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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동주택의 공간 가변 수용력 향상을 위한 

서포트 계획방법 연구 

21세기는 환경보전 중심의 사회로써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폐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건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건축 및 환경 구축”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구조적 내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공

간구성과 벽식구조 방식으로 인하여 거주자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

하여, 건설후 20년 정도의 짧은 수명으로 조기 전면 철거 재건축됨으로써 자원 및 

건설에너지 낭비와 폐자재 발생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 장기적인 물리적․기능적 내구성을 확보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서는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자 및 사회적 요구변화를 충분

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다양한 공간 가변요구에 대

응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적 수명을 연장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으로 공동주택의 공간 가변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포트 계획방법을 제안

하 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거주자의 공간 가변요구를 파악하 으며 공동주택 공

간 가변 수용력에 향을 미치는 서포트 계획요소를 도출하 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공간가변 수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모델식을 작성하 으며 최

종적으로 거주자의 공간 가변요구와 서포트 계획요소의 대응을 통해 공간가변 수용

력 향상을 위한 서포트 계획 방법을 제안하 다. 

먼저 가변형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간개조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거주자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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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요구에는 주호내 가변요구로써 실의 개수 및 규모 가변요구와 물사용 공간의 

위치가변 요구, 그리고 주호 규모가변 요구로써 수직방향 규모가변요구와 수평방향 

규모가변 요구 등 4가지 가변 요구가 나타났다. 특히, 수평방향 규모가변요구에는 인

접주호의 2호1호화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으로의 확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거주자

의 4가지 공간가변요구를 현재 벽식 공동주택에 적용했을 경우 내부벽체가 내력벽

이라는 구조방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벽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전용배

관 및 배선의 고정화, 외벽이나 세대경계벽 및 세대바닥의 이동 불가능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간가변수용력 향상을 위한 서포트 계획요소 도출에서는 공간의 가변 수용력과 

관계있는 서포트의 계획요소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서포트의 공간가변 수용력 평가

항목과 평가모델을 제안하 다. 그리고 거주자의 공간가변요구와 서포트의 계획요

소를 대응함으로써 서포트 계획요소를 체계화하 다. 공간가변 수용력 관련 서포트 

계획요소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토대로 5개 분야 42개 요소를 도출하 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5개 분야 40개의 평가항

목으로 정리하 다. 서포트의 공간가변 수용력 평가모델은 앞의 40개의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후방진입법을 이용하여 5개분야 19개 변인을 도출하 으며, 그룹

별 변인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간가변 수용력 평가모델을 제시하 다. 그 

결과 공간 가변 수용력에 향이 큰 요인으로써는 구조벽의 위치, 보의 위치, 슬래브

의 구조적 여유, 코아의 위치, 주호내 보의 노출여부, 일반실 천장고, 슬래브 바닥단

차, 코아규모, 파이프 샤프트의 위치 등으로 나타났다. 

․ 공간가변 수용력 평가모델 = (1.013×구조벽의 위치) - (0.528×슬래브 구조적 여유) + 

(0.528×내력벽체의 구조적 여유) + (0.511×코아의 위치 ) + (0.503×주호내 보의 노출여

부) + (0.472×일반실 천장고) - (0.430×바닥단차) + (0.407×코아 규모) - (0.362×파이

프 샤프트의 위치)

공동주택 공간 가변수용력 향상을 위한 서포트 계획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19개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거주자의 공간가변요구와 서포트 계획요소를 대응하여 크게 공

간계획분야, 구조계획분야, 부품계획분야로 나누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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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포트의 공간계획분야는 전용공간, 공용공간, 공용설비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용공간은 인필의 위치변경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수평 및 수직공간 치수를 확보하

고 서포트와 인필간 치수 정합을 위해 모듈정합설계를 적용하도록 하 다. 그리고 

공용공간은 향후 주호 규모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가능한 주호

사이에 위치하지 않고 외기에 면하도록 하 다. 공용설비공간은 거주자 및 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확보와 더불어 가능한 공용공간에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주호내 위치하는 경우는 물사용공간의 위치변경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공간 등에 설치하도록 하 다. 

두 번째 구조계획분야는 구조방식, 구조체의 위치 및 형상, 구조체의 보강으로 구

성된다. 먼저 구조방식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주호내 공간가변과 주호 규모의 

공간 가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방식을 선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구조체

의 위치 및 형상은 인필이 구조체에 방해받지 않고 위치변경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균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와 기둥은 가능한 주호 외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슬

래브 다운 및 역보를 지향하 다. 또한 향후 주호 규모 가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세대경계벽 및 세대경계바닥의 개구부에 대해 보강하도록 하 다. 

세 번째 부품 계획분야는 거주자의 공간 규모 가변 요구에 대응하여 서포트의 인

필 전이화가 요구되는 항목으로써 세대경계벽의 내장부품화와 외벽의 외장부품화를 

지향하 다. 특히 외벽은 간막이벽의 위치변경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간막

이벽의 위치변경을 고려하여 외벽 개구부의 이동성을 부여하고 외벽의 형태를 결정

하도록 하 다. 

핵심되는 말 : 공동주택, 지속가능한 개발, 오픈하우징, 공간가변 수용력, 서포트, 

              인필, 계획방법,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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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불소의 우식억제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으나 재광화 

기전에서의 불소의 역할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특히 상아질의 

재광화에 적당한 불소농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므로 이에 

저자는 불소가 병소 내 무기질의 분포와 수산화인회석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건전 영구치에서 형성한 

치아절편을 유산완충 탈회용액에 2일간 넣어 우식표면층과  우식본체를 

가지는  인공 치아우식을 형성한 후, 불소농도에 따른 재광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불소농도가 각각 1, 2, 4 ppm인 칼슘과 포스페이트이온이 

포화된 유산완충용액에서 7일간 유지시켰다. 상아질에서 우식 진행과 재광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탈회 2일, 재광화 7일 등 총 9일간 24시간 간격으로 

편광현미경으로 탈회 및 재광화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탈회와 재광화에 따른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서는 정상상아질, 탈회 2일군, 

재광화 7일군의 파절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군에서 병소상부의 무기질침착과 병소하부의 무기질소실이 

동시에 일어났다. 

    2. 불소농도가 증가하면 우식병소의 무기질침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기질침착은 1, 2 ppm군에서는 표면층에서 더 많이 진행되었고 4 

ppm군에서는 병소전체에서 진행되었다.   

    3.  재광화시에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커졌다. 이러한 결정성장은 무기질소

실이 관찰된 병소 본체하부에서도 관찰되었다.  

    4. 상아질우식의 재광화는 유기기질망을 둘러싸고 있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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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상아질의 우식과 재광화 과정이 단순히 탈회 또는 

재광화만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력학적인 과정이다. 또한 불소농도의 증가와 함께 재광화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재광화는 유기기질망 주위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핵심어 : 재광화 , 상아질,  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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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 완충용액의 불소농도가 상아질의 재광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 지도 이 찬 영 교수 )  

 

 

                         한    원    섭 
 

 

 

Ⅰ.  서  론 
 

치아 우식은 무기질 용해와 유기질 파괴로 치아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으

로서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동통과 저작불능 등의 불편과 함께 경제적 손

실을 준다. 치아 우식은 크게 청소년기에 많이 관찰되는 치관 우식과 노인층

에서 많이 발생하는 치근 우식으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치의학의 발달에 따

라 치관 우식의 유병율은 감소되었으나 치근 우식의 경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치근표면의 구강 내 노출이 많아져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Katz47, 

48)는 치은 퇴축을 보인 치근의 15 %에서 치근 우식으로 진행되고 성인의 약 

20-40 %에서 치근 우식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다.  

