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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유산 완충용액의 산의 농도가 치근 우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근 노출에 의해 현대 사회에서 치근 우식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랑질 우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병소 형성시간, 조직학적 형태, 화학적인 조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근 우식증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산 완충용액의 산의 농도가 인공치근우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평가하였다. 

              우식과 균열 및 결손부가 없는 소구치를 선택하여 치근의 연조직 및 

백악질을 큐렛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제거하였다. 치아 장축에 수직이 되도록 

400-500㎛의 절편을 만든 후 #800사포로 150㎛두께로 연마하였다. 

2-3mm의 window를 형성 후 나머지 부위에는 nail varnish를 도포하고 

연마면에는 탈회용액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bonding resin을 도포 후 

질소가스하에서 광중합하였다. 일정한 pH(4.3)와 degree of saturation 

(0.146-0.155)하에서 lactic acid 농도에 변화를 준 유산 완충 용액(0.1M, 

0.01M, 0.025M, 0.05M)을 이용하여 1, 2, 3, 4, 5일간 인공 치근 우식을 

형성하고, 형성된 치근 우식 병소의 양상을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v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유산 완충 용액의 lactic acid 농도가 증가할수록 병소의 

깊이는 더 급격하게 진행하였다. 또 모든 군에서 병소는 초기 1일에 급격하게 

진행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백악질은 

초기 우식의 진행에는 억제 효과가 있으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우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전 실험과 비교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치근 우식증, 유산 완충 용액,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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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완충용액의 산의 농도가  

인공 치근 우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이  찬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도  연 

 

I. 서 론 

 

   치아 우식증은 치주질환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구강 내 만성 

질환의 하나로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치아 

우식증은 대개 유소년기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은 퇴축과 치조골 소실에 의해 치근이 노출되면서 치근 우식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Christensen, 1996; Shay et al., 199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치근 우식증은 21.7%에서 55.9%의 경험율을 

보인다고 하며(Katz et al., 1982), 7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8~24세의 

연령층보다 치근 우식증이 8배 호발한다고 하여(55.9% vs 6.9%)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근 우식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Winn et al., 1996).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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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치근 우식증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아의 구조 중 법랑질과 상아질은 조직학적, 화학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법랑질은 고도로 광화된 결정 구조로 무게비로 95~98%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음에 반해, 상아질은 무기질이 45~50%이고, 유기질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아질에 존재하는 상아세관이라는 특징적인 관 구조가 

있고 세관들은 치수에서 상아법랑 경계까지 전 두께를 관통하게 되며 

유기물은 특정 부위에 밀집되어 있게 된다(Roberson et al., 2002). 이와 같은 

법랑질과 상아질의 구조적인 차이는 치근 우식증이 치관 우식증과는 병소 

형성시간, 조직학적 형태, 화학적인 조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치근 우식의 실험적 연구를 위해 인공적으로 치근우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탈회에 필요한 산을 형성하는 bacterial system을 이용하여 

법랑질 혹은 치근면에 균일한 표층하 병소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방법 

(Clarkson et al., 1984; Clarkson et al., 1987), acidified gel을 포함하는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Feagin et al., 1985; Silverstone, 1967a), partially 

saturated buffer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Moreno and Zahradnik, 1974), 

surface dissolution inhibitor를 이용하는 방법(Francis et al., 1973; 

Featherstone, 1977) 등이 있다. Phankosol 등(1985a, 1985b)은 acidified gel 

system을 이용하였을 때 유사한 법랑질과 치근 우식을 형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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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으며, Hoppenbrouwers 등(1987)은 partially saturated buffer 

system을 이용하여 치근면이 법랑질보다 더 용해도가 크다는 것을 

microradiograph를 통해 확인하였다. Wefel 등(1995)은 실험적으로 root 

caries를 형성하는 방법들 중 acidified gel system과 partially saturated 

buffer system을 비교하였는데, 두 방법 모두 유사한 병소 형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artially saturated buffer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 수일 내에 

