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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인인인공공공 초초초기기기우우우식식식병병병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나나나노노노 탄탄탄산산산인인인회회회석석석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치아우식증은 무기질 용해와 유기질 파괴로 치아손상이 일어나는 구강영역에
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무기질 교환의 평형을 유지시켜 준다면
탈회를 방지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 법랑질 우식의 회복과 치아의 재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공

초기 우식병소를 형성한 법랑질에 nano-sizedCarbonateApatite(n-CAP)의 재광화
효과를 CaseinPhosphopeptideAmorphous-Calcium Phosphate(CPP-ACP)와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n-CAP의 농도는 0%,5%,10%로 구분하였으며 CPP-ACP는 10% 함유되어 시판

되고 있는 ToothMousseTM 를 pH 순환모델을 이용하여 14일간 각각 하루 3회씩
5분간 처리하였으며 처리 전,후의 표면의 경도 변화를 Vickers Hardness
Number(VHN)로 평가하였고 KnoopHardnessnumber(KHN)로 무기질의 소실
정도(vol%)를 ⊿Z값으로 측정하여 병소 심부로의 재광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초기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를 광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QuantitativeLaserFluorescence(QLF)를 이용하였다.건전 치아와 비교해서 초기
법랑질 우식 재광화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시편의 window 부위를 중심으로
QLF를 이용하여 fluorescenceloss(⊿F,%),lesionsize(㎜2),⊿Q (%×㎜2)값을
얻었으며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CLSM)관찰을 통하여 fluorescent
lesion의 깊이와 intensity 등 병소의 깊이 변화를 관찰하였다.또한 Scanning
ElectronMicroscope(SEM)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에 따른 결정구조를 살펴보고
재광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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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H 순환 모형을 통한 법랑질 표면의 미세경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5%
n-CAP군이 ⊿ VHN 값이 23.16±9.99로 다른 n-CAP군보다 표면 경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5).

2.법랑질 표층 하부의 침투율을 심부로의 무기질 소실정도로 측정한 결과에서는
10%의 CPP-ACP군에서 ⊿Z1014.9±342.8(UnderVol85% area)로 KHN의 평
균값이 가장 적게 나타나 10% CPP-ACP에서 병소 심부로 갈수록 무기질의 소
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QLF를 이용한 우식병소의 깊이 변화 측정에서는 lesion(mm2)의 mineralloss,
즉 ⊿Q값이 10%의 n-CAP에서 우식병소의 깊이가 낮은 것(⊿Q -6.58±7.37)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4.CLSM과 SEM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양상과 우식병소의 무기질 침착 정도
를 살펴본 결과 우식병소의 깊이와 표면 경도변화 사이에서 5% n-CAP군이
45.27±9.99㎛,10% n-CAP가 43.35±6.55㎛로 10% n-CAP군이 다른 군들에 비
해 병소 깊이의 감소를 나타냈지만 유의한 차이 없었다 (p>0.05).또한 SEM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군 간에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
나 전반적으로 표면에 침착된 양상을 띄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nano-sizedCarbonateApatite는 법랑질 표면
층에서 재광화 효과가 있었으며 CPP-ACP는 법랑질 표면 하층에서 재광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층과 심부에서의 재광화 양상이 달라진 것은 CPP-ACP의
경우 탈회된 표면에서의 무기질 감소 부위에 칼슘과 인 등의 이온이 용해되었다
가 석출되는 과정에서 인 단백질인 Caseinphosphopeptide유기물이 운반체 역할
을 하여 칼슘과 인 등의 이온을 병소 심부까지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n-CAP의
경우는 무기질 침착이 표층 부위에 국한되어 표면층에 침착된 칼슘과 인 등의 이
온이 심부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심부까지의 완전한 재광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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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n-CAP의 재광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CPP-ACP의
casein과 같은 활성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물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핵심되는 말 :탄산인회석(n-CAP),Casein PhosphopeptideAmophousCalcuim
Phosphate(CPP-ACP),재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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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공공공 초초초기기기우우우식식식병병병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나나나노노노 탄탄탄산산산인인인회회회석석석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김김김백백백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김김김 영영영 숙숙숙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치아우식증은 만성감염성 질환으로 구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으로 무기질 용해와 유기질 파괴로 치아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정상적인 구강
내 환경에서 치아의 무기질은 지속적인 상실과 재침착을 되풀이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무기질 교환의 평형을 유지시켜 준다면 치아를 건
강하게 유지하고 탈회를 방지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Moore,1986).
지금까지 재광화에 가장 뛰어난 물질로 알려진 것은 불소이다.무기질의 침착

속도는 불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탈회된 부위에 적당 양의 불소가 있
으면 인회석 결정의 재광화가 촉진된다(Kawasaki,1984).그러나 불소가 치아우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와 문헌에서 고찰되고 있으며,
미량 무기질로서의 적정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안전성 논란과 약물로써 적용되
는 한계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다.가장 흔하게 쓰이
고 있는 불소제형은 치약으로써 치아는 하루에도 여러 번 칫솔질을 통해 불소에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칫솔질 시 과량의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불소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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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져서 불소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소 독성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Almeida등(2007)은 1~3세 유아를 대상으로 음식물과 불소치약
을 통한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불소치약을 통한 불소 섭취량이 0.016±0.085㎎/㎏
body·weight/day로 음식물보다 약 4배 높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불소 섭취 안정
수준으로 여겨지는 0.05~0.07㎎/F/㎏ body·weight/day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Almeida,2007;Burt,1992).따라서 3세 이하 유아의 구강관리에 있어서 적정량의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불소 이외의 치아우식예방과 재광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외국의 경우는 CPP-ACP(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Calcium Phosphate,이하 CPP-ACP)가 새로운 재광
화 후보 물질로 각광 받으면서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CPP-ACP는 우유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β-casein에 산 또는 효소인 트립신이
가해져 생기는 1차 분해된 펩타이드인 CPP와 칼슘과 인의 화합물인 ACP를 결합
시킨 나노 화합물질이다(LeGeros,1991).Casein이 인산기와 결합한 상태이며 인산
기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에 대하여 강한 흡수력을 지닌다.따라서 양이
온인 칼슘과의 결합력이 우수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처리에 의해 얻을
수 있다(Reynolds,2006).CPP는 구강 내에서 치면세균막 내의 무정형의 인산칼슘
(amorphouscalcium phosphate,ACP)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며 치면 내의 칼슘
이 포화상태가 되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재광화가 탈회보다 원활해져 치아우식
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lijima,2004).
CPP-ACP의 법랑질 재광화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Shen등,2003;Reynolds등,2003;lijima등,2004;Mazzaoui등,2003;
Yamaguchi,2006),츄잉껌을 이용한 경우(Shen등 2003),양치액을 연구한 경우
(Reynolds,2003),우유나 스포츠 음료에 CPP-ACP성분을 함유하여 재광화 효과
를 연구하거나(Hay,2003),치과용 시멘트(Mazzaoui,2003)나 치태 내 칼슘 확산과
비교한 경우(Rose등,2000)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광화 및 우식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또한 나노입자로 가공한 CPP-ACP는 지각과민 완화
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Poitevin,2006),내산성(lijima등,2004)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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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Rose등,2000)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이 등(2003)이 자일리톨,후노란,제2인산칼슘 및 CPP-ACP

