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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중에 저의 논문을 꼼꼼히 챙겨주

시며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노병덕 교수님과 

심준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실험을 하느라 자주 대학원을 가며 함께 했던 치과생체

재료공학교실 학우들과의 시간은 제게는 결코 잊지 못할 시간들 이었

습니다. 우리 교실의 맏형이며 언제나 따뜻한 인사와 배려를 해준 홍

민호 선생님, 고분자팀의 리더이며 여러 실험장비의 사용에 조언을 

많이 해준 김형식 선생님, 세포실험을 고민할 때 첫 입문을 도와 준 

김시은 선생님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새신랑 권제성 선

생님, 실험에 필요한 여러 기구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준 초보아기

엄마 김미주 조교선생님, 컴퓨터 사용에 있어 궁금함을 척척 해결해 

주는 양송이 선생님, 한 가지를 부탁하면 열 가지를 알아서 하는 꼼

꼼쟁이 임수연 선생님, 주말마다 교실을 함께 지키며 서로를 격려해 

준 임수혁 선생님, 육아와 대학원생활을 병행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최유리 선생님, 추진력이 있으며 항상 밝게 생활하는 노지연 선생님, 

호탕한 웃음이 매력이며 조용히 할 일을 다하는 김은정 선생님, 자주 

보진 못하지만 만나면 환하게 미소 짓는 김성민 선생님과 송두훈 선

생님, 세포실험의 달인 엄지연 조교선생님, 언제나 바쁘게 부지런히 

생활하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정환 조교선생님, 평가센터의 

강유화 선생님, 이종숙 선생님 모두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히, 중

국에서 유학와서 대학원생활 적응하기도 바빴을 텐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세포실험을 도와주고 항상 긍정마인드로 힘들어 할 때마

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박은주 선생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

다. 저와 함께 학위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함께 했던 홍승연 

선생님이 있어 힘들지만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료학에 관심이 많다고 할 때 도움을 주셨던 선문대학교 치위

생과 이영수 교수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처



 

 

 

음 접할 수 있게 도움를 주신 한림성심대학의 장선옥 교수님의 격려와 

응원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실험을 진행하고 계신 유은미 교수님과 

최혜숙 교수님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미

백실험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청주대학교의 심연수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해서 학위과정을 마치는데 많은 격

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며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

과 김응권 교수님, 임순환 교수님, 권미영 교수님, 한지형 교수님 감

사드립니다. 치위생학을 처음 접하고 박사까지 할 수 있게 응원해주신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황미영 교수님, 강부월 교수님, 이춘선 교수

님, 심명숙 교수님, 이선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학위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의 배려를 해주신 신흥대학교 치위생과 

이경희 교수님, 윤미숙 교수님, 김수경 교수님, 강종오 교수님, 정성

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학부에서 석사까지 선 후배의 우정을 함께 

한 정미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예다움 선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

여 년의 우정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항상 용기를 주고 말없이 기다리며 

배려해 준 90학번 동기 고현숙, 김혜경, 배정미, 서영미, 윤정희, 조

은애, 홍은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멀리 

타향에서 응원하는 지한맘, 정화, 영원한 멘토 애리, 은정, 석사동기

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임상을 병행하며 학업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첫발을 내딛게 해

주신 허연욱 원장님과 제가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게 시간을 배려

해 주신 유옥선 차장님과 박인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아낌없이 지원

해 주신 삼일제약의 김만선 영업 팁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험재료



 

 

 

를 긴박하게 부탁드려도 차질 없이 우선으로 공급해주신 Ego의 성

용석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 학업을 걱정 없이 모두 병행할 수 있었

던 것은 저를 나아 키워주시고 손주들까지 예쁘게 잘 돌봐주신 어

머니 이기화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없으시지만 늘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신 아버지 박영호님

이 계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나의 일이라면 언제나 신경쓰고 

도움을 주는 동생 박해업 네가 있어서 누난 든든하단다. 작은 일에

도 감사하시며 수고한다고 격려하신 시아버지 이칠우님과 시어머니 

성갑선님, 가족들이 있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아내의 대학원 생활에 외조를 하느라 지쳤을 

남편 이호섭님! 당신의 지지가 있어서 항상 든든했고, 학업을 고민

할 때마다 늘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잡아준 덕분에 유종의 미를 거

둘 수 있었어요. 여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엄마가 박사를 

시작할 때 4살과 2살이었던 수린이와 예린이는 어느덧 초등학생 4

학년, 2학년이 되어 엄마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실험

이 잘 안 되어 속상해 할 때는 같이 걱정해 주는 친구 같은 예쁜 

딸들이 되었더구나! 늘 바빴던 엄마를 이해해주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수린아~ 예린아! 사랑해~~~~!!! 

