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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처처처음음음 예예예방방방치치치과과과를를를 들들들어어어와와와 적적적응응응하하하며며며 지지지내내내온온온 것것것이이이 어어어느느느덧덧덧 222년년년이이이 훌훌훌쩍쩍쩍 지지지나나나갔갔갔
습습습니니니다다다...여여여러러러 많많많은은은 분분분들들들의의의 도도도움움움이이이 없없없었었었다다다면면면 오오오늘늘늘의의의 제제제가가가 없없없었었었을을을 거거거라라라는는는 생생생각각각합합합
니니니다다다...아아아직직직도도도 배배배움움움과과과 공공공부부부가가가 많많많이이이 부부부족족족한한한 저저저에에에게게게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작작작성성성하하하도도도록록록 격격격려려려와와와
지지지도도도를를를 아아아끼끼끼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신신신 김김김백백백일일일 교교교수수수님님님,,,항항항상상상 든든든든든든한한한 울울울타타타리리리가가가 되되되어어어주주주시시시고고고 버버버팀팀팀
목목목이이이 되되되어어어 주주주신신신 권권권호호호근근근 교교교수수수님님님,,,마마마지지지막막막 까까까지지지 세세세심심심하하하고고고 꼼꼼꼼꼼꼼꼼하하하게게게 지지지도도도해해해주주주신신신 정정정
원원원균균균 교교교수수수님님님께께께 깊깊깊은은은 감감감사사사를를를 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또또또한한한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쓰쓰쓰는는는 동동동안안안 항항항상상상 마마마음음음써써써주주주고고고 걱걱걱정정정을을을 함함함께께께 해해해주주주었었었던던던 승승승화화화,,,호호호정정정,,,

지지지현현현이이이와와와 아아아울울울러러러 우우우리리리교교교실실실의의의 귀귀귀여여여운운운 막막막내내내 경경경선선선이이이에에에게게게도도도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실실실험험험 기기기간간간
내내내내내내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일일일처처처럼럼럼 성성성심심심성성성의의의껏껏껏 도도도와와와 준준준 이이이세세세호호호선선선생생생님님님과과과 늘늘늘 따따따듯듯듯한한한 말말말씀씀씀으으으로로로
격격격려려려를를를 아아아끼끼끼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신신신 송송송윤윤윤신신신 선선선생생생님님님과과과 동동동부부부산산산대대대학학학 교교교수수수님님님들들들께께께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무무무엇엇엇보보보다다다 저저저를를를 위위위해해해서서서라라라면면면 당당당신신신 자자자신신신보보보다다다 더더더 사사사랑랑랑을을을 아아아끼끼끼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신신신 어어어머머머니니니

와와와 지지지금금금은은은 하하하늘늘늘에에에 계계계시시시지지지만만만 지지지금금금 저저저를를를 보보보신신신다다다면면면 누누누구구구보보보다다다 대대대견견견하하하다다다 격격격려려려 해해해
주주주실실실 아아아버버버지지지와와와 멀멀멀리리리 타타타국국국에에에서서서 고고고생생생하하하며며며 공공공부부부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사사사랑랑랑하하하는는는 오오오빠빠빠에에에게게게도도도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그그그리리리고고고 언언언젠젠젠가가가 나나나에에에게게게 하하하나나나의의의 의의의미미미가가가 될될될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에에에게게게도도도 지지지금금금 이이이
순순순간간간을을을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감감감사사사를를를 드드드릴릴릴 분분분들들들을을을 생생생각각각하하하면면면 책책책한한한 권권권으으으로로로도도도 모모모자자자라라라지지지만만만 모모모든든든 분분분들들들에에에게게게 감감감

사사사를를를 전전전하하하는는는 길길길은은은 성성성실실실하하하게게게 노노노력력력하하하며며며 살살살아아아가가가는는는 모모모습습습을을을 보보보여여여드드드리리리는는는 것것것이이이라라라 생생생
각각각하하하며며며 항항항상상상 노노노력력력하하하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이이이 되되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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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민민민 영영영 드드드림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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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HHH 순순순환환환 모모모형형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불불불화화화나나나트트트륨륨륨과과과
나나나노노노---수수수산산산화화화인인인회회회석석석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구강양치액인 0.05% 불화나트륨 용액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우선 nano-HAp농도별(0%,1%,5%,10%)단
순 침적법으로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그 후 구강 내의 조건을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pH 순환 모델을 사용하여,실제 구강 내에서 적용했을 때 재광화
효과를 알아보았고,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상승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 하
였다.

1. 처리용액에 24시간, 48시간동안 침적시킨 결과 불화나트륨 용액에
nano-HAp를 넣은 군의 표면 경도가 증류수에 nano-HAp를 넣은 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의 경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2.모든 초기우식병소를 가진 시편은 nano-HA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경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3.Nano의 크기가 micro의 크기보다 재광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icro-HAp역시 증류수와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nano-HAp를 각각 0%,1%,
5%,10%를 첨가하여 24시간,48시간 동안 침적시켜 표면경도를 측정하였다.그
결과 nano-HAp를 첨가한 군이 micro-HAp를 첨가한 군에 비해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고,이것으로 보아 나노 크기의 입자들이 마이크로 입자들보다 초기우식
병소를 재광화 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되었다.
4.실제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pH 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nano-HAp와 불화나트륨 용액과의 재광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역시 0.05% 불화
나트륨용액에 nano-HAp10%를 첨가한 용액이 재광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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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든 실험군을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을 통해 초기 인공우식이 형성된 깊
이와 재광화 되었을 때의 병소 깊이를 측정한 결과 역시 0.05% 불화나트륨용액에
nano-HAp10%를 함유한 양치액이 가장 큰 재광화 효과를 나타냈다.
6.모든 실험군을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치아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0.05% 불화나트륨용액에 nano-HAp10%를 처리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초기우식
의 형성으로 인한 탈회된 치아 표면의 공극을 매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모든 실험군을 전자탐침미세분석기를 통해 치아 시편의 무기질의 손실을 비

교해 본 결과 초기 인공우식이 형성 되었을 때의 소실 된 칼슘 함량이 0.05% 불
화나트륨용액에 nano-HAp10%를 처리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보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소가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구강위생
용품으로 본 연구에서 실험한 nano-HAp를 첨가 해 줌으로써 그 재광화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하지만 HAp특성상 용해도가 매우 낮아 양치액으로 만들었
을 경우 침전물이 생겨 구강 내 이물감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HAp에
대한 이물감을 최소로 느낄 수 있으면서 최대한의 재광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첨
가법으로 nano-HAp를 구강양치액에 넣어 준다면 기존의 구강양치액 보다 탁월한
재광화 효과를 가진 양치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구강양치액,불화나트륨,재광화,초기우식병소,nano-HAp,pH

순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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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김김백백백일일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김김 민민민 영영영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최근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수명

연장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신체로 오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대 되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DMFT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제는 치료를 위해 치과를 내원하는 경우에서 심미적인 문제를 치료하
기 위해 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예로 DMFT 지수가 감소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의 12세 아동의

DMFT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비해 1990년에는 4.8에서 1.4로 지
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되었고,그 원인으로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과 불소치약의 광범위한 사용을 들 수 있다(Renson 등,1985;
Marthaler등,1996).또한 덴마크와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에서도 1960-1970년
대 이후에 불소알약이 증가되고 학교불소양치사업이 대중화 되었으며 1970년대부
터 시판되는 치약의 80%가 불소를 함유하게 됨으로 인해 DMFT 지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Renson 등,1985;Fejerskov 등,1982;Holst와 Schuller,2000;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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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Fehr,1994).이와 같이 불소는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효과 역시 인정받고 있는 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아우식은 그 초기단계에는 자각증상이 없다가 상당히 악화되어서야 통증 등