배합 껌이 법랑질의 재광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정 등(2007)이
제2인산칼슘,후노란,CPP-ACP와 자일리톨의 재광화 효과를 실험 연구하였고,황
(2008)이 pH 순환 모형을 이용한 CPP-ACP연고와 불소 바니쉬의 재광화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이렇듯 국외적으로 치아의 재광화 후보물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분위

기 속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치아의 재광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 중 하나가 법랑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회석(apatite)
을 이용한 연구이다(김민영,2006;이호정,2007;민지현,2007).김 등(2006)은 수
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입자 크기에 따른 재광화 효과 비교에서 나노 크기
의 수산화인회석이 마이크로 크기의 수산화인회석에 비해 초기 우식병소를 재광
화 시키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으며,이 등(2007)은 스포츠 음료에서 낮은 pH
로 인하여 치아 부식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험 용액에 나노입자의 수산화인회석
을 첨가하였더니 용액의 수소이온농도(pH)가 감소하고 법랑질 미세경도(VHN)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로 보아,수산화인회석이 치아의 재광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민 등(2007)도 역시 산성 음료수에 나노 크기의 수산화인회석을 첨
가(0.25%)함으로써 치아의 부식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인회석 결정은 A10(XO4)6Z2로 다른 결정과 비교하면 결정 구조에 여유가 있기 때

문에 원래의 원자가 여러 가지 다른 원자로 치환될 수 있다(McConnell,1973).치아
를 구성하는 주된 무기질 성분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Ca10(PO4)6(OH)2인
데 치아가 맹출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hydroxyapatite의 수산화기와 인산기 대신
탄산기가 치환되면서 치아 구성성분의 약 2~3%가 탄산인회석(Carbonateapatite,
Ca10(PO4·CO3)6(OH)2)으로 구성된다.뼈나 치아와 같은 석회화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인 인회석 결정은 석회화 조직의 대사 및 생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생체적
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골 대체 재료나 골 재생 물질 등 생체 재료로써 널리 사
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용된 인회석 결정은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있어서 현저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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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정도 수산화인회석이었고 인회석에 관한 연구도 수산화인회석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탄산인회석에 관한 연구들이 인공 매식체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뼈(bonecrystal)와 유사한 탄산 인회석 결정은 극 미세 결정으로 결정도가
매우 낮으며,결정 표면은 반응성이 높은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분자나 세
포와 활발히 반응할 수 있다.최근의 기술은 이와 같은 뼈 결정의 특성을 고형 기
질 표면에 인회석 박막을 형성시켜 생체재료에 재현하고 있다.이 박막에는 뼈세
포들이 잘 부착하는 데 특히 골 모세포의 부착,증식,분화를 촉진하여 골 대체재
나 인공장기의 골격,인공 매식체를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Piecuch,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화인회석의 재광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생체 재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탄산인회석의 생체 친화성과 치아의 구
성 요소 중의 하나인 탄산인회석이 치아의 재광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규명
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탄산인회석 결정은 약 1,000Å(0.0001mm)으로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관찰이 가능할 정도이며 상아질의 결정은 더욱 작아 법랑질과
비교하면 1/10~1/100정도의 크기 차이가 난다(Budz,1987).또한 치아 하나의 법
랑질 내에서도 결정의 크기,형태,조성이 다르고 치아의 결정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무기질의 성분뿐 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크기까지 유사하게 하기 위
해서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불리며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노기술은 마이크로를 넘어서는 미세한 기술로서 1981년 스위스 IBM 연구소에

서 원자와 원자의 결합상태를 볼 수 있는 주사형 터널링 현미경(STM)을 개발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가적
연구과제로 삼아 연구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나노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꾀하고 있다.동일한 화학적 구조
를 갖는 탄산인회석이라 할지라도 그 크기를 나노크기(50~90㎚)로 제조할 경우 기
존에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내·외적으로 치아의 재광화 후보물질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

소이용에서 나타나는 불소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3세 이하의 어
린이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우식 예방물질을 연구하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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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 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치아의 무기질의 성분뿐 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크기까지 유사

하도록 나노 입자로 제작한 탄산인회석(nano-sized Carbonated apatite,이하
n-CAP)의 인공 초기우식증이 유발된 법랑질 시편에 대한 재광화 효과를 최근 외
국에서 재광화 후보 물질로 각광 받고 있는 CPP-ACP물질과 상호 비교하여 재광
화 물질의 새로운 지견을 얻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n-CAP의 인공 탈회된 법랑질 표면에서의 재광화 효과를 기존의
CPP-ACP와 비교해서 살펴보았다.구강 내 탈회와 재광화 과정의 재현을 위해
구강 내 세균 대신 젖산(lacticacid)을 이용하여 산을 생성하였고 pH 순환 모형으
로서 구강 내 탈회와 재광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변화 평가는 VickersHardnessNumber(이하 VHN)로

표면의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병소의 깊이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Crosssectionalmicrohardness를 KoopHardnessNumber(이하 KHN)로 측정하였
다.그 뒤 탈회 및 법랑질의 재광화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최신 영상 분
석 장비인 QuantitativeLaserFluorescence(이하 QLF)방법을 이용하여 405㎚의
푸른색 가시광선으로 형광의 양과 미네랄 양간의 관계로서 무기질의 침착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인공 탈회된 법랑질의 재광화에 대한 적정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CAP를
0%,5%,10%로 구분하여 처치하며 CPP-ACP는 CPP-ACP가 10% 함유되어 시
판되고 있는 ToothMousseTM(GC,Japan)를 이용하여 초기우식 병소가 형성된
법랑질 표면에 적용함으로써 그 구조 변화를 표면의 경도 변화(⊿VHN)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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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2.n-CAP의 치아 표면 뿐 아니라 표면 하층 심부로의 재광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시편을 횡절단한 뒤 절단면 하방으로부터 10 ㎛ 간격으로
Knoop경도(KHN)를 측정하여 무기질의 소실정도(vol%)를 ⊿Z 값으로 측정,
병소 심부로의 재광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3.QLF를 이용하여 형광의 양과 미네랄의 양을 파악하고 무기질의 침착 여부를
⊿Q 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4.n-CAP의 무기질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
경(이하 CLSM)을 이용하여 병소의 깊이를 측정하고 법랑질 표면에 대한 미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이하 SEM)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살
펴보고 재광화 양상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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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111...111...실실실험험험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재재재료료료
n-CAP는 0%,5%,10%로 구분하여 실험에 적당하도록 제작 의뢰한 것을 이용