치관 우식의 원인, 예방, 치료 등의 많은 연구가 100 여년 이상 연구되어진 

것에 비해8, 15, 18, 20, 22-28, 30-34, 37, 46, 57, 59, 60, 72-79, 81-86, 96), 치근 우식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하고 연구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다2, 6, 21, 44, 49, 51, 61, 62, 65, 70, 80, 94).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치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치근 우식이 치

과계의 중요 임상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근 우식에 대한 논문을 

고찰해 볼 때 아직은 이러한 관심이 예방 및 치료에 치우쳐 있고 발병원인이

나 기전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치근 우식의 재광화 연구를 위해서는 우식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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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지만 많은 연구가들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립된 

이론이 없이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을 주장하였다. Featherstone26)은 

유기산이 이온화 되지 않은 형태로 법랑질의 세공을 통해 확산되어 내부의 

법랑질을 용해시키고 용해된 무기물이 다시 이온화 되지 않은 형태가 되어 

법랑질 밖으로 나오는 단순확산모델을 주장하였고 Margolis58)는 치아 우식의 

과정이 단순한 탈회의 과정이 아니고 치태에서 만들어진 유기산이 법랑질의 

소공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표면층의 초기용해와 무기질의 침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탈회와 재광화가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식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기질 침착을 통하여 이미 형성된 초기 우식 

병소를 재광화 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약 60년 전, Dean 등14)이 불소의 

항우식 효과를 관찰한 이 후 많은 연구가들이 불소를 이용하여 재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조직내부 

용액에 포함된 불소가 치아의 탈회율을 감소시키고 재광화율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0, 14, 15, 42, 97, 103).  

상아질과 법랑질은 조성과 미세구조의 차이를 가지는 서로 다른 조직이다. 

상아질이 살아있는 조직인 것과 달리 법랑질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2). 이러한 이유로 불소에 대한 두 조직의 반응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법랑질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1-2 ppm 정도의 낮은 불소를 포함하는 

재광화 용액으로 실험할 때에 재광화율이 충분히 증가함을 보고한 많은 

연구가 있다 10, 19, 83, 97). Varughese와 Moreno99)는 불소농도가 0.05 ppm 

이상인 경우 법랑질 표면에서의 결정 성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고 ten 

Cate 등95)은 1 ppm의 불소를 첨가했을 때, 법랑질에서 불화인회석 침착에 

의해 불소가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재광화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 등111)은 2 ppm의 불소농도가 법랑질의 재광화에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두꺼운 표면층의 형성으로 재광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법랑질 재광화에 적합한 불소의 농도는 1, 2 ppm정도의 낮은 

농도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의 동의를 받는데 반해 상아질에서의 재광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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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불소농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이견이 많다. Kawasaki 

등50)은 고농도의 불소는 법랑질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질함량이 높은 표면하 

병소의 과도한 무기질침착을 유도하여 깊은 병소의 효과적인 재광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rends 등2)은 상아질을 0.02-10 ppm의 불소 

농도에서 재광화 실험을 시행했을 때 가장 높은 농도인 10 ppm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 침착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불소가 수산화인회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법랑질의 무기질침착은 병소의 잔존결정의 

재성장으로 예상하였다11, 51, 56). 이에 반해 상아질의 경우 우식 과정에서 

무기질의 탈회 뿐만 아니라 콜라겐기질의 가수분해성 붕괴를 포함하므로, 

상아질의 재광화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  

 

이번 실험의 목적은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불소농도에 

따른 상아질의 탈회 및 재광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화인회석 

결정형태와 배열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편제작 

치아 우식 병소의 무기질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편광현미경 관찰과 

편광현미경에서 확인된 복굴절 정도가 다른 3개 층에서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형태와 배열을 확인하기 위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로 구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동일치아에서 편광현미경 관찰을 위한 박편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파절시편을 제작하였다. 교정목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치한 소구치 10개를 선택하여 치아에 부착된 연조직과 백악질을  

큐렛으로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 건조하였다. 건조한 치아는 아크릴 레진을 

이용하여 치관 부위만 매몰하고 경화 후 low speed diamond wheel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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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tom, Struers, Denmark)를 이용하여 근첨에서 5 mm 떨어진 위치에서  

치아의 장축에 수직으로 절편을 만든 다음에 150 µm 두께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을 입체현미경(OPM-1, 동원, 대한민국)하에서 bonding agent 

(ScotchbondTM Multi-Purpose, 3M Dental Product, U.S.A) 와 nail varnish로  

3-4 mm 정도의 window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도포하였다.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제작을 위하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제작 후 남은 치근을 이용하였다. 손상이나 균열이 없는 부위에 가로 5 

mm, 세로 10 mm정도의 window를 제외하고 nail varnish를 도포하였다. 

 

2. Stock 용액의 제조 

30% 유산용액(Sigma Co.,분자량90.09,밀도1.080)부터 1 M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염화칼슘 분말(Sigma Co.,분자량147.0)로 부터 0.3 M의 용액을 

제조하였고 인산칼륨 분말(Sigma Co.,분자량136.1)로 부터 0.9 M의 인산칼륨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염화불소 분말(Sigma Co.,분자량 41.99)로 부터 100 

ppm (5.2632 mM)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림1) 편광현미경관찰을 위한 시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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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회완충용액의 제조 

탈회완충용액은 Ca2+, PO4
3-, lactic acid의 정확한 양을 stock solution에서 

취한 후, pH를 4.3으로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Ca2+, PO4
3- 이온농도를 

자동분석기(Hitachi 736-4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으며 

표.1은 탈회완충용액의 조성이다. 

표 1.  탈회 유산완충용액의 조성                      

     Lactic acid (mM)        10 

     Ca2+ (mM)                     15.6 

     PO4
3-(mM)        9.5 

     Sodium azide (mM)       3.08 

     pH       4.3 

                                                    

 4. 재광화 완충용액의 제조 

실험군으로 각각 불소농도가 1, 2, 4 ppm인 재광화 완충용액을 제조하였다. 

재광화 완충용액은 각 군 당 필요한 Ca2+, PO4
3-, lactic acid 및 F-의 정확한 

양을 stock solution으로부터 취한 후 pH를 4.3으로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Ca2+, PO4
3- 이온농도를 자동분석기(Hitachi 736-4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고 표2.는 불소가 포함된 재광화 완충용액의 

조성이다.  

                    표 2. 재광화 유산완충용액의 조성.  

      Group            1 2 3 

  Lactic acid (mM)       10      10      10 

  Ca2+ (mM)         28.5      28.2      28.6 

  PO4
3-(mM)        9.5       9.7       9.4 

  Sodium azide (mM)        3.08       3.08       3.08 

  F- (ppm)        1       2       4 

  pH       4.3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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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 치아우식의 형성  

50 cc 플라스틱 통에 완충액을 채우고 30개의 시편을 통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후 25℃ 항온조에 유지시켰다. 24시간 간격으로  증류수가 

침윤된 상태에서 그 변화를 편광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24시간, 48시간 

경과 후 대안렌즈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병소 깊이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6. 인공 치아우식의 재광화 

각 군당 10개의 50 cc 플라스틱 통에 완충액을 채우고 우식이 형성된 

시편을 통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후 25℃ 항온조에 유지시켰다.  

