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해해해
영영영향향향 평평평가가가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환환환경경경보보보건건건학학학과과과
한한한 순순순 옥옥옥



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해해해
영영영향향향 평평평가가가

지지지도도도 신신신 동동동 천천천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보보보건건건학학학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888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환환환경경경보보보건건건학학학과과과
한한한 순순순 옥옥옥



한한한순순순옥옥옥의의의 보보보건건건학학학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888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저에겐 너무도 크게만 느껴졌던 연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석사과정이 어느
순간 내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직장을 다니며 석사과정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데 사치가 아닐까?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 시작이었습니다.그러나 존경하는 여
러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후배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의 비젼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소중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 분들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지막 학기가 되어 이렇게 논문을 쓰
게 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석사 과정동안 환경보건이라는 학문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언제나 수업 시
간이면 수업을 듣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강을 해
주셨던 임영욱 교수님 모습 잊지 못 할 것입니다.실수도 미흡한 점도 많았던 저
에게 논문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지도해 주시고,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며,
늘 격려와 힘을 주신 양지연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논문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이나 직장의 업무면 에서 배려를 해주셨던 김응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은 명철한 판단과 본인의 일처럼 상담해주시고 미처 내가 신경 쓰지 못
하는 부분까지 챙겨주신 임순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늦은 저녁 논문을 쓰기위해
직장에 남아 있을 때 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던 권미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7년을 함께 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고 안아 주셨던
세분 교수님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동안 나를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배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용기
를 주시는 부모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늘 미안한 맘이 먼저 앞
서게 하는 나의 부모님 나에겐 넘치도록 넓고 크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 주
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하나님의 사랑하는 맘을 닮으신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
의 맘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하
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날 위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지치지 않고 말
씀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위해 여러 곳에 실험을 의뢰했다가 정말 희망처럼 실험 할 곳을 소개해
주신 조성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또 논문 쓰는 과정에 자료와 여러 부탁들 본
인의 바쁜 업무 중에도 도와주신 김응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직접해주시고 분석의뢰도 도와주신 이정석 선생님과 김택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우리 동기 윤태근 선생님,김지영,김정은,이건우,박민석에
게도 논문이 함께 끝난 것을 축하하며 쓰는 전 과정동안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들어오면서 또 논문 쓰는 시간동안 늘 어머니처럼 따
뜻한 말씀으로 다독여 주신 신사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대학원 공부하며 논문을 쓰는 과정을 알고 있던 나의 직장 동료선생님들
두터운 믿음으로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격려 고맙습니다.
나의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더할 나위없
는 영원한 친구 같은 동생 혜숙,혜정에게도 정말 고맙고,맏딸로 내가 신경 써야
할 집안 모든 경조사를 아들처럼 챙겨준 첫째제부(황병주),둘째제부(채형석)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특히,간간히 선물로 날 위로해주고,어떠한 부탁도 거절하
지 않고 천사처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첫째 조카 예원이 즐거운 찬양과 율동으로 항상 기쁘게 해줘서 논문 쓰는 동안
많은 힘이 되었고,태어난지 4달도 안 되는 둘째 조카 민기 지금처럼 환한 웃음
갖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둘 다 복음의 비밀 갖은 렘넌트로 자라 주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이모는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기철 선생님 갑자기 2일 만에 부탁한 원고 늦지 않도록 회신해주셔서 정말 감
사드립니다.부족한 논문이지만 주위의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 힘들 때 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기도 했을 때,나를 통해 이
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순옥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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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환경호르몬은 학술적으로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distruptor),또는
환경성 제노에스트로겐(Environmentalxenoestrogen)으로 정의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을 항상성(hormeostasis)의 유지와
발달과정의 조절을 담당하는 체내의 자연호르몬의 생산,방출,이동,대사,
결합,작용,배설을 간섭하는 체외물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환경호르몬
으로 추정되는 비스페놀-A(BPA)는 치아우식 치료 및 치과수복용 컴포짓트
레진,치아우식 예방용 치면열구전색재(실란트),치과용 접착제 및 시멘트
등의 치과재료의 원료로 일부 함유될 수 있다.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의 3
가지 구성 성분 레진기질,무기필러(filler),커플링제(Couplingagent)중 레
진기질의 Bis-GMA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물질의 전구체로 BPA가 사용될
수 있어,본 연구에서는 BPA 함유 가능성이 있는 치과 재료를 이용한 치
과치료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을 추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를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로 사용되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을 대상으

로 치과치료시 레진에서 용출된 BPA의 농도를 측정하고,국내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결과(보건복지부,2006)자료에 의한 평생일일평균치아우식 치료
면수를 산출하여,이로 인한 인체영향 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BP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서 생식 및 전신 독성에 의한 LOAEL(LowestObservedAdverse
EffectsLevel)값은 50㎎/㎏-day이며,이를 근거로 한 섭취독성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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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D(Referencedose)는 0.05㎎/㎏-day로 산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의 레진 중 사용설명서에 BPA 성

분 표시 및 경고문구가 없는 4종에서는 1～7일의 용출실험에서 전여 BAP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사용설명서에 BPA 민감자의 경우 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있는 3종의 경우에는
MDL(1.7㎍/g-resin)이하의 수준이긴 하지만 미량 검출되어,노출 가능성
이 존재 하였다.
국내 치과치료 행태 조사로 사용되어진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

과(보건복지부,2006)보고서에 의하여 평생연간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
수는 7.01개/평생이며 평생평균일일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는 0.02
개/일로 추정되었다.용출실험에 사용된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 중
MDL이하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된 3종의 제품에 의한 BPA용출 농도와 국
내 평생연간치아우식치아면수의 치료횟수를 고려한 BPA의 인체 노출량은
7.8×10-13(㎎-BPA/kg-day)로 추정되었다.이로 인한 비발암독성위험값은
0.0001 미만으로 산출되어 치아우식증치료로 사용된 컴포짓트 레진 중
BPA로 인한 일반인의 인체 유해 영향 유발 가능성은 무시할 만큼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BPA의 용출 가능성은 매우 낮

아 이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 유발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단기 용출 실험을 실시한 것으
로서 추후 치과 치료 환자의 타액 성분에서의 BPA 측정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말 :컴포짓트 레진,BPA,치과 충전재,인체노출,유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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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산업의 발달로 우리생활에 18세기 이후 급속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재료는 가볍고 용이하며 저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발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분자 소재의 장점 뒤
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er)로 정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loas등.1999).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

로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ProtectionAgency)에서는 체
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생체 내 호르몬의 생산,분비,이
동,대사,결합작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에서는 내분비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 생체
또는 그 자손의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외인성물질로 정의하고 있
다.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 저해호르몬의 종류 및 저해방법이
각각 다르다.그러나 수많은 화학물질 중 명확하게 내분비 장애물질로 밝혀
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대부분의 물질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88년 4월부터 국내 신문지상에 소개된 환경호르몬에 관한

기사를 통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며,이는
IMF시대의 식품용기에 내재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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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실생활에서 생
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십종의 화학물질을 잠재적 내분비계장애
물질로 지정,발표하고 있다.세계야생보호기금(WorldWildlifeFund)은 67
종(농약 41종,산업용 화학물질 17종,부산물 또는 대사산물 9종)을 내분비
계장애물질로 지정하였고,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69종을,OECD에서
는 27종을 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야생보호기금의 67종의 화학물
질을 우선연구대상으로 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2001년도에 WWF
Canada에서 125종으로 확대하여 발표하고 있어 2002년부터 이들 목록 중
일부 물질을 추가하여 연구하고 있다.
현재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는 각종 산업

