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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논문정리를 하면서 지난날들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면에서 부
족한 저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께 이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논문지도를 하시며,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며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유형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많은 관심과 조
언으로 심사를 맡아주신 황충주 교수님,오근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그리고 이제껏 배우고 익히는 데 많은 가르침을 주신 유영규 교수
님,손병화 교수님,박영철 교수님,백형선 교수님,이원유 교수님,김경호
교수님,최광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번 실험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치과재료학 교실의 이

상배 선생님,광명데이콤의 김기수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원하는 치아시편을
구해주신 청주 지구촌치과 이정화 원장님,이즈치과 이두희 원장님,조영애
선생님,유태민 선생님,이수원 선배님,정시동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챙겨주고 이끌어주었던 성환이형 그리고 동기 형보,해룡이와

후배 해리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어머니께 감사드리고 형

님과 장인,장모님 그리고 사랑스런 아내 제나와 우리 아들 윤빈이에게 고
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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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치아 미백후 교정용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 변화

치아미백후 미백된 법랑질과 교정용 브라켓간의 전단결합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용으로 발거된 130개의 치아를 이용하여 미백횟수와
미백후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라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치아미백을 한 경우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감소하였으나
(p<0.05),미백횟수의 증가에 따라 유의성있게 감소하지는 않았다(p>0.05).
2.치아미백을 한 경우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 간의 전단결합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금속 브라켓보다 세라믹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3.인공타액내 저장시간이 처음 1주일까지는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
게 증가하였으나(p<0.05),1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유의성있는 증가는 없었고,저
장시간 4주후 전단결합강도는 미백전의 전단결합강도와 비슷하였다.
4.브라켓 제거 후 접착제의 잔류지수의 분포 양상은 미백횟수가 증가할 수록 치
면의 접착파절이 증가하였고,인공타액내 침지시간이 증가할수록 치면의 접착파절
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치아를 전문가미백한 후 교정용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의
감소가 일어나므로 임상에서의 브라켓 접착은 타액에 의해서 접착강도가 유의성
있게 회복되는 1주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미백전의 접착강도와 비슷한 접착강
도를 보이는 4주후의 접착은 더 안정적이며 추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핵심 되는 말 :치아미백,교정용 브라켓,전단결합강도,인공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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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아아아 미미미백백백후후후 교교교정정정용용용 브브브라라라켓켓켓의의의
전전전단단단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유유유 형형형 석석석)