24시간 간격으로 7일간 증류수가 침윤된 상태에서 그 변화를 편광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병소의 깊이와 재광화 양상을 기록하였으며 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7.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준비된 9개의 50 cc 플라스틱 통에 앞서 만든 탈회완충액을 채우고 파절 

시편을 통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후 25℃ 항온조에 유지시켰다. 48시간 

경과 후  시편을 완충액에서 꺼내 증류수에 세척한 후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osteotome과 mallet 을 이용하여 치근을 파절시켰다. 이 때 파절된 시편을 

증류수에 24시간 담근 후 건조하여 보관하였고 나머지 치근은 다시 파절면을 

nail varnish로 도포하여 window만 노출되도록 한 후, 완충액을 넣은 50 cc 

플라스틱 통에 다시 넣고  25℃ 항온조에서 유지시켰다. 7일 후 시편을 

완충액에서 꺼내 증류수에 세척한 후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osteotome과 

mallet을 이용하여 치근을 파절시켰다. 이렇게 준비된 정상상아질시편 3개, 

탈회시편 3개, 군당 3개씩 9개의 재광화시편 등 총 15개의 시편을 aluminium 

stubs에 고정시킨 후 진공상태에서 도금처리하여 주사전자현미경 (Hitachi, 

S-800, Japan)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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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1. 편광현미경 관찰 

 

가. 탈회 소견  

 인공적으로 형성된 치근 우식부는 정상상아질보다 약간 높은 양성복굴절 

층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우식 병소는 상아세관을 따라 톱니바퀴 형태로 

진행된 밴드 형태의 층에 의해 뚜렷하게 정상상아질과 구별되었다. 치근 

표면에서는 약 5 µm 두께의 표면층이 형성되었고 우식본체는 중앙부에서 

병소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 병소중앙부는 

병소외곽 보다 뚜렷한 양성복굴절을 보였으며 상아세관이 소실되었다. 병소 

하방 최외곽 부위는 상아세관을 따라 진행되어 일부에서는 톱날 형태를 

형성하였으며 병소본체 하방으로  등방성층 (isotropic zone)이  형성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사진1).   

 

나. 재광화 소견 

1 ppm군은 세 군중 재광화의 양상이 가장 적었고 부분적으로는 탈회가 

증가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표면층은 시간경과와 함께 음성복굴절층이 

증가하여 재광화가 뚜렸하였으나 병소본체 상부는 변화가 적었으며 병소본체 

하부의 경우에는 양성복굴절 정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탈회소견이 관찰되었다. 

2 ppm군의 경우에는 병소본체 하부에서는 1 ppm군과 마찬가지로 

양성복굴절이 심화되는 탈회소견으로 관찰되었으나 병소본체 상부의 경우 

음성복굴절층의 증가로 표현되는 재광화 소견이 표면층 뿐만 아니라 병소본체 

상부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4 ppm군의 경우 재광화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 군이다. 표면층 및 병소본체 상부의 음성복굴절의 재광화 

밴드층의 폭 증가가 1 ppm군이나 2 ppm군에 비해 가장 많았고 병소본체 

상부 뿐 아니라 병소본체 하부에서도 재광화소견이 분명하게 관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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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아질과 구별되지 않았다.  

 

재광화 양상이 가장 적게 관찰된 1 ppm군에서는 부위에 따라 재광화 및 

탈회의 양상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치근표면에서의 재광화층의 폭은 재광화 

1일의 5 µm에서 재광화 7일의 20µm 정도로 증가하여  2, 4 ppm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병소본체 상부의 경우 2, 4 

ppm군에서는 음성복굴절로 관찰되는 이차적인 재광화 밴드의 형성이 활발한 

데 비해 1 ppm군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병소본체 하부의 경우에는 

재광화보다 탈회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며 양성복굴절이 진행되어 

상아세관의 형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병소 전면과 연결되는 등방성을 

나타내는 층의 존재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소실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며 

정상상아질보다 양성복굴절을  보이는 병소본체 하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병소전면이 정상상아질 쪽으로 이동하여 전체병소 폭이 증가하였다. (사진2- 

1ppm군).   

2 ppm군의 경우 표면층과 병소본체 상부의 재광화 양상은 4 ppm군과 

비슷하게 활발하게 관찰되었다. 비록 초기에 전체 병소의 폭은 증가하였으나 

뚜렷하게 양성복굴절을 보이던 병소본체 상부가 중심부로 향하여 축소되었고 

그 사이에 상아세관과 수직방향으로 음성복굴절로 관찰되는 재광화 밴드가 

형성되었으며 그 폭도 시간경과와 함께 증가되었다. 초기 3일간은 계속적인 

재광화가 진행되어 병소본체 상부에서는 양성복굴절층이 음성복굴절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병소본체 하부에서는 1 ppm군과 마찬가지로 탈회의 양상이 

우세하였고 상아세관의 소실과 함께 양성복굴절이 증가하였다 (그림2-2 

ppm군).  

4 ppm군의 경우 병소의 재광화가 제일 뚜렷하였다. 음성복굴절로 관찰되는 

우식표면층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계속 증가하였다. 양성복굴절로 관찰되는 

병소본체 상부에서는 음성복굴절을 띠는 밴드형태의 재광화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되어 그 폭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은 처음 4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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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사진2-4ppm군). 음성복굴절로 관찰되는 톱니형태의 불규칙한 

층이 기존 치근표면 위로 새로이 침착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새로이 침착된  

최외곽층과 밴드형태의 재광화층에서는 상아세관의 형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4 ppm군의 경우에는 1, 2 ppm군에서 관찰되는 병소본체 하부층의 양성복굴절 

증가와 상아세관 소실의 양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시간경과에 따라 거의 

정상상아질과 비슷한 복굴절정도로 회복되어 병소와 정상상아질 경계면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들었다.  

 

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가. 정상상아질  

정상상아질에서는 상아세관과 관주상아질, 그리고 관간상아질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사진3-A). 상아세관의 경우 치근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그 수와 

차지하는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표면에서 50 µm 떨어진 부위에서는 그 

지름이 0.2-0.4 µm정도이었으나 200 µm 떨어진 부위에서는 그 지름이 0.5- 

0.8 µm, 300 µm 위치에서는  0.9-1.1 µm 정도로 관찰되었다. 관주상아질의 

경우 비교적 작고 크기가 고른 (10-20 nm)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결정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는데 비해 관간상아질을 이루는 

결정은  결정들이 서로 뭉쳐져 있는 양상이며 그 크기도 10-40 nm로 그 

편차가 크며 뭉쳐져 있는 조직 사이로 공간이 관찰되었다.  

 

나. 탈회 소견 

정상상아질과 비교했을 때 낮은 무기질함량과 다공성으로 인하여 표면이 

매우 거칠게 관찰되었고 상아세관 내에서는 유기기질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자연치아 우식에서 관찰되는 상아 세관의 폐쇄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사진3-B). 탈회상아질의 우식 깊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치근표면에서 50 µm 깊이에서는 정상상아질과 비교시 관주상아질의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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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됨이 관찰되었으나 상아세관의 연속성은 지속되었다.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관주상아질의 경우 정상상아질과 비교시 큰 차이가 없으나 

관간상아질의 경우에는 정상상아질과 비교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가 

약간 커졌으며 결정무리 사이로 빈 공간이 증가되었다. 100-150 µm 깊이에서 

관찰되는 양상은 50 µm에서 관찰된 양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상아세관의 

지름은 조금 넓어졌으며 관주상아질을 구성하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도 

커졌다. 또한 상아세관에서의 분지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그 크기도 넓어졌다. 

좀 더 심부인 170-250 µm지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데 상아세관의 수와 

크기가 치수강에 다가갈수록 커지며 관주상아질은 정상상아질에서 관찰되는 

관주상아질에 비해 두께가 얇고 상아세관 내로의 돌출양상이 적게 관찰되었다. 

관간상아질 내의 공간은 증가되었고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정상상아질에 비해 크게 관찰되었다. 

 

다. 재광화 소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한 무기질 분포 양상에 따라 각각 표면층, 병소본체 

상부층, 병소본체 하부층의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시행하였다. 병소상부에서는 무기질 침착의 양상이 뚜렷하였고 1, 2 ppm군의 

병소본체 하부에서는 탈회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회의 

양상에서도 각각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15-25 nm로 정상상아질의 

8-15 nm 보다 컸다. 무기질 침착이 과도하게 진행된 표면층에서는 구형의 

결정집합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구조물은 불화칼슘 결정체로 생각되었다.  