병소를 진행시킬 수 있어 단시간 내에 탈회 및 재광화 등의 실험을 진행시킬 

수 있고 병소 형성에 관계하는 여러 인자를 분리하여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치근 우식을 관찰,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기물질의 양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는, 조직현미경, 편광현미경, 

microradiograph,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화학적 성분 분석 방법 

등이 있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탈회된 각 층의 입자의 성질에 

따라 복굴절의 변화를 나타내 병소의 진행에 따른 층의 구별이 가능하고, 

microradiograph에서 나타나는 상아질 교원 섬유의 수축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백악질을 구별하기가 용이하다(Wefel et al., 1995; Nyvad et al., 

1989). 하지만 편광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 병소의 깊이의 측정은 가능하나, 

실제 무기질의 소실 여부의 정량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초기 법랑질 우식 병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조직학적, 화학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급격한 증가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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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 치근 우식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식 형성 요인 중 하나인 산의 농도를 변화시켜, 유산 

완충용액의 산의 농도에 따라 인공 치근 우식 형성의 특성과 시간에 따른 

탈회의 변화를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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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편제작  

   발치한 영구치 중 우식이 없고 균열이나 결손부가 없으며 탈회되지 않은 

소구치를 선택하여 치근의 연조직 및 백악질을 큐렛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제

거하였다. 증류수로 세척 및 건조 후 건조된 치아는 치관 부위를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하여 치관 부위만 매몰하고, 경화 후 low speed 

diamond wheel(Minitom, Struers, Denmark)를 이용하여 치근 부위를 치아 장

축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 400~500㎛의 절편을 만든 다음 #800사포를 

이용하여 150㎛두께로 연마하였다. 이때 가능한 한 같은 치아에서 제작된 시

편이 각 군에 골고루 분배되어 시편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입체 현미경하에서 검사하여 협설면이나 근원심쪽에 우식이

나 결손부, 균열이 없는지 확인 후 2~3mm의 window를 형성하였고, 이 부위

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는 nail varnish를 도포하였다. 시편의 앞뒷면을 

name pen을 이용하여 표시하여 동일 부위의 관찰 및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연마면에는 탈회용액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입체 현미경하에서 

bonding resin(Scotchbond MP®, 3M Dental product, U.S.A.)를 도포한 후 질

소가스 하에서 30초간 광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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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oth specimen 

 

2. 실험용액의 제조 

 

가. Stock solution의 제조 

30% lactic acid(Sigma Co., U.S.A., 분자량 90.08, 밀도 1.080)를 이용하여 

1M의 lactic acid를 제조한 다음 페놀프탈레인(Sigma Co.)지시약과 8N 수산화

칼륨(KOH, potassium hydroxide, Sigma Co.)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용액의 

농도가 1.016M임을 확인하였다.  

   염화칼슘분말(Sigma Co., U.S.A., 분자량 147.0)을 이용하여 0.1M의 용액

을 제조한 후 자동분석기(790 Personal IC. Metrohm. Ion analysis., 

Switzerland)로 분석하여 제조한 용액의 농도가 0.105M임을 확인하였다.  

인산칼륨분말(Sigma Co., U.S.A., 분자량 136.1)을 이용하여 0.1M의 용액

을 제조한 후 자동분석기(790 Personal IC. Metrohm. 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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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로 분석하여 제조한 용액의 농도가 0.099M임을 확인하였다. 