박박박 원원원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최근 심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아미백술이 심미치과의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치아미백술은 라미네이트 비니어,all-ceramic
crown등 치아 삭제를 필요로 하는 술식에 비해 좀 더 보존적이어서 그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치아미백제로서 hydrogenperoxide의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치아미백제는 사용되어 왔다.1950년대에는 미백제에 열을 가
하여 미백제에서 발생기 산소의 유리를 활성화시키는 thermocatalyticbleaching
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1960년대에는 열 대신에 sodium perborate를 이용하
여 화학적으로 발생기 산소를 유리시켜 미백효과를 증대시킨 술식이 소개되었으
며,Spasser(1961)는 sodium perborate를 물과 혼합하여 치수강에 주입후 임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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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로 충전하여 3-5일후 제거하는 walkingbleaching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그
후 Nutting과 Poe(1961)는 물 대신 hydrogenperoxide를 sodium perborate와 혼
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우 빠르고 탁월한 미백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방법에 의한 walkingbleaching이 무수치 미백에 이용
되고 있다.
생활치의 미백은 Cohen(1979)이 생활치 미백이 정확한 술식을 사용한 경우 치
수에 무해하다고 발표하고 Haywood와 Heymann (1989)이 10% carbamide
peroxide를 이용한 homebleaching을 소개하면서 치과 영역의 한 술식이 되었다.
생활치 미백은 치료실내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두 방법
모두 carbamideperoxide성분의 약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치아미백제가 법랑질의 구조와 구성 성분 및 치과용 접착제의 접착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
직 의견이 분분하다.Haywood(1992)는 carbamideperoxide를 적용한 실험에서
표면의 조직학적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나,Covington등 (1991)은 표면에 약
간 부식이 발생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Torneck등 (1990)은 법랑질 외표면이 소
실됨을 보고하였다.McGuckin등 (1992)은 표면이 거질어짐을 보고하였고,Bitter
와 Sander(1993)는 다양한 표면의 다공화 현상을 보고하였다.
미백 처리 후 치질과 레진간의 결합력 저하원인에 대하여,Perdigao등 (1998)은
법랑질 표층의 단백질,무기염의 변화를 보고하였고,Josey등 (1996)은 법랑질의
표층과 표면 하부층의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하였다.그러나 Sung등 (1999)은 법
랑질에 산소와 freeperoxide,oxygenradical등이 잔류하여 레진의 중합반응을 방
해함으로써 결합력을 저하시킨다고 하였으며,Titley등 (1988)은 35% hydrogen
peroxide를 이용한 연구에서 미백된 법랑질에서는 복합레진의 결합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법랑질 표면의 조성과 구조의 변화가 결합강도 감소
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였다.Ruse등 (1990)은 미백후 복합레진에 대한 결합강
도가 감소되지만 법랑질 표면의 조성변화가 결합강도의 감소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Torneck등 (1990)은 법랑질에 잔류한 hydrogenperoxide의 존재에
의해서라고 하였다.Titley등 (1988)은 미백후 24시간 후 복합레진의 결합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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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미백후 최소한 24시간이상 복합레진의 수복을 지
연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미백과 교정용 브라켓과의 접착강도에 대한 연구에서는,Bishara등 (1993)은
10% Carbamideperoxide를 이용한 미백이 교정용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 변화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하였고,Miles 등 (1994)은 Carbamide
peroxide를 이용한 homebleaching을 72시간 시행한 실험에서 미백직후에는 세라
믹 브라켓의 인장결합강도가 감소하였고 미백시행후 최소한 1주일내에 접착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치아미백이 교정용 브라켓 부착시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백후 타액내
의 저장시간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임상 지침이 거의 없었
으며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백후의 교정용 브라켓 부착시 미백횟수에 따라 교정용 브
라켓의 전단결합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미백후 타액내의 저장시간에
따른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브라켓 제거 후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레진의 양상을 조사하여 미백이 치
면의 결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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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실험대상은 총 130개의 사람의 소구치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치아는 브
라켓이 부착될 협면에 우식병소나 수복물이 없고 사전에 crackline에 대한 검사
를 거친 건전한 것으로 엄선하였으며,치아를 깨끗하게 하여 연구할 때까지 생리
식염수에 보관하였다.
브라켓은 .018인치 슬롯의 소구치용 금속 브라켓(Formula R,Tomy,Tokyo,
Japan)과 세라믹 브라켓(Clarity,3M Unitek,California,U.S.A)을 사용하였으며
브라켓의 접착 기저면의 면적은 각각 12.54mm2,15.48mm2이었다.접착제는 광중
합용 콤포짓트 레진인 TransbondTM XT(3M Unitek,California,U.S.A)를 사용하
였다. 교정용 광중합기는 Xenon Plasma Arc광원을 이용한 BC 300(B&B
Systems)를 사용하였다.접착용 광도는 1650mW/cm2이었으며 5초간 광조사하였다
(Fig.1).
치아미백제는 일반적인 광조사가 가능한 미백제인 Polaoffice(Southern Dental
Industry,Australia)를 사용하였다(Table1).Polaoffice의 성분은 35% hydrogen
peroxide의 액과 Catalyst의 분말로서 구성되어있다.미백용 광중합기는 Xenon
PlasmaArc광원을 이용한 BC 300(B&B Systems)를 사용하였다.미백용 광도는
300mW/cm2이었으며 10분간 광조사하였다.
미백후에는 타액과 그 구성성분이 유사한 인공타액(인공타액제 탈리바액,한림제
약,한국)내에 보관하여,미백후 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실험시 사용하였다.인공
타액내의 이온농도는 Na1.08%,K 0.78%,Ca0.04%,Mg0.006%이었으며 조성은
Table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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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ompositionofbleachingagentinthisstudy

Table2.Compositionofartificialsaliva

Fig.1.Light-curing& bleachingunitsusedinthisstudy

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 IIInnngggrrreeedddiiieeennnttt

Liquid
35% Hydrogenperoxide
64.95% Water
0.05% Stabilizers

Powder
73.2% Thickeners
26.2% Catalysts
0.5% Desensitizingagents

GingivalBarrier
83.95% Methacylicester
16% Silica

CCCooommmpppooonnneeennnttt CCCooonnnttteeennnttt(((%%%))) IIIooonnneeeffffffeeecccttt(((%%%)))
Carboxymethycelluose-Sodium 2.5 Na:0.75
D-sorbitol 7.5 -
Sodium chloride 0.21 Na:0.33045
Potassium chloride 0.3 K :0.62935
Calcium chloride 0.0375 Ca:0.04049
Magnesium chloride 0.0125 Mg:0.00598
Potassium monohydrogenphosphate 0.035 K :0.15264
Distilledwater bal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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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결합강도 측정용 시편제작
표본으로 선택된 소구치를 에폭시레진(epoxyresin)을 이용하여 치아 협면이 노
출되도록 레진 블록 안에 고정하여 전단결합강도 측정용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Fig.2).치아의 순면은 전단결합강도 측정 실험시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평행하
도록 레진 블록에 고정하였으며,레진 블록은 만능물성 시험기(Model3366,
InstronCo,HighWycombe,U.K)의 고정틀에 맞는 모양과 크기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레진 블록의 완전경화 후 실험시까지 다시 4℃생리식염수에 보관
하였다.