 

(1) 1 ppm군  

치근 표면에서 50 µm 깊이까지 표면층이 관찰되었다. 이 층은 상아세관의 

형태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며(사진 4-A) 10-30 nm정도 크기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공간이 없이 배열되어있다. 이곳의 수산화인회석 배열구조는 정상 

상아질에서 관찰되는 스핀들 형태의 결정체가 관찰되지 않고 수산화인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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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규칙 없이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다(사진7-C). 치근표면에서 50-160 

µm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되는 병소본체 상부층에서는 상아세관의 관찰이 

어려웠다. 발견된 상아세관도 관주상아질에서 돌출된 구조로 반쯤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1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했을 때 표면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새로운 결정의 침착으로 대표되는 재광화 소견도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결정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앙부 결손이 폭 넓게 관찰되는 

탈회의 양상이 우세하였다(사진4-B). 100,000배로 확대했을 때에는 

관주상아질이 관간상아질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수산화인회석결정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었다(사진8-B).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정상상아질에서 많이 관찰되는 10-15 nm정도의 결정보다 조금 큰 15-30 nm 

정도로 각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합쳐져 있는 듯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상아세관의 지름도 많이 감소되어 보였으며 관간상아질 내의 공간도 탈회 

시편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치근 표면에서 160-300 µm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되는 병소본체 하부층에서는 분명한 무기질 소실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사진 4-C는 치근표면에서 200 µm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10,000배에서 관찰했을 때 유기기질로 만들어진 그물망과 같은 

구조로 관찰되었다. 100,000배로 관찰했을 때 이러한 그물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형태는 오각형의 마름모 형태가 제일 많았다. 상아세관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관주상아질의 구별이 불가능하였다. 수산화인회석 결정은 

15-30 nm정도로 정상상아질보다 컸고 서로 융합되어 있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사진9-B). 

 

(2) 2 ppm군  

치근 표면에서 50 µm까지 표면층이 관찰되었다. 이 층은 상아세관의 형태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1 ppm군 소견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치근 

표면에서 50-180 µm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되는 병소본체 상부층에서는 

100-500 nm의 지름을 갖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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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A). 1 ppm군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탈회 소견인 결정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앙부 결손이 그 빈도와 크기가 감소되었다(사진5-B). 

10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했을 때, 관주상아질은 관간상아질과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며 관주상아질을 구성하는 수산화인회석결정의 크기도 약 10-30 

nm정도로 정상상아질이나 탈회상아질에서 관찰되는 결정의 크기보다 컸다. 

관간상아질에서 관찰되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정상상아질에서 많이 

관찰되는 10-20 nm정도의 결정보다 조금 큰 15-30 nm 정도이고 결정과 

결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합쳐져 있는 듯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사진8-C).  

병소본체 하부층에서는 상아세관, 관주상아질 및 관간상아질의 형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상아세관의 지름은 약 0.6-0.8 µm정도였고 동일 

부위의 정상상아질에서 보다는 넓어져 있었으나 탈회상아질보다는 축소되어 

관찰되었다. 관주상아질은 정상상아질과 비교시 부분적인 상실이 

관찰되었으나 탈회군과 비교시에는 상아세관 내로의 돌출이 보이고 그 폭도 

증가되었다.  

 

(3) 4 ppm군 

 표면층에서는 상아세관이 잘 관찰되지 않고 빈 공간이 없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집합체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표면층 사이로 결정들이 뭉쳐져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관찰되는 구조물이 흩어져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을 

이루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10-30 nm 정도로 정상상아질에서 

관찰되는 결정의 크기보다 컸다. 100,000배 확대사진에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가 30-50 nm로  정상상아질에서 관찰되는 결정의 크기보다 

컸으며 결정들은 서로 뭉쳐져서 파이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결정사이의 긴 

공간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사진6-A). 병소본체  상부층을 1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할 때 비교적 크기가 큰 (30 nm)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많이 

관찰되었다(사진6-B). 관간상아질에서는 전자밀도가 1,2 ppm군과 비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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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지만 정상상아질에서 관찰되는 전자밀도 보다는 낮았다. 

관간상아질의 수산화인회석 결정 크기도 정상상아질에서 보다는 컸다. 4 

ppm군에서는 병소본체 상부와 하부의 관찰양상에 큰 차이가 없었다. 

관간상아질의 전자밀도는 좀더 높아져 입자사이의 빈 공간이 적게 관찰되었다 

(사진6-C). fiber 형태로 길게 배열된 수산화인회석의 클러스터가 관찰되며 

수산화인회석의 결정 크기는 정상상아질에서 보다 크게 관찰되었다(사진9-D). 



 

 14

사진1. 탈회 시편의 편광현미경 관찰.  

 

                                    

 

 

 

 

 

 

 

 

 

 

사진2. 재광화 시편의 시간경과에 따른 편광현미경 관찰.  

 

 

 

 

 

 

 

 

 

 

 

 

 

 

 

 

 

 

 

 

 

  

 

1 ppm군 2 ppm군 4 ppm군 

100배로 확대한 편광현미경 사진

이다. 상아질 우식 병소는 정상

상아질보다 약간 높은 양성복굴

절로 관찰되었고 상아세관을 따

라 톱니바퀴형태로 진행된 분명

하게 구분되는 밴드 형태의 층에

의해 정상상아질과 경계를 이루

고 있다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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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정상상아질과 우식상아질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 B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표면층, 병소본체 상부, 병소본체 하부의 3 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다. 표면층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병소본체 상부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갔으며

상아세관의 형태가 구분되지 않았다(4 ppm 군 5 일 사진에서의 화살표시). 병소본체

상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표면층 폭 증가와 함께 내부에서도 투명한 재광화 밴드가

다수 형성되어 병소 폭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불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관찰되었다(4 ppm 군 7 일사진에서의 화살표시). 병소본체 하부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병소전면이 정상상아질쪽으로 이동하였고 양성복굴절 정도도

증가하였다 (2 ppm 군 5 일사진에서의 화살표시).   

정상상아질과 탈회상아질의 10,000 배 확대사진이다. 정상상아질에 비해 탈회상아질의 경우

무기질 소실의 양상이 분명하였다. 탈회상아질의 파절면은 정상상아질에 비해 다공성의

구조로 관찰되었고 표면의 거친 결정체들이 관찰되지 않아 결이 부드럽게 관찰되며

군데군데  유기기질의 섬유가 노출되었다. 

(사진 A 의 화살표는 인회석 결정체를 표시하고 사진 B 의 화살표는 상아세관 내 노출된

콜라겐섬유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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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1 ppm군의 수산화인회석 결정배열의 변화양상  
 

( A,B,C,D는 각각 치근표면에서 50,150,200,250 µm 깊이에서 10,000배로 촬영한 사진임) 

 

 

 

 

 

 

 

 

 

 
 

 

 

 

 

 

 

 

 

 

 

 

 

 

 

 

 

 

 

 

 

 

 

 

 

A B

C D

1 ppm 의 불소가 포함된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50 µm 깊이에서는(사진 A) 수 많은 수산화인회석 결정체가 거칠게 침착되어

hypermineralization 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사진 A 의 화살표). 편광현미경에서 투명한

밴드 형태의 표면층으로 관찰되는 이 층은 과도한 무기질침착으로 인하여 상아세관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다. 병소본체 하부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에서는 무기질이

소실되어 콜라겐섬유로 형성된 유기기질망 주위에만 수산화인회석결정이 남아있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1 ppm 군의 경우 병소본체 상부의 무기질침착과

병소본체 하부의 무기질소실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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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2 ppm군의 수산화인회석 결정배열의 변화양상  
 