의 급성증상을 수반하는 특징을 보인다.초기우식이 생겼을 경우 전문가적인 불소
도포를 해줌으로써 법랑질의 재광화를 촉진시켜 처음의 우식이 없는 상태로 되돌
릴 수 있지만 대부분 급성증상이 나타나고서야 비로소 구강진료기관을 찾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이 시점의 우식증의 경우에는 이미 치수처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다량의 치아 조직을 상실하여 치료를 위해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비해도 이전
의 치아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치아우식증의 특징이다.이와 같은 악영
향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구강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구강건강관리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을 잇솔질이지만 이것은 교합면
의 소와 열구나 치간 부위에 잇솔 강모가 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 치면세
균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타액의 완충작용이 미치기도 어렵
기 때문에 잇솔질만으로 완벽하게 우식증을 예방할 수 없다(Newbrun,1989).그러
므로 보다 효과적인 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현재 불소나 치면열구전색,구강위생보
조용품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Moon등,1998).우식증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불소는 구강병 발생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숙주요인,병원체요인 중 숙주요인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 법랑질의 내산성을 높이면 숙주 요인이 강화되어 구강 내 음식
물 섭취로 인해 pH가 떨어 졌을 때 법랑질의 탈회로부터의 치아우식을 관리 할
수 있다(이 현과 신승철,1998).우식 유병율의 감소원인은 탄수화물의 섭취 빈도
의 감소와 불소의 사용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불소 재제를 사용하는
것이 우식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tenCate와 Marsh,1994).그래서 오래전부터 법랑질의 탈회를 방지하기 위해 여
러 가지 불소 첨가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켰고 최근에는 치약(tenCate등,
2006;Zaura 등,2005),양치액(Inaba 등,2002;Wyatt와 MacEntee,2004),젤
(Lagerweij와 tenCate,2002),바니쉬 타입(Demito,2004)등의 불소제제가 출시되
고 있다.이중에서도 구강양치액은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전문적 요법과는 다른
화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보다 간편하게 치면세균막을 관리해 주고 법랑질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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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줄 수 있는 보조 구강위생관리용품이다(Driscoll등,1982;van Strijp 등,
1999).과거에는 주로 미용을 위한 화장품의 일종으로 간주 되었던 구강양치액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생약 추출물이나 재광화 성분을 첨가하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Roldan등,2003;Zhang 등,
2004).

구강양치액을 주요 성분으로 구분하면 치면세균막을 관리할 수 있는 항세균성
물질이 함유된 양치액(Battino등,2002;Herrera등,2003)과 법랑질의 재광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불화물질이 첨가된 양치액으로 나눌 수 있다(Chow 등,1992;
Koulourides등,1980;Mellberg와 Mallon,1984;Nelson등,1992).치면세균막 관
리를 위해 첨가되는 항세균성 물질이 들어 있는 구강양치액은 최근 들어 생약 추
출물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구강 세균의 생성을 억제
하려는 연구가 있는 반면(Giertsen,2004),재광화 촉진을 위한 불화물 구강양치액
은 불소 이외의 다른 첨가제를 통한 재광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본 연구에서 사용한 nano-hydroxyapatite(이하 nano-
HAp)는 불소양치액의 재광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첨가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Nano-HAp는 치아의 구성성분과 유사한 HAp를 나노 크기의 입자들로 제작한

것이다.나노 기술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정보 기
술,생명 기술과 더불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치과 영역에서도 이러한 나노 기술은 현재 광범위하게 응용되
고,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Jeong 등,2006;Kim 등,2006;
Suzuki,2004),본 실험에서 불소양치액과 nano-HAp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HAp는 인간의 뼈의 화학적인 구성성분과 유사하며 생물학적 활성도가 우수하
기 때문에 골 이식과 골 재생의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Marcacci등,
1999;Suchanek,1997).또한 매우 높은 생체 적합성과 우수한 골전도성을 가지고
있고,독성과 염증성이 없기 때문에(Currey,2001;Jarcho,1981;Ono등,1990)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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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에 대한 의미와 기대가 큰 실정이다.뼈에 대한 HAp의 연구와 함께 치과
분야에서는 치아의 소실을 충전하기 위한 치아 수복제(Santos등,2002),치아표면
에 대한 연구(Anderson등,2004)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HAp는 Ca10(PO4)6(OH)2의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침상 형태를

나타낸다.인간의 치아는 HAp결정으로 구성된 1～2mm 두께의 법랑질에 의해
보호된다.법랑질 부분의 HAp는 구강 내에서 유체의 칼슘,인산,수산화 이온들과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구강 내 평형을 이루기 위해 이온들의 농도를 조절한다.

CCCaaa111000(((PPPOOO444)))666(((OOOHHH)))222
↔

111000CCCaaa222++++++666PPPOOO444---333+++222OOOHHH---
Toothmineral Ionsdissolvedintheoralfluids

따라서,이런 HAp를 구강내에 투여했을 때,칼슘과 인산 등이 소실된 법랑질
의 무기질을 보충함으로써 치아의 수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HAp는
낮은 강도(strength)와 부서짐 현상(brittle)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DeWith
등,1981;Tancred등,1998)구강 내 투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더욱이 구강 내 환경은 뜨거운 음식과 찬 음료 등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HAp의 내구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이다.이러한 HAp의 기계적 강도는 입자의 크기,입자 크기의 분포,공극률 등에
의해 의존되기 때문에(Pramanik등,2005),나노 크기의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된
nano-HAp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Arcis등,2002).
법랑질 표면에 존재하는 HAp결정(Hydroxyapatitecrystal)들의 높이는 약 100

㎛이고,넓이는 50㎚ 정도로서 뼈나 상아질의 결정들에 비해 크기가 크다(Klocke
등,2003).또한 법랑질의 결정들은 서로 평행하게 잘 정렬되어 있으며,단면적들
이 거의 일정하다.하지만,법랑질은 뼈와 상아질에 존재하는 콜라겐과 같은 유기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Lowenstam과 Weiner,1989),합성 apatite들을
제작할 때 기존의 법랑질들과의 부착능력을 고려해야만 했다.일반적인 합성 HAp
에 비해 우수한 입자 크기 분포와 침상 구조를 가지는 nano-HAp는 이런 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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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Huang등,2003).이러한 nano-HAp의 장점들은
입자의 매우 작은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어진다는 것에 기인한다.
Nano-HAp를 무기질 결손이 일어난 법랑질에 처리하면,나노 크기의 입자들이 법
랑질에 흡착하게 되는데 넓은 표면적은 흡착의 정도를 증가시킨다.이러한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입자들간의 결합력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HAp의 단점인 낮은
경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인간의 뼈,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을 구성하
고 있는 apatite 결정들은 그 크기가 나노 단위로서 매우 작기 때문에 합성
apatite를 나노 단위로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Chow와 Sun,200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nano-HAp는 실제 치아의 무기질 성분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의 크기까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화나트륨 구강양치액의 nano-HAp는 용액속에 작은 입자들이 분포하는 형태

이다.일반적으로 nano-HAp는 물이나 다른 용매에 의해 입자의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이나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세척할 수 있으므로,nano-HAp를 수용하고 있
는 용액들이 입자들의 표면 특성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Choung,
1973).따라서,불화나트륨 구강양치액은 nano-HAp의 입자의 표면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로 인해 법랑질에 대한 두 물질의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치아는 구강내에서 탈회와 재광화의 계속적인 순환상태에 존재하기 때
문에,법랑질의 재광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고려해
야 한다.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당분들은 체내의 영양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
니라,구강내 세균의 원인이 된다.이러한 세균들은 치면세균막에 부착되어 플라크
라는 세균막을 형성하고,젖산과 같은 유기성 약산을 생성한다(Marsh,1999).이
산들은 치아 표면의 pH를 낮추게 하고,플라크를 통해 치아까지 확산되어 법랑질
의 칼슘과 인산기를 용해시킨다.이때의 플라크의 pH는 약 4.0～4.5까지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탈회라고 한다(Winston과 Bhaskar,1998).
타액은 이러한 플라크의 pH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그 이유는 타액에

함유된 중탄산염(bicarbonate)이 음식물 섭취 후에 떨어진 구강 내 pH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또한 타액에는 칼슘과 인산 이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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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크를 통해 법랑질로 확산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재광화라고 하며,재광화
는 법랑질 표면에 존재하는 인회석의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조절되
는 가역적인 반응이다(Featherstone,2000).구강내 pH가 중성에 가까워지면,타액
의 칼슘과 인산 이온은 법랑질의 무기질 소실이 일어난 곳에서 새로운 인회석으
로서 결합을 하게 되고,결정격자에서 탈회된 부위는 새로운 무기질 침전을 위해
결정핵 형성 장소로서 반응한다.이와 같은 탈회와 재광화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법랑질의 용해도와 이온 기울기에 의존된다.즉,음식물로 인해 pH가 급격히 떨어
지는 것은 플라크의 칼슘과 인산 이온의 불포화를 야기하고,결국 법랑질의 용해
를 촉진시킨다.pH가 올라갈 때,플라크의 이온들의 포화는 치아의 무기질 침전을
야기함으로써,평형을 이루게 된다(Fig.1).