Fig.2.A sampleusedinthisstudy

(2)실험군의 분류
미백횟수에 따른 실험군(A군)과 미백후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실험군(B
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미백횟수에 따른 실험A군은 다시 브라켓 종류에 따라서 금속 브라켓을 접착한
군은 A-M군,세라믹 브라켓을 접착한 군은 A-C군으로 각각 2개의 군으로 나눈
후,미백횟수에 따라서 각각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A-M0군은 미백을 하지 않고
금속 브라켓을 접착한 대조군이고,A-M1군은 미백을 1회 시행한 후 금속 브라켓
을 접착하였으며,A-M2군은 2회 시행한 후 금속 브라켓을 접착하였으며,A-M3
군은 3회 시행한 후 금속브라켓을 접착하였으며,A-C0군은 미백을 하지 않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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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믹 브라켓을 접착한 대조군이고,A-C1군은 미백을 1회 시행한 후에 세라믹 브
라켓을 접착하였으며,A-C2군은 2회 시행한 후 세라믹 브라켓을 접착하였으며,
A-C3군은 3회 시행한 후 세라믹 브라켓을 접착하였다(Table3).
미백후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실험B군은 다시 5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실
험하였고 미백횟수는 3회로 하였으며,B0군은 미백직후 인공타액내의 저장없이 금
속 브라켓을 접착한 대조군이고,B1군은 미백후 인공타액내에서 1일 저장후 금속
브라켓을 접착하였으며,B2군은 1주 저장후,B3군은 2주 저장후,그리고 B4군은 4
주 저장한 후 각각 금속 브라켓을 접착하였다(Table4).
각 시편의 수는 미백횟수에 따른 실험A군(A-M0～A-C3군)과 미백후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실험B군(B0～B4군)은 모두 각군별로 10개씩으로 하였다.

Table3.GroupA subdividedbynumberofbleachingtimes

Table4.GroupBsubdividedbystorageperiodinartificialsalivaafter
bleaching

GGGrrrooouuuppp bbbllleeeaaaccchhhiiinnngggtttiiimmmeeesssNNNuuummmbbbeeerrroooffftttoooooottthhh
A-M0,A-C0 0 10
A-M1,A-C1 1 10
A-M2,A-C2 2 10
A-M3,A-C3 3 10

GGGrrrooouuuppp SSStttooorrraaagggeeepppeeerrriiioooddd NNNuuummmbbbeeerrroooffftttoooooottthhh
B0 0 10
B1 1day 10
B2 1week 10
B3 2weeks 10
B4 4week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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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백
법랑질의 미백은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시행하였다.법랑질의 표면을
600번 SiC로 연마후 건조시키고 미백제를 치면에 도포 하였다.그 후 광조사기로
10분간 광조사하여 청색의 미백제가 청록색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산화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한 후,미백제를 거즈로 닦아내고 1분간 수세 및 건조하였다.미백을 2
회이상 시행할 경우 시편을 37±1℃의 생리식염수내에 1시간 동안 보관후,미백된
치아면을 재연마 하지 않고 미백 술식을 반복하였다.

(4)인공타액내 저장
미백후 시간경과에 따른 실험인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실험B군(B0~B4군)
은 인공타액(인공타액제 탈리바액,한림제약,한국)내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각
군별로 미백후 인공타액내에 저장하지 않은 B0군과 미백후 1일 저장한 B1군,1주
저장한 B2군,2주 저장한 B3군,4주 저장한 B4군으로 분류하여 인공타액내에 저
장하였다.그후 브라켓의 접착시에는 인공타액내에서 시편을 꺼낸후 1분간 수세
및 건조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5)브라켓 부착
시편의 치아는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경석분(pumice)과 고무연마컵(rubber
polishingcup)으로 치면세마를 하고 물로 경석분을 씻어냇 다음 기름기 없는 압
축공기로 건조시켰다.법랑질 표면을 37% 인산 겔로 30초간 산부식 처리하고 20
초간 흐르는 물에 씻어낸 후 기름기 없는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치아 표면이 적
절히 산부식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dull-whitefrostedappearance
를 확인한 후 치아의 산부식된 법랑질 표면에 TransbondTM XT레진 전처리제
(resinprimer)를 한 겹 도포하고 브라켓 기저면에 TransbondTM XT컴포짓트 레
진 접착제(compositeresinpaste)를 적당량 바른 다음 동일한 한 실험자에 의해
치아의 협면에 임상술식대로 부착하고 브라켓 주변의 과량의 레진을 즉시 제거한
후 5초간 광원을 조사했다.브라켓은 치아의 장축과 일치하도록 부착하였다.
광조사동안 광조사기의 lightguidetip은 접착제에 대하여 가능한 가까이 위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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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 거의 닿을 정도로 치아와 브라켓에 최대한 근접하여 조사하였다.
브라켓 부착이 완료된 시편은 Nigel등 (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37℃,100% 상
대습도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