( A,B,C,D는 각각 치근표면에서 50,150,200,250 µm 깊이에서 10,000배로 촬영한 사진임) 

 

 

 

 

 

 

 

 

 
 

 

 

 

 

 

 

 

 

 

 

 

 

 

 

 

 

 

 

 

 

 

 

 

 

 

A B

C D

2 ppm 의 불소가 포함된 재광화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1 ppm 군에 비하여 재광화

소견이 분명하였다. 특히 치근표면에서 150 µm 까지는 1 ppm 군 뿐만 아니라 정상

상아질소견보다도 hypermineralization 되어 있으며 표면층에 많은 결정 침착으로 매우

거칠게 관찰되었다 (사진 A 의 화살표). 그러나 200 µm 이하의 병소본체 하부에서는

표면층에 비해서 다공성이 높게 관찰되었다 (사진 C 의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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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4 ppm군의 수산화인회석 결정배열의 변화양상  
 

( A,B,C,D는 각각 치근표면에서 50,150,200,300 µm 깊이에서 10,000배로 촬영한 사진임) 

 

 

 

 

 

 

 

 
 

 

 

 

 

 

 

 

 

 

 

 

 

 

 

 

 

 

 

 

 

 

 

 

 

 

 

A B

C D

4 ppm 의 불소가 포함된 재광화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에, 전체병소의 재광화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표면층에서는 수  많은 수산화인회석 결정 침착으로 인하여 면이

거칠어졌으며(사진 A 의 화살표), 상아세관의 형태도 거의 확인하기 힘들었다. 4

ppm 군에서는 1 ppm, 2 ppm 군에서 탈회의 양상으로 관찰되던 병소본체 하부에서도

분명한 재광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상아세관의 관찰이 힘들었고 관찰되는 상아세관

내에서도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침착으로 인해 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관찰되었다(사진 D의 화살표). 전체적으로 4 ppm 군은 정상상아질 및 재광화 1 ppm, 2

ppm 군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재광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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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표면층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

B C

사진 A 는 정상상아질, 사진 B 는 탈회상아질, 사진 C 는 1 ppm 의 재광화 용액으로

7 일간 처리했을 때, 치근 표면에서 50 µm 떨어진 표면부에서 100,000 배로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정상상아질의 수산화인회석 결정크기가 8-15 nm 인 것과 비교시,

재광화군에서는 15-25 nm 로 결정 성장이 관찰되었고 결정들이 서로 융합된 형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재광화군의 표면층에서는 정상상아질과 비교시 스핀들 형태의

결정체가 관찰되지 않고 결정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20

사진8. 병소본체상부층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 B

C D

사진 A 는 정상상아질에서, 사진 B 는 1 ppm, 사진 C 는 2 ppm, 사진 D 는 4 ppm 의

재광화 용액으로 7 일간 처리했을 때의 치근 표면에서 100-150 µm 떨어진 병소본체

상부층에서 100,000 배로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이곳의 결정크기도 정상상아질에

비해 크게 관찰되었다. 재광화군에서는 표면층과 달리 스핀들 모양의 결정체의 방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정상상아질에서보다는 짧게 관찰되었다. 수산화인회석의 밀도는

정상상아질과 비슷하게 관찰되었다(사진 A 에서의 화살표는 스핀들 형태의 인회석 결정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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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병소본체하부층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 B

C D

사진 A 는 정상상아질에서, 사진 B 는 1 ppm, 사진 C 는 2 ppm, 사진 D 는 4 ppm 의

재광화 용액으로 7 일간 처리했을 때 치근표면에서 100-150 µm 떨어진 병소본체

상부층에서 100,000 배로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4 ppm 군에서는 정상상아질과 큰

차이가 없으나 1 ppm 군과 2  ppm 군에서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소실이 관찰되었다.

특히 1 ppm 군의 경우에는 Type1 콜라젠 섬유로 구성된 기질 주위로만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다(사진 B의 화살표). 그러나 무기질소실이 많이 관찰된

1 ppm 군에서도 수산화인회석 결정 하나하나의 크기는 정상상아질에서 관찰되는 결정

크기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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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수산화인회석결정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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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 상아질과 재광화 상아질의 200,000 배 확대사진이다.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 했을 때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 성장이 확인되었다. 탈회군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10-15

nm 정도로 관찰되었으나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15-30 nm 정도로 커졌다.

상아질을 탈회완충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중앙부에 손상이 많이

일어났고 결정 외곽부로 용해가 일어나 공간이 넓어졌다. 탈회상아질을 다시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이러한 중심부손상이 회복되었고 외곽부의 공간도 줄어들었다

(사진 A 에서의  화살표는 결정의 중앙부손상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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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수산화인회석결정의 재광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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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1 ppm 군에서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배열상태를 100,000 배로 확대하여 비교하였다.

사진 A 에서는 콜라겐기질 원섬유를 중심으로만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관찰되고 있으며 사진

B, C, D 로 갈수록 재광화 양상이 분명해지는데 이의 양상은 유기기질망을 둘러싼

수산화인회석결정이 확장되어 스핀들 형태의 결정체를 형성하며  섬유간 영역( Interfibrillar

region)을 채우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사진A의 화살표는 섬유간 영역을 표시하고 사진B의

화살표는 스핀들형태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체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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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일반적으로 구강 내 환경에서 재광화를 유도했을 때 결정이 유기물질로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이 적고 외부 용액으로의 이온의 

확산속도가 느려 재광화를 제한하며 법랑질 인회석이 서로 다른 조성의 

인회석으로 구성되어 Ca/P비가 다양하며 타액단백질, 치태세균과 같은 침전 

방해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우식 병소의 재광화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93). 또한 인공우식 병소로 재광화를 연구할 때 병소를 비교적 

규격화하여 재현함으로써 실험상 변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넓은 

병소를 얻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실험조건을 한 병소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4). 이번 연구에서는 우식의 진행과 재광화를 규격화된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식병소가 아닌 인공우식 

병소를 형성시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인공우식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ilverstone74)이 제안한 

acid gel system과 Moreno 등64)이 제안한 acid buffer system 등이 있다. 

Acid gel system은 자연치아의 초기 우식과 유사한 형태의 병소를 

재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형성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우식 형성방법 중 Moreno64), 이110) 가 사용한 acid buffer 

system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acid buffer system으로 형성된 인공적인 치아 

우식은 수일 내에 병소를 진행시킬 수 있어 단 시간 내에 탈회 및 재광화 

등의 실험을 진행시킬 수 있고 우식 형성에 관계하는 여러 인자를 분리해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데 반해 우식 형성이 빠름으로써 암층, 

투명층 등의 자연우식 병소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화도를 변화시켜 우식 진행을 느리게 하여 자연우식 병소와 

유사한 병소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치아우식의 진행 및 재광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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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radiography39), x-ray diffraction study1), calcium, fluoride등의 

미세이온 측정법, electron probe microanalysis39)등이 있으며, 정성적 

분석방법으로는 편광현미경12),  미세경도측정법34), 전자현미경40)등이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 중 대표적인 microradiograph를 이용하는 방법은 

병소부위를 soft x-ray로 촬영하여 이것을 computer상에서 densiometric 

analysis시행하여 실험 전후의 광물의 가감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39). 이때에는 

광물질 소실의 변화인 Δ Z(µm.vol%)가 정량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특정 부위의 무기물의  profile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수분이 전체 부피의 30%를 차지하는 상아질의 연구에 있어 수분의 건조는 

microradiograph를 이용한 연구의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우식형성 및 재광화과정 중에  나타나는 상아질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편의 부위에 따른 무기질 

분포양상을  편광현미경을 통하여 관찰 한 후 각각의 층을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관찰하여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형태, 크기 및 배열양상의 변화를 추적 

하였다.  