하였으며,CPP-ACP는 시중에 10%(CPP-ACP)함유되어 시판되고 있는 Tooth
MousseTM 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n-CAP(Bio-alpha,Korea)와 CPP-ACP연고(ToothMousseTM,

GCCorp,Japan)의 성분 함량은 Table1과 같다.

Table1.Componentsofexperimentmaterials(w/w%)

Composition 0%
n-CAP

5%
n-CAP

10%
n-CAP

10%
CPP-ACP

CPP-ACPcontent
n-CAPcontent
Glycerol

-
-
20

-
5
20

-
10
20

10
-
20

D-sorbitol 5 5 5 5
Silicondioxide 2 2 2 2
Proptlenglycol 2 2 2 2
Sodium carboxylmethylcellulose 4 3 2 2
Titanium dioxide 2 2 2 2
Xylitol 2 2 2 2
Guargum 0.1 0.1 0.1 0.1
Phospholicacid 0.1 0.1 0.1 0.1
Sodium saccharin 0.1 0.1 0.1 0.1
Zincoxide 0.1 0.1 0.1 0.1
Magnesium oxide 0.1 0.1 0.1 0.1
Ethylp-hydroxybenzoate 0.1 0.1 0.1 0.1
Propylp-hydroxybenzoate 0.1 0.1 0.1 0.1
Purewater 62.2 58.2 54.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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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형태는 시판되고 있는 CPP-ACP연고와 유사한 제형으로 비교하기 위하
여 n-CAP역시 연고 제재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따라서 연고로써의 제형을 유
지하기 위해 sodium carboxylmethylcellulose양에 조금씩의 차이를 두어 제조
되었다.
각 재료들의 칼슘과 인의 이온함량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ICPs,

InductivelyCoupledPlasmaspectrometer;ICPs-7510,Shimadzu,Japan)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재료들 내 칼슘과 인의 성분을 분석하였다.유도결합 플라즈마 발
광광도법이란 액체 아르곤 또는 압축아르곤 가스로 순도 99.99%(v/v%)이상의 것
을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하여 수정 발진식 고주파발생기로부터 발생된 주파수
27.13㎒ 영역에서 유도코일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시료를
고주파유도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곤 플라즈마에 도입하여 여기된 원자가 바
닥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
량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n-CAP와 CPP-ACP의 칼슘과 인의 이온함량은 전 함량 분석을 하였으며 각각 5

㎖ 씩 정량해서 무게로서 칼슘과 인의 함량을 측정하였다.각 재료는 증류수와
1:2의 비율로 희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최소의 희석으로 분석하였을 때 값을
최종값으로 선정하였다.n-CAP군에서 Carbonateapati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칼슘과 인의 함량이 증가하였다.칼슘과 인의 함량이 가장 높은 재료는 10%
n-CAP였다(Table2).

Table2.Contentsofcalcium andphosphateionsforexperimentmaterials

Groups Ca(㎎/㎏) P(㎎/㎏)

0% n-CAP 8.78 59.40
5% n-CAP 5823.39 2636.75
10% n-CAP 8988.20 4387.87
10% CPP-ACP 3560.41 1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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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시시시편편편제제제작작작
치아는 육안으로 보아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질 노출이 없는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우전치 40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치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연
조직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의 영구절치로부터 3㎜의 원통형 법랑질 시편을 만
든 후 지름 7㎜,길이 50㎜의 투명 아크릴 봉에 포매하였다.그 후 순면에 평활
한 부분이 있는 우절치 시편을 #600,#1200,#1500,#1800,#2400,#4000순으로
silicone carbide paper로 연마한 후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분말과 diamond
spray(DP-Spray P3,Struers)로 최종 연마하였다.모든 시편은 1.5×1.5 ㎜2의
window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에 내산성의 nailvarnish를 도포하였다.최종 제
작된 시편은 VHN 경도기를 이용하여 현미경 상 관찰 하였을 때 상아질이 노출되
거나 긁힘,흠집이 심한 시편들을 제외시키고 법랑질이 건전한 시편들을 대상으로
초기 경도를 측정하여 VHN이 300이상인 시편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11...333...인인인공공공우우우식식식 용용용액액액(((DDDeeemmmiiinnneeerrraaallliiizzzaaatttiiiooonnnsssooollluuutttiiiooonnn)))제제제조조조
인공우식용액은 pH meter를 표준 버퍼(pH4.1 과 pH7.0)로 수산화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tribasicSigma,USA)이 50% 포화된 0.1M 젖산(Lacticcaid,
Sigma,USA)과 Carbopol0.2%(#2050,BFGoodrich,USA)를 함유한 pH 5.0용액
을 이용하였다(Budz,1988).1%의 stocksolution용액은 900㎖의 증류수에 10
㎎의 Carbopol을 넣고 용해시켰으며 pH가 2~3으로 되었을 때 NaOH를 사용하
여 pH를 7.0으로 조절한 다음 최종 용액이 1,000㎖가 되게 하였다(홍석진 등,
1997).
제조된 인공우식 용액을 13㎖씩 취하여 준비된 폴리에틸렌 용기에 넣고 법랑

질 시편을 시험관 뚜껑에 부착시킨 다음 시편이 우식용액에 잠기도록 하여 37℃
항온기에 2일간 보관하여 우식병소를 유발시켰다.그 뒤 증류수로 세척하고 미세
경도 측정 전까지 100% 습도를 유지시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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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4...재재재광광광화화화 용용용액액액(((RRReeemmmiiinnneeerrraaallliiizzzaaatttiiiooonnnsssooollluuutttiiiooonnn)))제제제조조조
재광화 용액은 Featherstone등(1988)의 연구에서와 같이 인공타액과 사람의 자

극성 타액을 1:1(7.5㎖ :7.5㎖)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인공타액은 2ℓ의 증류
수에 위점액소(gastricmucin,Difco,USA)0.22%,염화칼륨 (KCl)0.114%,제2수산
화인산칼슘(KH2PO4)0.0738%,염화나트륨(NaCl)0.0738%,염화마그네슘(MgCl2)
1.033%,염화칼슘(CaCl․2H2O)이 0.213%가 되도록 구성한 다음 pH 를 6.8로 조절
하였다.자극성 타액은 전신질환이 없는 20대 50명으로부터 0.5g의 파라핀 왁스를
씹어서 채취한 후 원심 분리(5,000rpm,5min,4℃)한 후 filterware(NalgeneⓇ,
0.45㎛ milipore,USA)로 여과하여 상층액 만을 사용하였다.

