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구강 내 산 생성 세균의 증가로 인해 무기질 균형

이 깨지면 탈회가 진행되고, 그 결과 법랑질 표면 하

방으로부터 다공성이 증가하는 초기 단계의 치아우

식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초기 치아우식증은 상실된

무기질을 재공급해주는 재광화 과정을 통해서 건강

한 치질로의 회복이 가능하다1).

현재까지 재광화 과정에 있어 가장 뛰어난 물질로

알려진 것은 불소이다. 이로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소가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일상에서 가장 흔하

게 쓰이고 있는 불소 공급원은 불소치약이다. 그런

데 특히 유아나 어린이는 칫솔질 시 입안에 잔류

된 치약을 뱉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린이용 치약의

단맛 때문에 삼키는 경우가 많다. Almeida 등2)은 1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불소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불소치약 때문에 하루에 섭취하는 불소량이 평균

0.106 ㎎/㎏로써 식품을 통한 것보다 약 4배 높다고

하 으며, 이것은 어린이의 불소 섭취 제한 수준으

로 여겨지는 하루 평균 0.05∼0.07 ㎎/F/㎏보다 훨

씬 높은 수치 다. 불소를 한 번에 과량 섭취하거나

적은 양을 만성적으로 섭취할 경우 급성 위장 장애

또는 치아와 골격의 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뱉는 능력이 떨어지는 3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

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3).

최근 이러한 불소의 사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불소처럼 재광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인체

에 해가 없는 새로운 후보 물질에 관한 연구와 관심

이 증 가 하 고 있 다 . 그 중 하 나 가 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 calcium phosphate

(CPP-ACP)이다.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카제인

과 무기질의 화합물인 CPP-ACP는 구강 내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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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칼슘과 인 이온을 유리시킴으로써 무기질 이온

의 과포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치아의 탈회를

막고 재광화를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 이러한

CPP-ACP는 우유5)나 양치액6), 츄잉껌7)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

다. 이 중 CPP-ACP가 10%가량 함유된 크림형태의

상품이 Tooth Mousse™ (GC corp, Japan, TM)이다.

Kumar 등8)은 실험실 실험에서 TM 희석 용액에 인

공 우식 치아를 침적하거나 국소적으로 코팅하 을

경우 우식 병소의 깊이가 줄어들고 재광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하 으며, Tantbirojn 등9)은 콜라에

침적한 법랑질 시편에 인공 타액을 공급하면서 TM

을 도포한 결과, 콜라에만 침적한 대조군 시편에 비

해 경도가 유의하게 상승했다고 보고하 다.

최근 치아의 재광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

른 새로운 물질의 하나로 나노 크기의 인회석(nano-

sized apatite)이 있다. 나노 크기의 인회석은 치아나

뼈와 유사한 생체적합성 물질이면서 입자의 크기가

나노 크기여서, 기존의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면 전체 구성 원자 중 표면 원

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다양한 열역학적 성질과 광학

적, 전기적, 화학적 성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노

크기의 인회석은 넓은 표면적을 통해서 동일한 양의

마이크로 입자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의 용출

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착 성질도 얻을 수

있다10-12). 즉,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이전의 이온 교

환을 통한 재광화 개념뿐만 아니라 입자의 부착 성

질을 통한 재광화 현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인

회석 중에서 치아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수

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Ca10(PO4)6(OH)2)이라

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의 치아를 구성하고 있

는 수산화인회석은 치아가 맹출하고 성숙하는 과정

에서 수산화인회석의 수산화기와 인산기의 2∼3%

가량이 탄산기로 치환되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는 탄산인회석(carbonate apatite, Ca10(PO4·

CO3)6(OH)2)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탄산

인회석은 성분이나 형태학적으로 수산화인회석보

다 뼈나 치아와 유사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수산화

인회석의 경우 pH가 11-13정도의 강 알칼리성이지

만, 탄산인회석의 경우 pH가 7-8 가량의 중성이어

서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골 대체 재료나

골 재생 물질 등 생체 재료로 탄화인회석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탄산인회석이 초기 법