                                 2012년 6월   

박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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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문가 치아미백 방법에 따른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 평가 

 

21 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경제적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한 삶의 영위와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치아색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치아를 삭제한 후 도재를 수복하는 치아보철 보다는 치질의 삭제없이 

치아의 색상을 개선하는 치아미백술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치아미백제와 미백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미백제의 종류나 사용방법에 따라 치아의 색상변화와 치아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빠른 시간 내에 

미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미백을 선호 하는데, 

치아미백제의 사용방법에 따라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1 일 3 회 

미백처치(실험군 A)와 1 일 1 회 1 주 간격 총 3 회 미백처치(실험군 B) 

방법에 따라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를 비교하였고, 실험군 A 와 

실험군 B, 1 일 1 회 미백처리 하는 방법(실험군 C), 미백을 전혀 하지 

않은 군(대조군)으로 세포 독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미백처치를 시행하고 24 시간 경과한 후 측정하였으며, 

평가는 실험군 A 와 실험군 B 간의 색상변화, 미세경도변화, 주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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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관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세포독성평가는 실험군 A, 실험군 B, 

실험군 C, 대조군 간의 cell viability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L*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L* 

값은 실험군 A 가 69.8, 실험군 B 는 73.8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0.05).  

a*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실험군 A 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실험군 B 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a* 값은 실험군 A -2.6, 

실험군 B -2.1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 

다(p<0.05).  

b*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b* 값은 실 

험군 A -4.4, 실험군 B -5.0 으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컸다(p<0.05).    

ΔE 값은 실험군 A 5.2, 실험군 B 10.4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0.05).  

미세경도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미세경도는 

실험군 A 253.8, 실험군 B 215.7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컸다(p<0.05).   

법랑질 표면상태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법랑질 표면의 요철 양상이 증가하였다. 두 실험군 간의 

법랑질 표면상태는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법랑질 표면의 요철 양 

상이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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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은 치아미백 처치 후 cell viability 가 대조군 100 %, 

실험군 C 84.31 %, 실험군 B 69.32 %, 실험군 A 48.47 % 로 나타나 실 

험군 A, B, C 모두 대조군보다 감소하였다. 두 실험군 간의 cell 

viability 는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 

상태 및 세포독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다. 임상에서 

전문가 치아미백을 시행할 때 치아미백효과를 극대화하고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실험군 B 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백효과는 작지만 하루에 미백처치를 다할 수 있고 

법랑질표면의 손상을 적게 하는 것으로 실험군 A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전문가 치아미백, 치아미백방법, 색상변화, 미세경도, 세포

독성, Zoom 2, 미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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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치아미백 방법에 따른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 평가 

<지도교수 김 광 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미 영 

 

Ⅰ. 서 론 

 

 21 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경제적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한 삶의 영위와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훤칠한 키, 맑고 

투명한 피부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치아 모양과 

치아색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요즘은 치아색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치아를 삭제한 후 도재를 수복하는 치아보철보다는 

치질의 삭제없이 치아의 색상을 개선하는 치아미백술을 선호하는 추세 

이다 1. 신 2 은 치아미백은 심미적 기능으로 중요하지만, 인간의 건 

강한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강보건학분야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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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 하였다. 함 3 의 연구에서 환자들이 현재 치아의 상태에 대 

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1 위는 치아색상이었고, 다음으로 치 

아배열, 충치 순으로 나타났다. Grosofsky 등 4 은 밝은 치아가 보다 

매력적이며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홍 5 도 치아모양이나 색 

깔이 외모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치아미백은 사람들의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 되었으며 임상에서도 대표적인 심미치료로 자리를 

잡았다.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치아미백제가 개발 생산되어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의 치아미백제를 수입하

여 전문가 미백술이나 자가 미백술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식품의약안전청(KFDA)에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로 치과임

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다6(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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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tooth whitening products approve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roup Tooth whitening 

product 

Compo 

nent 

Manufacturer 

Office Bright smile  15% HP Discus dental Ltd.(USA) 

bleaching Zoom 2 white gel  15% HP Discus dental Ltd.(USA) 

agent    

 Opalesence 10% 10% CP Ultradent Products Inc. 

(USA) 

 Opalesence 15% 15% CP Ultradent Products Inc.  

(USA) 

Home Polanight gel 10% CP Polanight(UK) 

bleaching Night white excel 10% CP Discus Dental Ltd.(USA) 

agent Kool white 10% 10% CP Pac-Dent InternationalInc. 

(USA) 

 Kool white 15% 15% CP Pac-Dent InternationalInc. 

(USA) 

 Pure white smile gel 10% CP Pure White Smile (USA) 

HP: Hydrogen peroxide 

CP: Carbamide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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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성분은 산화제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용액, 

과산화요소(Carbamide peroxide),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염화알루미늄(Alumium 

chlorite), 빙초산(Acetic acid)등이 있다. 과산화수소는 30~35 %

의 안정된 수용액의 형태이며, 강력한 산화제로 무색, 무취이며 차

광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로 전문가 미백술(office 

bleaching)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과산화요소는 주로 10~15 %의 

농도로 사용하며 30 % 이상의 제품도 있다. 과산화요소는 분해되어 

과산화수소용액과 요소로 유리되고 미백효과는 과산화수소에 의해 

나타나며 주로 자가 미백술(home bleaching)의 주성분으로 사용되

고 있다.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은 분말의 형태로 물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와 발생기 산소를 만들어 비교적 취급이 쉽고 

안전하므로 치관내 미백술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7.   