 

나. 탈회완충용액의 제조 

Lactic acid, 칼슘, 인의 stock solution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은 실험 용액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군에 맞도록 정확한 양을 취하여 탈회용액을 제조한 후, 

bacteriostatic하게 하기 위해 0.0308M의 sodium azide를 추가하고 8N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하여 pH meter(Advanced Ion Selective Meter 920. Orion 

Research, U.S.A.)계측 하에 pH 4.3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를 다시 정량분석

하기 위하여 위의 용액을 자동분석기(790 Personal IC. Metrohm. Ion analysis., 

Switzerland)로 분석하여 제조된 용액의 농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1. Composition of Demineralized solution (mM) 

Solution 1 2 3 4 

Ca 10 11 13 15 

P 4.8 6 7 10 

Lactic acid 10 25 50 100 

Sodium azide 3.08 3.08 3.08 3.08 

pH 4.3 4.3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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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initial demineralized solution (mM) 

Solution 1 2 3 4 

Ca 9.77 10.16 12.70 13.56 

P 4.57 5.63 6.70 9.21 

Lactic acid 10 25 50 100 

Sodium azide 3.08 3.08 3.08 3.08 

pH 4.3 4.3 4.3 4.3 

Degree of 

Saturation 
0.153 0.150 0.155 0.146 

 

 

다. 인공 치근 우식의 형성과 관찰 

50cc 플라스틱 용기에 30cc의 탈회 완충용액을 채운 후 인공 우식이 형성

될 시편을 통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고정하고 밀봉한 후 25℃ 항온 수조에 보

관하였다.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경과 후 탈회가 일어난 것을 증류수로 

침윤시킨 상태에서 편광현미경(I221, 동원정밀, 한국)으로 관찰 후 이 상태를 

디지털카메라(Coolpix 4500, Nikon Corporation. Japan)로 촬영하였다. 촬영시 

매 시편마다 동일한 부위를 채득하기 위해 이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여 동

일한 부위가 기록되도록 하였다. 촬영 후 표면에서부터 양성복굴절부위 끝까

지의 수직길이를 임의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다섯 부위를 선택한 후 

mic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후 우식병소의 평균 깊이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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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편광 현미경 관찰 

병소의 모양은 모든 시편 관찰 시 대부분의 병소에서 깊이가 일정하고,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병소 본체는 건전 상아질에 비해 양성 

복굴절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상아세관은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병소 

본체 하방에는 띠 모양의 병소전면이 음성복굴절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띠 

모양의 병소전면은 zone of band로 추정되며 이는 lactic acid의 농도가 늦은 

군에서 높은 군으로 갈수록 다소 더 뚜렷하고 짙게 관찰되었다. 같은 

군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더 얇아지고 덜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Fig 4, 5, 6, 7, 8, 9, 10, 11).  

병소 본체의 표층은 단일한 띠 모양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형성되며 

상아세관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소실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역학적인 균형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무기물 소실이 발생하면서 표층이 

점차 병소 하방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군간의 표층의 

양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우식병소의 깊이 측정 

pH와 degree of saturation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lactic acid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lactic acid의 농도가 높을수록 우식 병소의 진행이 빠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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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병소 본체의 깊이는 1일 후 가장 급격히 진행하며 이후 2, 3, 4, 

5일로 진행됨에 따라 병소의 진행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3, Fig 2, 3). 이와 같은 일정한 증가 양상은 y=ax+b의 

일차 함수와 같은 형태를 보이며(Fig 2), 각 군별로 증가하는 기울기의 값은 

Sigmaplot 9.0(Systat Software 200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Table 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Table 3. The mean depths(㎛) and standard deviation of lesion form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lactic acid concentration in acid buffer 

solution (D=day, Avr.=average, S.D.=standard devi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Avr. S.D. Avr. S.D. Avr. S.D. Avr. S.D. 