(6)전단결합강도 측정
광조사 후 24시간이 지난 후 만능물성시험기를 이용하여 shearmode로 모든 시
편의 브라켓의 제거(debonding)시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Fig.3).브
라켓 제거시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치아의 장축이 평행하도록 시편을 고정틀에
끼워 고정하고 만능물성시험기의 하방 단상에 고정틀을 위치시킨 후 분당 1mm의
crossheadspeed로 끌 모양의 막대를 이용하여 브라켓과 치아 사이의 접착 계면
에 하중을 가하여 접착이 파절되는 순간의 최고 하중을 측정하였고,이 측정치를
각 브라켓 면적으로 나누어 전단결합강도 값으로 환산하였다(Fig.4).

Fig. 3. Model 3366,
InstronCo.

Fig.4.Direction offorce to the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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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라켓 접착면 파절 양상의 관찰
브라켓 제거시 접착제에서 파절이 일어나는 것이 치질을 보호하고,강한 전단경
합강도를 가진다.이런 접착제의 물성과 브라켓이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되었는지
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1984년 Artun과 Bergland에 의해 개발되고,Bishara
와 Trulove(1990)에 의해 사용된 접착제 잔류지수(AdhesiveRemnantIndex,
ARI)를 이용하여 파절 후에 치면에 남아있는 레진 접착제의 양을 다음과 같이 점
수화하였다.
Score0: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Score1: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반 이후 남아 있는 경우
Score2: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Score3: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모두 남아 있는 경우

(8)주사전자현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을 통한 브라켓 접착면 파절
양상의 관찰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전단결합강도 측정실험을
마친 후에 ARIIndex가 가장 빈도 있게 나타난 표본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bracket기저면의 파절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Electron
Microscope,FE-SEM HitachiS-800)으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선택된 표본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시편처리를 하기 위해 IonsputterHitachi
E-1010을 사용하여 금도금(Goldcoat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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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모든 통계처리는 STSS12.0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각 계측항목에 대해서 미백횟수,브라켓 종류에 따라 각 그룹별로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했으며,그룹별 미백횟수의 증가에 따라 전단결합강도 변화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 1요인 분산 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또한 각 그룹
평균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5%에서 다중
비교(multiplecomparison)를 위한 투키 검정(Tukey'sstudentizedrangetest)를
시행하였으며,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 그룹사이에서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unpairedt-test)이 시행되었다.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
요인 분산 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고 각 그룹 평균치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5%에서 투키 검정(Tukey's
studentizedrangetest)을 시행하였다.
파절이 일어난 접착면을 관찰하여서,접착제 잔류지수(ARIIndex)로 표시하였으
며,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파절부위와 양상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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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미미미백백백횟횟횟수수수가가가 브브브라라라켓켓켓의의의 전전전단단단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미백횟수에 따른 금속과 세라믹 브라켓의 분석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내의 네 집단에 대해 일요인 분석인(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네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미백횟수에 따른 금속 브라켓의 분석에서 AM0,AM1,AM2그리고 AM3에서
전단결합강도의 평균이 각각 15.60,8.92,6.09그리고 6.62Mpa이였다.사후 검정
(Tukey' studentized range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미백하지 않은 집단인 AM0과 미백한 집단인 AM1,
AM2,AM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미백한 세 집단간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이는 미백한 경우 결합강
도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지만,미백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다(Table5).
미백횟수에 따른 세라믹 브라켓의 분석에서 AC0,AC1,AC2그리고 AC3에서 전
단결합강도의 평균이 각각 28.14,12.08,11.25그리고 10.97Mpa이었다.사후 검정
(Tukey' studentized range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미백하지 않은 집단인 AC0과 미백한 집단인 AC1,
AC2,AC3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미백한 세 집
단간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이는 미백한 경
우 결합강도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지만,미백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브라켓 종류에 관계없이 일단 미백을 시행한 경우 전단결합강도의 유의
한 감소가 있었으나,미백한 횟수에 따라 서로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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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Shearbondstrengthofbracketbynumberofbleaching

+ANOVA,*t-test
*Statisticallysignificantatp<0.05

(2)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의 비교분석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 그룹사이에서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unpairedt-test가 시행한 결과(Table5)A0,A1,A2,A3의 모든
군에서 금속과 세라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금속 브라켓보다는 세라믹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5).