111...555...실실실험험험용용용액액액(((TTTrrreeeaaatttmmmeeennntttsssooollluuutttiiiooonnn)))의의의 제제제조조조
n-CAP는 0%,5%,10%로 구분하였으며 10% CPP-ACP는 양성 대조군으로, 0%

n-CAP는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모든 실험 용액은 재료(paste)와 증류수를
1:2비율(6.7㎖,13.3㎖)로 섞어 제조하였으며 처치 시 마다 새로 제조하여 사용
하였다.재광화 용액과 탈회 용액은 하루 1회 교체하였다.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
의 군 배치는 다음과 같다(Table3).

Table3.Classificationofgroups

Groups n Testsolutions Classifications

Ⅰ 10 0% n-CAP NegativeControlgroup

Ⅱ 10 5% n-CAP Experimentalgroup

Ⅲ 10 10% n-CAP Experimentalgroup

Ⅳ 10 10% CPP-ACP Positive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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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222...111...pppHHH 순순순환환환 모모모형형형
각 재료의 반응이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하도록 음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구강 내

세균에 의해 pH가 떨어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1일 아침,점심,저녁 3회 1
시간씩 3시간 탈회하였으며 그 뒤 인공우식이 형성된 치아 시편을 실험 용액에 1
일 3회 각 5분간 침적시킨 뒤 구강 내 타액만 존재하는 시간의 재현을 위해 나머
지 시간동안은 재광화 용액에 담가 놓았다.
탈회용액과 재광화 용액은 1일 1회 교환 하였으며 실험 용액은 매회 교체하여

실시하였다.같은 과정을 2주간 반복 한 후 재광화 효과를 평가하였다(Table4).

Table4.ScheduleofchemicalpH cyclingmodel

Time Process
9:00~10:00 Demineralization
10:00~10:05 Treatment(paste1:DW 2)
10:05~13:00 Remineralization
13:00~14:00 Demineralization
14:00~14:05 Treatment (paste1:DW 2)
14:05~16:00 Remineralization
16:00~17:00 Demineralization
17:00~17:05 Treatment (paste1:DW 2)
17:05~09:00 Remineralization

DW isdistille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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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법법법랑랑랑질질질 시시시편편편의의의 표표표면면면 미미미세세세경경경도도도 측측측정정정
모든 시편은 탈회 용액에 넣어 48시간 처리하여 인공우식 병소를 유발하였다.

인공 우식이 유발된 법랑질 표면을 대상으로 미세경도기(JT,ToshiInc,Japan)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수직이 되게 200g의 하중으로 10초 동안 압인하여 VHN을
측정하였다.시편 당 window의 상,하,좌,우 4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탈회
후 시편 네 부위의 VHN 평균치가 40~80인 것을 선택하여 균일한 경도를 가지는
시편들을 대상으로 재광화 실험에 사용하였다.
14일 동안 pH 순환 처리된 각 시편의 표면경도는 순환 처리 전 측정하였던 부

위와 인접하여 측정하였다.

222...333...법법법랑랑랑질질질 시시시편편편의의의 횡횡횡 절절절단단단 미미미세세세경경경도도도 측측측정정정
병소 심부로의 영향을 표면 하층의 경도변화로 살펴보기 위하여 pH 순환 처리
한 시편을 횡으로 절단한 뒤 미세경도기(JT,ToshiInc,Japan)를 이용하여 Knoop
HardnessNumber(KHN)을 측정하였다.KHN은 법랑질 표면의 두 지점을 표면에
서부터 10㎛하방에서 시작하여 140㎛까지 10㎛간격으로 50g의 하중으로 10초
동안 압인된 모양을 측정하였다.이렇게 병소의 깊이별로 측정된 KHN값은
Featherstone등(1981)이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병소 하방의 무기질 소실을 Vol
%(mineral)로 변환하여 ⊿Z를 구하였다.Featherstone등(1981)이 제시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14230K
L

2

         

KHN(㎏/㎟)=

K=Appliedload(g)
L=Indentationlength

V% MINERAL=4.3√KH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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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Diagram ofspecimensmeasurement

222...444...QQQLLLFFF(((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LLLaaassseeerrrFFFllluuuooorrreeesssccceeennnccceee)))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초초초기기기우우우식식식병병병소소소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비비비교교교
초기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를 광학적인 평가 도구로 평가하기 위해서
QLF(InspectorTM Pro,InspectorTM DentalCare,Netherlands)를 이용하였다.QLF
는 건전 치아와 비교해서 초기 우식 병소의 형광이 소실된 정도(⊿F),형광 소실
병소의 면적(㎜2)및 두 변수의 곱(⊿Q=⊿F×㎜2)으로 평가하였다.초기 법랑질 우
식의 재광화 차이를 탐지하기 위해 window 부위를 중심으로 QLF를 이용하여
fluorescenceloss(⊿F,%),lesionsize(㎜2),⊿Q(%×㎜2)값을 얻었다.

FluorescencechangeinpixelI=⊿F(i)

=
F post(i)

F pre(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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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CCCooonnnfffooocccaaallllllaaassseeerrrssscccaaannnnnniiinnngggmmmiiicccrrrooossscccooopppeee(((CCCLLLSSSMMM)))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병병병소소소깊깊깊이이이의의의 변변변화화화
관관관찰찰찰

CLSM을 사용하여 병소 깊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4일간의 pH 순환 모형
을 적용 후 각 군당 5개의 시편을 선택한 뒤 시편 제작 시 도포한 바니쉬를 제거
하였다.정상 법랑질과 재광화 법랑질이 모두 포함되도록 저속절단기(Techcut4,
AlliedhightechproductInc.,USA)로 시편의 중앙부를 수직으로 절단한 뒤 0.1
M rhodamineB용액(Aldrich,USA)으로 1시간 동안 침적하여 염색하였다.무기
질의 소실로 인하여 치아구조가 다공성을 띄게 되면 염색 물질(rhodamineB용
액)로 인하여 붉은 형광색을 나타나게 되므로 시편 당 일정한 기준점을 두어 형광
발현의 깊이를 계산하였다.
Rhodamine B로 염색된 부분의 관찰을 위해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CLSM,LSM510version3.0,CarlZeiss,Germany)의 543㎚의 HeNe
laser로 exciting하고 longpass560filter를 사용하여 병소를 40배율의 대물렌즈
상에서 관찰하였다.모든 시편의 크기는 일정하게 하였으며 절단면 하방으로부터
10㎛정도 되도록 주사하였다.그 후 우식병소의 깊이 측정은 ImageExaminer
software를 이용하여 법랑질의 표층에서 병소의 최 하방까지 표면의 세 지점을 지
정하여 시행하였다.측정된 우식병소의 깊이는 각 군별로 정리한 다음 평균과 표
준편차를 환산하였다.