 

편광현미경 관찰에서는 물질의 복굴절의 차이를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복굴절은 구성 요소나 구조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진동할 때 

속도가 다른 편광된 빛을 허용함으로써 일어난다. 이러한 복굴절은 두 

평면사이의 빛의 속도의 차가 클수록 복굴절의 강도도 커진다. 염화나트륨과 

같은 구조가 대칭적인 결정에서는 편광된 빛이 모든 평면에서 결정을 통과할 

때 같은 속도로 통과함으로써 등방성(Isotropic)을 보인다. 복굴절은 크게 

본질적인 복굴절과 형태적 복굴절로 구분되는데 본질적 복굴절은 동일 

결정이나 구조에서 두 평면을 따라 다른 전달속도로 인하여 생기는 

복굴절이고 형태적 복굴절은 소위 혼합된 물체의 광학적특성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성분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섬유성 배열에서는  파이버에 

의존하여 양성복굴절을 나타내고 층 구조를 가지거나 엽상배열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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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원판의 중심을 통하는 축에 의존하여 음성복굴절을 보이며 물속에 

있는 유리구술과 같이 구형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체의 지름에 

의존하여 양성복굴절을 보인다104). 이러한 편광현미경의 특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들이 치아우식을 연구하였다. Wefel 등102)은 침윤 매개로 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병소 본체와 건전 상아질 간에 명확한 구분이 나타나고 

병소 본체 내에서도 투명한 밴드 형태의 재광화층이 관찰됨을 보고하였고 오 

등109) 도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우식 연구를 통하여 병소 본체의 증가가 pH가 

증가할수록 느리게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microradiograph나 

일반 조직현미경 대신 편광현미경을 사용한 이유는 탈회된 각 층의 입자의 

성질에 따라 복굴절의 변화를 나타내 병소의 진행에 따른 층의 구별이 

가능하고 microradiograph에서 나타나는 상아질 교원섬유의 수축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microradiograph보다 치근에서 백악질과 상아질의 

구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부위에 

따른 병소의 정성적 차이 즉, 무기물의 분포 양상과 transport mechanism 과 

같은 물리적조건을 관찰함으로써 주사전자현미경관찰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전자현미경의 사용은 우식 상아질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내는데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자현미경관찰은 결정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생물계에 존재하는 결정들을 구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치근 우식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관찰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자연치아에서의 관찰이 많은데 Schüpbach 

등69)의 자연치근에 대한 전자현미경 연구에 의하면, 상아세관이 관주상아질 

에서 유래한 바늘상의 결정체에 의해 폭이 좁아짐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정체는 관간상아질에서 관찰되는 수산화인회석 결정 크기보다 비슷하거나 

컸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인공우식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Takuma 

등90)은 상아질의 EPMA 관찰을 통하여 재광화된 표면층은 불소와 칼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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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로 관찰되었고 결정 구조도 정상상아질에 비해 매우 커짐을 

관찰하였으며 탈회된 부위에서는 칼슘, 인, 마그네슘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고 

결정크기에 있어서도 재광화 부위 보다는 작지만 정상상아질에서 보다는 큰 

결정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결정형태의 

구별은 pyrophosphate, zinc, CO2 와 같은 순수하지 않은 이온이 결정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여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54). 또한 Arends 등3)은 시료의 처리과정에서 인공 

결손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말층의 제거를 위한 산처리 과정에서 다공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연마시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ur 나 saw를 이용한 연마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osteotome과 mallet으로 치근을 파절시켜 도말층 형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오 등109)은 상아질을  탈회했을 때 상아세관을 통해 산의 침투가 급격히 

일어나므로 초기에는 탈회가 급격히 증가되다가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 등의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약 

300 µm 두께의 명확한 양성복굴절의 병소본체와 음성복굴절의 병소전면 

(lesion front)이 관찰되는 pH 4.3, 포화도 0.160의 유산완충탈회 용액에서 

2일간 탈회를 시켰다. 재광화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Levine과 

Rowles56)은 불소가 함유된 burshite 과포화 용액에서 재광화 실험을 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불소농도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소의 농도가 감소하였고 특히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했을 때 그 감소 폭이 초기 3-4일에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Buskes 

등7)은 bovine incisor를 이용하여 실험하여 360시간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de 

Rooij와 Nancollas13)는 10-15시간 후 재광화가 정체한다고 하였으며 Arends 

등2)은 더 이상의 불소가 추가되지 않을 때 병소 폭과 무기질 소실량의 감소가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듬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용액 내 불소농도의 

감소와 표층의 fluoroapatite침착에 의한 더 이상의 재광화 용액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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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억제로 인하여 용액으로부터 병소심부로의 불소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험 조건 중 가장 높은 불소 

농도를 가진 4 ppm군에서 초기 3일간 재광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재광화가 정체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pH가 인공적인 치아 우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pH가 높아짐에 따라 이온화 되지않은 형태의 

산이 적어짐으로써 치아 표면부를 통과하는 산의 양이 줄어 병소의 진행이 

느려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용해와 확산이라는 균형 사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즉, 낮은 pH에서는 치질의 용해작용이 활발하여져서 

porosity도 늘어날 것이며 산의 확산도 늘어나서 탈회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탈회에 대한 pH의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으나 재광화에 

있어서의  pH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Gerdin38)과 Koch 등52)은 

250 ppm의 불소를 포함하는 pH 5.5의 산성치약이 1000 ppm의 불소를 

포함하는 중성치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좋음을 보고하였고, Featherstone 

등32)은 재광화에 있어서 pH 6-8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Margolis 등59)은 1 

ppm의 불소가 포함된 탈회용액과 중성용액에 노출된 법랑질을 조직 검사하여 

탈회용액으로 처리했을 때는 총 광물질의 손실이 관찰되지 않고 법랑질의 

불소 함유량이 증가한데 반해 중성용액으로 처리했을 때는 불소의 유입이 

관찰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재광화에 있어 산성용액이 중성용액보다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치태내의 pH는 5.69로 타액이나 혈액의  

6.7, 7.35보다 낮았으며63) 우식유발 미생물 중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Streptococcus mutans에 의해 sucrose가  분해되어 lactic acid를 형성되면 

이러한 산에 의하여 pH가 4.3까지 떨어진다66)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칼슘과 포스페이트가 과포화된 pH 4.3의 유산완충액을 

재광화 실험을 위한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불소농도가 각각 1, 2 ppm인 1군, 2군의 경우 칼슘과 포스페이트가 과포화된 

재광화 용액 내에서도 계속적인 병소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재광화 



 

 29

용액의 pH가 4.3으로 낮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법랑질과 달리 

상아질의 경우 표면층이 두껍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김 등106)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pH가 높은 경우 더 많은 재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소의 항우식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에서, 불소의 항우식 효과가 치질에 

결합된 불소가 아니라 치아-치태 경계면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에 의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58).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많은 연구가들이 2 

ppm 이하의 불소가 함유된 재광화 용액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한 등111)은 

법랑질의 재광화 불소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실험에서 1, 2, 4 ppm군 

중 2 ppm군에서 심부까지 불소가 침착되어 재광화가 잘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법랑질에서 검증된 불소의 효과를 상아질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조건의 용액을 상아질에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번 실험결과 재광화의 양상과 정도는 법랑질에서 2 ppm의 불소이온 

농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재광화가 일어난 것과 달리 4 ppm인 3군에서 가장 

많은 재광화가 일어났다. 이는 법랑질에서 동일 완충액으로 처리했을 때, 

표면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더 이상의 재광화가 억제된 것과 달리 

상아질에서는 상아세관을 통한 용액의 이동이 심부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고 상아질과 법랑질의 산에 대한 용해도 차이에 의한 것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McIntyre 등62)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두께의 백악질을 가지는 

인공치근 우식에서 결과적인 병소 깊이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McIntyre 등62)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acetate 탈회완충 용액을 