GGGrrrooouuuppp BBBllleeeaaaccchhhiiinnngggtttiiimmmeee nnn
SSShhheeeaaarrrbbbooonnndddssstttrrreeennngggttthhh(((MMMpppaaa)))
MMMeeeaaannn SSSDDD PPP---vvvaaallluuueee

AM0 0 10 15.60 3.96 0.007*
AC0 28.14 9.37
AM1

1 10
8.92+ 1.21

0.040*AC1 3.4312.8+
AM2

2 10
6.09+ 0.65

0.001*AC2 2.1911.25+
AM3

3 10
6.62+ 0.91

0.003*AC3 2.54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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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Shear bond strength of metalbracket and ceramic bracket by
numberofbleaching

222...미미미백백백후후후 인인인공공공타타타액액액내내내 저저저장장장시시시간간간이이이 브브브라라라켓켓켓의의의 전전전단단단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
요인 분산 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고 각 그룹 평균치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5%에서 Tukey's test를 시행한 결과
B0,B1,B2,B3그리고 B4에서 전단결합강도의 평균이 각각 6.39,8.19,12.59,
12.17그리고 14.80Mpa이였으며,B0과 B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B0과
B2,B0과 B3,B0과 B4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B1과 B2,B1과 B3,
B1과 B4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B2과 B3,B2과 B4,B3과 B4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6,Fig.6).즉,인공타액내 저장시간이 처음 1주일까
지는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나,1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유의성있는 증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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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Shearbondstrengthofmetalbracketbystorageperiodinartificial
saliva

+ANOVA,*Tukey'stest
*Statisticallysignificanta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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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Shearbondstrengthofmetalbracketby storageperiodinartificial
saliva

GGGrrrooouuuppp SSStttooorrraaagggeee
pppeeerrriiioooddd nnn

SSShhheeeaaarrrbbbooonnnddd
ssstttrrreeennngggttthhh(((MMMpppaaa)))

mmmuuullltttiiipppllleee
cccooommmpppaaarrriiiooonnnsss

MMMeeeaaannn SSSDDD gggrrrooouuuppp PPP---vvvaaallluuueee

B0 0 10 6.39 1.51
B1 0.369
B2 <.001*
B3 <.001*
B4 <.001*

B1 1day 10 8.19 1.22
B2 0.001*
B3 0.002*
B4 <.001*

B2 1week 10 12.59+ 1.83 B3 0.993
B4 0.181

B3 2weeks 10 12.17+ 1.68 B4 0.076

B4 4weeks 10 14.8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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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브브브라라라켓켓켓 접접접착착착면면면 파파파절절절 양양양상상상

브라켓을 제거한 후 치아 표면에 남은 접착제의 양을 접착제 잔류 지수로 표시
하고,브라켓 종류와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이 접착제 잔류지수의 분포에 영향을 주
는지를 알아보았다.
미백횟수에 따른 접착제의 잔류지수의 분포는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에서
미백을 시행할수록 치면에서의 결합력이 약해서 생기는 치면의 접착파절(adhesive
failure)이 증가하였다.세라믹 브라켓은 3점인 경우가 22개로 접착제가 모두 치아
표면에 남는 경우가 우세하게 많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세라믹 브라켓
에서 장치 제거시 브라켓-접착제 계면에서 파절이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A-C1군에서는 3개의 법랑질 파절이 있었다(Table7,Fig.7).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른 접착제의 잔류지수 분포는 저장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서 치면의 접착파절이 줄어들었다.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면이 결합력을
회복함을 나타내고 있다(Table8,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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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ComparisonoftheAdhesiveremnantindex(ARI)accordingto
bleachingtimeinthemetalbracketandceramic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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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TheAdhesvieremnantindex(ARI)accordingtobleachingtime

AAARRRIII===000 AAARRRIII===111 AAARRRIII===222 AAARRRIII===333
GGGrrrooouuuppp nnn nnn nnn nnn tttoootttaaalll
AM0 1 4 4 1 10
AC0 2 2 6 10
A0 1 6 6 7 20
AM1 4 4 1 1 10
AC1 1 6 7
A1 4 4 2 7 17
AM2 6 2 1 1 10
AC2 1 1 2 6 10
A2 7 3 3 7 20
AM3 7 2 1 10
AC3 2 2 2 4 10
A3 9 4 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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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ComparionoftheAdhesiveremnantindex(ARI)accordingtostorage
periodinartificialsalivaafterb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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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The Adhesive remnantindex(ARI)according to storage period in
artificialsalivaafterbleaching