222...666...SSScccaaannnnnniiinnngggeeellleeeccctttrrrooonnnmmmiiicccrrrooossscccooopppeee(((SSSEEEMMM)))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관관관찰찰찰

각 군당 5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시편의 바니쉬를 제거하였다.건조를 시킨 뒤
mountor에 고정시킨 후,진공 상태에서 도금 처리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FESEM-S800,Hitachi,Japan)으로 법랑질 표면의 양상을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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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총 40개의 우전치 시편이 본 실험에 이용되었으며 2일간 인공우식 병소를 유발시
킨 뒤 법랑질 표면의 pre-VHN을 측정하여 탈회의 정도가 VHN 40~80의 범위의
것을 사용하였다.
처치 물질은 14일간의 pH 순환 모형에 의해 도포되었고,실험용액의 처치시간

은 1일 3회 각 5분이었다.14일 간의 pH 순환처리 된 후에는 post-VHN으로 표면
의 경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표면하층의 경도 변화 분석을 위해 KHN,QLF,
CLSM의 방법으로 재광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SEM으로 법랑질 표면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Fig2.Schematicdiagram experimental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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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각 군 간의 인공초기 우식병소에 대한 재광화 효과 검증을 위해 법랑질 표면
의 미세 경도 평가는 pairedt-test로 시편 처리 전,후의 표면의 미세 경도차를 구
하였고,처리 물질에 따른 군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One-wayANOVA를 시행
하였다.또한 Tukey'stest로 재광화 효과에 대한 차이를 유의수준 α=0.05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각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모든 통계분석은 SPSS12.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Inc.,U.S.A)을 이용하였다.



- 17 -

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법법법랑랑랑질질질 인인인공공공우우우식식식의의의 표표표면면면 경경경도도도 변변변화화화 비비비교교교

0%,5%,10% n-CAP와 10% CPP-ACP의 14일간의 pH 순환처리 후의 각 그룹
간 재광화 효과에 대한 차이를 표면의 미세경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5와 같다.
초기 VHN에 비하여 pH 순환처리 후의 VHN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법랑질 표면 경도의 상승 폭은 양성 대조군인 10% CPP-ACP에 비해서 실험군

이 유의하게 컸는데(p<0.05),그 중에서도 특히 5% n-CAP군의 경도 변화가 다른
군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초기 경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37% 가량
경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표면의 미세 경도 변화에 가장 작은 VHN의 차이를 보인 군은 양성 대조군인

10% CPP-ACP군 이었다.

Table5.Surfacemicrohardnessvalues(VHN)ofeachgroupaccordingtopH
cyclingmethods

Groups n Pretreatment
VHN

Posttreatment
VHN ⊿ VHN % changes

0% n-CAP 10 61.61±6.00 82.90±11.97 19.19±8.48ab 31.15

5% n-CAP 10 62.36±5.86 86.38±12.39 23.16±9.99a 37.14

10% n-CAP 10 62.39±5.82 78.98±13.49 16.32±7.79ab 26.16

10% CPP-ACP 10 62.40±5.67 74.90±7.88 11.63±1.28b 18.64

AllvaluesaretheMean±Standarddeviation
a bThesamecharactersarenotsignificantbyTukey'smultiplecomparison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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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법법법랑랑랑질질질 심심심부부부의의의 무무무기기기질질질 소소소실실실 정정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법랑질 표층에서부터 병소의 최 하방까지의 우식병소의 깊이를 각 군별로 정리
한 다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표층에서부터 우식병소 하방까지의 깊이
변화는 KnoopHardnessNumber로 측정하였다.
각 군의 KHN 값은 10㎛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80㎛ 이후로는 각 군 간에

KHN 값이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Table6).
정상 법랑질이 탈회된 뒤 재광화 된 후의 미네랄 양의 기준을 85%로 두고

Featherstone(1981)등이 제시한 공식에 대입하여 무기질의 소실정도를 Vol(%)로
비교해 본 결과 10% CPP-ACP군이 1014.9±342.8(UnderVol85% area)로 KHN의
평균값이 가장 적게 나타나 법랑질 심부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10% CPP-ACP군
이 무기질 소실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7,Fig3).

Table6.Knoophardnessvalues(KHN)ofeachgroups

Lesion
Depth(㎛ )

0%
n-CAP

5%
n-CAP

10%
n-CAP

10%
CPP-ACP

10 41.66 41.75 41.21 43.19
20 45.45 46.07 47.43 48.03
30 52.61 53.70 54.07 58.34
40 64.63 65.21 64.69 69.74
50 76.02 77.35 78.29 76.39
60 80.78 83.60 83.74 80.18
70 84.70 89.64 87.99 85.35
80 88.06 89.80 92.32 86.23
90 88.53 93.14 90.07 84.62
100 89.14 90.11 89.28 85.91
110 91.42 89.96 90.25 88.17
120 89.86 90.72 88.79 88.08
130 89.99 91.52 88.52 88.26
140 88.38 92.23 88.73 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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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Mineralloss(⊿ Z)ofenamellesion in each groupsand mean±S.D
underVol85% area

Group n ⊿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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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PP-ACP 7 1014.9±342.8b

Figure3.Mineralloss(⊿ Z)curveofenamellesionineachgroups



- 20 -

333...QQQLLLFFF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법법법랑랑랑질질질 인인인공공공우우우식식식의의의 재재재광광광화화화 효효효과과과 비비비교교교

인공 초기 우식 병소를 대상으로 n-CAP와 CPP-ACP간의 재광화 효과를 QLF
로 촬영한 뒤 건전 치아와 병소의 심도 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Q 값을 산
출,재광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4,,,Table8).
10% n-CAP군이 다른 군에 비해 ⊿Q 값이 -6.58±7.37(%×㎟)로 가장 낮아 병소

의 깊이가 얕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한 차는 없었다(p>0.05).