1 D 37.66 7.86 59.85 17.06 71.75 10.07 109.74 20.90 

2 D 49.67 9.77 69.70 18.37 84.74 12.90 137.01 10.64 

3 D 59.74 11.19 75.76 20.99 98.70 9.36 154.87 13.85 

4 D 68.18 15.96 94.70 21.60 115.58 10.12 182.47 9.97 

5 D 75.32 16.20 106.06 18.92 129.54 10.41 206.81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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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the lactic acid concentration in acid buffer solution on 

the progression of artificial root caries (㎛) 
 

 

Table 4. The average increase in depth of caries penetration in each group 

(p<0.005) 

 

 Taper 

Group 1 9.38 

Group 2 11.74 

Group 3 14.64 

Group 4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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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depth of demineralization (㎛) -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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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치아 우식은 구강 내 세균(plaque bacteria)으로부터 생산된 유기산에 

의해 석회화 조직의 일부가 용해되고 파괴되는 감염성 세균 

질환이다(Roberson et al., 2002). 법랑질에서는 유기산이 법랑질표면과 

접촉하여, 처음에는 interprismatic space로 침투하여 calcium과 phosphate 

이온을 유리시켜 밖으로 보냄으로써 시작된다(Holmen et al., 1985). 진행되는 

우식은 처음에는 interprismatic space로, 점차 intercrystallite pathway로 

진행하여 hydroxyapatite를 녹이게 된다(Shellis, 1984). 이러한 구조들은 

많은 porosity를 보이며 산은 이러한 곳을 따라 침투하게 되어 법랑질에서는 

porosity가 많은 enamel prism이 ion diffus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Dibdin, 1972; Hamilton et al., 1973).  

   상아질은 법랑질과는 조직학적 구조와 화학적 조성에 차이가 있어 우식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아질에는 상아 세관이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법랑질에 비해 백악질과 상아질의 투과성이 더 크며, 상아질의 높은 

carbonate와 magnesium 함량은 법랑질에 비해 상아질의 무기질 용해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였다(Hoppenbrouwers et al., 1986).  Katz 

등(1987)도 법랑질에 비해 낮은 상아질의 무기질 함량이 산 용해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고 하였으며, Hoppenbrouwers 등(1986)은 우식이 

형성되기 위한 임계 pH가 법랑질에서는 pH 5.5인데 비해 상아질에서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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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로서 더 높다고 하였다. 

   Patel 등(1987)은 용액의 pH, 완충농도, ionic strength, 용액의 degree of 

saturation, 용해상수, enamel matrix의 porosity에 따라 in vitro에서 법랑질 

용해의 속도와 형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법랑질탈회에 대한 driving force는 법랑질에 대한 탈회용액의 degree of 

saturation에 의해 가장 잘 서술되고 있다. Degree of saturation은 광물질에 

대한 탈회 용액의 saturation level이며 열역학적 용해도에 대한 칼슘, 인 

등의 ionic activity로 정의된다(Margolis and Moreno, 1990). 이러한 degree 

of saturation은 산의 농도, initial pH, 칼슘과 인의 농도 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것에 의해 법랑질 혹은 상아질의 탈회율이 결정된다고 

한다. 

   본 실험에서는 이(1992)의 실험에서 입증한 표층하 병소가 가장 잘 

형성되는 포화도이며  강 등(2004)의 실험에서 intact한 병소 본체를 관찰할 

수 있었던 0.130~0.159의 degree of saturation을 조절하기 위해 lactic acid, 

칼슘, 인 등의 농도를 계산하여 완충용액을 제조하였다. 그리하여 우식 

형성시 각 군간의 degree of saturation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오직 탈회 시간과 lactic acid 농도만이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했다. 실제 

분석 결과 degree of saturation은 0.146~0.155의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관찰한 모든 시편에서 intact한 병소 본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탈회 시간과 형성된 병소 깊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모든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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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 시간이 길수록 병소 깊이가 뚜렷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이는 Gray(1962), Groeneveld 등(1962), Margolis 등(1985), 

백 등(1992)이 법랑질에서 확인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 양상은 

첫째 날 다소 급격히 진행된 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오 

등(1999)의 실험에서의 양상과 마찬가지였다. Lactic acid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병소의 깊이가 증가되었는데 법랑질에서 연구된 Plasschaert 