용 원료물질,살충제 및 제초제 등의 농약류,유기중금속류,소각장의 다이
옥신류, 식물에 존재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유사물질,
DES(diethylstilbestrol)과 같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및
기타식품,식품첨가물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BPA(BisphenolA,2,2-bis(4-hydroxyphenyl)propane)는 다

이옥신이나 PCB(polychlorinatedbiphenyls)와 같이 환경유래 내분비계 장
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BPA는 최근 몇 년 간 환경 호르몬으로 내분비샘의 활동을 교란시킨다

고 의심받고 있다.공기 중에는 2.3–-3.6ng/ml의 BPA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BPA는 음료캔,생수통,아기젖병,어린이 완구,페인팅등의 플라스틱 제

품과 치과용 재료,골시멘트(Bonecement)와 같은 정형외과 재료 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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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치과용 재료로는 치아우식 치료 및 치과수복용 컴포짓트 레진,치아우

식 예방용 치면열구전색재(실란트),치과용 접착제 및 시멘트 등의 치과재
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특히 치과재료 분야에 있어서 수복용 재료로는 고
분자를 이용한 컴포짓트 레진,아말감 및 금(Gol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아말감은 인체에 대한 위해성과 변연파절,부식 및 결합력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한 금합금 인레이와 아말감의 심미성
의 결여부분의 보완이 요구 되어졌다.이에 컴포짓트 레진은 30년 전 특히
심미성이 요구 되는 전치에 처음 사용되었다 (Nancy,2007).
최근 심미수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용 기준에 대한 활발

한 연구가 진행 되어져 전치부 뿐만 아니라 구치부 수복용 컴포짓트 레진
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컴포짓트 레진은 일반적으로 3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성

분은 레진기질 과 무기 필러(filler), 커플링제(Coupling agent)이다
(Anusavice,2001).
컴포짓트 레진의 기질로 Bis-GMA,우레탄 다이메타크릴레이트(UDMA)

등의 방향족 또는 지방족 다이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컴포짓트 레진 수복재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에폭시 레진

(EpoxyResin)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전제를 배합하고 에폭시 레진(Epoxy
Resi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의 장점만을 이용하
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Bis-GMA((BisphenolA-diglycidylmethacrylate)를
개발함으로 시작하였다.(Phillips등,1994)
Bis-GMA의 전구체인 BPA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친화성을 보여 에스

트로겐의 효과를 모방하는 제노에스트로겐(xenoestrogen)또는 환경에서 발
견되는 합성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한 임상연구(Olea등,1996)에서는 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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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트 레진과 실란트 를 적용하고 1시간 후에 타액에서 BPA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컴포짓트 레진에 의해서 제노에스트로겐(xenoestrogen)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컴포짓트 레진으로 임상 충전할 때,레진 기질의 유기성분 매트릭스와

무기 필러(filler)가 잘 혼합되어 중합된 후 단단하게 굳어져 높은 기계적 물
성을 나타낸다.그러나 중합되지 않은 단량체가 침에 녹아 나오고 환자는
단량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과 BPA가 어느정도 구강

내에 방출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콤포짓트 레진 또한 재료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 볼만하다.흔

히 아말감이 안전하다는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하지만 안전성에 관하여는 콤
포짓트 레진이나 다른 재료에도 마찬가지다.어떠한 재료도 최종으로 안전
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생물학적 평가법이 계속 개발되
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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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치과용 콤포짓트 레진에 함유된 단량체인 비스페놀-A(BPA)로 인
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세세세부부부 목목목적적적
첫째,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비스페놀-A(BPA)용출 수준을 측정한다.
둘째,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용출된 비스페놀-A(BPA)로 인한 인체 노출
량을 산정한다.
셋째,치과용 콤포짓트 레진 중 비스페놀-A(BPA)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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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에서는 콤포짓트 레진을 이용한 치과치료 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BPA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문헌고찰을 통하
여 BPA의 인체유해성 및 정량적 용량-반응평가를 확인하였다.2006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일반인의 평생 평균 우식치아면수와
충전치아면수를 추정하고 일부 시판되는 컴포짓트 레진 7종을 인공타액으
로부터 BPA의 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이 결과 일반인의 컴포짓트 레진
충전으로 인한 BPA노출량을 추정하였다.이를 근거로 하여 잠재적인 위해
영향정도를 예측함으로 보건학적 국민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그그림림림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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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BBBPPPAAA위위위험험험성성성 평평평가가가

111)))BBBPPPAAA위위위험험험성성성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ProtectionAgency)
에서 제시한 IRIS(IntegratedRiskInformationSystem)데이터베이스의 비발
암성 효과에 대한 만성적인 건강위해성 평가로부터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또 비스페놀 -A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 문헌을 검색하였고,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Pup Med를 통하여
Bisphenol-A ->compositResin->Dental순으로 결과 내 검색을 통하여
외국문헌을 검색하였다.이를 통하여 특정 인구집단과 실험 동물 자료로 부
터 BPA에 노출되었을 경우,유해한 영향을 유발시키는가를 정성적으로 확
인되어진 자료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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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미미미국국국 환환환경경경보보보호호호청청청의의의 발발발암암암물물물질질질 분분분류류류체체체계계계

인체발암성에
대한 증거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

충분 제한 불충분 자료없음 증거없음

충분 A A A A A
제한 B1 B1 B1 B1 B1
불충분 B2 C D D D
자료 없음 B2 C D D E
증거 없음 B2 C D D E

A(Humancarcinogen):사람에 있어 확인된 발암물질
B1,B2(Probablehumancarcinogen):사람에 있어 유력한 발암물질
C(Possiblehumancarcinogen):사람에 있어 가능한 발암물질
D(Notclassifiableastohumancarcinogen):사람에 있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222)))BBBPPPAAA의의의 용용용량량량---반반반응응응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는 용량-반응평가를 위해 가능한 방법 가운데 미국 환경보
호청(EPA)에서 제시한 용량-반응평가에 의하여 수행된 IRIS(IntegratedRisk
Information System)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여 섭취로 인한 노출참고치
(RfD ;ReferenceDose)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RfD=
NOAEL또는 LOAEL(㎎/㎏/day)
 UF×MF(㎎/㎏/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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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노노노출출출 특특특성성성평평평가가가

111)))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용용용출출출 실실실험험험

가가가)))실실실험험험제제제품품품선선선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다음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을 선택하였다.

표표표222...실실실험험험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수수수복복복재재재료료료

코드 상품명 제조사 제조국
AResin ESPEFiltekZ250 3M USA
BResin PREMISAEnamel Kerr USA
CResin Grandio VOCO Germany
DResin TetricCeram Ivoclarvivadentag 리히텐슈타인
EResin DenFil Vericom 한국
FResin Spectrum Dentsply USA
GResin ESPEFiltekZ100 3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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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타타타액액액 용용용출출출 실실실험험험

치과치료 시 컴포짓트 레진의 충전 이후 용출되어 나온 BPA의 인체 전
이율(migrationrate)율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내의 침 속에 젖어 있
는 상태를 재연하여 각 제품별로 0.25g씩 시편을 유기용매로 세척된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한다.그리고 삼각플라스크 아래에
LightGun을 부착하여 레진 시편에 광조사를 30초간 한다.인공침 용액
10ml를 레진 시편이 있는 삼각플라스크에 첨가하여 수평진탕기(Horizontal
shaker)에 삼각플라스크를 장착하고 진탕을 시작하는데 용출조건으로는 60
rpm,37℃에서 하며 용출 시작 후 각각 1,3,7일째 되는 날에 인공침용액
을 분리하여 세척된 유리바이알에 넣고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하였으며 인
공침용액에 함유된 BPA의 농도를 LC/MS/MS,LC장비를 이용하여 정량
정성 분석하였다.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한 Procedura용출시험동안 시
편을 넣지 않고 Blank(Blank-1,3,7)을 분석하였다.본 실험에 사용된 인공
침 용액은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실제 침과 용출율이 가장 유사하고,
다른 인공침 조성에 비하여 용출율이 우수한 RIVM Formula를 차용하여
이용하였다.
RIVM의 인공침 Formula는 다른 인공침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출 시험

실시 결과 상대적으로 매우 뛰어난 추출 효율을 보여준 바 있다 (Oomen,
2004).이러한 차이는 RIVM의 Formula는 실제 침의 조성과 가장 유사한
성분 조성을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으로,실제로 유기물 성분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하지만 성인 자원자를 이용
한 실제 추출 시험 결과는 RIVM의 시험 프로토콜이 아닌 다른 인공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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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효율이 낮아 실제 보다 전이율을 과소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
에 본 연구 에서는 이 인공침 성분조성을 활용하였다.