Figure1.Cycleofdemineralizationandremineralizationinenamel

구강양치액과 같은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invitro모델을
통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invivo상에서 그 효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러므로 invitro모델은 구강위생관리용품의 효과 평가를 위해 반드
시 필요한 단계이고,구강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를 최대한으로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구강 내 환경은 탈회와 재광화가 끊임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invitro모델은 이러한 순환을 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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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했다.따라서 치아우식예방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탈회와 재광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pH 순환 방법이 사용되었다(Featherstone등,1988;
White,1988;White와 Featherstone,1987).
치아우식예방제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대한 탈회와 재광화의 효과를 고려한 pH

순환 모델은 ten Cate와 Duijsters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었고(ten Cate와
Duijsters,1982),제품의 효과와 작용 방식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
어져 왔다(tenCate,1999;Featherstone,1996;White등,1994).그 후,pH 순환
모델은 invivo상의 우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연계시키기 위하여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모델로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Featherstone등,1986).국내에서는 홍 등
에 의해 pH 순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우식예방에 대한 화학적인
pH 순환 모델뿐만 아니라,미생물학적인 모델까지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
세이다(이광우와 홍석진,1999;홍석진 등,1997).
따라서,이런 탈회와 재광화를 반복하는 pH 순환 모델에서 구강양치액의 효과

평가의 필요성이 사료되었다.또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도 이
런 pH 순환 모델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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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구강양치액인 0.05% 불화나트륨 용액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구강내의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pH 순환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구강 내에서의 재광화 효과를 알아보고,불화나트륨과 nano-HAp
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의 상승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일반적인 invitro방법에서 사용된 단순침적법을 이용하여 0.05% 불화나트
륨 용액에 농도별 nano-HAp를 첨가하여 초기우식병소가 형성된 법랑질 표면을
미세 경도의 측정과 공초점주사현미경을 이용한 우식병소의 깊이 측정을 통해 재
광화 효과를 확인한다.또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nano-HAp에 따른 법랑
질 표면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확인한다.

2.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보다 나노 크기의 입자들이 재광화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기 위해 단순침적법을 이용하여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농도별 nano-HAp를
첨가하여 법랑질 표면의 미세 경도와 우식병소의 깊이를 측정하여 재광화 효과를
확인한다.또한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입자 크기에 따른 결정구조를 비교한다.

3.Invitro침적법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invivo상으로 재현시키기 위해 개
발된 화학적 pH 순환모델을 이용하여 nano-HAp와 불화나트륨이 결합했을 때 재
광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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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111...111...법법법랑랑랑질질질 시시시편편편
육안으로 보아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치아우식의 흔적이 없는 건전한 표면 법

랑질을 가진 150개의 대구치 치아를 선택하였다.모든 치아는 치관과 치근 부분을
나누어 치관 부분만을 취하였고,이것은 다시 협면과 설면을 얻을 수 있게 수직으
로 잘라 시편을 취해 가로 1.3cm,세로 1.9cm인 테플론 용기에 포매 하였다.이
시편들을 600번,800번,1000번,1200번,2000번 연마지로 단계별 연마를 하였고 1
㎛의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최종 연마하였다.모든 시편은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
하여 30분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하였다.

111...222...탈탈탈회회회용용용액액액 (((DDDeeemmmiiinnneeerrraaallliiizzziiinnngggsssooollluuutttiiiooonnn)))
탈회용액은 수산화인산칼슘(calcium phosphate;tribasic,Sigma,USA)이 50%

포화된 0.1M 젖산(lacticacid,Sigma)을 NaOH(Sigma)와 HCl(Sigma)용액을 이
용하여 pH 5.0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0.55㎛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여과
된 용액은 0.5% Cabopol(ETD2050,NoveonInc.,USA)400g과 섞고 최종 pH를
NaOH를 이용하여 5.0으로 조절하였다.

111...333...재재재광광광화화화용용용액액액 (((RRReeemmmiiinnneeerrraaallliiizzziiinnngggsssooollluuutttiiiooonnn)))
단순침적법과 pH 순환처리에 사용할 재광화용액으로 인공타액과 사람의 자극

성 타액을 1: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인공타액은 2000ℓ의 증류수에 위점액소
(0.22%,Difco,USA),염화칼륨(KCl,Sigma)0.1114%,제2수화인산칼륨(KH2PO4,
Sigma) 0.0738%,염화나트륨(NaCl,Duksan Pure ChemicalCo.Ltd.,South
Korea) 0.0738%, 염화마그네슘(MgCl2, Sigma) 1.033%, 염화칼슘(CaCl2.2H2O,
Sigma)0.0213%로 구성하였고 pH 6.8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자극성타액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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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이 없는 20대 100명의 사람에게서 0.5g의 파라핀 왁스를 씹어서 얻은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이용하였다.

111...444...NNNaaannnooo---HHHAAAppp원원원료료료 합합합성성성
수산화칼슘(Ca(OH)2)용액과 인산(H3PO4)용액을 칼슘과 인의 몰비가 1.67이

되도록 혼합한 후 24시간 숙성하였다.혼합과 숙성하는 동안 석출된 입자는 다음
과 같은 화학반응식에 의해 HAp상이 된다.

111000CCCaaa(((OOOHHH)))222+++666HHH333PPPOOO444 → CCCaaa111000(((PPPOOO444)))666OOOHHH222+++111888HHH222OOO

막 여과지로 여과하여 여액을 제거하고 남은 분말 케익(Cake)을 12시간동안
건조기에서 건조하였다.건조된 분말 케익은 막자사발로 분쇄한 후 X선 회절기와
HRTEM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한 나노 입자 크기의 저 결정성 HAp임이 판명되
었다.

111...555...MMMiiicccrrrooo---HHHAAAppp원원원료료료 합합합성성성
칼슘피로인산염(Ca2P2O7)과 탄산칼슘(CaCO3)을 칼슘과 인의 몰비가 1.67이 되

도록 정량하고 볼밀(Ballmill)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만든 분말을 1100℃에서
12시간 동안 유지하여 하소(Calcination)하였다.하소하는 동안 혼합 분말은 다음
과 같은 화학반응식에 의해 HAp로 합성된다.

333CCCaaa222PPP222OOO777+++444CCCaaaCCCOOO333+++HHH222OOO → CCCaaa111000(((PPPOOO444)))666(((OOOHHH)))222+++444CCCOOO222

하소 후 얻은 분말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2
θ 20～40°범위에서 측정한 X선 회절 패턴은 회절선의 강도가 액상법으로 합성한
HAp회절 패턴에 비해서 매우 높고 인접 회절선의 분리가 확실하여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크고 결정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또한 전체 회절선을 분석한
결과 HAp회절선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HAp결정상이 거의 100%에 가깝
게 존재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HAp 합성 분말을 폴리에틸렌 병에 넣고 정제수와 지르코니아 볼(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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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을 투입한 후 24시간동안 볼밀하여 입자 크기 분석기(Particlesizeanalyzer)
로 분석하여 입자크기가 1～2㎛ 사이임을 확인하였다.

111...666...실실실험험험용용용액액액 (((TTTrrreeeaaatttmmmeeennntttsssooollluuutttiiiooonnn)))
모든 실험용액은 양치액과 재광화용액을 3:2비율(양치액 30㎖,재광화용액 20

㎖)로 섞어 사용하였다.재광화용액은 인공타액과 자극성타액을 1:1로 혼합한 용액
(인공타액 10㎖,자극성 타액 10㎖)으로 전체 용량은 50㎖를 넣었다.양치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Table1).