치아미백술의 종류는 치아의 생활성 여부에 따라 실활치 미백술

(non-vital tooth bleaching)과 생활치 미백술(vital tooth blea 

ching)로 나뉜다. 실활치 미백술은 근관 치료된 치아에서 미백제를 

치수강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Walking bleaching이라고 한다8.  

Walking bleaching은 약제를 치수강에 적용시키고 밀봉한 후 3일에

서 7일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미백효과가 얻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생활치 미백술은 미백제를 법랑질 표면에 적

용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농

도의 미백제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치아미백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전문가 미백술9과 치과의사의 관리하에 환자가 집에서 환자 구

강에 맞는 나이트가드(night guard)에 10~15 %의 과산화요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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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겔(gel)을 채워 치아에 장착하는 자가 미백술10, 전문가 미백

과 자가 미백을 병행하는 복합 미백술(office & home bleaching), 

일반인이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집에서 스스로 시행하는 OTC 미백술

(over the counter bleaching)이 있다. 그 중, 전문가 미백은 종류

와 시스템에 따라 환자만족도가 다르고, 자가 미백과 비교하여 만

족도를 조사하면 전문가 미백의 만족도가 더 컸다3.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자가미백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속도가 느려 환자가 중간

에 포기하는 경우의 비율이 50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고, 좀 더 간

편하고 신속하게 치아미백을 마무리하고 싶은 환자들의 욕구 때문

이었다11. 특히, 전문가 미백 중에서도 하루에 끝내는 미백처치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3. 이에 본 연구

는 전문가 미백술에서 미백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치아미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아미백제의 농도와 

적용기간, 횟수에 관련된 것으로 10 %와 15 %의 과산화요소의 임상

적 평가는 고농도에서 미백효과가 높다고 하였다12. 저농도의 과산

화요소의 적용기간에 따른 미백효과는 미백기간이 길수록 미백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3. 치아미백제의 농도와 작용시간에 따른 치

아색상변화는 고농도에서 미백의 효과가 컸으나, 저농도에서도 미

백적용기간이 길면 고농도와 유사한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

다14. 치아미백제가 치아 및 치과용 심미수복재의 경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는 고농도 치아미백제에서 치아의 미세경도가 작았고, 심미

수복재의 경도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치아

미백제를 적용한 쵯수별 치아미백효과 비교연구는 미백제의 적용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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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증가할수록 미백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백효

과의 증가는 3~4회까지이고, 그 이상이 되면 미백효과가 거의 없다

고 하였다16.  

치아미백방법으로 치아미백제재의 형태에 관한 연구로 peroxide 

tooth whitening strip의 치아미백 증진효과에서 스트립 형태가 마우

스 가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치아미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농

도 차이에 따른 미백효과는 농도가 3 %일 때보다 5 %일 때 미백효과

가 더 컸고, 치아에 미치는 부작용도 없다고 하였다10. 치아미백제의 

활성을 일으킨다는 광원의 사용유무와 종류에 관한 연구들 중에 미백 

보조광 조사가 치아미백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백보조광의 빛 에

너지는 미백제의 치아미백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에 명백한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였다17. 전문가 미백술에 사용되는 미백광원의 효과에

서 추가적인 미백광원은 미백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18,47. 

반면에 Luk 등19은 치아미백제의 사용시 광원의 효과에서 치아미백제

에 빛을 가하였을 때 빛에 의한 치아미백효과가 증가되었다고 하였으

며, 전문가 미백에서 고농도의 치아미백제만을 적용하는 것보다 고농

도의 치아미백제에 광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미백효과가 더 증가

된다고 하였다20. Diode laser를 이용한 미백시술 후 색조변화와 불

소도포의 효과에서 미백치료시 적절한 농도의 미백제와 다이오드 레

이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백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21. 

Diode laser와 LED 광원을 이용하는 것이 광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

다 치아미백효과가 더 증가하였는데,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군은 

LED를 이용한 군보다 미백효과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세포독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Ribeiro 등23은 전문가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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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35 % 과산화수소에 광원을 적용하였을 때 활성화 된 산소 라

디칼이 법랑질과 상아질을 많이 통과해 세포독성에 영향을 주어 세

포의 활성도가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10 %와 16 % 과산화요소를 

이용한 연구는 10 % 과산화요소는 세포독성의 영향이 거의 없었으

나, 16 % 과산화요소는 법랑질과 상아질에 미치는 세포독성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농도가 높을수록 치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

다고 하였다24,25,26. 전문가 미백제 38 % 과산화수소를 임상자원자

(volunteers)의 전치부 순면과 대구치 협면에 15분씩 총 3회 45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난 조직병리학적 현상은 전치부 순면에서 대구

치 협면보다 염증세포, 조직파괴, 상아질형성의 방해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27.  