표표표333...인인인공공공침침침 조조조성성성 비비비교교교

GGGrrrooouuuppp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
cccooonnnssstttiiitttuuueeennntttsss RRRIIIVVVMMM JJJRRRCCC

(((www///ooommmuuuccciiinnn)))
JJJRRRCCC

(((www///mmmuuuccciiinnn)))

IIInnnooorrrgggaaannniiiccc

Potassium 14.1mM 24.2mM 24.2mM
Sodium 37.5mM 5.6mM 5.6mM
Magnesium - 0.8mM 0.8mM
Calcium - 1.0mM 1.0mM
Chloride 17.1mM 19.1mM 19.1mM
Phosphate 7.4mM 3.3mM 3.3mM
Carbonate 20.2mM 3.8mM 3.8mM

OOOrrrgggaaannniiiccc

Thiocyanate 2.1mM - -
Mucin 0.025g/l - 1.6mM
Amylase 0.29g/l - -
UricAcid 0.015g/l - -
Urea 0.2g/l - -

(((RRRIIIVVVMMM:::NNNaaatttiiiooonnnaaalllIIIssstttiiitttuuuttteeefffooorrrPPPuuubbbllliiicccHHHeeeaaalllttthhhaaannndddttthhheee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네네네덜덜덜란란란드드드)));;;JJJRRRCCC:::JJJoooiiinnntttRRReeessseeeaaarrrccchhhCCCeeennnttteeerrr(((EEEUUU)))



- 12 -

다다다)))분분분석석석조조조건건건

BPA의 분석은 Agilent6410 TriplequadrupoleLC/M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이동상은 ACN과 3차 증류수를 9:1의 비율로 사용하였다.컬럼
은 XDB-C18,1.8um poresize,4.6x100mm 길이를 사용하였다.시료는 6ul
의 주입량으로 유속은 0.6㎖/min로 흘려주었다.BPA의 검출은 모분자량
227m/z에서 Fragmentorenergy140,Collisionenergy15로 정량 딸이온
은 212m/z를 보았고,정성 딸이온은 133m/z를 보았다.

LLLCCC///MMMSSS///MMMSSS LLLCCC
기기기기기기명명명 TTTrrriiipppllleeeqqquuuaaadddrrruuupppooollleeeLLLCCC///MMMSSS AAAgggiiillleeennnttt111222000000ssseeerrriiieeesss
eluent1 Acetonitrile Acetonitrile
eluent2 distilledWater distilledWater

Stationaryphase XDB-C18(1.8um):4.6x100mm
XDB-C18(5um):
4.3x250mm

flow rate(㎖/min) 0.6 0.8
gradident 10% eluent1 60% eluent1

columntemp(℃) 40 40
injectionvolume(ul) 6 20

detection
triplequadruplemassdetector,
scanningmodeand/orMSD
dauthterionMSDdetection

DAD:217nm
FLD :275nm

spraygas nitrogen(bottled/generator) -
ionization Electrospraynegative -

표표표444...BBBPPPAAA의의의 기기기기기기별별별 분분분석석석 조조조건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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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ecursorion
(m/z)

Production
(m/z)

Confirmationion
(m/z)

BisphenolA 227 212 133

표표표555...분분분석석석 대대대상상상 물물물질질질별별별 분분분자자자량량량 (((LLLCCC///MMMSSS///MMMSSS)))

그그그림림림222...BBBPPPAAA의의의 LLLCCC///MMMSSS///MMMSSS정정정량량량,,,정정정성성성 분분분석석석 pppeeeaaa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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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검검검량량량선선선 작작작성성성

본 실험의 검량선은 표준 용액의 농도(Concentration)0.016,0.04,0.08,
0.2,0.4,1,2,10등 7개의 표준용액과 1개의 BLANK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이때 BLANK는 표준용액과 동일한 매트릭스를 갖지만 BPA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용액이다.검량선의 R2값은 0.99이상인 경우에만 유
효하다고 본다.본 실험에서는 0.9994가 나왔으므로 유효한 검량선을 이용
하였다.

Concentration(㎍/ml)
그그그림림림333...인인인공공공타타타액액액내내내 BBBPPPAAA정정정량량량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검검검량량량선선선



- 15 -

마마마)))검검검출출출한한한계계계(((MMMDDDLLL,,,mmmeeettthhhoooddddddeeettteeeccctttiiiooonnnllliiimmmiiittt)))

ProceduralBlank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방법검출한계MDL
(methoddetectionlimit)을 산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MMDDDLLL===LLLOOODDD XXXDDDFFF(((dddiiillluuutttiiiooonnnfffaaaccctttooorrr,,,희희희석석석배배배수수수)))
LLLOOODDD === MMMeeeaaannn XXX 333SSSDDD (((MMMeeeaaannn은은은 PPPrrroooccceeeddduuurrraaalllBBBlllaaannnkkk의의의 평평평균균균 값값값,,,SSSDDD는는는
PPPrrroooccceeeddduuurrraaalllBBBlllaaannnkkk의의의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본 연구의 방법검출한계(MDL)는 1.7㎍/g-resin로 나타났다.방법검출한
계(MDL)이하의 측정치는 농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불검출로 본다.이
는 정량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막기 위함이다.

표6.BPA의 방법검출한계(MDL,MethodDetectionLimit)

검출한계(LOD) 검출한계(MDL) 분석장비
BPA 0.10(㎎/l) 1.7㎍/g-resin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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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정정정도도도관관관리리리

정도관리를 위해 ProceduralBlank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검량선
작성을 위한 BLANK와는 다른 것으로 실제 용출과정,매트릭스를 시료와
동일하게 하고 단지 레진용출을 하지는 않은 용액을 의미한다. 각 1일,3
일 7일 의 BLANK를 2회 반복하여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22)))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로로로 인인인한한한 BBBPPPAAA인인인체체체 노노노출출출량량량 산산산정정정

평가대상 물질에 대한 사람에의 환경 중 노출 정도,빈도 및 기간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과정으로 배출원,환경오염 측정자료 또는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중 농도를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인체의 일일노출량으로 표
현한다.만성노출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day로 표현한다.평가
방법의 단계는 환경 중 농도 산정,노출변수의 모수값 결정,인체노출량산
정이다.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가능한 정확하고 합리
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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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행행행태태태 조조조사사사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보고서(보건복지부,2006)는 보건복지
부에서 주관한 전국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강건강지표와 구강진
료필요 및 구강건강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
과치료 행태 조사의 발생율 참고치로 사용하게 되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보고서 표본추출방법 및 조사지역선정