랑질 우식증 병소를 얼마나 재광화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체 재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탄산인회석의 나노 입자 (nano-sized

carbonated apatite, n-CAP)가 다양한 농도로 포함

된 페이스트와 시판 CPP-ACP 페이스트간의 법랑질

재광화 효과를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상호 비교해보

자 하 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진행하 다: (1) 음성대조군인 0% n-CAP 함유 페이

스트, (2) 제 1 실험군인 5% n-CAP 함유 페이스트,

(3) 제 2 실험군인 10% n-CAP 함유 페이스트, (4) 양

성대조군인 TM(Tooth Mousse™, GC KOREA CO.,

Korea). 양성 대조군인 TM에 함유된 CPP-ACP의 농

도는 10% 다. (1)∼(3)군의 페이스트 모두 TM과

마찬가지로 소량의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n-

CAP 이외의 다른 첨가물들은 함량이 모두 동일하도

록 조정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n-CAP는 칼슘과

인 용액을 사용하여 공침법(co-precipitation)을 통

해 제조하 으며, n-CAP 입자는 50∼90 ㎚의 크기

의 침상 구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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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2.2.1. 시편제작과 인공우식형성

육안으로 보아 우식 및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

질 노출이 없는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우전치

를 선택하 다. 우치는 지름 3 ㎜의 원통형으로 펀

칭하여 지름 7 ㎜, 길이 50 ㎜의 투명 아크릴 봉에

레진으로 매몰하 다. 냉각수 공급 하에 silicon

carbide paper와 1 ㎛ diamond spray(DP-Spray P3,

Struers)를 이용하여 연마하 다. 그 후 1.5×1.5 ㎟

의 window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에 내산성의

nail varnish를 도포하 다14,15). 이렇게 제작된 시편

은 탈회용액에 침적하고 37℃ 항온기에 48시간 동

안 보관하여 인공우식을 유발시켰다. 탈회용액은

0.1 M의 lactic acid에 제3인산칼슘(tribasic calcium

phosphate)을 첨가하여 50% 포화용액을 제조하

다. 그 후, 염화수소(HCl)를 첨가하여 소량의 칼슘

과 인 이온이 유리되도록 하 고, 여과한 용액에

0.2% carbopol(ETD 2050, Noveon Inc, USA)을 첨

가한 후 수산화나트륨(NaOH)을 첨가하여 최종 pH

가 5.0이 되도록 조정하 다16).

2.2.2. pH 순환모형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

을 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pH 순환모형을 변형하

여 사용하 다17). 음식물의 섭취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해 pH가 떨어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총 3회 1시간씩 탈회 환경에 노출시켰으

며, 3회의 탈회과정 후에는 실험용액에 5분간 침적

하 다. 또한 구강 내 타액만 존재하는 시간의 재현

을 위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재광화 용액에 시편을

침적하 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총 2주간 반복하

다. 이때 사용된 탈회용액은 인공우식을 유발하는데

사용된 용액과 동일하 으며, 실험용액은 페이스트

와 증류수를 1:2(6.7 ㎖ : 13.3 ㎖)의 비율로 섞어 사

용하 다. 재광화 용액은 인공타액과 사람의 자극성

타액을 1:1(7.5 ㎖ : 7.5 ㎖)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하 고, 인공타액은 2 ℓ 증류수에 0.22% 위점액소

(Mucin from porcine stomach Type Ⅱ, Sigma®,

Germany)와 13 mM 염화나트륨(NaCl), 3 mM 염화

칼슘(CaCl2), 10 mM 인산칼륨(KH2PO4), 30 mM 염

화칼륨(KCl)을 첨가하여 제작하 으며, 자극성 타

액은 전신질환이 없는 20대로부터 채취하 다. 실

험용액은 처치 시 마다 새로 제조하여 사용하 으

며, 탈회용액과 재광화 용액은 하루 1회 교체하

다.

2.2.3. 실험용액에 포함된칼슘과인의함량 분석

실험용액 내 칼슘과 인의 함량은 유도결합 플라즈

마 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s-7510, Shimadzu, Japan)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칼슘과 인의 함량은 용액 내 자연

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자연 유리 이온의 양과 결합

되어있는 calcium phosphate compound를 산 처리

과정을 통해 분해하여 측정한 용액 내 총 이온의 양

으로 나눠서 분석하 다.