전문가 미백술을 시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가 치아미

백제를 하루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1회에 20분씩 총 3회 도포한 후 

치아미백제 적용 횟수별 미백효과 비교에서 명도(L*)변화는 3회 정

도 미백을 시행하였을 때 나타났고, 색상(a*, b*)의 변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4회 정도의 시술이 좋다고 하였다16. 구 등28은 전문가 치

아미백제를 하루에 1회 20분씩 총 3회 도포하는 것으로 1주에 1회

씩 총 3주간 시행한 후 plasma arc, diode laser, CO2 laser의 광원

을 이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의 효과에서 plasma arc, diode laser

를 함께 사용할 때 미백효과를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윤 등29은 고

농도와 저농도의 치아미백제를 1회 10분씩 총 3회, 총 6회, 총 9회 

도포한 후 고농도미백제의 단독 사용과 저농도 미백제에 plasma 

arc를 조사한 후의 미백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5 %의 HP에 plasma 

arc를 조사하며 여러 번 반복도포 하는 것이 고농도의 미백제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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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미백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문

가 미백술에서 동일한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치아미백방법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는 없었다. 또한, 치아미백제의 사용에 따른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포독성평가를 시행한 국내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에 관한 

연구로 동일한 치아미백제를 이용하여 1일에 3회 미백처리를 하는 

방법과 1일 1회 1주 간격으로 3번 미백처리를 하는 것으로 치아미

백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하여 전문가 미백술에서 단기간에 치아미백의 효과가 있으면

서 법랑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1일 3회 미백방법과 1일 

1회 1주 간격 총 3회 미백방법에 따른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평가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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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재료는 전문가 치아미백제로 15 % 과산화수

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Zoom2 white gel(Discus Dental, LLC., 

Culver, USA)을 사용하였다(Fig. 1).    

본 연구에 사용한 광조사기(light)는 미백제 전용 광조사기(Advanced 

power light, Discus Dental, LLC., Culver, USA)를 사용하였고, 광원

의 파장은 400~505 nm이었다(Fig. 2). 

세포독성평가에 사용한 L-929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은 것으로 Pasage 7~8이 될 때까지 계대배양 하였다.  

 

 

 

 

 



 

 

- 13 - 

 

Fig. 1. Zoom2 white gel(Discus Dental, LLC., Culver, USA). 

 

 

Fig. 2. Advanced power light(Discus Dental, LLC., Culv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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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치아색상, 경도,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1) 시편준비 

 

실험치아로 사용한 소(bovine)의 영구절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거된 것으로 육안으로 볼 때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질이 노출

되지 않았으며 치아 우식이 없는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것을 

이용하였고, 실험 전 까지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실험치아는 디스크를 이용하여 가로 5 ㎜ ⅹ 세로 5 ㎜ ⅹ 두께 

3 ㎜로 자르고, 법랑질 시편을 내경 12 ㎜ ⅹ 높이 8 ㎜인 아크릴 

몰드에 넣어 자가중합형 에폭시 레진으로 포매하였다. 포매된 시편

의 법랑질 표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연마기(Polisher DP-1, Dae 

Heung Science, Korea)에 냉각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600번, 800번, 

1000번, 1200번, 2000번 연마지(ALLIED, High tech products. Inc, 

CA)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고 법랑질 표면이 

평활하도록 단계적으로 연마해 총 45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최종 연마된 모든 시편은 3차 증류수로 세척한 후, 원두커피

(Blue mountain Arabica coffee, Columbia) 30 g을 여과지에 올린 

후 끓는 증류수 500 ㎖를 통과시켜 준비한 커피용액에 침적하여 

37 ℃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하고 세척한 후 증류수에 냉장보관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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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개의 시편 중 미세경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도값이 

270~340 VHN에 속하는 시편 40개를 최종 시편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Fig. 3). 

 

Table 2. Experimental groups 

Group n Treatment 

A 20 3cycles/1day 

B 20 1cycle/1day * 3times 

 

 

 

 

Fig. 3. Tooth specimen embedded in plastic m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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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백절차 

 

최종 준비된 시편 40개는 무작위로 각 20개씩 두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미백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분광광도계(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색상을 측정하였다. 

실험군 A는 1일 3회 치아미백처치 하였다. 우선, 실험치아를 깨

끗하게 건조시킨 후 치아미백제를 시린지 팁을 이용하여 도포하고 

치아미백전용 광원(light)을 이용하여 15분간 광조사하였다. 도포

한 미백제를 마이크로 브러쉬로 제거하고 새 미백제를 준비하여 실

험치아에 다시 도포하고 15분간 광조사하는 것으로 총 3회 실시하

였다. 미백처치가 모두 끝난 후 도포한 치아미백제를 마이크로 브

러쉬로 제거하고 3차 증류수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3차 증류수에 

넣어 37 ℃에서 2주간 보관하고 3차 증류수는 매일 교체하였다. 

  실험군 B는 1일 1회 1주 간격으로 하여 총 3번 치아미백처치 하

였다. 우선, 실험치아를 깨끗하게 건조시킨 후 치아미백제를 시린

지 팁를 이용하여 도포하고 치아미백 전용 광원을 이용하여 15분간 

광조사 하였다. 도포한 치아미백제를 마이크로 브러쉬로 제거하고 

3차 증류수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3차 증류수에 넣어 37 ℃에서 보

관하고 3차 증류수는 매일 교체하였다. 1주 간격으로 하여 총 3회 

반복 시행하였다. 