은 전국의 2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성별,거주지
역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류는 전체 조사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총 23개의 연령군으로 분류하고 2-16세까지는 각 연령에 1개
군씩 할당하여 15개 연령군이며 18-24세,25-29세,30-34세,35-44세,45-54
세,55-64세,65-74세,75세이상의 연령군으로 각 1개군씩 할당 하여 8개 연
령군으로 조사되어져 있다.2세부터 16세까지는 영구치와 유치가 공존할 수
있는 기간이고 치아우식증의 경험률 차이가 매 연령 현저한 격차를 보이므
로 성인연령군보다 좁은 범위(1년)의 연령군으로 선정 되어져 있다.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DMFSindex)는 처음에는 한 개의 치면에서 발생

된 우식증일지라도,우식증이 진행됨에 따라서 두 개나 그 이상의 치면으로
확대되기도 하고,한 치아에서도 우식증이 빈발되는 치면이 있기 때문에,
치아별로 영구치우식경험도를 산출하여 표시하는 방법보다 더욱 정밀하게
영구치우식경험도를 산출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구강보건지표가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Sindex)이다.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DMFSindex)
란 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우식경험영구치면수를 말한다.그러므로 피
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식경험영구치면의 수를 합한 다음에,피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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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누어,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를 산출한다.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
(DMFS index)는 우식영구치면지수(DT index), 상실영구치면지수(MT
index),충전영구치면지수(FTindex)를 포함 하고있다.
우식경험유치면지수(defsindex)란 한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우식경

험유치면의 수를 말한다.한 아동이 평균 몇 개의 우식경험유치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구강보건지표이다.그러므로 치아검사를 받은 모든 아동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식경험유치면을 합한 다음에 치아검사를 받은 아동
의 수로 나누어,우식경험유치면지수(defsindex)를 산출한다.우식경험유치
면지수에는 우식우치면지수(dtindex)와 충전유치면지수(ftindex)를 포함한
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2

세에서 70세까지의 우식경험유치면지수(defsindex)와 우식영구치면지수(DT
index)또 충전영구치면지수(FTindex)의 세가지 지수를 합하여 평생노출기
간을 70년을 가정하여 평생연간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 와 평생평균
일일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를 산출하였다.이를 통하여 산출된 값을
통하여 용량과 발생율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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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시시시 BBBPPPAAA인인인체체체 노노노출출출량량량 산산산정정정

일반인의 평생 치아우식증 치료로 인한 치아면수 및 1회 치료 시 사용
되는 레진의 양 추정하였다.용출실험을 통한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의 단위
g당 용출량 측정하였다.그리고 1회 치료 시 용출 가능한 BPA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하였다.

111회회회치치치료료료시시시 BBBPPPAAA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BBBPPPAAA///회회회)))
===용용용출출출농농농도도도(((㎍㎍㎍---BBBPPPAAA///ggg---rrreeesssiiinnn)))×××ggg---RRReeesssiiinnn///회회회

일일일일일일평평평균균균인인인체체체노노노출출출량량량 LLLAAADDDDDD(((㎎㎎㎎---BBBPPPAAA///kkkggg---dddaaayyy)))===

111회회회치치치료료료시시시 BBBPPPAAA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BBBPPPAAA///회회회)))×××111000---333㎎㎎㎎///㎍㎍㎍ ×××평평평생생생(((우우우식식식치치치아아아면면면수수수+++충충충전전전치치치아아아면면면수수수)))///LLLiiifffeee

평평평균균균체체체중중중(((kkkggg)))×××평평평생생생 노노노출출출 일일일수수수(((222555555555000dddaaayyy)))

일일평균인체노출량 LADD(㎎-BPA/kg-day)은 위의 식과 같이 작성하였
으며 평생 노출기간은 70년을 가정하였고 평생 우식치아면수와 평생 충전
치아면수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였다.또한 체중은 산업기술표준원의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60kg을 적용하였다(산업기술표준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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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유유유해해해 영영영향향향추추추정정정

비발암물질의 위해도는 섭취독성참고치 RfD와 인체 노출량의 비를 이용
하여 비발암 독성위험값을 산출하고 위험수준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해영향이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이 있음을 제시하여준다.또 위험수준
이 '1'이하인 경우 유해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
하다고 간주한다.비발암 독성위험값을 산출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비비비발발발암암암 독독독성성성위위위험험험값값값
HHHQQQ(((HHHaaazzzaaarrrdddQQQuuuoootttiiieeennnttt)))

===
일일일일일일평평평균균균인인인체체체노노노출출출량량량 LLLAAADDDDDD (((㎎㎎㎎///kkkggg---dddaaayyy)))
섭섭섭취취취독독독성성성참참참고고고치치치 RRRfffDDD (((㎎㎎㎎///kkkggg---dddaaa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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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BBBPPPAAA의의의 위위위험험험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가가가...BBBPPPAAA위위위험험험성성성 고고고찰찰찰

내분비 교란물질로 추정되는 비스페놀-A(BPA,4,4'-Dihydroxy-2,
2-diphenylpopane)는 diphenylcompound 로서 para position에 2개의
hydroxy(-OH)기를 갖고 있다.화학식으로는 으로 표시되고
백색의 침상결정으로 분자량 228.3,융점 155~15℃로 아세톤과 페닐을 황산
또는 염산촉매로 만들어 낸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BPA의 양은 100만 톤에 달하며 유럽

에서만 한해 204,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SIME,1997).EU 자체적으로는 연
간 8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대량생산 화학물질이다.국내 소비량,약
16만톤 으로 단일 화합물로는 국내 생산량이 가장 많은 화학물 중의 하나
이다.
1980년대 이후 플라스틱 제품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최근 비스페놀

-A 의 노출 증가가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위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염려
가 증가하고 있다.(Dash등,2006)
BPA는 에폭시,폴리에스테로-스티렌,폴리카보네이트 등의 단위물질로

음식 및 음료 포장,젖병,상수관,항산화제 등에 사용되며 치과용 실란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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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짓트 레진 성분의 모노머인 디메타크릴레이트(Bis-GMA)를 합성 할 때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Brotons등,1995;Olea등,1996)

그그그림림림444...BBBPPPAAA의의의 기기기본본본 정정정보보보 및및및 화화화학학학식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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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777...BBBPPPAAA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물물물리리리화화화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정정정보보보

변수 값
정상 온도와 압력에서의 물리적상태 백색 가루의 고체 박편
녹는점 155-157℃
끊는점 360℃
상대밀도 약 1.1-1.2㎏/㎥ (25℃)
수증기 압력 5.3×10-9kPa
용해도 300㎎/l
파티션계수 약 3.3-3.5
발화점 약 207℃
자동점화온도 약 532℃
폭발한계 0.012g/l(산소 >0.05%)

자자자료료료출출출처처처 EEEUUURRRiiissskkkAAAsssssseeessssssmmmeeennntttRRReeepppooorrrttt(((222000000333aaa)))

BPA의 에스트로겐(estrogen)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알려
져 있으며 (DoddsandLawson,1936)동물 및 사람의 암세포를 이용한 실
험들에서 낮은 농도에서 호르몬 저해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체내의 정상적

인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비정상적인 호르몬 활동을 유발한다.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estrogen)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여
성 성기의 조기 출현을 촉진시키고,생리통을 유발하고 정자의 수를 감소시
키는 등의 이상 현상을 유발한다.
Polycarbonateplastics와 Epoxyresins을 사용한 식품 용기에서 미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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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가 유출되고 있으며,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하수 및 강물에서도 BPA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1996 ;
MinistryofconstructionofJapan,1998).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은 더욱 심각해 미국 플로리다주 아포프카 호수에