Table8.⊿Q and⊿FvalueofQLFimageanalysis

*:p<0.05.Value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a bThesamecharactersarenotsignificantbyTukey'smultiplecomparisonat α=0.05

Group n ⊿F ⊿Q
0% n-CAP 10 -10.6±3.87a -13.9±20.3a

5% n-CAP 10 -10.4±2.10a -11.9±7.02a

10% n-CAP 10 -9.64±1.54a -6.58±7.37a

10% CPP-ACP 10 -10.5±2.25a -11.66±3.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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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QLFimagesofbovineenamelspecimens.0% CAPis(A),5% CAPis
(B),10% CAPis(C),and(D)is10% CPP-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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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LLLSSSMMM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병병병소소소의의의 깊깊깊이이이 변변변화화화 비비비교교교

CLSM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층에서 병소의 최 하방까지 동일한 세 지점을 정
하여 측정한 우식병소의 깊이를 각 군별로 비교한 결과 5%와 10%의 n-CAP군이
다른 군에 비해 무기질 소실층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모양도 균일하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Fig5).
무기질의 소실로 인하여 치아구조가 다공성을 띄게 되면 염색 물질(rhodamine
B용액)로 인하여 붉은 형광색을 나타나게 된다.각 군당 8개의 시편을 측정하였는
데 시편 당 일정한 세 기준점을 두어 형광 발현의 깊이를 계산하였다.
기준점을 ‘0’으로 하여 치질이 손상된 깊이를 ㎛ 단위로 측정하였으며,기준점은

초록색 가로줄로 치질이 손상된 깊이는 초록색 세로 줄로 표시하였다.
음성 대조군인 0%의 n-CAP군에서 51.27±10.59 ㎛, 양성 대조군인 10%
CPP-ACP군에서 병소의 깊이가 50.77±7.11㎛로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5% n-CAP군이 45.27±9.99㎛,10% n-CAP가 43.35±6.55㎛로 10% n-CAP군이 다
른 군들에 비해 병소 깊이가 가장 얕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9).

Table9.Effectofremineralizationonfluorescentlesiondepth(㎛)accordingto
pH cyclingmethodsby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

Group n Fluorescentlesiondepth
(Mean±S.D)

0% n-CAP 8 51.27±10.59a
5% n-CAP 8 45.27±9.99a
10% n-CAP 8 43.35±6.55a
10% CPP-ACP 8 50.77±7.11a

*:p<0.05.ValuearereportedastheMean±Standarddeviation
a bThesamecharactersarenotsignificantbyTukey'smultiplecomparison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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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CLSM imagesofenamelsurfaceineachgroupsafter14dayspH cycling.
0% CAPis(A),5% CAPis(B),10% CAPis(C),and(D)is10% CPP-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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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SSSEEEMMM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법법법랑랑랑질질질 표표표면면면의의의 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관관관찰찰찰

pH 순환처리 후 SEM으로 법랑질 표면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전체 실험군 사
이에서 특이할만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Fig6).
다만 다른 실험군에 비해 0% n-CAP군에서 법랑소주의 결이 다소 많이 관찰

되었고 표면층에서의 결정 크기가 작고 치밀하였으며 병소 본체 상부에서는 입
자 덩어리 사이에 틈새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SEM상에서 10% CPP-ACP군의 표면은 매끄럽게 관찰되었으나,법랑질 최외각

층이 파괴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5만 배 확대 사진에서는 중앙에 천공된 입자가
보이기도 하였다.또한 일부 결정이 합쳐져 뭉쳐 있고 불분명한 윤곽의 결정체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5%의 n-CAP군의 표면층에서의 결정은 치밀하게 표면에 n-CAP입자가 촘촘하

게 붙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비교적 빈 공간 없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10% n-CAP군에서 표면층에서의 결정은 5% n-CAP에 비해 더 미세함이 관찰

되었는데 미세공극이 비교적 많이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또한 입자의 외형이 명
확하게 보이며 표면에 입자가 더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SEM을 이용한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 관찰에서는 각 군에서 큰 차이

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법랑질 병소를 형성할 때 초기우식병소를 형
성하였기 때문에 법랑질 표면의 직하방 병소가 형성됨으로써 표면의 양상에 뚜렷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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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SEM imagesofenamelsurfaceineachgroups(a:×5,000,b:×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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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1912년 Head에 의해 초기 법랑질 우식의 회복이 가능함이 입증되면서 많은 연
구들에서 구강 내 탈회와 재광화는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졌다.
맹출한 지 얼마 안 된 치아의 법랑질은 다공성으로 산이 침범하기 쉽고 매우

약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타액 속에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Ca2+과 HPO42-등을
받아들여 석회화가 촉진된다.또한 법랑질이 성숙되면 산에 의해 탈회된 부분에
타액 내 Ca2+ 과 HPO42-이 다시 침착하게 되어 탈회와 재광화는 구강 내에서 반
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최근 우식을 예방하고 재광화를 유도하기 위
한 연구들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랑질 표면의 탈회와 재광화 여부는 치면과 접한 환경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작용되고 결정된다(Fejerskov,1996).따라서 pH,Ca,P의 농도 등에 따라 소규모
로 용해와 재침착이 반복되고 있다면 타액 역시 재광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
이며 재광화를 유도하는 가장 우수한 자연물질이다.그러나 타액이 칼슘과 인을
함유하여 무기질의 재침착을 유도하기는 하나 이것으로 우식증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구강 내 환경의 pH가 산성으로 치우치면 일방적인 반응으로 변화되
어 결국 탈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우식증으로 진행되어버리기 때문이다.불소
역시 법랑질 주위에 존재하면 재광화를 촉진하지만 불소가 가진 안전성이나 불소
증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불소 대체 물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재광화 후보물질 개발에 여
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에는 와동이 형성되지 않은 lesion에 대해
수술적인 접근이 아닌 관리와 유지로써 병소의 진행을 방지하고 되돌리기 위한
보전적인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재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최근 재광화 후보 물질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CPP-ACP와 나노 입자로 제작한 탄산 인회석을 이용해서 그 효과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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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P와 CPP-ACP의 법랑질 표면의 미세경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n-CAP군 중
5% 군에서 VHN이 높게 나타나(23.16±9.99)표면의 재광화 효과가 다른 군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법랑질 표층 하부 병소 심부의 무기질 침착정도를 측
정한 결과(KHN)에서는 10%의 CPP-ACP의 ⊿Z(Vol%)값이 1014.9±342.8로 가장
재광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n-CAP와 CPP-ACP모두 Calcium phosphate를 갖고 있었지만 각각 표층과 심