Table1.Groupingofmouthrinses
Group Classification Compositionsofmouthrinse
1 Controlgroup Distilledwater(D.W.)
2 Experimentalgroup 1% Nano-HApinD.W.
3 " 5% Nano-HApinD.W.
4 " 10% Nano-HApinD.W.
5 " 0.05% NaFsolution
6 " 1% Nano-HApin0.05% NaFsolution
7 " 5% Nano-HApin0.05% NaFsolution
8 " 10% Nano-HApin0.05% NaFsolution

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222...111...인인인공공공초초초기기기우우우식식식병병병소소소형형형성성성
모든 시편은 탈회용액에 넣어 37℃ 항온기에서 48시간 처리하여 인공 초기우

식병소를 형성하였다.법랑질 표면의 미세경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시편은 표면
경도계(Microhardnesstester,Zwick,Germany)를 이용해 시편 표면에 수직이 되
게 200g의 하중을 10초 동안 가하여 법랑질 표면의 상,하,좌,우측의 4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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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ers경도(VHN)를 측정하여 평균 VHN이 25～45범위의 초기우식법랑질의 표
면 경도를 갖는 시편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시편은 실험 전 까지 증류수로 습도
를 유지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222...222...MMMiiicccrrrooo---HHHAAAppp와와와 nnnaaannnooo---HHHAAAppp의의의 결결결정정정구구구조조조 비비비교교교
마이크로 크기의 HAp와 nano-HA의 입자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투과전

자현미경(Transmissionelectronmicroscope,Jeol,Japan)을 사용하였다.투과전자
현미경 분석을 위해 분말형태의 micro-HAp와 nano-HAp를 3차 증류수에 0.025%
로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분석용 격자위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켰다.준비된 시편
을 80㎸의 전압 하에서 결정구조를 확인하였고 결정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222...333...단단단순순순침침침적적적법법법
구강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침적법을 사용하였다.인공적인 초기우식이 형성된 치아
시편을 실험용액으로 12시간,재광화용액으로 12시간 동안 처리한 후 미세경도를
측정하였다.같은 과정을 반복한 후 미세경도를 측정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재광화
효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22...444...pppHHH 순순순환환환처처처리리리
구강 환경을 재현해 주기 위해 모든 용액의 온도를 37℃로 조정하고 시편처리

는 일회 3분 동안 3회 실험용액에 처리하고 매번 새로운 실험용액을 만들어 처리
하였다.그 외의 시간에는 구강 내 타액만 존재하는 시간(remineralizationtime)과
음식을 섭취했을 때 pH가 떨어지는 시간(demineralizationtime)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14일 동안 반복하였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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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SchedulesofpH-cyclingchemicalmodel
Time Process
8:00-8:03 Treatmentsolution(mouthrinse+remineralizingsolution)
8:03-10:00 Remineralizingsolution(50% artificial+50% humansaliva)
10:00-12:00 Demineralizingsolution
12:00-12:03 Treatmentsolution(mouthrinse+remineralizingsolution)
12:03-14:00 Remineralizingsolution(50% artificial+50% humansaliva)
14:00-16:00 Demineralizingsolution
16:00-18:00 Remineralizingsolution(50% artificial+50% humansaliva)
18:00-18:03 Treatmentsolution(mouthrinse+remineralizingsolution)
18:03-8:00 Remineralizingsolution(50% artificial+50% humansaliva)

222...555...치치치아아아표표표면면면 경경경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4일 동안 pH 순환처리 된 시편은 Vickersdiamondindenter가 부착된 미세경

도측정기(Microhardnesstester,Zwick,Germany)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수직이
되게 200g의 하중을 10초 동안 가하여 측정하고,시편 처리 전 VHN 측정부의
인접 부위에서 재차 VHN을 측정하여 처리 전 후의 VHN변화를 비교하였다.

222...666...공공공초초초점점점 레레레이이이저저저 주주주사사사현현현미미미경경경 분분분석석석
처리 전후의 미세경도를 비교한 시편은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Confocal

laserscanningmicroscope,Zeiss,Germany)을 이용하여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였
다.각 시편을 절단기를 이용해 횡단으로 절단한 후,슬라이드 글라스 위에서 488
nm의 아르곤 레이저와 FITC(fluoresceinisothiocyanate)를 이용하여 형광이 발색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형광이 나타나는 부분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랑
질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측정하였고,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광 강도
의 분포를 입체적으로 확인하였다.

222...777...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분분분석석석
처리 전후의 법랑질 표면에 대한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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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e,Hitachi,Japan)을 이용하였다.주
사전자현미경 측정을 위한 시편의 준비를 위해 단순침적법으로 처리된 시편을 3
차 증류수로 세척한 후,초음파 세척기로 1시간 동안 세척하였다.그 시편들을 건
조 오븐에 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이온 증착기(Ionsputter,Hitachi,Japan)를 이
용하여 70㎚ 두께로 표면을 코팅시켰다.준비된 시편을 20㎸의 전압을 걸어 주
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888...치치치아아아표표표면면면 무무무기기기질질질의의의 변변변화화화
pH 순환법으로 처리된 시편에 대해 전자탐침미세분석기(WDS,EPMA 1600,

Shimadzu,Japan)를 이용하여 시편 당 무작위로 3점을 찍어 법랑질 표면의 무기
이온 조성을 분석하고,표면변화를 관찰 하였다.전자탐침의 치수는 20kV의 가속
광선을 1㎛의 직경으로 설정하였고,산화물 상태의 CaO로서 측정하여 칼슘의 정
량분석을 하였다.14일 동안 pH 순환법으로 처리된 시편은 선분석 프로그램
(Line-analysisprogram)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으로부터 200㎛까지의 칼슘과
인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하여 수합된 모든 자료들은 SPSS 12.0통계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각각의 과정에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t-검정(t-test),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중 던칸의 스튜
던트화 범위 검정(Duncan'sstudentizedrangetest)을 시행하여 각 군 간의 평균
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1)탈회 시간별 초기우식병소 변화량 비교는 기술적 통계 분석으로 검정하였
다.
2)마이크로 크기의 HAp입자와 나노 크기의 입자들의 재광화 효과 비교는 t-

검정법으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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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순침적법 실험 후 각 군 간의 표면 미세경도 변화율 차이 비교는 던칸의
스튜던트화 범위 검정법으로 검정하였다.
4)7일,14일 동안 pH 순환처리 실험 후 각 군 간의 표면 미세경도 변화율 차

이 비교는 던칸의 스튜던트화 범위 검정법으로 검정하였다.
5)Nano-HAp가 들어있는 함량에 따른 재광화 변화율 분석은 던칸의 스튜던트

화 범위 검정법으로 검정하엿다.
6)14일 동안 pH 순환처리 실험 후 각 군 간의 법랑질 표면의 무기이온 변화

량 비교는 기술적 통계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7)14일 동안 pH 순환처리 실험 후 각 군 간의 법랑질 표면의 우식병소 변화

량 비교는 기술적 통계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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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인인인공공공초초초기기기우우우식식식병병병소소소 확확확인인인
실험에 사용할 25～45VHN의 값을 갖는 시편을 만들기 위해 3개씩의 시편들

을 24시간,48시간,72시간 동안 탈회용액에 반응시킨 후,VHN을 측정하였다.그
결과,48시간 동안 탈회시킨 시편의 VHN이 25～45의 값에 가장 근소하게 나타났
다(Table3).

Table3.VHN valuesdependingondemineralizationtime

Demineralizationtime N VHN(Mean±S.D)
Soundtooth 3 259.7±10.4
24hours 3 124.3±3.5
48hours 3 44.7±2.7
72hours 3 14.3±1.6

탈회시간에 따라 법랑질 표면의 탈회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초점 레이
저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였다.탈회시키지 않은 법랑질에서는 형광 반응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고(Fig.2A),24시간 탈회시킨 시편은 법랑질 표면으로부터 약 20㎛
깊이의 형광 반응이 나타났다(Fig2B).또한 48시간 탈회시킨 시편은 약 100㎛
(Fig.2C),72시간 탈회시킨 시편은 약 250㎛의 형광반응이 나타났고(Fig.2D),이
결과들을 3차원으로 재구축하여 형광의 강도를 측정하였다(Fig.3).탈회된 표면의
형광 강도는 약 200㎛ 정도로 나타났고,법랑질 내부로 들어갈수록 강도는 약화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따라서 재광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별된 25～45의
VHN 값을 가지는 시편들은 법랑질 표면으로부터 약 100～120㎛의 깊이까지 탈
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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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imagesofspecimens.Specimens
werebaseline(A)anddemineralizedfor24hours(B),48hours(C),and72
hour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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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Fluorescentintensities ofspecimens in confocallaser scanning
microscopy.Specimenswerebaseline(A)anddemineralizedfor24hours(B),
48hours(C),and72hour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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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MMMiiicccrrrooo---HHHAAAppp와와와 nnnaaannnooo---HHHAAAppp의의의 비비비교교교

222...111...입입입자자자의의의 크크크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비비비교교교
입자의 크기가 다른 micro-HAp와 nano-HAp의 미세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그 결과,각각의 결정의 모양과 크기는 차이가 있었
다.Micro-HAp의 결정들은 약 0.2～0.3 ㎛의 길이를 가졌고 침상구조(needle
shape)를 나타내었다(Fig.4A).Nano-HAp는 형태적으로는 micro-HAp와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었으나,micro-HAp에 비해 짧은 약 50㎚ 길이를 나타내었다(Fig.
4B).또한 micro-HAp의 길이는 nano-HAp의 길이에 비해 약 4배 정도 길게 나타
났고,그 두께 또한 차이를 보였다.

