ppm).

3. The morphological alteration and cell damage caused by nanosilver were observed in K. pneumonia.

Key words: Nasosilver, Oral malodor, G(-) anaerobic bacteria, Antibacter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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