서식하는 악어 수컷의 50%이상에서 생식기의 크기가 정상의 절반밖에 되
지 않았고,동성 짝짓기를 하고 알을 포기하는 청어갈매기,동우리로 귀소
하지 않고 새끼를 버리는 독수리,암컷처럼 행동하는 수탉,밍크새끼의 높
은 사망률,시베리아 바이칼호의 죽은 물새떼등 그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
도로 많았다.
BPA는 유방암세포,유선 그리고 생식관에서 세포증식을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Schafer등,1999;Krishnan등,1993;Colerangle등,
1997).현재 BPA의 내분비계 독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Gupa등,2000;Nagao등,1999),사람의 노출정도와 비슷한 양을 수컷 쥐
에게 투여한 경우 전립선 비대 증상이 보고된바 있다(Nagel등,1999).rat
과 mouse의 경우 BPA는 낮은 농도에서 Estrogenic effect를 나타내며
(Bitman등,1970;Bond등,1980;Brotons등,1995;Dodds등,1938;
Krishnan등,1993;Morrissey등,1989),임신한 rats에 투여하는 경우 자
손의 고환 크기와 정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nd등,1980;
Hardin등,1981;Morrissey등 ,1987).
또한 높은 농도 BPA는 생식독성과 세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만에서는 오염된 식용유를 사용한 산모에게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성장지연,사춘기의 성기 왜소증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고,국내
에서도 95년 LG전자부품(경남양산)의 직원 김모씨 등 17명이 유기용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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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에 노출되어 갑자기 생리가 중단되고,남자직원 6명도 정자 생성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BPA는 이수체 염색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체 염색체는

세포의 감수분열시 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 발생된다.사람의 경우 수정란
의 10~25%에서 나타난다.이수체는 임신 초기 유산의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민정 ,2007)
또한 생쥐 난자를 이용하여 실험하던 중 이수체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부주의한 관리로 손상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물병과 Cage사용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그 후
손상된 물병에서 BPA를 검출할 수 있었으며,암컷생쥐에 BPA를 직접 투여
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BPA가 실험동물에서 이수체의 난자를 생
성하는 원인이 됨을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다.(Hunt등,2003).
이밖에도 피부를 통한 과량의 BPA의 흡수가 신장,간장,비장,췌장 그

리고 페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수컷 rat과 mouse에서 BPA는 조혈계에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Sax등 1975).현재까지 BPA에 대한
다양한 독성자료 및 동물에서의 체내 동태,dose linearity,in vitro
metabolism,invivometabolim,그리고 모유로의 이행 등에 대한 연구 결
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Yoo등,2000,2001).BPA는 Estrogeneffect에
대해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알려져 있으며(DoddsandLawson,1938),동
물 및 사람의 암세포를 이용한 실험들에서 낮은 농도에서 호르몬 저해효과
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BPA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다른 사람들은 임신한 쥐에게

1일 섭취 허용량의 1/25인 몸무게 1kg당 2μg를 투여하는 것이 갓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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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쥐의 전립선 비대를 야기하였다고 보고하였고(Vom Saal등,1998),쥐
의 초기 태아의 성장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BPA는 전세계적으로 실
런트와 합성 레진의 시작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Takai등,2001).
따라서 BPA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미량으로도 인체에 쉽게 노출될 위

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실험동물과 사람의 세포주를 이용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

어 오고 있으나,BPA의 실제 사람에 대한 발암성 여부나 Estrogeneffect에
의한 내분비 장애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Haighton등,2002;Huff,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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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888...문문문헌헌헌에에에 의의의한한한 BBBPPPAAA의의의 위위위험험험성성성 확확확인인인 결결결과과과

선행연구 연구종류 유해성확인

NTP(1982)
(U.S.EPA,1984a)

동물실험
비글 개의 섭취 노출에 대한 결과 유일한 독성 효과는
고용량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간 무게가 늘어남

NTP(1982)
(U.S.EPA,1984b,c)

동물실험
rat들을 활용한 2대에 걸쳐 섭취노출에 대한 결과 F0
세대에서 9000ppm에,F1세대에서 1000ppm과 같거나
그 이상에서 몸무게가 줄어듦

(NTP,1982). 동물실험

rat과 mice는 양쪽 성별에 섭취 노출 결과
1000ppm 이상의 용량은 음식 소비량의 변경 없이 rat
의 양쪽 성에게서 몸무게 감소를 나타냄
15000ppm 이상 섭취시 수컷과 암컷 모두 대조군보다
몸무게가 줄어듦
용량과 관련되어 다핵화된 거대 간세포의 증가가 처치
된 수컷 mice에게서 나타남

(NTP,1985a) 동물실험
mice에게서,하루 kg당 1250mg의 용량이 태아 유해성
과 임신 중 유해성과 관련

(양미희등,2004) 동물실험

miceoffspring에서 임신 및 수유 중 비스페놀 A 노출
농도에 따라 체중,비장세포수의 감소경향이 나타남 특
히 miceoffspring의 비장세포 중의 CD19+ 세포수와
CD4-CD8+세포수는 감소하였으며,이러한 현상은 저농
도에서도 현저히 나타남이는 소아에서 고농도 비스페
놀 A 노출은 반응종말점으로 알레르기 ,아토피 등 소아
호발성 면역계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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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BBBPPPAAA의의의 용용용량량량---반반반응응응평평평가가가

BPA의 발암 정량에 대한 NPT기술적인 보고에 따르면 F344rats과
B6C3F1mice의 103주간 식사에 관한 연구에서,성별마다 50마리씩 된 그룹
은 0,1000,2000ppm의 비스페놀 A를 포함한 먹이를 먹였다.
모든 rat의 처치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몸무게가 줄었는데,5주째 노출

부터 확연해졌다.대조군에 비해 음식 섭취도 줄었지만,이 효과는 처치 12
주가 되기 전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러므로 rat의 몸무게가 줄어든 것
은 BPA노출에 따른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보인다
같은 연구(NTP,1982)에서,수컷 mice(그룹당 50마리)는 0,1000,5000

ppm의 BPA 식사를 했고 암컷 mice(그룹당 50마리)는 0,5000,10000ppm
의 BPA를 먹었다.
수컷 mice는 5000ppm에서,암컷 mice는 5000과 10000에서 몸무게가 줄
었다.1000과 5000ppm에서 많은 수의 수컷 mice에게서 다핵화된 거대 간
세포가 증가하였다.이 효과는 부작용으로 생각되지 않고,이 수준은 mice
에게서 NOAEL이다.mice의 음식 요소를 0.13으로 가정할 때,이 식사를
통한 농축은 하루 1kg당 130mg의 용량에 해당한다.mice에게서 하루 kg당
50mg 의 LOAEL은 하루 1kg당 130mg의 NOAEL 보다 적어서,mice의
NOAEL은 RfD의 기초로 선택될 수 없다.장기간의 연구들에서 어떤 종에
게도 사용되는 가장 적은 용량인 rat의 1일 1kg당 50mg의 LOAEL이 장기
간 섭취 RfD의 기초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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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999...BBBPPPAAA의의의 정정정량량량적적적 동동동물물물 실실실험험험 문문문헌헌헌 결결결과과과

생 물 기 간 섭취BPA의양 결 과 출 처

비글 개 90일 1000-9000ppm
고용량 -평균적으로
간 무게가 늘어남

(U.S.EPA,1984a).

찰스 리버의 rats
2대의

F0세대,F1세대
100-9000ppm

F0세대- 9000ppm,
F1세대-1000ppm이상
몸무게 즐어듦

(U.S.EPA,1984b,c)

rat과 mice 90일간
rat250~4000ppm,
mice5000~25000ppm

15000ppm 이상
수컷 mice와 모든 암컷 mice는
대조군과 비교해 몸무게가 줄었다.