사용했을 때, 치근표면에서의 백악질의 제거가 우식 초기에 남아있는 

상아질의 탈회율과 탈회 깊이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탈회를 7일 

시켰을 경우에는 탈회율이 감소하여 정상치근에서 동일기간 탈회시킨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실험에서 백악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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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서는 잔존하는 백악질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악질의 두께는 

약 5-10 µm정도로 전체 병소의 평균인 300 µm보다 비교적 적은 양으로 

백악질의 구조가 상아질이나 법랑질보다 수분이 많고 광물질이 적으며 

다공성이어서 이온의 이동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되나 본 실험에서의 탈회기간이 2일이므로 백악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백악질이 완전히 제거된 시편에서 보다 적은 병소깊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동일한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을 시행하여도 우식 발생 및 재광화의 양상은 

치아에 따라 혹은 같은 치아 내에서도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이러한 

현상은 치령, 구강 내 존재할 때 환경의 차이, 식이습관, 불소도포, 

법랑질조성의 차이 등에 의해 치아 우식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 

치아 당 3개 또는 6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3군에 골고루 분배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손으로 상아질표면에 exposure window를 형성하였는데,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indow size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일같이 시편을 꺼내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 중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eGeros54)는 인회석 결정의 구조적안정성의 증가,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인회석과 비교시 c축의 변화가 없는 a축의 수축, 결정 크기의 증가와 

용해도의 감소 등의 이유로 불소가 우식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저술하였다. 또한, Levine과 Rowles56)는 solid brushite (DCPD)로 포화된 

완충불소 용액이 우식 상아질의 재광화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는데 이 때, 

적정 불소농도는 5-20 ppm이며 불소농도가 100 ppm 이상에서는 재광화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2, 4 ppm의 불소 

농도로 나누어 재광화 효과를 조사한 결과 4 ppm의 불소농도가  1, 2 

ppm보다 전체병소의 재광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불소를 포함한 유산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2 ppm의 불소가 법랑질의 재광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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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임을 보고한 한 등111) 의 실험과 동일한 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을 

시행하였으나, 상아질에는 법랑질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  2 ppm 이 아닌 

4 ppm의 불소농도가 더 효과적임이 관찰되었으므로 향후 상아질에 대한 

불소이온의 재광화 연구를 위하여는 4 ppm 이상의 불소농도를 이용한 실험을 

시행하여  재광화에 최적의 불소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질의 손실에 의해 뚜렷한 음성 및 양성복굴절을 표현하는 법랑질과 

달리 상아질의 경우 방향성을 갖는 콜라겐 파이버의 존재와 재광화 양상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칼슘-포스페이트 결정체 등의 영향으로 복굴절정도가 매우 

복잡하게 표현되었다.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고 남은 

백악질의 경우 초기에는 음성복굴절이 유지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음성복굴절이 소실됨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음성복굴절의 상실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표면층에서 관찰되는 크고 작은 원형의 

칼슘-포스페이트 결정체의 침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형의 

결정은 형태적 복굴절을 야기하여 뚜렷한 양성복굴절로 관찰되는데 세 군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층이 일정 두께로 증가하며 양성복굴절의 정도가 

뚜렷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우식 본체의 경우에는 법랑질에서는 우식의 

진행에 따라 양성복굴절이 음성복굴절로 변화되는데 상아질의 경우에는 

우식의 진행에 따라 양성복굴절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식의 진행은 

불소의 농도가 각각 1, 2ppm인 1, 2군에서는 과포화용액을 이용한 재광화 

실험을 할 때에도 계속 진행됨이 관찰되어 편광현미경상에서 상아세관의 

존재가 상실되고 양성복굴절정도가 증가되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양성 

복굴절의 증가는 우식의 진행을 의미한다. Vizioli100)는 정상상아질의 경우 

상아세관과 평행인 intertubular zone의 강한 복굴절를 보이나 

우식상아질에서는 이러한 복굴절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뀜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양성복굴절로 관찰되는 표면층과 우식 본체 사이에 음성복굴절 또는 

등방성으로 관찰되는 층이 상아세관과 평행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관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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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층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상아세관의 형태가 구분되지 

않고 무기질침착이 과도하게 일어난 재광화층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밴드형태의 재광화층은 Dietz등16)에 의해서도 보고되는데,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밴드형태의 재광화층의 X-ray microanalysis로 측정한 

칼슘양은 정상상아질의 약 99.6 %로 측정되어 정상상아질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우식 상아질에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0,000 배 확대하여 관찰했을 때, 

무기질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상아세관, 관주상아질, 관간상아질 등의 

미세구조의 견고성은 비교적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Arends 등4)의 실험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로 이들은 microradiograph 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실험한 인체 내 실험에서 정상상아질의 50 vol%의 무기질 함량을 가진 

경우에도 이러한 미세구조의 견고성이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탈회상아질의 파절면은 정상상아질에 비해 다공성의 구조로 관찰되었고 

표면의 거친 결정체들이 관찰되지 않아 결이 부드럽게 관찰되었으며 군데군데  

유기기질의 섬유가 노출되어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아세관 내의 원섬유의 

존재는 Takuma87)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우식 시편에서 미세구조의 견고성이 유지된 것과 달리 1 

ppm의 불소가 포함된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미세구조의 파괴가 병소 

본체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부위는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양성복굴절 

정도가 증가하고 상아세관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음성복굴절이 사라진 부위로 

병소본체의 심부였다. 이러한 파괴양상은 탈회와 재광화가 같이 일어나는 

재광화 과정에서 용액 내의 불소, 칼슘, 포스페이트 등의 재광화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표면층 및 병소본체의 상부의 재광화 과정으로 인하여 소진되어 

재광화율보다 탈회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아질의 재광화에 있어서는 과포화 유산완충용액의 pH를 높여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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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으로 100,000배 또는 200,000배로 관찰했을 때, 

정상상아질과 탈회상아질의 수산화인회석결정의 크기가 관간상아질의 경우 

10-15 nm정도인 것과 비교하여 재광화 상아질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은 그 

크기가 1.5배에서 2배 까지 증가하였고, 결정의 형태도 정상상아질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크기가 비슷한 원형 또는 오각형, 육각형의 결정형태가 

관찰되는 것과 달리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형과 비슷한 형태의 

결정형태가 관찰되었고 스핀들 형태의 결정 모임의 길이도 짧아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LeGeros54)의 저술과 동일한 결과이다.  

탈회상아질의 200,000 배 확대사진에서 수산화인회석 결정 중앙부의 

손상이 많이 관찰되었고 결정 외곽부로 용해가 일어나 공간이 넓어짐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이러한 중심부손상이 

적게 관찰되고 외곽부의 공간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가의 실험에서도 보고되었는데 Holmen 등43)은 인공우식의 

초기에 수산화인회석 결정에 부분적인 용해가 일어나고 그 결과 입자 사이의 

공간이 증가하고 이 공간을 통해 무기질 이온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ayashi 등41)은 고해상도 TEM 을 이용한 연구에서 우식이 

발생할 때 입자의 변연부가 소실되고 동시에 수산화인회석 입자의 중앙에서 

용해가 일어나 중앙부 천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박 등 108)은 

AFM 을 이용하여 탈회시에 수산화인회석 입자의 중앙부와 변연부가 용해되며 

입자사이의 간격이 넓어짐을 보고하였으며 LeGeros54)는 상아질의 

인회석결정에서 중심부의 dark line 또는 중심부의 결함이 관찰됨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중심부 결손은 재광화되면서 이러한 결손이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표면층에서는 크기가 커진 원형의 비교적 균일한 수산화인회석 결정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다. 이러한 층은 하방의 선상이나 

그물상으로 관찰되는 부위와 달리 공간을 촘촘하게 덮고 있는데, 이러한 층은 

Arends등2)이 보고한 hyper-mineralization zone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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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함량이 정상상아질에서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편광현미경에서는 

음성복굴절이 높게 관찰되어 투명하게 관찰되는 부위이다.  