등(1972), Gray(1962), 백 등(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등(1992)의 연구와는 상아질과 법랑질이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거의 동일한데, 시간의 증가와, lactic acid 농도의 증가에 의한 병소 크기의 

증가 양상은 동일하나, 그 depth는 상아질에서 확연히 큰 값을 

나타낸다(75㎛ vs 155㎛). 본 실험에서는 백악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소 크기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악질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는 더 큰 병소 크기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아질이 법랑질보다 우식에 취약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백악질이 덮여 있는 치근의 우식이 법랑질 우식보다 더 쉽게 생성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치근 우식이 생성되어 진행되면 편광 현미경 관찰 시 saucer shape의 

병소가 관찰되며 탈회가 된 병소 본체는 양성 복굴절을 보이는데 이는 탈회 

과정에 의해 형성된 미세 공간에 굴절률이 다른 매개가 침투하여 양성 

복굴절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Silverstone, 1967b). 병소 본체 하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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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굴절을 나타내는 띠 모양이 관찰되며 이는 zone of band라고 

판단된다(Furneth and Johansen, 1970). 이것은 병소의 전방부에서 유리된 

무기질이 탈회된 collagen matrix에서 느슨하게 재침착되어 무기질이 감소된 

부위의 재광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zone of band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덜 얇아지고 덜 분명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초기 

병소가 더 활동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기산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치근 우식증을 연구한 이전 연구(오 등, 

1999; 강 등, 2004)에서는 치근면의 백악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curette으로 치근을 활택하고,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pumice로 치근면을 

연마한 다음, 초음파세척기로 세정한 후 시편을 제작하여 상아질에서의 인공 

우식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치근면을 curette을 이용하여 

적당히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만 시행한 후 시편을 제작하여 시편은 실제 

치근과 마찬가지로 백악질이 덮여 있게 하였다. 백악질이 제거된 경우 

병소의 초기 진행이 빨라지며, 견고한 백악질층은 치근면의 초기 우식에는 

저항성이 있다고 한다(McIntyre et al., 2000; Dietz et al., 2002). 하지만 

탈회가 진행된 후 며칠이 지나면 빨라진 병소의 진행률은 백악질이 존재하는 

보통의 치근과 유사하게 된다고 한다(McIntyre et al., 2000). 백악질을 

완전히 제거한 오 등(1999)의 실험에서 본 실험의 조건과 같은 조건인 

4군의 결과를 비교시 탈회 후 1일째의 평균 병소 깊이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93㎛ vs 109㎛). 하지만 그 이후의 병소의 진행은 일정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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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백악질의 존재에 의해 병소 진행이 억제되는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본 실험에서 백악질은 초기 

우식 형성에만 억제 작용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병소의 진행 속도를 살펴보면, 모든 군에서 우식을 진행시킨 초기 1일의 

진행 속도가 나중 5일째보다는 더 빠름을 알 수 있었으며(Fig 2) 이는 오 

등(1999)과 강 등(2004)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초기 1일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추정하건대 완충 용액의 조성에 의한 영향이 탈회의 초기에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더 많다가, 점차 탈회가 일어나면서 표면에서부터 

심부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탈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5일째까지는 병소 크기의 증가 양상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것을 일차 함수의 형태로 그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Table 

4). 그 기울기는 lactic acid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lactic acid의 농도가 치근 우식 형성에 있어 독립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관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5일간의 관찰 결과만을 가지고 

우식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과 같은 유산 완충 용액을 이용한 치아 우식의 형성은 이전의 

법랑질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아질에서도 우식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model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소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실험의 

진행이 빠르며, 병소 형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각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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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른 병소의 진행은 자연 치아의 우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병소 형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분리 및 평가를 통해 탈회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실험 조건 하에서 형성된 인공 

치아 우식이라 하더라도 치아에 따라서 혹은 같은 치아 내에서도 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치령, 구강 내 존재시 환경의 차이, 