Figure 4.TEM images ofhydroxyapatite particles.Particles ofHAp were
micro-sized(A)andnano-siz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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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단단단순순순침침침적적적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표표표면면면경경경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량량량 비비비교교교
Micro-HAp와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기우식병소가

형성된 시편을 단순침적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Micro-HAp와 nano-HAp의 각
군당 6개의 시편들을 사용하였고,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4,5).

Table4.VHNvaluesofmicro-HApandnano-HApbysimpleimmersionmodel
for24hours

Group N Baseline
(48hdemin)

Treatment12h+Remineralizing12h
Nano-sized Micro-sized P-value

D.W 6 36.3±6.9 aaa 42.0±2.7 aaa 42.0±2.7 aaa

D.W+1% HAp 6 35.4±5.8 aaa 47.7±8.0 aaa 39.0±6.6 aaa P<0.05
D.W+5% HAp 6 35.9±7.3 aaa 63.3±5.7 bbb 38.8±7.9 aaa P<0.05
D.W+10% HAp 6 36.3±6.7 aaa 71.1±7.9 bbbccc 39.0±7.0 aaa P<0.05
NaF 6 36.1±7.1 aaa 75.7±9.6 ccc 75.7±9.6 bbbccc

NaF+1% HAp 6 34.9±5.8 aaa 76.7±7.7 ccc 71.8±9.6 bbbccc P>0.05
NaF+5% HAp 6 35.7±8.2 aaa 79.0±6.1 ccc 66.3±12.2 bbb P<0.05
NaF+10% HAp 6 36.3±6.6 aaa 100.3±13.1 ddd 77.1±7.9 ccc P<0.05
Values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ConcentrationsofallNaFare0.05%
aaa,,,bbb,,,ccc,,,ddd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difference at α= 0.05 by Duncan's
studentizedrangetest

처리후의 법랑질 표면의 미세경도는 대부분 증가하였고,증가된 정도는 각 실
험군마다 차이가 있었다.Nano-HAp를 첨가한 실험군의 시편을 총 24시간동안 처
리한 결과,증류수나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첨가한 nano-HAp의 농도가 높아
짐에 따라 미세경도가 증가하였다(Table4).또한 nano-HAp를 첨가한 실험에서
VHN 값은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군보다 0.05% 불화나트륨을 사용한 실험군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이런 경향은 micro-HAp를 첨가한 실험용액으로 총 24시간동
안 처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VHN 값의 증가 양상이 nano-HAp의 실험 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Micro-HAp를 첨가한 실험용액으로 처리된 시편들의 V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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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nano-HAp에 비해 증가량이 적게 나타났고 증류수 실험군의 경우에는
micro-HAp의 농도에 따른 미세경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또한 1% 실험군
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nano-HAp가 micro-HAp보다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가 우
수하다는 것을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P<0.05).

Table5.VHNvaluesofmicro-HApandnano-HApbysimpleimmersionmodel
for48hours

Group N Baseline
(48hdemin)

Treatment24h+Remineralizing24h
Nano-sized Micro-sized P-value

D.W 6 36.3±6.9aaa 49.9±4.5 aaa 49.9±4.5 aaa

D.W+1% HAp 6 35.4±5.8aaa 50.8±6.27 aaa 58.0±11.2 aaa P>0.05
D.W+5% HAp 6 35.9±7.3aaa 68.7±4.0 bbb 58.0±4.58 aaa P<0.05
D.W+10% HAp 6 36.3±6.7aaa 76.5±6.7 bbbccc 65.7±11.69aaa P>0.05
NaF 6 36.1±7.1aaa 88.3±5.3 ccc 88.3±5.3 bbb

NaF+1% HAp 6 34.9±5.8aaa 90.3±11.25 ccc 87.8±15.18 bbb P>0.05
NaF+5% HAp 6 35.7±8.2aaa 92.0±6.1 ccc 87.7±12.07 bbb P>0.05
NaF+10% HAp 6 36.3±6.6aaa 113.4±9.3 ddd 98.5±7.19 bbb P<0.05
Values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ConcentrationsofallNaFare0.05%
aaa,,,bbb,,,ccc,,,ddd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difference at α= 0.05 by Duncan's
studentizedrangetest

총 48시간동안 처리한 시편에서도 미세경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24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nano-HAp와 micro-HAp
를 사용한 모든 실험군에서 24시간동안 처리한 결과보다 높은 VHN 값을 나타내
었다.또한 HAp의 입자 크기에 따른 미세경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
험군들은 nano-HAp의 재광화 효과가 micro-HAp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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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단단단순순순침침침적적적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nnnaaannnooo---HHHAAAppp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333...111...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우우우식식식병병병변변변의의의 깊깊깊이이이 변변변화화화
미세경도 측정을 통해 확인된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법랑질 표면 하부에

서 확인하기 위하여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였다.단순침적법으로 48
시간동안 처리한 시편에서 형광반응이 나타나는 양상은 VHN의 결과와 비슷하였
다.초기에 인공우식이 형성된 법랑질 표면에서는 약 100～120㎛의 두께로 형광
반응이 나타났고 이두께는 nano-HA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얇아짐을 확인하였다
(Fig.4,Table6).또한 미세경도에서 우세한 재광화 효과를 보였던 0.05% 불화나
트륨 실험군에서 형광부위의 두께가 더욱 얇아졌으며,불화나트륨 용액에 10%
nano-HAp가 포함된 실험용액에서는 약 16㎛까지 깊이가 얇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6.Depthofthefluorescentlesionafter48hourstreatmentusingthe
simpleimmersionmodel

Group lesiondepth(㎛)
D.W 86.98±4.53
D.W +1% nano-HAp 76.48±1.8
D.W +5% nano-HAp 64.11±2.86
D.W +10% nano-HAp 56.69±3.24
NaF 48.89±1.37
NaF+1% nano-HAp 44.39±2.75
NaF+5% nano-HAp 33.89±4.96
NaF+10% nano-HAp 16.21±2.36

Values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ConcentrationsofallNaFar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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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imagesofspecimensbysimple
immersionmodel.Specimensweretreatedfor48hours.Mouthrinsecomponents
weredistilledwater(A),1% (B),5% (C),and10% nano-HAp(D)indistilled
waterandwere0.05% NaFsolution(E),1% (F),5% (G),and10% nano-HAp
(H)in0.05% NaF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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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분분분석석석
Nano-HAp를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단순침적법으로 처리한 법랑질 표면의 미

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이 과정에서 건전치아,우
식병소가 형성된 치아,0.05% 불화나트륨으로 처리한 치아,10% nano-HAp를 첨
가된 증류수와 0.05% 불화나트륨으로 처리한 치아,총 5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였고 2,000배와 20,000배의 배율을 이용하였다.
건전 치아의 경우 법랑질 표면은 모든 배율에서 매우 매끈한 상태를 나타내었

다(Fig.5A,6A).반면에 우식병소가 형성된 치아의 표면은 법랑소주(enamelrod)
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탈색되었고 그 주변 지역에 무기질 소실이 나타났으며(Fig.
5B),결정의 길이가 매우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6B).0.05% 불화나트
륨으로 처리한 법랑질의 표면은 탈회된 시편의 표면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지만
탈회된 시편에서 하얗게 탈색되었던 법랑소주의 가장자리가 주변의 색으로 회복
되었고(Fig.5D),법랑소주 결정들의 소실 부위들이 짧은 길이의 결정들로 채워졌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6D).
10% nano-HAp가 함유된 증류수 실험군의 법랑질 표면은 불화나트륨 실험군

에 비해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냈고 법랑소주의 가장자리가 채워져 있는 형태를
보였다(Fig.5C).또한 이 실험군의 표면은 길이가 긴 결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6C).이와 같은 양상은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10%
nano-HAp가 첨가된 실험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법랑질 표면은 증류수군에 비
해 더욱 매끄러운 형태를 나타내었고(Fig.5E),결정들의 길이는 더욱 길어졌다
(Fig.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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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SEM images of enamelsurfaces by simple immersion model.
Specimensweresoundtooth(A),demineralizedtooth(B)andweretreatedfor
48hourswithdistilledwateradded10% nano-HAp(C),0.05% NaF solution
(D),and0.05% NaFsolutionadded10% nano-HAp(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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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enamelsurfaces by simple
immersion model.Specimensweresound tooth (A),demineralized tooth (B)
andweretreatedfor48hourswithdistilledwateradded10% nano-HAp(C),
0.05% NaFsolution(D),and0.05% NaFsolutionadded10% nano-HAp(E)(×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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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pppHHH 순순순환환환처처처리리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nnnaaannnooo---HHHAAAppp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444...111...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경경경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화학적 pH 순환 모형에서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랑질 표면의 미세