(NTP,1982)

mice 1250mg/kg/day
태아의 기형유발 없음
임신중 유해성관련있음
태아 유해성관련있음

(NTP,1985a).

rat 1280mg/kg/day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지 않음 독성없음 (NTP,1985b)



- 30 -

BPA 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되어 왔다.논란의 근원은
몇몇 독성 시험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 수준에서 유의한 발생 및 생식
독성 영향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성의 원인을
이 물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의 특징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다.(Maffini등,2006).
심지어는 BPA 의 RfD 또는 TDI수준 (50㎍/㎏/day)이하의 DoseLevel

에서 수행된 실험에서도 생물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계
속되고 있어,이를 받아들일 경우 즉시 BPA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이 당연하겠지만, 현재까지 EU CSTEE(European Union Scientific
CommitteeonToxicity,EcotoxicityandtheEnvironment)와 미국 EPA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low-dosetoxicity를 보인 독성시험들의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이러한 결과를 실제 위해성 평가에서는 활용
하고 있지 않다.미국 EPA와 EU CSTEE(European Union Scientific
Committeeon Toxicity,Ecotoxicity and theEnvironment)그리고 미국
CERHR (CenterfortheEvaluationofRiskstoHumanReproduction)의
공식적인 독성학적 리뷰에 근거하여 인정 가능한 주요 NOAEL 값을 표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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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BPA의 유해성에 대한 주요 실험 결과

항목 생물 연구 개요
NOAEL
mg/kg/day

Ref.

Reproductive
Toxicity

Miceand
Rate

Reproductive
toxicitywith
chronic
oralexposure

Female:47.5
Male:4.75

CERHR
(2007)

Reproductive
Toxicity

Rat

Effectsonfertility
in3
generationstudy;
Effectson
Development

50
EU RAR
(2003)

위와 같이 BPA의 정량적 용량-반응평가를 위해 다양한 NOAEL 또는
LOAEL산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국제적으로 공식력 있게 인용 되고 있는
미국 환경청(IRIS,2008)의 LOAEL값을 최종적으로 산정 하였다.독성 참고
치로는 미국 EPA의 RfD(ReferenceDose)값은 50㎍/㎏/day 참고하였다.

표표표111111...BBBPPPAAA노노노출출출 관관관련련련 용용용량량량---반반반응응응 평평평가가가자자자료료료

자자자료료료출출출처처처 :::미미미국국국 환환환경경경청청청(((IIIRRRIIISSS222000000888)))

유해영향 실험용량들
불확실성
계수
(UF)

보정
계수
(MF)

섭취노출참고치
(RfD)

Rat의 만성적
섭취노출

LOAEL:1000ppm diet
(50㎎/㎏/day)

1000 1 5×10-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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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노노노출출출 평평평가가가

가가가...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노노노출출출 실실실험험험

본 연구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의 BPA가 용출 실험 결과 농도는
모두 방법검출한계(MDL,MethodDetectionLimit)값 1.7㎍/g-resin이하로
나타났다.
3종의 컴포짓트 레진은 용출 후 1일째 0.2㎍/g-resin내외의 극미량이

검출되었으며,그 외 4종의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극미량으로 검출
된 3종의 경우에서 LOD에 비해 약간 높은 피크 면적을 보여 정량적 수치
계산은 가능하였으나,방법검출한계(MDL,MethodDetectionLimit)1.7㎍
/g-resin보다 약 10배 이하의 농도 수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불검출
되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 주로 사용되는 7종의 컴포짓트 레진 중 3종의 경우 극미

량의 BPA가 용출 되었으며,4종의 경우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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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222...용용용출출출기기기간간간별별별 BBBPPPAAA농농농도도도 (((단단단위위위 :::㎍㎍㎍///ggg---RRReeesssiiinnn)))

용출기간 Resin 용출농도

1일

AResin ND
BResin ND
CResin TD(0.1)
DResin TD(0.2)
EResin TD(0.1)
FResin ND
GResin ND

3일

AResin ND
BResin ND
CResin ND
DResin ND
EResin ND
FResin ND
GResin ND

7일

AResin ND
BResin ND
CResin ND
DResin ND
EResin ND
FResin ND
GResin ND

MDL=1.7㎍/g-resin
ND =NotDetected
TD =TraceDetectedbutbelow 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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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로로로 인인인한한한 BBBPPPAAA인인인체체체 노노노출출출량량량 산산산정정정

111)))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행행행태태태 조조조사사사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보고서(보건복지부,2006)에 다음의
표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표본분포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2-5세)
582명과 18세 이상 성인 4,546명을 합친 총 5,128명에 대하여 구강건강상태
조사를 하였고,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0,649명에 대하여 구
강건강실태조사를 하여 총15,777명에 대해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완료하였
다.
연령층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6세부터 16세까지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이는 전국단위의 대중소도시별 표본 추출된 지역내 소
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진다.
12세의 연령층이 1,7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2세 아동의 치아우

식경험치아수는 국제적 구강건강지표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나머지 5세이
하 18세 이상의 연령층은 전국단위로 대중소도시별로 표본추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구방문 조사에 의한 인구 분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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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333...222000000666년년년 국국국민민민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표표표본본본분분분포포포

연령별그룹
한 국

Bothsexes 남 여
Total 15,777 7,319 8,458
2 167 90 77
3 125 58 67
4 139 67 72
5 151 78 73
6 925 470 455
7 893 445 448
8 875 438 437
9 879 436 443
10 888 445 443
11 882 444 438
12 1,755 888 857
13 885 449 436
14 869 445 424
15 905 447 458
16 893 442 451
18-24 247 114 133
25-29 281 112 169
30-34 476 144 332
35-44 926 304 622
45-54 697 274 423
55-64 726 255 471
65-74 775 334 441
75over 418 140 2778

출출출처처처 :::보보보건건건복복복지지지부부부 2220000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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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DMFS index)에는 우식영구치면지수(DS index),
상실영구치면지수(MSindex),충전영구치면지수(FSindex)를 모두 포함하므
로 이중 현재 구강내에 충전되어 있는 치아의 면수를 나타내는 충전영구치
면지수(FS index)와 잠재적으로 충전가능성이 있는 우식영구치면지수(DS
index)를 사용하였다.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기준지침에 의하면
유치우식의 검진은 우식유치면과 충전유치면에 한정하고,모든 상실유치는
해당란에 기록하지 않으며,영구치란에 영구치 미맹출로 처리하였다.이에
우식경험유치면지수는 상실유치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우식경험유치면지
수(dfsindex)를 사용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전영구치면지수(FS
index)와 우식영구치면지수(DSindex)와 우식경험유치면지수(dfsindex)의 3
개의 지수를 합한값에 평생노출을 70년으로 가정하여 나눈값으로 평생연간
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는 7.01개/평생이며 평생평균일일치아우식치
료로 인한 치아면수는 0.02개/일로 추정되었다.다음 표14에 의하면 연간치
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65세이후 12.28개로 나
타났다.또한 유치와 영구치를 교환하는 중요한 7세 아동기에 10.36개로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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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444...연연연령령령별별별 우우우식식식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충충충전전전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유유유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나이(세) dfsindex1)(SE) DSindex2)(SE) FSindex(SE)3)
dfsindex+
DSindex+
FSindex