  법랑질 표면의 변화는 색상변화측정, 미세경도, 주사전자현미경

(SEM)관찰로 평가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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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of bleaching procedures and measurements.  

Tooth 

Color VHN Specimen (stained) 

Divided into 2 Groups 

Group A 

Tooth Dry 

Bleach(15 min) 

Group B 

Tooth Dry 

Bleach(15 min) 

Clean(30 sec) 

SEM 

3 cycles/1 day 

  (1 cycle/1 days) × 3 

Color 

Incubation(24 hours) 

Color 

Incubation(6 days) 

 

Color VHN 

VHN 
VHN 

Color VHN 

2 cycles  

Incubation(6 days) 

Clean(30 sec) 

Incubation(24 hours) 

Gel remove 



 

 

- 18 - 

(3) 색측정 

 

법랑질 표면의 색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분광광도계(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였다(Fig. 5). 색차측정은 실험군 A는 미

백처치 전과 총 3회 미백처치를 시행하고 1일 후, 8일 후, 15일 후

22일 후 측정하였고, 실험군 B는 미백처치 전과 1주 간격 1회 미백

처치 시행하고 1일 후 측정한 것으로 실험군 A와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였다. 색측정을 반복하여 여러 번 측정하기 때문에 시

편의 위치가 항상 같도록 모든 시편마다 rubber positioning jig를 

만들었다(Fig. 6). 색측정 전 색차계의 감지부에 흡광통을 밀착시

켜 영점조정을 하고, 표준 흑색판과 백색판으로 L*, a*, b*의 표시

치에 대해 표준조정을 하였다. 빛 통과모드는 반사모드로 하고 측

정경의 직경은 3 ㎜이며 광원은 D-65˚, 집적회로장치(intergra 

tion share set)는 SCE(Specular Component Excluded)로 하였다. 

측정은 건조된 법랑질 표면의 중앙이 감지부를 향하도록 하였다.  

 

색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L*)2+(△a*)2+(△b*)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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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trophotometer(CM-3500d, MINOLTA, Japan). 

 

 

Fig. 6. Rubber positioning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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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경도 측정 

 

준비된 시편의 미백 전과 미백 후의 법랑질 표면의 경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미세경도측정기(DMH-2, Matsuzaw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비커스경도(Vickers Hardness Nunber)를 측정하였다(Fig. 

7). 시편의 법랑질 표면을 10초 동안 200 g의 하중을 가하여 압흔

을 만든 후 한 시편당 4곳을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Fig. 7. Micro-hardness tester(DMH-2, Matsuzawa,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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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미백처치가 끝난 후 법랑질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건조

된 시편을 진공상태에서 ion coater를 이용하여 100 ㎚ 두께로 백

금코팅하고 주사전자현미경(S-3000N,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법랑질 표면상태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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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포독성 평가 

 

(1) 시편준비 

 

내경 9.8 ㎜ ⅹ 높이 8 ㎜인 유리관(glass mould)에 넣을 수 있

도록 시편을 직경 9.6 mm ⅹ 두께 3.5 mm(법랑질 1.3 mm, 상아질 

2.2 mm)인 원형으로 연마하였다. 유리관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하여 

parafilm으로 감싸주고, 상아질표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유리관에 

끼웠다. EDTA용액(WelGENE, Daegu, Korea)에 상아질 표면을 30초간 

적용하여 상아질의 도말층을 제거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3-4회 

세척하고 상아질 표면을 건조시켰다. 가압증기멸균기 121℃ 에서 

15분간 가압증기 멸균한 후 37 ℃, 5 % CO2 배양기(VS-9160C, 

Visonscientific, Buchon, South Korea)에서 24시간 보관하였다

(Table 3)(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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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Group Control Experimental Treatment 

A 3 6 3cycles/1day 

B 3 6 1cycle/1day * 3times 

C 3 6 1cycle/1day 

 

 

 

Fig. 8. Tooth specimen embedded in glass m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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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백절차 

 

세포독성평가를 위한 실험군 A의 미백절차는 24 well안에 멸균된 

유리관을 넣고 그 안에 3차 멸균증류수(WelGENE, Daegu, Korea)를 

1.4 ㎖씩 분주하고 그 위에 준비한 시편의 상아질 표면이 3차 멸균

증류수에 닿을 수 있도록 올려 놓고 치아미백제를 법랑질 표면에 2 

㎜ 두께 정도로 도포하고 미백 전용 광원을 15분간 적용하여 미백

처치가 끝난 후 셕션팁으로 미백제를 흡입하여 제거하고 그 위에 

새 미백제를 도포하고 라이트를 15분간 적용한 후 미백제를 제거하

였다. 3회차 미백처치는 24 well안에 멸균된 글래스 몰드를 넣고 

그 안에 RPMI1640 순수 배지(RPMI 1640 Medium, WelGENE, Daegu, 

Korea)을 1.4 ㎖씩 분주하고 그 위에 disc의 상아질 표면이 배지에 

닿을 수 있도록 올려 놓고 미백처치를 한 후 disc를 옮겨 흡입기로 

미백제를 제거하고 멸균증류수로 반복 세척하였다. Disc를 원래 있

던 RPMI1640 배지에 옮겨 놓고 37 ℃, 5 % CO2 배양기에 12시간 동

안 보관하면서 disc의 법랑질표면과 상아세관에 남아 있을 미백제

의 산소 라디칼이 용출되도록 하였다.      