경도를 측정하였다.총 14일 동안 pH 순환을 이용해 탈회와 재광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7일,14일 후에 미세 경도를 측정하였다.7일 경과 후,pH 순환 모형의
미세 경도 결과는 단순침적법상에서의 재광화 효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7).그러나 경도가 증가는 정도는 단순침적법의 결과에 비해 낮은 정도를
나타내었다.이전의 실험과 마찬가지로,nano-HA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VHN 값을 가졌고,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10% nano-HAp를 첨가했을 때 가
장 높은 경도의 증가를 나타냈다.증류수 실험군에서 5% nano-HAp보다 1%를
첨가하였을 때 높은 미세경도 값을 나타내었지만,그 차이는 매우 작았다.모든 결
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Table7.VHN valuesateachstepbypH-cyclingmodel

Group N Baseline
(2dDemin.)

pH-cycling
(7days)

pH-cycling
(14days)

Distilledwater(D.W) 12 35.4±5.4aaa 32.7±4.9 aaa 40.2±8.7 aaa

D.W +1% nano-HAp 12 35.4±5.4aaa 37.1±5.4 aaabbb 40.9±8.9 aaa

D.W +5% nano-HAp 12 35.4±5.1aaa 336.5±2.5 aaabbb 43.2±11.3aaabbb

D.W +10% nano-HAp 12 35.4±5.0aaa 42.2±8.7 bbb 52.3±10.1 bbbccc

NaFsolution 12 35.5±4.8aaa 51.7±12.0 ccc 59.0±9.0 cccddd

NaF+1% nano-HAp 12 35.5±4.5aaa 52.9±11.9 ccc 67.0±14.3 eee

NaF+5% nano-HAp 12 35.5±4.4aaa 61.1±7.2 ddd 75.9±18.2 eeefff

NaF+10% nano-HAp 12 35.5±4.1aaa 64.6±9.0 ddd 80.9±14.3 fff

Values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ConcentrationsofallNaFare0.05%
aaa,,,bbb,,,ccc,,,ddd,,,eee,,,fff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difference at= 0.05 by Tukey's
studentized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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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우우우식식식병병병변변변의의의 깊깊깊이이이 변변변화화화
pH 순환 모형에서 표면경도 측정을 통해 확인된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법랑질 표면 하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였다.
pH 순환모형으로 14일동안 처리한 시편에서 형광반응이 나타나는 양상은 VHN의
결과와 비슷하였다.또한 nano-HAp의 농도와 불화나트륨 처리에 대한 우식병변
의 깊이 변화는 단순침적법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러나 pH 순환
모형에서의 결과들은 단순침적법에 비해 우식병변의 두께가 얇아지는 정도가 다
소 적게 나타났다(Table8,Fig.7).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10% nano-HAp를
단순침적법으로 처리한 시편의 우식병변의 깊이가 약 16㎛까지 얇아진 반면,pH
순환 모형에서는 약 26㎛까지 그 효과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단순침
적법이 pH 순환 모형에 비해서 재광화 효과가 과대 측정된다고 사료된다.

Table8.Depthofthefluorescentlesionafter14daysbypH-cyclingmodel

Group N lesiondepth(㎛)
D.W 3 99.27±10.35
D.W +1% nano-HAp 3 90.17±6.61
D.W +5% nano-HAp 3 79.87±5.91
D.W +10% nano-HAp 3 67.87±9.27
NaF 3 58.38±5.84
NaF+1% nano-HAp 3 52.29±8.30
NaF+5% nano-HAp 3 37.99±4.54
NaF+10% nano-HAp 3 26.79±7.96

Values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ConcentrationsofallNaFar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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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images of specimens by
pH-cyclingmodel.Specimensweretreatedfor14daysinpH cyclingmodel.
Mouthrinsecomponentsweredistilledwater(A),1% (B),5% (C),and10%
nano-HAp(D)indistilledwaterandwere0.05% NaFsolution(E),1% (F),5%
(G),and10% nano-HAp(H)in0.05% NaF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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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칼칼칼슘슘슘,,,인인인의의의 성성성분분분 변변변화화화

법랑질 표면에서 pH 순환 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재광화 효과와 칼슘,인과 같
은 무기질 성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탐침미세분석기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랑질 표면의 산화칼슘을 측정하여 칼슘의 분포량을 확인하였고,건
전치아시편,우식병소가 형성된 치아시편,0.05% 불화나트륨을 처리한 시편,10%
nano-HAp가 첨가된 0.05% 불화나트륨을 처리한 시편을 사용하였다.건전치아시
편의 경우 산화칼슘의 양은 51wt%를 나타낸 반면,탈회된 시편에서는 45wt%로
서 약 6wt% 정도의 산화칼슘이 탈회과정에 의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9).0.05% 불화나트륨으로 처리한 시편은 50wt%의 양을 나타냈고,이것
은 건전치아의 산화칼슘 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0% nano-HAp를 불화나트
륨 용액에 첨가한 용액으로 처리한 시편은 다른 실험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68
wt%의 양을 나타냈다.

Table9.Contentsofcalcium oxideinenamelsurface
Group Mean±SD(wt%)
Control 51.00±0.50

Demineralized 45.65±1.71
NaF 50.87±0.59

NaF+10% nano-HA 68.91±0.57

위와 같은 무기질 성분 변화가 법랑질 표면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선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칼슘과 인의 분포를 도
식화하였다(Fig.8).우선 표면으로부터의 칼슘과 인의 분포는 약 100㎛ 깊이까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고,하부로 내려갈수록 실험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이것은 본 실험에서 탈회와 재광화가 표면으로부터 100㎛ 깊이까지만 영향
을 미치고 하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고,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의
결과(Fig.2,7)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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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질 표면의 칼슘 분포는 증류수 실험군에 비해 nano-HAp실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Fig.8above).10% nano-HAp가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첨가된 실험
군에서는 가장 높은 칼슘 분포를 보였으며,증류수만을 실험 용액으로 사용한 실
험군에서는 칼슘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또한 증류수에 10% nano-HAp
를 첨가한 실험군의 칼슘 분포는 0.05% 불화나트륨 실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나,이런 양상은 표면으로부터 약 40㎛ 깊이까지만 보였고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인의 분포 역시 칼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0.05% 불화나트륨 실험군이

10% nano-HAp가 첨가된 증류수 실험군에 비해 높은 인의 양을 나타냈다(Fig.8,
below).0.05% 불화나트륨 용액에 10% nano-HAp가 첨가된 실험군에서 가장 높
은 인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칼슘 분포에 대한 곡선에 비해 완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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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Inorganiccontentprofilesoftheenamelspecimen by EPMA line
analysis.Specimensweretreatedwith10% nano-HA in distilledwaterand
0.05% NaFsolutionfor14daysinpH cyclingmodel.Mineralcomponentswere
calcium (above)andphosphorus(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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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치아우식증은 사람에게 가장 빈발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이며 치아를 상실하
게 하는 가장 큰 원인질환이다.이러한 치아우식증은 섭취하는 음식물의 당분들로
인하여 구강내 세균이 치아 표면의 pH를 낮추기 때문에 발생한다.타액은 떨어진
구강내의 pH를 높여주는 재광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타액만으로 우식을 진행
을 막기는 그 효과가 미흡했다.따라서 법랑질의 탈회를 방지하기 위해 불소 첨가
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우식예방에 대한 불소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
인되었다.그 중,불소가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
조 구강위생용품로서 최근에는 생약추출물 등의 첨가를 통해 구강 세균을 억제하
는 시도가 있었다.그러나 기존의 불소의 재광화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첨가제
를 통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불화나트륨 양치액에
nano-HAp를 첨가하여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식병소가 형성된 치아에서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랑질 표면을
탈회용액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탈회를 시켰다.탈회된 정도는 탈회와 재광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기법인 표면의 미세경도측정(Arends등,
1980)과 탈회된 법랑질을 형광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기법인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
미경(Fontana등,1996)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초기우식병소 형성 실험의 결과,
탈회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표면의 미세 경도의 VHN 값은 감소하였고,공초점 레
이저 주사현미경 분석을 통해 표면으로부터 형광이 나타나는 깊이가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이러한 결과는 탈회가 진행됨에 따라 표면의 경도는 약화되고 법랑질
내부로 탈회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Table3,Fig.2).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
경을 이용한 형광의 강도를 3차원으로 재구축한 결과에서도 탈회된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탈회된 표면의 형광 강도가 가장 높고 법랑질 내부로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3).탈회된 법랑질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초기우식병소의 적정한 수치라고 인정되는 25～45의 VHN 값을 가지는 시편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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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탈회조건에 48시간 동안 반응시킨 법랑질에서 측정되었고 표면으로부터 약
100㎛ 깊이까지 탈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공적으로 우식을 형성시킨 치아 시편에 대한 nano-HAp와 0.05%
불화나트륨의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학적 모형인 단순침적
법을 사용하였다.이 과정에서 시편들의 미세경도는 구강양치액 12시간,재광화용
액 12시간 처리 후 측정하였고,이 과정을 1회 더 수행한 후 VHN을 재측정하였
다.그 결과,모든 구강양치액 실험군에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광화 효과가
증가하였고,nano-HA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미세 경도의 수치가 증가하였다
(Table4,5).이러한 결과는 구강양치액과 재광화용액에 대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록 법랑질의 재광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보다 많이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nano-HA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재광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나노 크기의 입자들의 우식이 형성된 법랑질의 재광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증류수보다 불화나트륨 용액에 더
크게 나타났다.48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증류수보다 불화나트륨에 10%
nano-HAp를 혼합시켰을 경우 2배 정도의 미세 경도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5).
이러한 결과를 통해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불화나트륨에 의해 상승 작용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서도 관찰되었다.초기우식병소가 형성되어 약 100㎛ 두께의 형광 반응을 나타냈
던 법랑질 표면은 첨가된 nano-HA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두께가 얇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6,Fig.5).또한 증류수 실험군보다 0.05% 불화나트륨
실험군에서 형광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의 두께가 더 얇아졌기 때문에 불화나트륨
군의 재광화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러한 결과는 미세경
도 측정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Nano-HAp와 0.05% 불화나트륨을 이용한 재광화 과정에서 법랑질 표면의 미