2 1.26(0.28) 1.26
3 3.81(0.47) 3.81
4 6.69(0.63) 6.69
5 5.91(0.52) 0.02(0.02) 0.05(0.02) 5.98
6 9.89(0.71) 0.09(0.04) 0.23(0.07) 10.21
7 9.57(0.64) 0.17(0.05) 0.62(0.12) 10.36
8 6.96(0.52) 0.25(0.06) 0.80(0.12) 8.01
9 4.27(0.35) 0.18(0.06) 1.08(0.14) 5.53
10 0.42(0.10) 1.49(0.18) 1.91
11 0.45(0.10) 2.10(0.21) 2.55
12 0.93(0.17) 2.59(0.25) 3.52
13 0.99(0.17) 3.38(0.33) 4.37
14 1.10(0.19) 4.27(0.37) 5.37
15 1.15(0.21) 4.91(0.41) 6.06
16 1.04(0.19) 6.05(0.43) 7.09
18-24 1.49(0.11) 7.39(0.19) 8.88
25-29 1.25(0.09) 8.21(0.29) 9.46
30-34 1.36(0.09) 7.70(0.25) 9.06
35-44 1.29(0.09) 8.88(0.20) 10.17
45-54 1.20(0.09) 9.09(0.23) 10.29
55-64 0.98(0.09) 10.38(0.36) 11.36
65-74 2.25(0.23) 10.03(0.49) 12.28

평균(SE) 7.01(3.27)/년간

출출출처처처 :::222000000666년년년 국국국민민민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보보보고고고서서서 (((보보보건건건복복복지지지부부부 222000000666)))
1)dfsindex-우식경험유치면지수
2)DSindex-우식영구치면지수
3)FSindex-충전영구치면지수
SE(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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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시시시 BBBPPPAAA인인인체체체 노노노출출출량량량 산산산정정정

치과치료시 BPA 인체노출량은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 중 LOD이상
의 피크가 관찰되어진 3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은 1.7㎍/g-resin의 방법
검출한계(MDL)이하의 농도로 추정되어 위해도 산출식에 의하여 MDL/2
값을 적용하여 0.06(㎍-BPA/회)값을 나타내었다.또한 1회 치료 시 사용되
는 컴포짓트 레진의 양은 0.07g으로 충전됨을 가정하였다.

표표표111555...111회회회치치치료료료시시시 BBBPPPAAA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단단단위위위 (((㎍㎍㎍---BBBPPPAAA///회회회)))

MDL이하 검출농도 LOD이하 검출농도
CResin DResin EResin A Resin BResin FResin GResin

0.06 0.06 0.06 0 0 0 0

일일평균인체 노출량(LADD)산출식에 의하여 방법검출한계(MDL)이하
의 검출농도에 의한 C,D,EResin3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은 극미량
의 7.8×10-13(㎎-BPA/kg-day)의 값을 나타냈다.

표표표111666...일일일일일일평평평균균균인인인체체체 노노노출출출량량량 (((LLLAAADDDDDD))) 단단단위위위 (((㎎㎎㎎---BBBPPPAAA///kkkggg---dddaaayyy)))

MDL이하 LADD LOD이하 LADD

CResin DResin EResin AResin BResin FResin GResin

7.8×10-13 7.8×10-13 7.8×10-13 ND ND ND ND

NNNAAA:::NNNoootttaaavvvaaaiiilllaaabbb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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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치치치과과과용용용 컴컴컴포포포짓짓짓트트트 레레레진진진 중중중 BBBPPPAAA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유유유해해해 영영영향향향 추추추정정정

본 연구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비발암 물질인 BPA로 인한 독성
위험은 비발암물질의 위해도는 미국 EPA의 RfD(ReferenceDose)값은 50㎍
/㎏-day RfD와 인체 노출량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식에 의하여
1.56×10-11의 독성위험값이 '1'이하로 인체 독성이 무시할 만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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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BPA 위험성 확인 고찰을 통하여 위험성을 확인
하고 인체 노출을 재현한 인공타액내 컴포짓트 레진의 BPA 용출 실험을
통하여 농도를 산출하여 인체의 노출량을 추정해 보았다.
치과재료로써 레진계의 실란트나 콤포짓트 레진의 성분 모노머로써

Bis-GMA 나 TEGEMA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Bis-GMA는 BPA와
epichloro-hydrin를 반응시켜 diglycidyl-etherofbisphenolA(DGEBA)를
만들고,다시 이것을 methacrylicacid와 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합성물이
다.이는 순도가 낮은 BPA를 사용하였을때 구강내에 합성단계에서 반응하
지 않은 불순물로서 BP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7가지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3종의 컴포짓트 레

진의 경우 실험 1일째 BPA 농도가 0.2㎍/g-resin내외의 극미량이 검출되
었다.이 3종의 컴포짓트 레진은 사용설명서에 BPA의 알러지 반응에 민감
한 환자의 주의 경고 문구가 있음에도 극미량이 검출되었다.
극미량으로 검출된 3종의 경우에서 LOD에 비해 약간 높은 피크 면적을

보여 정량적 수치 계산은 가능하였으나, 방법검출한계(MDL,Method
DetectionLimit)1.7㎍/g-resin보다 약 10배 이하의 농도 수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불검출 되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었다.그 외 4종의 제품에
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1회치료시 BPA노출 농도는 치과용 컴포짓트레진 7종 중 LOD이상의 피

크가 관찰되어진 3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은 1.7㎍/g-resin의 방법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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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MDL)이하의 농도로 추정되어 위해도 산출식에 의하여 MDL/2값을
적용하여 0.06(㎍-BPA/회)값을 나타내었다.
일일평균인체 노출량(LADD)산출식에 의하여 방법검출한계(MDL)이하

의 검출농도에 의한 3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은 극미량의 7.8×10-13(㎎
-BPA/kg-day)의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비발암 물질인 BPA로 인한 독성

위험은 미국 EPA의 RfD(ReferenceDose)값은 50㎍/㎏/dayRfD와 인체 노
출량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식에 의하여 1.56×10-11의 독성위험값이 '1'이
하로 인체 독성이 무시할 만큼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BPA를 함유하지 않은 대체 고분자 재료

성분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BPA를 함유하지 않은 고분자 재
료 성분의 새로운 2관능성 methacrylated prepolymer(170-2MA와
631-2MA)를 합성한 다음 각각의 prepolymer에 희석재와 중합 단량체를 혼
합한 치과 수복용 신규 유기매트릭스와 같은 고분자 재료가 개발되어진 연
구에서도 알 수 있다.(손준식,2006)
현재 시판중인 치과용 실란트나 컴포짓트 레진에서의 BPA의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iew 등,1998)
1998년 10월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본 니이가타에서 열린 제32

회 일본치과이공학회 학술 강연회에서 환경호르몬과 관련하여 1건의 특별
강연과 4건의 일반강연이 있었다.
'환경호르몬의 관점에서 본 치과용 레진'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에서는

Tsurumi대학의 Hirazawa교수는 일본 후생성의 공식견해는 일본후생성에
서 인정한 치과재료에서 BPA 는 성분으로써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BP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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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써 합성한 Bis-GMA는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발표하였
고,결론으로써 현시점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실란트나 컴포짓트 레진으로부
터 BPA의 용출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 보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경의과치과대학의 (Komabayashi등,1998)은 10종의 콤포짓트 레진에

서의 BPA의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였다.각 콤포짓트 레진의 경화물 약
0.1g을 37℃에서 메탄을 2g중에 1주간 침적한 액과 메탄올을 다시 바꾸어
서 1주일간 침적한 액을 이용하여 고속액체 Chromatography(HPLC)법에
의해 BPA를 검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컴포짓트 레진에서 BPA 용출농도는 분석 시스템의 검