실험군 B의 미백절차는 24 well안에 멸균된 유리관을 넣고 그 

안에 멸균증류수를 1.4 ㎖씩 분주한 후 disc의 상아질 표면이 증

류수에 닿을 수 있도록 올려 놓았다. Disc의 법랑질 표면에 치아

미백제를 2 ㎜ 두께로 도포하고 미백 전용 광원을 15분간 적용하

였다. 15분의 미백처치가 끝난 후 흡입기로 미백제를 흡입하여 제

거하고 멸균증류수로 반복 세척하였다. 미백처치 된 disc는 준비

된 24 well에 옮겨놓고 그 안에 멸균증류수를 1.4 ㎖씩 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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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표면이 증류수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37 ℃, 5 % CO2 배

양기에 6일간 보관하면서 24시간마다 멸균증류수를 교체하였다. 

위의 절차대로 반복하여 7일 후에 1회 더 실시하였다. 3회차 미백

처치는 새로운 24 well안에 멸균된 유리관을 넣고 그 안에 

RPMI1640 순수배지를 1.4 ㎖씩 분주하고 그 위에 2회 미백처치 한 

disc를 상아질 표면이 배지에 닿을 수 있도록 올려 놓았다. Disc

의 법랑질 표면에 치아미백제를 2 ㎜ 두께로 도포한 후 미백 전용 

광원을 15분간 적용하여 미백처치가 끝난 후 disc를 꺼내어 흡입

기로 미백제를 제거하고 멸균증류수로 반복 세척하였다. Disc를 

원래 있던 RPMI1640 배지에 옮겨 놓고 37 ℃, 5 % CO2 배양기에 12

시간 동안 보관하면서 disc의 법랑질표면과 상아세관에 남아 있을 

미백제의 산소 라디칼이 용출되도록 하였다.      

실험군 C의 미백절차는 24 well안에 멸균된 유리관을 넣고 그 

안에 RPMI1640 순수배지를 1.4 ㎖씩 분주한 후 disc의 상아질 표

면이 배지에 닿을 수 있도록 올려 놓고 치아미백제를 법랑질 표면

에 2 ㎜ 두께 정도로 도포하고 미백 전용 광원을 15분간 적용하여 

미백처치가 끝난 후 disc를 꺼내어 흡입기로 미백제를 제거하고 

멸균증류수로 반복 세척하였다. Disc를 원래 있던 RPMI1640 배지에 

옮겨 놓고 37 ℃, 5 % CO2 배양기에 12시간 동안 보관하면서 disc의 

법랑질표면과 상아세관에 남아 있을 미백제의 산소 라디칼이 용출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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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독성 

 

세포배양의 배지는 RPMI 1640 (10 % FBS + 1 % Penicilinstrep 

tomysine, WelGENE, Daegu, Korea)를 사용하였다. MTT분석을 위해

서 L-929 세포는 10 %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를 

함유한 RPMI 1640 배지에 1ⅹ104/㎖의 농도로 희석하고 96 well에 

100 ㎕씩 분주하여 37 ℃, 5 %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보관

하였다. 24시간 후 RPMI 1640 배지를 흡입기로 제거하였다. 준비

된 세포에 자유 라디칼이 용출된 배지를 100 ㎕씩 분주하고 37 ℃, 

5 % CO2 배양기에 2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세포를 발색시키기 위하여 MTT 용액을 100 ㎕씩 

분주하고 37 ℃, 5 % CO2 incubator에서 2시간 동안 보관하여 착색시

켰다. 2시간 후에 MTT 용액을 제거하고 착색된 알갱이(세포)를 확인

한 후 DMSO 용액을 100 ㎕씩 분주하고 알갱이가 DMSO에 용해되도록 3

분간 흔들어 주었다. MTT 분석은 ELISA microplate reader(Multiskan 

Ex, Thermo Fish -er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였고, 흡광도

는 54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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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 간의 색상변화와 미세경도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고, 두 실험군의 평균비교는 t-test 분석하였다. 미백처치 전 후 

관계의 기간별 평균비교는 one-way ANOVA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95 % 구간에서 Tukey´s 검정을 시행하여 각 군 간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세포독성평가를 위한 통계처리는 실험군의 세포독성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95 % 구간에서 Tukey´s검정을 시행하여 각 군 간의 평균차이를 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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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색상변화 

 

  치아미백처치 후 L*값의 변화경향을 보면, 실험군 A는 미백 전  

61.1, 미백 1일 후 69.8, 미백8일 후 70.4, 미백15일 후 71.6, 미

백 22일 후 71.5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전 62.1, 미백 1일 후 

65.5, 미백 8일 후 72.1, 미백 15일 후 73.8, 미백 22일 후 75.7로 

나타나 두 실험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Fig. 9).  

   

 

Fig. 9. Changes of L*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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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군의 치아미백처리 후 L*값은 실험군 A 69.8, 실험군 B 

73.8로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0.05).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L*값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

다(Table 4). 