부에서의 재광화 양상이 달라진 것은 CPP-ACP의 경우 탈회된 표면에서의 무기질
감소 부위에 칼슘과 인 등의 이온이 용해되었다가 석출되는 과정에서 인 단백질
인 Caseinphosphopeptide유기물의 작용으로 병소 심부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여
진다.즉 인 단백질이 골 조직에서 칼슘과의 친화력으로 apatite의 성장 핵으로 작
용하여 재광화를 돕는다고 한 선행연구(Fejerskov,1996)와 마찬가지로 CPP-ACP는
casein을 함유하고 있어 n-CAP보다 더 심부 깊숙이 재광화가 일어날 수 있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n-CAP의 경우 무기질 감소 부위에 칼슘과 인 등의 이온 확산의 속도가 늦어

무기질 침착이 표층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재광화는 앞서 기술
한 바 부분적으로 용해된 칼슘과 인 이온 등이 부착되어 성장하는 과정으로 무기
질 소실과 획득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즉 법랑질 탈회와 재광화 여부는 치
면과 접한 환경의 칼슘과 인의 농도,그리고 pH 등이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이다
(Fejerskov,1996).탈회가 진행되면 수산화인회석 입자 자체의 용해가 일어나기 전
에 입자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Haikel,1983).
이 공간이 법랑질 표면에서부터 병소 본체까지 연결되어 표면하층 우식형성의 통
로로 이용되는 것이다.즉 법랑질의 물리 화학적 변화에서 칼슘과 인의 용해와 석
출이 반복되는 이온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온이 유리되어 녹아 있는 상태에서
pH가 상승하면 재 석출되어야 할 이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표층에 흡착,심
부로의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표면층에 칼슘과 인이 침착된 것이다.
또한 n-CAP는 약 알칼리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pH가 산성이면 이온화가

되어 잘 녹으나 다시 타액 등에 의해 pH가 중화되거나 알칼리성으로 회복되면 재
석출되어 칼슘과 인 이온이 평형상태를 유지,다시 안정화된다.이것이 반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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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표층 가까운 쪽에만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 표면층에 흡착된 무기질은 결정
의 크기가 커져 결정 사이의 확산 통로가 축소되어 심부로의 침투에 점차 차단
되고 흡수의 방해를 받아 표층 하부까지의 완전한 재광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n-CAP가 CPP-ACP와 재광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이것은 SEM 사진 상에서 많은 입자들이 법랑질 표면에 치밀하게 분
포되어 있는 모습과 일부는 뭉쳐 있는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n-CAP
가 CPP-ACP처럼 칼슘과 인 이온과 결합하여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유기물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경도가 CPP-ACP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온 결과로 볼
때,비록 표층 부위에 국한되어 무기질의 침착이 일어났다 해도 재광화에 있어
n-CAP의 잠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광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구자마다,실험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Silverstone등(1977)은 재광화 용액을 사용하여 법랑질 우식에 대한 재광화 효과
를 실험한 결과 처음 4일만 주된 변화가 일어나고 15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재광화 시 칼슘과 인의 흡수가 초기에는
급격히 일어나다 점차 정체된다고 하였다.이에 본 실험에서는 구강 내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pH 순환 모형을 이용한 재광화 실험 기간을 14일로 정해서 실시
하였다.
pH 순환모형에서 부여하는 탈회시간 역시 연구자마다 실험의 내용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다.김(2006)의 pH 순환 모형을 이용한 수산화인회석의 재광화 효과
실험에서는 하루 2회 2시간씩 탈회 시간을 두었으며,황(2008)의 pH 순환 모형을
이용한 CPP-ACP와 불소 바니쉬의 재광화 효과 연구에서는 하루 1회 4시간씩 탈
회시간을 부여하였다.한편 김(2008)의 불소이온도입과 일반 불소도포법 간의 우치
법랑질에 대한 내산성 비교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의 탈회시간을 부여하였고,
Kumer(2008)의 pH 순환 모형을 이용한 CPP-ACP와 불소와의 재광화 효과를 비
교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의 탈회시간을 두는 등 각각의 실험 모형에 따라 서
로 다른 탈회시간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n-CAP는 약 알칼리성의 물질로 pH의 영향을 받는다.Magolis등(1986)은 산성

용액이 중성용액보다 재광화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왜냐하면 낮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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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칼슘과 인,수소이온 등이 해리되면서 이온화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낮은 pH가 지속되었다면 표층에 침착된 무기질이 칼슘
과 인 이온의 이온화 반응으로 흡수가 촉진되었을 것이나 본 실험에서는 처치 전
하루 1시간씩 1일 3시간의 탈회로 pH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입자가 표면부의 미
세공극을 막아 병소본체의 치유가 불완전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평가하려는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pH 순환 모형에서의 탈회시
간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인공 초기 우식병소에서 n-CAP와 CPP-ACP의 재광화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n-CAP는 법랑질 표층부에서만 재광화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CPP-ACP는 법랑질 표면 하층에서 재광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법랑질 인공우식을 유발하고 재광화를 탐색한 연구(권중원 2006;김

민영 2006;김희은 2008;차승우 2007;황지원 2008)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표
층에서의 재광화를 고찰한 연구들로 분석 방법 역시 표면 미세경도 변화와 주사
전자 현미경이나 공초점 주사 레이저 현미경으로 정량,정성적인 분석이 주로 이
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층에서의 작용과 더불어 심층으로의 침투효과를 판
단하기 위하여 표면 하층 병소 본체까지 미친 영향을 Knoop경도를 이용함으로
써 침투율을 예측하였다.
표면층의 두께에 대한 이전 연구(금기연 외,1996;박성호 외 1993)에서 8~10㎛

로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는 표면층 두께를 10㎛로 설정하고 표층과 병소 본체
에서의 탄산인회석 결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또한 n-CAP와 CPP-ACP간의 재
광화 효과를 QLF방법으로 건전 치아와 병소의 심도 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것
역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n-CAP의 재광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CPP-ACP의 casein과 같은 활성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함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EM 사진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표면상의 많은 입자 알갱이들이
표층 가까운 쪽에만 침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기질의 심부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부까지의 완전한 재광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침투율을 높일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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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생물이 개재된 pH 순환모형이나 인 단백질 같은 유기 활성체를 고려한
연구의 시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구강 내는 당 단백질이나 타액 내 단백질,
지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
나타나는데 본 실험에서는 실험실의 한계 상 구강 내 탈회과정의 재현을 위해서
젖산을 사용하였다.이것은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신속하게 탈회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강 내 존재하는 미생물의 다양한 세포 외 생리활동으로
인한 생리 물질의 분비와 이들 세포의 분비물이 산을 형성,탈회를 유발하는 과정
을 구강 내 상황과 똑같이 연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
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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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nano-sizedCarbonateApatite(n-CAP)의 법랑질 초기 우식 병소의 재
광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 Calcium
Phosphate(CPP-ACP)와 상호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n-CAP의 농도는 0%,5%,10%로 구분하였으며 CPP-ACP는 10% 함유되어 시판