세구조 역시 많은 변화가 나타냈다(Fig.6,7).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
구조를 분석한 결과 건전 치아 시편은 균일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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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랑질 표면은 탈회과정 후에 거친 굴곡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법랑 소주 사이의 부위에서 무기질 손실이 발생했다.또한 법랑질을 구성하고 있
는 결정들의 길이가 짧아졌고 그 구조가 심하게 손상되었다.0.05% 불화나트륨 용
액을 이용하여 재광화 된 시편은 탈회된 시편에 비해 무기질 손상 부위가 다소
회복되었고,결정의 형태 또한 상당 부분 수복되었다.반면에 nano-HAp가 첨가된
실험군의 법랑질 표면은 무기질 손상이 일어났던 대부분의 부위가 nano-HAp의
입자들로 메워졌고,매끄러운 형태를 나타냈다.또한 법랑질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
들은 nano-HAp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군의 결정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를 나타냈
고,0.05% 불화나트륨 실험군의 결정들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광화된 법랑질 표면의 결정 구조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한
nano-HAp의 결정과 유사했기 때문에 nano-HAp의 결정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었고(Fig.4B),0.05% 불화나트륨 용액에서 더 길어진 nano-HAp의 결정 구조는
재광화 효과에 대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상승 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HAp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재광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micro-HAp를 사용하였다.이 결과에서 우식된 치아의 재광화에 있어서
micro-HAp는 nano-HAp보다 그 효과가 적었고,첨가된 micro-HAp의 농도에 따
른 재광화 효과들의 유의성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5).비록
micro-HAp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0.05% 불화나트륨과의 상승효과가 나타났지만
nano-HAp에 비해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nano-HAp가 재광화를 목적으로 하는
첨가제로서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우선적으로 입자들의 나노 크기에 기인한다.탈회
된 법랑질은 무기질의 손실로 인해 크고 작은 공극들이 생성되어 다공질의 형태
를 나타낸다.50～90㎚정도의 나노 크기의 HAp입자들은 이런 다공성의 법랑질
로의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광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침투된
nano-HAp의 입자들은 법랑질의 공극들로 침투하여 탈회된 공간을 메우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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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이것은 법랑소주 사이의 공극을 막아서 표면의 이온평형을 위하여 용출되는
칼슘의 이동을 방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Fig.6과 Fig.7에서 제
시하고 있는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에서 법랑소주 사이의 공극이 메워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다.Nano-HAp입자들의 매우 작은
크기는 표면적 증가라는 또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화학적으로 볼 때,입자의 크
기가 작을수록 입자의 흡착되는 정도는 높아진다.현재 가공할 수 있는 입자의 크
기 중 최소단위를 가지고 있는 nano-HAp는 매우 큰 흡착력을 가지게 되고,법랑
질 표면과 공극 사이에 침투하여 높은 결합력으로 흡착을 이루게 될 것이다.결국,
nano-HAp의 강한 흡착력은 기존의 법랑질과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치아 법랑질의 주성분인 수산화인회석의 조성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는

nano-HAp의 입자들은 침투 후의 무기질 침전 측면에 있어서 재광화 효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치아의 법랑질은 미량 원소들을 제외하면 HAp와 거의 유사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구성 성분의 유사성으로 인해 법랑질의 공극으로
침투하여 침전된 nano-HAp는 기존의 치아와 같은 형태로 재석회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nano-HAp의 강한 흡착력과 법랑질과의 성분 유사성이
nano-HAp의 재광화 효과의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불소의 재광화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지만(Chow 등,2002;
Maia등,2003;Mukai등,2001)모든 매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불
소나트륨는 투여되는 농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통해 법랑질과 반응한
다(Harris와 Garcia-Godoy,2004).즉,불소농도 100ppm 이하의 중성불화나트륨
용액은 일차적으로 불화인회석을 형성하지만,고농도 불소는 불화칼슘을 형성한다
는 것이다(McCann과 Bullock,1955).

CCCaaa111000(((PPPOOO444)))666(((OOOHHH)))222+++222FFF--- → CCCaaa111000(((PPPOOO444)))666FFF222+++222OOOHHH---
FFFllluuuooorrraaapppaaatttiii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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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aaa111000(((PPPOOO444)))666(((OOOHHH)))222+++222000FFF--- → 111000CCCaaaFFF222+++666HHHPPPOOO444333---+++222(((OOOHHH)))---
CCCaaalllccciiiuuummm fffllluuuooorrriiidddeee

본 실험에서 사용한 0.05% 불화나트륨 용액은 저농도이기 때문에 불화칼슘
(CaF2)보다 불화인회석(Ca10(PO4)6F2)을 형성하는 반응을 따른다.이렇게 형성된
불화인회석은 낮은 용해도를 가지기 때문에 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Larsen과
Pearce,2003).이것은 불소를 이용한 재광화를 수행하였을 경우 기존의 법랑질보
다 산 저항성이 강한 무기질 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또한 낮은 농도의 불소는
무기질 결정의 성장을 야기하고,칼슘 이온의 우선적인 흡수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Ingram 등,2005).위와 같은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불화칼슘 역시 재광화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불소의 처치로 인해 생성되는 불화칼슘은 치아표면의
미세한 굴곡에 따라 위치하고 중성의 산도에서 인산염 및 단백질이 주성분인 보
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24시간 내에 급격히 소실되고 나머지는 최대 15일동안
계속적으로 소실된다(Harris와 Garcia-Godoy,2004).이 과정에서 잔존하는 불화
칼슘은 치아표면과 치면세균막내에 잔류하다가 산도가 높아질 경우 칼슘과 불소
로 유리됨으로써,재광화반응에 소요될 수 있는 유리칼슘이온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유리된 불소이온 중 산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율이 높아지는 불화수소는 법랑
질주간공극으로 보다 용이하게 확산하여 들어가 표면하재광화(subsurface
remineralization)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광화 효과를 가지는 불소가 함유된 불화나트륨 용액에 nano-HAp를
첨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되는 이유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nano-HAp는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이기 때문에 법랑질 공극으로의 침투가 용이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공극 내로의 침투를 위해서는 nano-HAp외적으로
작용되는 힘이 필요하다.구강 내에서 불화나트륨 이온은 낮은 농도에서 칼슘 이
온의 우선적인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타액 내에서 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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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을 우식된 치아의 공극 내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0.05%의 낮은
농도로 불화나트륨을 사용한 본 실험에서 불화나트륨이 칼슘 이온을 가지고 있는
nano-HAp의 공극 내로의 침투를 촉진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0.05% 불화나트륨 내에 첨가되어 있는 nano-HAp가 불화인