병소본체 상부층의 경우 정상상아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치아 우식에서 관찰되는 상아세관의 폐쇄성 변화92)도 

일부에서 관찰되지만 비교적 상아세관의 형태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관찰되었으며 표면에 granular surface texture를 가지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원형의 표면특징이 이 층을 편광현미경 관찰했을 때 음성복굴절이 

증가하여 투명층으로 관찰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찰은 

Takuma가 법랑질에서 관찰한 양상과 유사하다88). 그러나, 10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크기는 상아세관 내 관주상아질이나 

관간상아질에서 정상상아질이나 탈회상아질에 비해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관찰은 LeGeros53)가 주장한 (F,OH)-apatite 결정의 형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군 모두에서  불화칼슘으로 생각되는 원형의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LeGeros는 포스페이트이온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수한 

불화칼슘은 각형이지만 포스페이트이온이 존재 시에는 이러한 형태가 

구형으로 변형됨을 보고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표면층의 수 많은 구형의 

결정구조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이 불화칼슘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사실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XRD pattern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식병소본체 하부에서는 병소내의 무기질이 많이 소실된 

형태로 관찰되었다. 특히 1 ppm의 불소를 포함한 재광화 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어 그물망 형태의 기질원섬유를 둘러싼 

수산화인회석 결정만이 남아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체 무기질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인회석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구강 내에서의 상아질 우식의 진행양상을 관찰할 때도 

일어나는 데 자연우식 에서는 우식 진행시에 그물망 형태의 유기기질 주위의 

수산화인회석과 함께 세균의 침투가 관찰되는데, 이 때 관찰되는 

수산화인회석의 크기는 정상 상아질에 비해 작아짐을 보고하였다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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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군에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배열상태 관찰에서 상아질 우식의 재광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우식이 진행되어 유기기질 주변의 수산화인회석 

결정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소와 함께 높은 농도의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공급하면 기질원섬유 주변의 수산화인회석이 연장되어 스핀들 형태의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결정체가 섬유간구역(interfibrillar region)을 

채우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Watson 과 Avery101)가 햄스터의 

치아 발생과정에서 상아질의 무기질 침착을 관찰했을 때의 양상과 

비슷하였다.  

 

많은 연구가들이 재광화의 가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Levine55)은 

재광화가 우식에 의해 탈회된 콜라겐섬유에 과포화된 용액으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인회석결정의 침착이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결정의 성장으로 

추론하였으며, 그 다음해 계속된 실험56)을 통하여 결정성장에 의한 

재광화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Klont 와 ten Cate51)의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포함한 완충용액을 이용한 재광화 실험을 통하여서도 

검증되었는데, 이들은 재광화가 유기기질에서 무기질의 새로운 핵화 

(nucleation)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탈회된 치근조직에 

남아있는 결정의 성장에 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성장이론은, 불소가 

존재할 때, 불소이온이 수산화인회석 같은 무기질의 crystalline내로 결합하고 

이러한 결합이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화학적, 물리적특징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불소농도의 증가와 함께, 결정크기가 증가됨이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1 ppm군에서의 병소본체 하부의 주사현미경 관찰에서 결정의 

재광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재광화 양상은 유기기질망을 

둘러싼 수산화인회석결정이 확장되어 스핀들 형태의 결정체를 형성하며  

Interfibrillar region을 채우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정성적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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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그러나, 편광현미경에서 관찰된 복굴절정도를 해석해서 그 부위의 

정확한 탈회 및 재광화량을 정량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도 

수산화인회석결정 크기 등의 정성적 관찰만 가능하였다. 향후 실험에서는 

정성적 분석 뿐 아니라 X-ray microanalysis16) 등을 이용하여 부위에 따른 

칼슘 및 불소 등의 정량적분석도 같이 시행하면 우식 및 재광화 과정의 

진행양상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3차원적인 형태 변화의 관찰을 위하여서는 TEM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고농도인 4 ppm에서 가장 많은 재광화가 

관찰되었으므로 더 높은 농도의 불소가 존재할 때의 재광화에 대한 연구와 

pH가 좀 더 중성일 때의 재광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탈회상아질의 수산화인회석을 200,000배로 관찰했을 때 인회석의 

중심부결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회석 결정코어의 선택적용해로 

해석되며71), 이러한 중심부 결손의 관찰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을 

통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불소의 우식억제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으나 재광화 

기전에서의 불소의 역할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특히 상아질의 

재광화에 적당한 불소농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므로 이에 

저자는 불소가 병소 내 무기질의 분포와 수산화인회석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건전 영구치에서 형성한 

치아절편을 유산완충 탈회용액에 2일간 넣어 우식표면층과  우식본체를 

가지는  인공 치아우식을 형성한 후, 불소농도에 따른 재광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불소농도가 각각 1, 2, 4 ppm인 칼슘과 포스페이트이온이 

포화된 유산완충용액에서 7일간 유지시켰다. 상아질에서 우식 진행과 재광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탈회 2일, 재광화 7일 등 총 9일간 24시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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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미경으로 탈회 및 재광화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탈회와 재광화에 따른 

수산화인회석결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서는 정상상아질, 탈회 2일군, 

재광화 7일군의 파절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  모든 군에서 병소상부의 무기질침착과 병소하부의 무기질소실이 

동시에 일어났다. 

    2. 불소농도가 증가하면 우식병소의 무기질침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기질 침착은 1, 2 ppm군에서는 표면층에서 더 많이 진행되었고 4 

ppm군에서는 병소전체에서 진행되었다.   

    3.  재광화시에 수산화인회석결정이 커졌다. 이러한 결정성장은 무기질소

실이 관찰된 병소 본체하부에서도 관찰되었다.  

    4. 상아질우식의 재광화는 유기기질망을 둘러싸고 있는 수산화 인회석 

결정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상아질의 우식과 재광화 과정이 단순히 탈회 또는 

재광화만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력학적인 과정이다. 또한 불소농도의 증가와 함께 재광화 양상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재광화는 유기기질망 주위의 수산화인회석결정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핵심어 : 재광화 , 상아질,  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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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fluoride concentration of acidulated  

buffer solutions on dentine remineralization  
 

                     Won Sub Han,D.D.S., M.S.D. 

 
Department of Dentistry,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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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vitro-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fluoride on 

remineralization of artificial dentine caries. 10 sound permanent premolars, 

which were extracted for orthodontic reason within 1 week, were used for 

this study. Artificial dentine caries was created by using a partially 

saturated buffer solution for 2days with grounded thin specimens and 

fractured whole-body specimens.  Remineralization solutions with three 

different degrees of fluoride concentration ( 1 ppm, 2ppm, 4ppm) were 

used on  demineralized-specimens for 7 days. Polarizing microscope and 

scanning microscope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mineral 

distribution profile and morphology of crystallites of hydroxyapati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When treated with the fluoride solutions, the de-mineralized 

dentine specimens showed remineraliza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lesion body and demineraliza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lesion 

body simultaneouly. 

2. As the degree of fluoride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ineral 

precipitation in the caries dentine increased. The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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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mainly occurred in the surface layer in 1,2 ppm- 

specimens and in the whole body lesion in 4 ppm -specimens. 

3. When treated with the fluoride solution, the hydroxyapatite crystals 

grew. This crystal growth was even observed in the lower part of 

the lesion body which had shown the loss of mineral. 

4. Remineralization in the lower part of the lesion body with mineral 

loss was observed as an extension of apatite crystallites from 

organic matrix to interfibrillar region.     

 

                Key word:  remineralization, dentine, fluo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