 

Table 4. Mean of L* values of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treatment 

                    L*  

Group Baseline After bleaching   P² 

A 61.1±1.4 69.8±0.8 0.000 

B 62.1±0.8 73.8±2.2 0.000 

  P¹ 0.140 0.001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¹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Group A and B 

²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Baseline were before tooth bleaching 

After bleaching were tooth bleaching total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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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처치 후 a*값의 변화경향을 보면, 실험군 A는 미백 전 -

2.9, 미백 1일 후 -2.6, 미백 8일 후 -2.6, 미백 15일 후 -2.6, 미

백 22일 후 -2.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05), 실험군 B는 미백 전 -2.6, 미백 1일 후 -2.4, 미백 8일 

후 -2.2, 미백 15일 후 -2.1, 미백 22일 후 -2.1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Fig. 10). 

 

 

Fig. 10. Changes of a*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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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군의 치아미백처리 후 a*값은 실험군 A -2.6, 실험군 B -

2.1로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0.05).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a*값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

다(Table 5).  

 

Table 5. Mean of a* values of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treatment 

                      a*   

Group Baseline After bleaching   p² 

A -2.9±0.3    -2.6±0.5   0.502 

B -2.6±0.3 -2.1±0.3  0.006 

  p¹  0.293 0.000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¹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Group A and B 

²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Baseline were before tooth bleaching 

After bleaching were tooth bleaching total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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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처치 후 b*값의 변화경향을 보면, 실험군 A는  미백 전-

2.5, 미백 1일 후 -4.4, 미백 8일 후 -4.6, 미백 15일 후 -4.7, 미

백 22일 후 -4.3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전 -2.7, 미백 1일 후-

4.6, 미백 8일 후 -5.1, 미백 15일 후 -5.0, 미백 22일 후 -4.4로 

나타나 두 실험군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Fig. 11).   

 

 

Fig. 11. Changes of b*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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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군의 치아미백처리 후 b*값은 실험군 A -4.4, 실험군 B -

5.0으로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컸다

(p<0.05).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b*값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

다(Table 6).  

 

Table 6. Mean of b* values of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treatment 

                 b*  

Group Baseline After bleaching   p² 

A -2.5±1.7    -4.4±0.9  0.003 

B -2.7±1.7  -5.0±1.1   0.012 

  p¹ 0.165  0.002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¹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Group A and B 

²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Baseline were before tooth bleaching 

After bleaching were tooth bleaching total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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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처치 후 시간경과에 따른 ΔE값의 변화경향을 보면, 실

험군 A는 미백 1일 후 5.2, 미백 8일 후 8.0, 미백 15일 후 9.3, 

미백 22일 후 10.2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1일 후 4.1, 미백 8일 

후 7.7, 미백 15일 후 10.4, 미백 22일 후 11.6 으로 나타나 실험

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Fig. 12). 

 

Fig. 12. Changes of ΔE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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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군 간의 치아미백처리 후 ΔE값은 실험군 A 5.2, 실험군 

B 10.4로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0.05).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색상변화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Table 7).   

 

Table 7. Mean of ΔE values between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treatment 

 ΔE 

Group After bleaching 

A 5.2±1.6 

B 10.4±2.3 

p 0.000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p-values a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Group A and B 

After bleaching were tooth bleaching total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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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경도(VHN)  

 

치아미백처치 후 미세경도변화경향을 보면, 실험군 A는 미백 전 

290.7, 미백 1일 후 253.8, 미백 8일 후 233.6, 미백 15일 후 

244.8, 미백 22일 후 243.1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전 295.3, 미

백 1일 후 275.4, 미백 8일 후 238.6, 미백 15일 후 215.2, 미백 

22일 후 205.0으로 나타나 실험군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Fig. 13). 

  

Fig. 13. Changes of microhardness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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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군 간의 치아미백처리 후 미세경도는 실험군 A 253.8, 실

험군 B 215.2로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

다(p<0.05).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법랑질표면 미세경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Table 8). 

 

Table 8. Mean values of baseline and after surface  

microhardness measurements 

Group Baseline After bleaching   p² 

A 290.7±19.1 253.8±20.6 0.001 

B 295.3±20.4 215.2±21.6 0.000 

  p¹ 0.631 0.001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¹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Group A and B 

²p-values were determined by paired t-test and denote the 

significance between Baseline and after bleaching 

Baseline were before tooth bleaching 

After bleaching were tooth bleaching total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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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두 실험군의 치아미백처리 전 후 법랑질 표면의 상태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하였다.  