되고 있는 ToothMousseTM를 pH 순환모형을 이용하여 14일간 각각 하루 3회씩 5
분간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pH 순환 모형을 통한 법랑질 표층에서의 미세경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5%
n-CAP군의 ⊿VHN 값(23.16±9.99)이 다른 n-CAP군 및 CPP-ACP군에 비해 표
면 경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5).

2.법랑질 표층 하부의 무기질 소실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10%의 CPP-ACP의
미네랄 소실(Vol%)이 1014.9±342.8(UnderVol85% area)로써 다른 군들에 비
해서 병소 심부로 갈수록 무기질의 소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층으로
의 침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QLF를 이용한 우식병소의 광학적 평가에서는 병소의 무기질 소실을 나타내는
⊿Q값이 10%의 n-CAP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으나
(⊿Q:-6.58±7.37)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4.CLSM과 SEM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양상과 우식병소의 무기질 침착 정도
를 살펴본 결과 우식병소의 깊이와 표면 경도변화 사이에서 10% n-CAP 군
(43.35±6.55㎛)과 5% n-CAP군(45.27±9.99㎛)이 다른 군들에 비해 병소 깊이
의 감소를 나타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또한 SEM을 이용하여 법
랑질 표면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군 간에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며 전반적으
로 표면에 나노입자들이 침착된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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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nano-sizedCarbonateApatite는 법랑질 표면
층에서 재광화 효과가 있었으며 CPP-ACP는 법랑질 표면 하층에서 재광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CAP의 재광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CPP-ACP의 casein과 같은

활성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함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SEM 사진에
서 관찰된 바와 같이 표면상의 많은 입자 알갱이들이 표층 가까운 쪽에만 침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기질의 심부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여 심부까지의 완전한 재
광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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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cariesarethemostcommondiseaseleadingtotoothdamage;they
causethisthroughlysisofmineralsandorganicsubstances.Whenthebalance
ofmineralexchangeismaintained,dentalcariescanbepreventedbyblocking
demineralization.Hence,healthyteethcanbesuccessfullymaintained.
The aim of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mineralization effects of

nano-sized carbonate apatite (n-CAP) and to compare it with 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calcium phosphate(CPP-ACP).
Theconcentrationsofn-CAPwereclassifiedinto0%,5%,10%.WeuseTooth

MousseTM,whichismarketedwith10% CPP-ACP.
Specimenswerepreparedfrom extractedbovineincisalteeththatwerefreeof

cariesanddefects.Inthisstudy,wesoughttocomparetheremineralizationeffects
ofn-CAP and CPP-ACP onearlycarieslesionsinenamelusingapH-cycling
modelfor14days.Theenamelspecimenswereimmersedineachsolution.
EnamelspecimensthathadVickersHardnessNumbers(VHN)of40~80were

selected for artificialdemineralization for 48 hours.Allspecime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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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bymeasuringtheVHN oftheenamelsurfaceateachstepusingthe
microhardnesstest(JT,ToshiInc,Japan).
Thehardnessoftheenamelwasmeasuredbeforeandaftertheprocessing

remineralization,andthedegreeofmineralloss(vol%)wasmeasuredasΔZ
usingtheKnoop HardnessNumber(KHN)todeterminetheeffectoflesion
depthonremineralization.Likewise,QuantitativeLaserFluorescence(QLF)was
used to perform optic quantitative evaluation ofearly enamel.QLF was
focusedonawindow areatodetecttheremineralizationdifferencesofearly
enamelcariesthroughcomparisonwithhealthyteeth.Fluorescenceloss(ΔF,%),
lesionsize(㎜2),and ΔQ (%×㎜2)valueweredeterminedthroughthisprocess,
and the depth oflesionssuch asfluorescentlesionswasobserved using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CLSM).Lesionintensitywasdetermined,
aswell.
Moreover,weused aScanningElectron Microscope(SEM)toexaminethe

crystalstructureaccording to thesizeoftheparticlesand to analyzethe
featuresofremineralization.
Thefollowingaretheresultsofthisstudy:

1.OnobservingchangesinthesurfacemicrohardnessoftheenamelusingpH
cycling, we noted that the 5% n-CAP group had much higher Δ

VHN(23.16±9.99)thandidtheothern-CAPgroups(p<0.05).

2.Onmeasuringtheminerallossofdeepenamellesions, wenotedthatthe
10% CPP-ACP groups exhibited lower mineralloss per the KHN (Δ
Z=1014.9±342.8,undervol85% area)thandidtheothergroups(p<0.05).

3.When measuring the depth changes ofcaries using QLF,10% n-CAP
showed a greaterdecrease in lesion depth than did the other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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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there wasno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among these 4
groups(p>0.05).

4.Thefeaturesoftheenamelsurfacesandthedegreeofmineraldepositionin
the cavity were observed using CLSM and SEM.Concerning the cavity
depth and surfacehardnesschanges,thedepth in the10% n-CAP group
waslowerthan thatseen in theothergroups,butwasnotsignificantly
different (p>0.05). Moreover, SEM showed no specific features on
examinationoftheenamelsurfaces,buttherewasageneraldepositionon
thesurfaces.

Basedonthatdatafrom thisstudy,itcanbeconcludedthat:(1)nano-sized
carbonateapatitehadtheeffectofremineralizationontheenamelsurfacelayer,
andCPP-ACPhadtheeffectofremineralizationunderneaththeenamelsurface;
(2)differencesinremineralizationaspectsonthesurfaceandinthedeeplayers
are presumed to be secondary to casein phosphopeptide organic material
precipitationonareaswithmineralreductionduringdissolutionofionssuch
ascalcium andphosphate.
Hence,infuturestudiesdedicatedtoimprovingtheremineralizationeffectof

n-CAP,organicmaterialssuchascaseinshouldbeconsideredproactivators.

Keywords:CarbonateApatite,Casein PhosphopeptideAmorphousCalcium
Phosphate,Remi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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