2.2.4. 표면 미세경도측정

미세경도기(JT Toshi Inc, Japan)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수직으로 200 g의 하중을 10초 동안 가하여

Vickers Hardness Number(VHN)를 측정하 다. 시

편 당 window의 상, 하, 좌, 우 4점을 측정하여 평균

을 구하 으며, window의 경도는 초기 우식병소 형

성 직후와 14일 간의 pH 순환 처리 후에 각각 측정

하여 표면 미세경도의 변화를 비교하 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시편의 탈회 후 VHN은 40∼80의 범위에

속하 다.

2.2.5. 횡 절단면의 미세경도 측정과 무기질 소실

량 계산

14일간 실험용액으로 처리된 표면으로부터 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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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까지의 미세경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pH 순

환 처리한 시편 7개를 micro cutter(TechCut4™,

Allied High Tech Products Inc., USA)를 이용하여

횡으로 절단한 뒤 Knoop Hardness Number(KHN)

를 깊이 별로 측정하 다. 법랑질 표면으로부터 10

㎛하방에서 시작하여 140 ㎛까지 10 ㎛간격으로 50

g의 하중으로 10초 동안 압입하여 KHN을 산출하

다. 이렇게 측정된 KHN 값은 Featherstone 등18)이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volume% mineral로 변환

하 다. 이때 volume% mineral값이 85% 이상인 경

우는 정상치아로 간주하여 각 시편당 병소깊이 별

volume% mineral의 전체 면적(전체 mineral loss,

ΔZ)을 산출하 다.

2.2.6.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시편 표면의 양상

비교

법랑질 표면에 대한 미세구조의 분석을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FE-SEM S-800, Hitachi, Japan)을 이용

하여 20,000 배율에서 결정구조를 살펴보고 표면의

미세구조 양상을 관찰하 다.

2.3. 통계분석

처리 전, 후의 시편 표면의 경도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고, 처리 물질에 따른 군 간 결과

값의 차이는 일요인분산분석과 Tukey’s test 사후검

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 다. 모든 분석

에서 유의수준은 α=0.05 고, SPSS 12.0 통계 패키

지 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 다.

3. 연구성적

3.1. 처리용액의칼슘과인의함량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법으로 용출된 칼슘

과 인 이온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자연 유리된 이온

의 함량보다 산처리한 총 이온의 함량이 칼슘 이온

의 경우는 1.4배(TM군)∼2.2배(10% n-CAP군)까지

증가하 고, 인 이온은 1.3배(TM군)∼1.9배(10% n-

CAP군)까지 증가하 다. 또한 각각 자연 유리된 이

온의 함량과 총 이온의 함량은 n-CAP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이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칼슘과 인 함량을 보인 군은 10% n-CAP군으로

써 자연 유리이온의 경우 10% n-CAP군이 TM군 보

다 칼슘은 1.4배, 인은 1.3배 더 높았으며, 총 이온

함량은 10% n-CAP군이 TM군 보다 칼슘은 2.2배,

인의 함량은 1.9배 높았다(Table 1).

3.2. 법랑질인공우식병소의표면미세경도변화

0%, 5%, 10% n-CAP군과 TM군이 14일간의 pH

순환처리 후 각 그룹 간의 재광화 효과 차이를 표면

의 미세경도로 비교한 결과, 초기 표면 경도에 비하

여 pH 순환처리 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음성 대조군인 0% n-CAP의 ΔVHN 값이

10% n-CAP와 TM군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작은 차이

다. 초기 경도를 기준으로 하여 5% n-CAP군의 표면

미세 경도는 약 37% 가량 상승하 으며, 반면 양성

대조군인 TM군은 단 18.6%의 경도 상승이 나타났

Table 1. Contents of calcium and phosphate ions for experiment solutions acid treatment

Groups
Free released ions Total ions

Ca (㎎/㎏) P (㎎/㎏) Ca (㎎/㎏) P (㎎/㎏)
0% n-CAP 0.0 45.5 0.0 33.5
5% n-CAP 1392.2 776.1 2951.7 1447.7
10% n-CAP 2442.9 1412.9 5442.3 2808.3

TM 1719.9 1112.8 2426.7 1458.1

n-CAP indicates nano-sized carbonate apatite. TM indicates Tooth Mo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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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n-CAP군의 표면 미세 경도의 상승 폭은 TM

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3.3. 병소심부의무기질함량변화

병소 심부의 무기질의 소실량을(ΔZ)을 비교한

결과, TM군이 가장 적은 총 무기질 손실을 보 다.