출한계인 0.1ppm이하였고,이것은 약 0.1g의 경화물로부터 37℃ 1주일간
메탄올 중에 침적했을 때의 0.2㎍이하의 용출량에 해당하고,이것은 하루에
1000㎖의 타액 중에 용출했다고 가정하면 타액 중 농도는 0.2ppb가 된다.
이 전 체량이 체중 50㎏의 사람의 혈액 중에 들어 있다고 하면 0.06ppb가
되고,이 값은 Olea등이 내분비 교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로써 제시
한 0.23ppb보다 매우 적은 양이다.따라서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으로부터의
BPA는 타액이나 혈액 중에서 용출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Kuraray사의 (Hino등,1998)은 BPA로 함성된 모노모로써 Bis-GMA 및

Bis-MEPP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재료로 ClearfilAP-X및 TeethmateF-1을
대상으로 이 재료의 경화물을 여러 용출조건(물,50℃ 인공타액에서 3일,
37℃ 사람의 타액에서 1일,37℃ 0.1N염산에서의 1일의 용출시험)하에서 용
출시험하여 고속 액체 Chromatography(HPLC)법에 의해 분석하고,또 에
스트로겐 receptor와 receptor유전자(β-Gel)을 도입한 효모를 이용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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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겐 활성을 평가한 결과,어느 재료에서도 BPA의 용출 및 에스트로겐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동경의과치과대학의 (Hongo등,1998)은 3가지의 광중합형 실란트를 인

공타액 중 1,3,7,14,169일간 침적하고,이 때 용출되는 BPA양과 이들 재
료의 미경화재료 중의 BPA양을 검출하엿다.결과에서 경화하지 않은
Concise와 Heliomalar의 에탄올 용액 중에서 BPA는 각각 ㎎당 4.18㎍과
5.78㎍으로 극미량이 검출되었고,TeethmateF-1에서는 BPA는 검출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인공타액 중의 경과는 1일,3일에서는 모든 재료에서
BPA는 검출되지 않았고,침적 7일의 경우 TeethmateF-1과 Concise에서
BP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Heliomalar에서는 ㎎당 0.11㎍이 검출되엇다.
169일의 경우에는 Concise와 Heliomalar에서 0.22㎍ 과 0.73의 BPA가 검출
되었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광중합한 Concise와 Heliomalar의 경화를 인
공타액에 침적하면 BPA가 극미량 검출되고,그 BPA는 경화체 중에 잔류하
는 Bis-GMA의 분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경화체 중에 존재하는 BPA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상과 같이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에서의 BPA용출에 대한 문헌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국내에 수입되었거나 국산 치과재료
에 대한 현재까지의 BPA 용출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BPA의 용출 가능성은 매우 낮

아 이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 유발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
러나 본 실험은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단기 용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서 추후 치과 치료 환자의 타액 성분에서의 BPA 측정,생체내 화학적 활성
의 변화 등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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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레진에 함유된 BPA로 인한 위험성의 제기가 몇몇 연구 보고서에서 언
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에 대한 치과치료시 사용된 레진의 용출된 BPA의 농도와 이로 인한 영
향 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1.BPA는 대표적인 인체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IRIS(IntegratedRiskInformationSystem)에서 생식 및 전신 독성에 의한
LOAEL(LowestObserved AdverseEffectsLevel)값은 50㎎/㎏-day이며,
이를 근거로 한 섭취독성참고치,RfD(Referencedose)는 0.05㎎/㎏-day로
산출하고 있다.

2.국내 주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의 레진 중 제품 설명서에 BPA노출
우려가 표기되어 있는 컴포짓트 레진은 3종이었다.인공침을 이용한 체온에
서의 용출실험(1~7일)에서는 사용설명서에 BPA 함유 및 위해성에 대한 언
급이 없었던 4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에서는 BPA 용출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사용설명서에 BPA 노출 우려가 표기된 3종의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의 경우 0.1～0.2 ㎍/g-resin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이는
MDL(1.7㎍/g-resin)이하의 수준이었다.

3.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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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간치아우식치료로 인한 치아면수는 7.01개/평생이며,이로 인한 평생
평균일일치아우식치료 치아면수는 0.02개/일로 추정되었다.

4.용출실험에 사용된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7종 중 MDL이하이나 미량이
라도 검출된 3종의 제품에 의한 치과우식증치료시 발생 가능한 BPA의 인
체 노출량은 7.8×10-13(㎎-BPA/kg-day)으로 추정되었다.이로 인한 비발암독
성위험값은 1.56×10-11이었다.이는 1.0보다 매우 낮은 값임으로 치아우식증
치료로 사용된 컴포짓트 레진 중 BPA 용출로 인한 일반인의 인체 유해 영
향 유발 가능성은 무시할 만큼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BPA의 용출 실험과 국내 치과치
료 행태 조사 자료에 의한 평생 치아우식증 치료로 인한 인체의 유해 영향
유발 잠재성을 평가 결과,위해 가능성은 무시할 만큼 미미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현재까지의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치과용 콤포짓트 레진

에서의 BPA의 용출은 극히 일부의 문헌에 의하여 발표 되었다.그러나 국
내에서 수입 및 국산 치과재료를 대상으로 한 BPA 용출실험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치과계에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를 일반 시민
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과재료에서의 환경호르몬 용출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시켜 안심하고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치과용 컴포짓트 레진 중 BPA의 용출 가능성은 매우 낮

아 이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 유발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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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 실험은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단기 용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서 추후 치과 치료 환자의 타액 성분에서의 BPA 측정,생체내 화학적 활성
의 변화 등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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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s,pit&fissuresealants,anddentaladhesivesandcements.
Thepresentstudyisdesignedtohelpestablishbasicunderstanding

ofpublichealthbyevaluatingharmfulnessofBesphenol-A(BPA)usedas
atransmitterofBis-GMA,oneofthedentalcompositeresiningredients;
resinmatrix,fillerandcouplingagent.
Inthisstudy7dentalcompositeresinsaretestedintermsofBPA

densityandharmfuleffectonhumanhealthisestimatedbasedonOral
PublicHealthReport(theMinistryofHealthandWelfare2006)andDft
index(Meannumberofdecayedorfilledprimaryteeth).
AccordingtotheIRS(IntegratedRiskInformationSystem)datafrom

EPA,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s Level) value of
reproductiveorsystemictoxicity ofBesphenol-A indicate50㎎/㎏-day
andRfD(referencedose)byingestion0.05㎎/㎏-day.
Fouroutofseven dentalcompositeresinsin thedomesticmarket

withoutwarningsaboutexposuretoBPA intheirproductguidesare
1day~7daystested freeofBPA.However,threecompositeresinswith
the BPA-concerned warning are notas completely safe from BPA
exposureasMDL(1.7㎍/g-resin)wasdetected.
According to The Public OralHealth Reportconcerning dental

treatmentpractice(the Ministry ofHealth and Welfare 2006),lifetime
annualDMFS index isestimated to indicate 7.01 and lifetime daily
DMFSindex0.02.
BPA exposure,lessthan MDL,with thethreeBPA-detected 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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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resins in the elution test is estimated to 7.8×10-13(㎎
-BPA/kg-day)basedontheirreleaseamountandthenumberofdental
cariestreatments.
Giventhatnoncarcinogenichazardquotient(HQ)isyieldedatlessthan
0.001,itisnegligibleforthepublictobeharmedfrom theBPAofthose
dentaltreatmentcompositeresins.
ProvidingtheBPA elutiontestresultisnegligible,theharmfuleffect

tothepublicfrom dentalcompositresinexposureisestimatedminimal.
Sincethistest,however,hasnotbeenconductedwithalltheproducts
inthemarket,furtherBPA estimationstudythroughpatients'salivatest
isneeded.

key words:Composite resin,BPA,Dentalfilling materials,
Humanexposure,Harmful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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