회석을 형성하고 이것들이 법랑질에 침전되어 재광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위에
서 언급했듯이 불화인회석은 수산화인회석에 비해 낮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일
반적으로 낮은 용해도를 가질 때 높은 결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불화인회석이 법랑질에 침전되어 결합되고 재광화된 전체 법랑질 중에서
불화인회석의 비율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높은 재광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화나트륨 용액에 nano-HAp를 첨가하였을 때 일어나는 pH 증가

를 예상해 볼 수 있다.앞에서 언급한 반응식에서 불화나트륨은 수산화인회석의
수산화기를 불소 이온으로 치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본 실험에서 사용된 0.05% 불
화나트륨 용액 안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불소 이온으로 치환되어
져 나온 수산화이온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용액에 pH가 높아지게 되어 법랑질
의 재광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nano-HAp에서 불화나트륨 용액으로
칼슘이나 인산이온들이 용출될 수도 있다.이러한 이온들의 용출은 불화나트륨 용
액 내에서 이온들의 포화 상태를 야기하고 이온 기울기에 의해 이동하는 칼슘,인
산 이온들이 무기질이 소실된 법랑질 내로 침투하여 재광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입증되었지만,이것은 구강
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invitro상에서 단순침적법을 이용한 결과이다.따라서
구강 내 조건을 고려한 화학적 pH 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구강 내에서의 불
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관찰하였다.

pH 순환 모형은 화학적인 모형뿐만 아니라,미생물을 매개로 한 미생물학적
모형까지 사용 범위가 넓은 체계이다.화학적 pH 순환 모형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되는 pH의 변화를 탈회와 재광화의 개념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다.본 실험에서 사용한 pH 순환 모형도 탈회와 재광화를 시간별로 반복하고 총



-39-

14일 동안 실행하였다.이 과정에서 구강양치액은 3분을 기준으로 처치하였고,하
루 3번으로 횟수를 정하였다.실험 결과는 단순침적법에서 수행한 실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하지만,0.05% 불화나트륨 구강양치액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
는 단순침적법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VHN 값과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그 효과가 다소 적지만 구강
내에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단순침적법 실험과 마찬가지로 0.05%의 불화나트륨에 10% nano-HAp를 첨
가하였을 경우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고,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
다.이러한 재광화 과정에서 칼슘과 인의 침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자탐침미세분
석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가장 뛰어난 재광화효과를 나타내었던 0.05%
불화나트륨에 10% nano-HAp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칼슘과 인의 침투가 가장 활
발히 일어났음을 선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나머지의 실험 결과도 미세경도 측정
과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들과 일치했다(Fig.9).또한
산화칼슘의 정량 분석 결과는 위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Table9).

화학적 pH 순환 모형에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였
지만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었다.우선,nano-HAp의 입자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
을 만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용액에 첨가하였을 경우 nano-HAp입자들로
추정되는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재광화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
였을 때,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보면 법랑질 부분에 작은 알갱이들이 높은 밀도로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이런 알갱이들이 nano-HAp의 입자들로 예상
되었다.따라서 구강양치액으로서 nano-HAp를 사용할 경우,구강 내에서 느껴지
는 이물감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구강양치액의 첨가물
로서 nano-HAp를 사용할 때 입안의 이물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의 가공이 필요
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첨단 기술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나

노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이로 인해 나노



-40-

공정의 비용은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nano-HAp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구강양치액은 가격에서 경
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로 이러한 점을 보
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nano-HAp입자들은 법랑질의 재광화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효과는 nano-HAp의 농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게 측정되었고 불화나트륨 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0.05%
불화나트륨과 nano-HAp가 재광화에 대하여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또
한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한 화학적 pH 순환 모형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으므로,불화나트륨 구강양치액의 첨가제로서의 nano-HAp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구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그 이유는 재광화 효과에 대한 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만 적정한 투여량과 조건을 산출할 수 있고 최적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재광화를 목적으로 한 구강양치액의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불화나트륨과 nano-HAp의 상승 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invivo)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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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구강양치액인 0.05% 불화나트륨 용액과 nano-HAp의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였다.Nano-HAp의 invitro상에서 화학적인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침적법을 이용하였고,실제 구강 내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H 순환 모형을 사용하였다.또한 nano-HAp와 micro-HAp의 재광화 효
과를 비교하였고,불화나트륨과 nano-HAp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의 상승효과를
확인하였다.

1.HAp의 입자 크기에 따른 재광화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nano-HAp가
micro-HAp보다 초기우식병소를 재광화 시키는 능력이 우수했다.

2.단순침적법에 의한 nano-HAp의 재광화 효과는 첨가되는 nano-HAp의 농도
와 처리 시간에 영향을 받았다.Nano-HAp의 농도가 높아지고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록 초기우식병소를 재광화시키는 능력이 증가하였고,nano-HAp의 재광화 효과
는 증류수보다 0.05% 불화나트륨 용액에서 더 우수했다.

3.실제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pH 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nano-HAp와 불화나트륨 용액과의 재광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역시 nano-HA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초기우식병소를 재광화 시키는 능력이 우수했고,이러한 효과
는 증류수보다 0.05% 불화나트륨 실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4.Nano-HAp와 0.05% 불화나트륨 용액은 초기인공우식이 형성 되었을 때 소
실된 칼슘과 인을 효과적으로 수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nano-HAp는 초기우식이 형성된 치아를 재광화시키는 능력이 우수
하고,그 효과에 있어서 불화나트륨과 함께 사용했을 때 상승작용을 한다.또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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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내에서의 효과도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재광화 효과의 측면에서
0.05% 불화나트륨 구강양치액의 좋은 첨가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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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eemmmiiinnneeerrraaallliiizzzaaatttiiiooonnnbbbyyypppHHH---cccyyycccllliiinnngggmmmooodddeeelll

MMMiiinnnYYYooouuunnngggKKKiiimmm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 DDDeeennntttiiissstttrrr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irectedbyProfessorBaek-IlKim,D.D.S,Ph.D)

Numerouspreviousstudiesshowedthatmanysupplementshavebeenused
with NaF mouthrinse for remineralization potential. Nano-hydroxyapatite
(nano-HAp)maybesuitabletothispurposebecausetheirnano-sizeparticles
are profitable to penetration to enamelpores.Moreover,hydroxyapatite is
similartotheinorganiccomponentofteethandissuperiortobioactivityand
biocompatibility.Theaim ofthepresentstudywastoevaluatethecombined
effectsofnano-HApandfluoridemouthrinseonearlycarieslesioninhuman
enamelusingcycleremineralizationandtreatmentinpH-cyclingmodelfor14
days.Enamelspecimenswhichhad25～45VickersHardnessNumber(VHN)
wereselectedfrom artificiallydemineralizationfor48hours.Eightgroupsof
treatmentsolutions(0%,1%,5%,10% nano-HApindistilledwaterandsame
concentrationsofnano-HApin0.05% NaF solution)wereincubatedinanin
pH-cyclingmodel.Afterimmersingintotreatmentandremineralizationsolution
for3,eachspecimenwasevaluatedbyVHN fortotal24hoursandthenthis
stepwasrepeatedonceagainfortotal48hours.Allspecimenswere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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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CLSM),SEM imageoftheenamel
surfaceandElectronProbeMicroAnalyzer(EPMA).Statisticssignificancewas
identifiedbyone-wayANOVA followedDuncan’sstudentizedrangetestfor
variableata0.05significantlevel.
TheresultsshowedthatthedegreeofremineralizationrevealedbyVHN

valueswashigherinNaFgroupsthangroupsofdistilledwater.TheVHNsof
remineralized enamels for7 days were higherthan 14 days treatment.In
addition,theremineralization wassignificantly influencedasconcentration of
nano-HAp waselevated and theseeffectsweremorein NaF groupsthan
distilledwatergroups(p<0.05).TheseeffectswereconfirmedbyCLSM,SEM
imagesandEPMA whichexhibitednano-sizedparticlesattachedtoenamelin
nano-HAp treated groups.Nano-HAp might play a synergistic role for
remineralizationwithfluoridemouthrinse.Itwillberequiredtoinvestigatethe
optimalconditionofnano-HApandNaFmouthrinsewhenitappliestohuman
oralcavity.In conclusion,a nano-HAp in 0.05% NaF mouthrinsehas the
potentialtoremineralizeanearlycariesles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Demineralization,Enamel,Hydroxyapatite,Mouthrinse,NaF,Nano,

pH-cyclingmodel,Remi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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