식이 습관, 불소 도포, 화학적 조성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본간의 변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험 치아 수거시 자세한 

history taking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동일한 피검자의 치아를 이용하거나 

single section technique(Groeneveld and Arends, 1962)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편광 현미경을 통한 관찰은 병소의 진행에 따른 층의 구별과 백악질의 

구별이 용이하며 병소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아질 내에는 상아세관, 관간상아질, 관주상아질 등의 구조에 따라 무기질의 

조성이 다르며 법랑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orosity가 큰 구조에서 ion 

diffusion이 일어나 우식이 진행되므로 이와 같은 각각의 구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EM, TEM, AFM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관찰이 병소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공적인 치근 우식의 연구를 통해 치근 

우식의 진행 과정 및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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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근 우식의 형성 기전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치근 우식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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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실험에서는 pH, degree of saturation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lactic 

acid의 농도에 변화를 준 유산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1, 2, 3, 4, 5일간 인공 

치근 우식 병소를 형성하고, 형성된 치근 우식 병소의 양상을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유산 완충용액의 lactic aci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병소의 깊이는 더 

급격하게 진행한다. 

2. 모든 군에서 병소는 초기 1일에 급격히 진행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3. 이전의 실험 결과와 종합하면 백악질은 초기 우식의 진행에는 억제 

효과가 있으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우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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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acid concentration of lactate buffer solution on the 

formation of artificial root caries 

 

Do-Yeon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Young Lee, D.D.S, M.S.D, Ph.D) 

 

I. Objective 

 Recently root caries is reported as an increasing oral disease. Many 

researchers studied in vivo and in vitro enamel lesion but due to its peculiar 

structure and different chemical compositon compared to the enamel,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root cari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cid 

concentration of lactate buffer solution on the progression of artificial root 

caries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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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terials and Methods 

  Human premolars without any defects and cracks were selected and were 

approximately removed cementum. Each tooth was sectioned and they were 

ground with #800 sandpaper until they had a thickness of 150㎛. Specimens 

were applied with nail varnish except for the 2-3mm window area before 

application of bonding agent. Whole surface of specimen except window was 

covered with bonding agent and then was light cured under N2 gas. Under 

the constant pH and degree of saturation, the specimen was divided into 4 

groups (lactic acid concentration: 0.1M, 0.01M, 0.025M. 0.05M). Each group 

was immersed in acid buffer solution for 1, 2, 3, 4, 5 days under controlled 

temperature (25℃) and was imbibed in water and examined using the 

polarizing microscope.  

 

III. Results  

1. The higher the acid concentration of lactate buffer solution, the bigger the 

progression of the lesion. 

 

2. In all groups, the lesion progressed rapidly at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but increased proportionally as time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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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mentum inhibited the initial root caries, but did not have any effect on 

caries progression. 

 

IV. Conclusion 

 The size of the lesion increased as the acid concentration of lactate buffer 

solution became higher. The lesion progressed rapidly at the beginning, but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ime.  

 

Key Word: root caries, acid buffer solution,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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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Fig 4.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1-day stored sample of Group 1, 

imbibed in water(X100) 

Fig 5.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5-day stored sample of Group 1, 

imbibed in water(X100) 

Fig 6.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1-day stored sample of Group 2, 

imbibed in water(X100) 

Fig 7.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5-day stored sample of Group 2, 

imbibed in water(X100) 

Fig 8.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1-day stored sample of Group 3, 

imbibed in water(X100) 

Fig 9.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5-day stored sample of Group 3, 

imbibed in water(X100) 

Fig 10.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1-day stored sample of Group 4, 

imbibed in water(X100) 

Fig 11. Polarizing microscopic view of 5-day stored sample of Group 4, 

imbibed in water(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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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Fig. 5 

 

 

  

           Fig. 6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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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Fig. 9  

 

 

  

            Fig. 10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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