AAARRRIII===000 AAARRRIII===111 AAARRRIII===222 AAARRRIII===333
GGGrrrooouuuppp nnn nnn nnn nnn tttoootttaaalll
B0 7 3 10
B1 4 2 1 3 10
B2 1 3 3 3 10
B3 1 2 3 4 10
B4 3 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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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주주주사사사전전전자자자현현현미미미경경경(((SSScccaaannnnnniiinnngggEEEllleeeccctttrrrooonnnMMMiiicccrrrooossscccooopppeee)))을을을 통통통한한한 브브브라라라켓켓켓
접접접착착착면면면 파파파절절절 양양양상상상의의의 관관관찰찰찰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전단결합강도 측정실험을
마친 후에 ARIIndex가 가장 빈도 있게 나타난 표본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bracket기저면의 파절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미백횟수에 따른 접착제의 잔류지수 분포 결과는 미백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아와 레진간의 접착파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대조군(A0)은 레진과 브라
켓의 접착파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미백을 3회 실시한 군(A3)은 치아와 레
진간의 접착파절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9,Fig.10).
인공타액내 침지시간에 따라 인공타액 침지후 4주후 금속 브라켓을 부착한 군
(B4)은 주로 레진과 브라켓의 접착파절이 일어나서 이 파절면을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Fi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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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Microphotographofadhesivefailurebetweenresinandbracket
followingnobleaching(☓500,☓300,☓100)

Fig.10.Microphotographof adhesivefailurebetweenresinandenamel
followingbleaching3times(☓500,☓200,☓100)

Fig.11.Microphotograph of adhesive failure between resin and bracket
followingbleaching3timesinartificialsalivaduring4weeks(☓    