이는 음성대조군인 0% n-CAP군 보다 약 1.4배 정도

무기질 소실이 적은 것이었다(p＜0.05). 그러나 0%

n-CAP군과 5% n-CAP 및 10% n-CAP군 간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2. Surface microhardness values (VHN) of each group

Groups n Pre-treatment Post-treatment
VHN VHN ΔVHN % changes

0% n-CAP 10 61.6 ± 6.0 82.9 ± 12.0 19.2 ± 8.5ab 31.2
5% n-CAP 10 62.4 ± 5.9 86.4 ± 12.4 23.2 ± 10.0a 37.1
10% n-CAP 10 62.4 ± 5.8 79.0 ± 13.5 16.3 ± 7.8ab 26.2

TM 10 62.4 ± 5.7 74.9 ± 7.9 11.6 ± 1.3 b 18.6

n-CAP indicates nano-sized carbonate apatite. TM indicates Tooth Mousse™

Al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ab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Table 3. Total mineral loss (ΔZ) of enamel lesion in each groups (mean±S.D under volume 85% area

Groups n ΔZ (mean ± S.D.)
0% n-CAP 7 1397.3±438.9a

5% n-CAP 7 1219.4±334.3ab

10% n-CAP 7 1215.1±343.4ab

TM 7 1014.9±342.8 b

n-CAP indicates nano-sized carbonate apatite. TM indicates Tooth Mousse™

Al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ab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Figure 1. Mineral loss(ΔZ) curve of enamel lesion in ea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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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

변화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표면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0% n-CAP 군이 다른 실험군에 비해

치아표면에 다공성이 크게 증가하 다. 반면 n-CAP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치아표면에 다공성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양성대조군인 TM

군은 10% n-CAP보다는 치아표면이 거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4. 고 안

최근 치과분야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외과적인 침

습적 치료에서 초기 치아우식증의 탐지와 무기질 공

급을 통한 재광화 처치에 의한 최소 개입(minimal

intervention)으로 변화되고 있다19,20). 초기우식 병소

의 재광화를 위해서는 각종 무기 이온 중에서 칼슘

과 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 이온들을 활용한 다

양한 신물질의 개발 및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제인 및 칼슘과 인이 주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광화 후보 물질인 CPP-

ACP와 최근 새롭게 개발되어 치의학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n-CAP가 초기 법랑질 우식증 병소의 재

광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환경을 모

사한 pH 순환모형을 통해서 비교하 다. 이를 위해

서 표면의 재광화 정도뿐만 아니라 병소 심부의 재

광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표면과 심부의 미세 경

도를 평가하 으며, 표면의 미세 구조의 변화를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 다.

14일간의 pH순환 과정을 거친 법랑질 표면의 미

세경도 비교에서는 5% n-CAP군이 표면의 미세 경

도 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n-

CAP가 표면에 잘 침착한다는 사실은 Lee 등12)의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등은 지각과민 완

화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실 모형 연구에서 n-CAP가

매우 효과적으로 노출된 상아질 표면에 부착하면서

상아세관을 봉하기 때문에 지각과민을 막을 수 있

다고 보고하 다. 특히 이러한 n-CAP 입자의 표면

Figure 2. SEM images (magnification ×20,000) of enamel
surface in each groups
(A) 0% n-CAP, (B) 5% n-CAP, (C) 10% n-CAP, (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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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은 무려 30분간 초음파 세척 과정을 진행하여

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결합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5%이상 n-CAP가 함유된 페이스

트를 적용한 경우 표면경도의 향상 및 나노 입자의

법랑질 표면 부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온 분석 결

과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상에서는 10% n-CAP군

이 가장 높은 무기질 이온 함량과 나노입자가 부착

된 매끄러운 표면을 보 지만, 표면 경도의 향상은

오히려 5% n-CAP군이 더 컸다. 민 등21)은 나노크기

의 수산화인회석을 스포츠음료에 0.25%, 0.50%,

0.75%의 다양한 농도로 첨가하여 치아부식 억제 효

과를 평가한 결과, 0.25% 이상에서는 거의 유사한

표면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즉, 나노

크기의 아파타이트에 의한 표면 보호효과는 특정 유

효 농도가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고농도의 이온 공

급만으로는 효과적인 표면 경도의 향상을 꾀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n-CAP가 이온 교류뿐만 아니라 표면에 잘 부착