500,☓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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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환자들의 관심이 치아배열뿐만 아니라 치아색에 대해서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치아미백이 치아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법랑질의 형태와
미세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생각되고 있다.교정의사들은 주로 치아미백이 교정용
브라켓의 치아법랑질에 대한 접착강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다.만약 치아
미백이 브라켓의 접착강도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면,교정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아
미백을 연기하거나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백제의 종류는 30-35%의 hydrogenperoxide(H202)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안정
성의 부족으로 3개월이상 보관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최근에 화학적인
안정성이 높은 urea를 hydrogenperoxide에 혼합시킨 carbamideperoxide재제가
미백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carbamide peroxide는 70%가 urea이고 30%가
hydrogneperoxide이며,urea의 주된 작용은 hydrogenperoxide를 실온에서 안정
화시키는 것이다.Hydrogenperoxide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urea성분과
병용되며,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urea를 포함시킨 carbamideperoxide가 더욱 화
학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고농도에 의한 부작용도 적다.본 실험에서는 치아미백제
로 일반적인 광조사가 가능한 35%의 고농도의 hydrogen peroxide(H202)제제인
Polaoffice를 사용하였다.미백용 광중합기는 XenonPlasmaArc광원을 이용한 BC
300(B&BSystems)를 사용하였다.미백용 광도는 300mW/cm2이었다.광조사시 미
백제내의 H202가 광촉매제에 의해 H20와 활성전자를 가진 02(유리산소)로 분해가
되며,유리산소의 활성전자가 치아의 표면성분인 법랑질과 내부성분인 상아질의
유기질에 침투하여 치아변색의 원인인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색소원인물질을 분해
하면서 미백작용이 일어난다.
미백의 기전에 대해 McEvoy(1989)는 강력한 산화제 성분인 hydrogneperoxide
가 산소를 유리하면서 발생되는 기계적인 cleaningaction에 의해 착색이 제거된다
고 보고하였고,Haywood(1992)은 hydrogneperoxide가 착색입자를 산화시켜 치
아의 미백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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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시에는 치질의 외형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의 미백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법랑질 표면에 손상적인 변화가 생긴다
고 보고하고 있다.즉 법랑질 표면에 대한 미백제의 영향에 대해 Haywood(1992)
는 carbamideperoxide를 적용시 pH에 관계없이 표면의 조직학적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으나,Covington등 (1991)은 표면의 erosion을 관찰하면서 미백제의
낮은 pH가 주요원인이라고 보고하였고,Torneck등 (1990)은 미백제가 법랑질 외
표면을 소실시키고 외표면의 화학적인 조성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McGuckin등 (1992)은 미백제의 사용시 homebleaching의 농도로는 법랑질의 표
면이 거칠어지지 않았지만 hydrogenperoxide의 농도가 높은 chairsidebleaching
에서는 표면이 거칠어짐을 보고하며,chairsidebleaching후에는 pumice와 prophy
cup으로 치면을 활택하게 연마할 것을 권장하였다.Shannon등 (1993)은 실험실
에서는 미백제가 접촉된 치아표면에서 calcium등의 무기성분이 빠져나가는 탈회현
상이 관찰되었으나,타액이 존재하는 구강내 환경하에서는 재석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미백과 수복물의 결합에 대한 연구에서,Titley등 (1988)은 법랑질 표면의 조성
과 구성성분의 변화가 결합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Ruse등 (1990)은 미
백후 복합레진의 결합강도 감소원인에 대해 법랑질 표면의 구성성분의 변화가 원
인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그리고 Torneck등 (1990)은 미백된 법랑질과의 복합
레진이 결합강도가 감소되는 이유는 잔류하는 peroxide성분 때문이라고 규정하였
다.한편 Titley등 (1988)은 미백후 24시간 경과후 법랑질과 복합레진과의 결합강
도가 다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여,잔류하는 peroxide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
다면 결합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미백과 교정용 브라켓의 접착강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Bishara등 (1993)은
10% carbimideperoxide의 homebleaching을 통한 invitro실험에서 각각의 20개
의 치아군으로 나누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한 결과 치아미백은 교정용 브라
켓의 접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실험방법은 1주일동안 매 8시
간마다 미백제를 교환하여 4주간 환자가 밤에 장착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어 주었다.이 때 치아미백한 군의 평균접착강도는 10.2MPa이고 대조군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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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였으나 통계적 분석결과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그 후에
Miles등 (1994)은 10% carbimeperoxide의 homebleaching과 베이스 표면처리된
세라믹브라켓을 사용한 invitro접착강도 실험에서 치아미백이 접착강도의 감소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나 미백후 1주일동안 증류수에 보관한 그룹은 대조군과 비슷한
접착강도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메탈브라켓과 세라믹브라켓을 사용하여 접착강도를 측정한 결과,대
조군에 비해 미백을 시행한 군(A1,A2,A3)에서 전단결합강도의 유의성있는 감소
가 나타났으나 미백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강도의 유의성 있는 감소는 없었다.
미백을 2회이상 실시한 메탈브라켓의 AM2,AM3군에서는 6Mpa정도의 전단결합
강도가 얻어졌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추천되는 최소한의 접착강도인 6-8Mpa과
비교해 보면 미백에 의한 교정용 브라켓의 접착강도 감소가 임상적으로 브라켓의
접착에 문제를 일으켜 접착실패와 탈락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또
한 인공타액내에 침지시킨 실험B군의 경우 1일 침지시킨 경우는 전단결합강도의
유의성있는 증가가 없었으나 1주,2주,4주를 침지시킨 군에서는 전단결합강도의
유의성있는 증가가 있었다.1주,2주,4주를 침지시킨 군간에는 서로 유의성있는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봐서 결합강도의 유의성있는 증가는 1주일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4주이상 경과한 실험 B5군에서는 전단결합강도가 14.80Mpa
이고 미백하지 않은 실험 AM0군에서는 15.60Mpa로 나타나 미백후 4주가 지나
면 미백전과 유사한 전단결합강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미백된 법랑질의 경우 수복재와의 결합강도가 낮아진 이유는 잔류하는
peroxide성분이 치질과의 결합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즉 미백에 의하
여 법랑질 표면의 무기이온의 탈회등의 표면상의 변화와 미백제의 peroxide성분이
법랑질 표면에 잔류하여 남아있는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백후 인공타액 내에서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결합강도가
점차 증가하였는데,이러한 원인은 치아면에 잔류했던 peroxide성분이 치질내에서
인공타액측으로 유출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Josey등 (1996)은 이
러한 잔류성분이 치질내로부터 빠져나가려면 약 1주내지 6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고 보고하였다.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인공타액내의 무기성분에 의한 미백면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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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로 인해 치질이 강화되어 법랑질과 교정용 레진간의 결합강도가 증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사료된다.그러나,Miles등 (1994)의 10% carbimeperoxide
homebleaching과 베이스 표면처리된 세라믹브라켓을 사용한 invitro접착강도
실험에 의하면 인공타액이 아닌 증류수내에서 1주일후에 미백전과 비슷한 강도로
회복되었음을 보았을 때 인공타액내의 재석회화보다는 치질내에서 인공타액으로
peroxide성분의 유출이 접착강도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미백 처리 후 치질과 레진간의 결합력 저하원인은 회복
실험으로 유추해 보면 법랑질의 조성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재광화에 의한 법랑질
의 회복이 있어야겠지만 이는 가능성이 적고 치질내의 결합력이 저하되고 인공타
액이나 증류수내에서 저장시간에 따라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peroxide의 축적이
주요원인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는 Miles등 (1994)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1주일,
2주일 침지시킨 두 군과 4주일 침지시킨 군의 접착강도는 12.59,12.17Mpa과 14.8
Mpa로 각 그룹간의 표본의 수가 좀 더 많았다면 표준편차가 줄어들면서 접착강
도가 유의성있게 증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실제 인공타액내의 접
착강도의 회복은 처음 1주일간 급속히 80%정도까지 회복되고 그 이후로 3주간은
천천히 나머지 20%가 회복되어 거의 정상적인 접착강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브라켓 종류에 따른 전단결합강도는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 간의 전단결
합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속 브라켓보다 세라믹 브라켓의 전단결합강
도가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금속 브라켓은 레진과 브라켓과의 기계적 결합에 의
한 접착이고 세라믹 브라켓은 레진과 브라켓이 기계적 결합과 더불어 화학적 결
합에 의한 접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착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켓 접착면의 파절양상을 살펴보면 미백횟수가 증가할 수록 치면에 잔류하는
peroxide성분이 치칠과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면과 접착레진의 강도가 약해지
므로 치면의 접착파절이 증가하였다.인공타액내 저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
면의 접착파절이 줄어들었다.이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치면이 결합력이 회복됨을
나타내고 있다.주요한 원인은 치아면에 잔류했던 peroxide성분이 치칠내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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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날수록 인공타액측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임상에서 시행하는 미백 즉,officebleaching은 현 실험결과와 일치할 것이나 실
제 homebleaching에서는 하루동안 저녁에 8시간을 자가미백하고 그 외 16시간은
타액내에서 회복이 일어나므로 접착강도에 미치는 임상적인 영향은 더 적을 것으
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치아를 전문가미백한 후 교정용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의
감소가 일어나므로 임상에서의 브라켓 접착은 타액내에서 접착강도가 유의성있게
회복되는 1주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미백전의 접착강도와 비슷한 접착강도를
보이는 4주후의 접착은 더 안정적이고 추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앞으로의 연
구는 고농도의 미백제에서 시행되는 officebleaching과 구강타액에서 회복시간을
갖는 invivo의 저농도 homebleaching과의 미백지속 효과와 교정치료 후의 미백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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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치아미백후 미백된 법랑질과 교정용 브라켓간의 전단결합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용으로 발거된 130개의 치아를 이용하여 미백횟수와
미백후 인공타액내 저장시간에 따라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치아미백을 한 경우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감소하였으나
(p<0.05),미백횟수의 증가에 따라 유의성있게 감소하지는 않았다(p>0.05).
2.치아미백을 한 경우 금속 브라켓과 세라믹 브라켓 간의 전단결합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금속 브라켓보다 세라믹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3.인공타액내 저장시간이 처음 1주일까지는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의성있
게 증가하였으나(p<0.05),1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유의성있는 증가는 없었고,저
장시간 4주후 전단결합강도는 미백전의 전단결합강도와 비슷하였다.
4.브라켓 제거 후 접착제의 잔류지수의 분포 양상은 미백횟수가 증가할 수록 치
면의 접착파절이 증가하였고,인공타액내 침지시간이 증가할수록 치면의 접착파절
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치아를 전문가미백한 후 교정용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의
감소가 일어나므로 임상에서의 브라켓 접착은 타액에 의해서 접착강도가 유의성
있게 회복되는 1주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미백전의 접착강도와 비슷한 접착강
도를 보이는 4주후의 접착은 더 안정적이며 추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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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Abstract