되는 성질에 의해서 초기 우식병소 표면의 미세경도

향상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병소 심부의 무기질 소실 정도를 평가한 실

험에서는 TM군의 총 무기질 소실량이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5). 이온 분석 결과에서는

10% n-CAP군이 TM군 보다 칼슘과 인의 이온 함량

이 훨씬 높았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표면 관찰

결과에서도 표층부에 무기질 층이 더 많이 침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n-CAP군의 경우 무기질

성분들이 이온 상태로 미세공극을 통과하여 병소 심

부까지 침투하기보다는 표층부에만 주로 흡착하고

표층부에서 병소심부로 이어지는 미세공극의 길목

을 차단함으로써 병소 심부의 재광화가 방해를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M군은 칼슘과 인 이온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적었으나, 병소 심부의 재광화 효과는 가장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Oshiro 등22)은 인공우식 병소에 CPP-ACP가

1% 함유된 페이스트를 14일간 처치하고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정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법랑질 병소

표면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간의 형태학적 변화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병소심부의 재광화

효과에 대한 Kumar 등8)의 연구에서는 인공우식 병

소를 TM으로 처치하 을 때 약 10% 정도 병소 깊이

가 감소했다고 주장하 다. 즉, 초기 우식병소를

CPP-ACP로 처치할 경우 병소의 표층부는 큰 변화

가 없으나, 병소 심부에서는 재광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CPP-ACP의 재광화

기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CPP-ACP를 구성하

고 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CPP는 평상 시에는 무기

질 공급원인 ACP와 결합해서 ACP를 안정화시키다

가, 주변의 pH가 낮아질 경우 CPP와 결합된 ACP가

유리되고, ACP는 칼슘과 인 이온으로 전환되어 치

아 표면 하방으로 침투하여 심부의 재광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모든 광물질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는 씨앗 역할을 하는 핵이 필요한데, 이러한 초기 과

정 중에 핵 생성 기질로써 인단백질(phospho-

protein) 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2). 그런

데 CPP-ACP의 카제인이 이러한 매개체 역할을 함

으로써 재광화 과정의 촉진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나노 입자를 이용한 재광화는 기존의 마이크

로 입자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넓은 표면적을 통해

서 보다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의 용출이 가능해지고
10,11), 높은 부착성질도 기대할 수 있다. 김 등23)에 따

르면 나노 입자의 수산화인회석이 함유된 구강양치

액이 마이크로 크기의 수산화인회석이 함유된 양치

액 보다 인공초기우식병소의 재광화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단순한

나노 크기의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n-CAP입자를

이용한 재광화는 칼슘과 인 이온의 병소 하방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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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어려워 초기 치아우식 병소의 재광화에는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CAP입자의 다

량의 칼슘과 인 이온의 방출 및 표면 부착성질은 치

아우식증 이외의 다른 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

다고 사료된다. 특히 표면하 병소인 치아우식증과는

달리 표면부터 깎여져 나가는 병소가 특징인 치아부

식증의 경우 n-CAP를 적용하면 효과적인 표면 보호

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치아부식

은 치아표면이 깎일 뿐만 아니라 하방의 약간의 무

기질 소실을 동반하는 질환인데24) n-CAP의 표면 부

착성질을 통해 치아표면의 상실을 방지하고 다량의

칼슘과 인 이온이 하방의 무기질 소실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민 등21)과 Lee 등25)은 나노크기

의 수산화인회석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스포츠

음료의 치아부식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한 바 있었다.

재광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칼슘과 인 이

온뿐만 아니라 타액 내 단백질과 pH 등 많은 요인이

관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CAP와 CPP-ACP는

pH 6∼7로 제조된 물질이다. Yamazaki 등26)의 연구

에 따르면 칼슘과 인, 불소가 포함된 용액을 중성과

산성으로 각각 제조하여 인공우식 병소에 대한 재광

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H 4.8의 산성용액이 중

성 용액보다 시편의 표층뿐만 아니라 하부 병소의

재광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이러한 현상은

재광화를 위해서 국소적 불소도포 시 사용하는 불소

화합물 중에서 pH 7.0의 불화나트륨에 비해서 pH

3.5의 산성불화인산염(Acidurated Phosphate

Fluoride)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7). CPP-ACP도 중성보다는 산성 환경에서

칼슘과 인 이온을 완충하여 점차적으로 치면세균막

내 칼슘과 인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재광화를 촉진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Cochrane 등29)의 최근

연구에서도 CPP-ACP가 첨가된 용액에서 중성보다

는 산성의 환경에서 오히려 재광화가 더 잘 된다고

보고하 다. 즉 산성의 환경에서는 유리 칼슘과 인

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이온이 재광화 역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페이스트의

산도 조절에 관한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실 상의 연구로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 얽혀있는 실제 구강환경과는 차이

점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구강 내에는 신선한 타액이

공급되고, 탄수화물이 공급되면 세균이 유기산을 배

출함으로써 산성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추가연구에서는 구강 환경의 실제 사람을 대상

으로 한 in-situ 또는 임상실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구강 환경을 모사한 14일간의 pH 순환

모형을 통해 법랑질 초기 우식 병소에 대해서 n-

CAP의 재광화 효과를 기존의 CPP-ACP가 함유된 시

판 페이스트인 TM과 상호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법랑질 표층에서의 미세경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5% n-CAP군의 ΔVHN 값(23.16±9.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5% n-CAP군은 TM군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표면 미세 경

도 상승을 나타냈다(p＜0.05).

2. 법랑질 표층 하부의 무기질 소실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TM군의 총 미네랄 소실량(ΔZ)이

1014.9±342.8로써 다른 군들에 비해서 병소 심

부로 갈수록 무기질의 소실 정도가 낮게 나타났

으며, 특히 음성대조군의 0% n-CAP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3.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양상

과 우식병소의 무기질 침착 정도를 살펴본 결과

10% n-CAP군의 법랑질 표면이 가장 다공성이 감

소하 고, 나노입자들이 침착된 양상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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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TM군의 경우 10% n-CAP군에 비해서는

다공성이 증가된 양상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5% n-CAP는 법랑질

표면층에서 재광화에 유효한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n-CAP의 표층부 재광화 효과는 향후 치아부식증 분

야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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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ano-sized carbonate apatite
on remineralization of artificial caries-like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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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 calcium phosphate, Carbonate apatite, 
Dental caries, Nano, Remineralization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mineralization effects of nano-sized

carbonate apatite (n-CAP) paste and to compare it with casein phosphopeptide amorphous-calcium

phosphate (CPP-ACP) paste.

Methods: The bovine enamel specimens formed artificial caries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groups:

(1) 0% n-CAP (negative control group), (2) 5% n-CAP (first experimental group), (3) 10% n-CAP

(second experimental group), (4) Tooth MousseTM (TM, positive control group) containing 10% CPP-

ACP. We compared the remineralization effects of n-CAP and CPP-ACP on early caries lesions using

the pH-cycling model for 14 days. All specimens were evaluated surface hardness by Vickers Hardness

Number (VHN) at before and after pH-cycling. The degree of mineral loss (volume% mineral) was

measured as ΔZ (total mineral loss) using the Knoop Hardness Number (KHN) to determine the

remineralization effect by lesion dep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o examine the features

of remineralization on the specimen surface.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one-way ANOVA using

SPSS 12.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SPSS Inc, USA).

Results: On observing changes in the surface microhardness, 5% n-CAP group had much higher

ΔVHN (23.16±9.99) than did the other groups. On measuring the mineral loss by depth of enamel

lesions, TM groups exhibited lower ΔZ, total mineral loss (1014.9±342.8) from KHN than the other

groups. The features of the enamel surfaces were observed using SEM. The surface of 10% n-CAP

group was not only covered with nano-sized particles but also regular and flat. On the other hand, the

surface of TM group was irregular.

Conclusion: 5% n-CAP had the effect of remineralization on the enamel surface layer, so it is possible

to use n-CAP for remineralization of dental erosion.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