Shearbondstrengthoforthodonticbracketaftertoothbleaching
WWWooonnnPPPaaarrrkkk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HHyyyuuunnngggSSSeeeooogggYYYuuu,D.D.S.,M.S.,Ph.D.)

Thepurposeofthisstudywastodeterminetheeffectofshearbondstrength
oftheorthodonticbracketbondedtobleachedenamelbyusing130premolars
extracted fororthodontictreatmentand theauthormeasured in shearbond
strengthoforthodonticbracketaccordingtobleachingtimeandstorageperiod
inartificialsaliva.
Thefollowingconclusionswerereachedfrom theexperiment:
1.After tooth bleaching,the shear bond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
significantlydecreased(p<0.05),butitdidn'tsignificantly decreased(p>0.05)
withtheincreaseofbleachingtime.

2.Theshearbondstrengthbetweenmetalbracketandceramicbrackethad
significant differences(p<0.05) and the shear bond strength of ceramic
bracketwas significantlyhigherthanthoseofmetalbracket.

3.The shear bond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thefirstweekofartificialsalivastorageperiod,butitdidn'tincrease
significantly afterfirstweek.After4weeks,theshearbond strength of
orthodonticbracketwassimilarlyrecoveredbacktobeforeb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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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nthedistributionofAdhesiveRemnantIndex,theadhesivefailurebetween
enameland resin increased with theincreasementofbleaching timeand
decreasdwiththeincreasementofstorageperiodinartificialsaliva.

From abovestudy,theconclusionisthattheauthorrecommendstobondto
chairside-bleachedtoothafterminimum of1weekfortherecoveryofshear
bondstrengthandbondtobleachedtoothafter4weeksismorestable.

Key words:tooth bleaching,orthodonticbracket,shearbond strength,
artificial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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