실험군 A에서 A1은 미백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법랑질 표면, A2

는 미백처치 3회하고 1일째의 법랑질 표면, A3은 미백 후 8일째의 

법랑질 표면, A4는 미백 후 15일째의 법랑질 표면, A5는 미백 후 

22일째의 법랑질 표면이다. 법랑질 표면의 상태는 미백처치 후 1일

째와 8일째에서 요철양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5일째와 22일째

는 요철양상이 감소하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 B에서 B1은 미백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법랑질 표면, B2

는 미백처치 1회 후 1일째의 법랑질 표면, B3은 7일 후 미백처치 1

회 추가하고 8일째의 법랑질 표면, B4는 14일 후 미백처치 1회 추

가하고 15일째 법랑질 표면, B5는 미백 후 22일째의 법랑질 표면이

다. 법랑질 표면의 상태는 미백처치 후 1일째와 8일째, 15일째에서 

요철양상이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2일째는 요철양상이 감소하

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두 실험군 간의 법랑질표면 상태는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법랑질표면의 요철 양상이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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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image(ⅹ4,000) of enamel specimens after bleaching  

with the following groups. 

(A1) Control (A2) After 1day (A3) After 8days: Group A 

(B1) Control (B2) After 1day (B3) After 8days: Group B 

 

A1 B1 

A2 B2 

B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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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image(ⅹ4,000) of enamel specimens after bleaching  

with the following groups. 

(A4) After 15days (A5) After 22days : Group A 

(B4) After 15days (B5) After 22days : Group B  

 

 

 

 

 

 

B4 A4 

A5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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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독성  

 

세포독성 실험결과 미백처치나 시편을 적용하지 않은 순수 세포

인 대조군의 cell viability를 100 %로 하였을 때, 실험군 C 에서 

84.31 %, 실험군 B 는 69.32 %, 실험군 A 는 48.47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cell viability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0.05)(Fig. 18). 

 

 

Fig. 15. Cell viability result of cyt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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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는 

외모의 콤플렉스에 대한 치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인식

되어 심미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치아

의 심미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치아미백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

으며 다른 치료에 비해 보존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은 비용과 

시술의 용이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심과 요

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30.  

치아변색의 원인은 외인성 변색과 내인성 변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인성 변색은 커피나 차에 의해 흑색이나 갈색으로 변색되

는 것, 담배로 인해 치경부나 설면을 황화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

색되며, 치은열구에 착색되는 경우 제거가 매우 어렵다. 치태는 

치면에 끈적하게 붙어 있으므로 착색제에 의해 쉽게 착색되고, 구

강청결제로 클로르헥세딘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암갈색으로 변

색된다. 내인성 변색은 불소침착증, 항생제(tetracycline)의 투여, 

전신질환성 변색, 유전성으로 발생되는 상아질 형성부전증, 법랑

질 형성부전증 및 백색반점 변색, 치수 원인에 의한 변색, 근관치

료 후의 변색, 수복재에 의한 변색, 연령에 의한 생리적 변화인 

상아질 침착의 증가로 노인에게 나타나는 변색 등이 있다31.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나 차 등을 여러 상황 속에서 하루에 여러 

번 마시게 되며, 흡연자인 경우 스트레스와 습관적 행동으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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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주 피우게 됨으로써 치아변색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사료

된다.  

치아미백의 역사는 인간의 사회성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치과계에서 시작되었다. 1799년 

Macintosh는 표백분(chloride of lime)을 미백제라고 명명하였고 

1848년 Dwinelle에 의해 표백분을 실활치 미백술의 재료로 사용하

였다. 1868년 Latimer는 수산(oxalic acid)을 생활치 미백술의 재

료로 사용하였고, 1884년에 Harlan은 최초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치아미백술을 보고했다32,33. 1958년에 Pearson은 과산화수소를 3일

간 실활치의 치수개방 와동에 사용하여 좋은 미백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1961년에 이 술식은 표준화 되었다33. 1989년 Haywood 

& Heymann에 의해 소개된 10 % 과산화요소를 함유한 gel을 이용해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집에서 시행하는 자가 치아미백술(night 

guard vital tooth bleaching)의 임상연구를 처음 보고하였다34.   

치아미백기전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치아미

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서 물(H2O)과 산

소(O2)로 분해된다. 생성된 산소는 자유 라디칼로 치질에 흡수되어 

치아변색을 유발한 착색물질과 반응하여 미백의 효과를 나타낸다35.   

치아미백방법 중에서 현대인들이 심미를 목적으로 한 치아미백

은 생활치 미백술이라 할 수 있다. 생활치 미백술에는 전문가 치

아미백술, 자가 미백술, OTC 미백술이 있다8. 변색된 치아의 치료

를 위해 생활치 미백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고40, 

전문가 치아미백술은 자가 미백술에 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며 

환자가 느끼는 치아미백의 정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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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가 미백술에 관한 것으로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1

일 3회 미백처치와 1일 1회 1주 간격 총 3회 미백처치 하는 방법에 

따른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치아의 색조는 치아 고유의 색과 치아 내부에서 형성된 내인성 

착색 및 치아표면에 형성되는 외인성 착색의 결합에 영향을 받으며, 

치아고유의 색은 개인의 법랑질과 상아질의 색과 두께, 굴곡, 투명

도, 광택도, 표면구조 등에 의해 결정된다36. 미백효과는 미백제의 

적용시간과 적용부위, 미백하기 전의 치아색에 의해 효과가 좌우된

다고 보고하였으며, 미백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유사하

게 변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7. 이에 본 연구는 치아를 

원두커피에 착색시켜 변색시킨 후 미백처치방법의 차이에 의한 미

백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색상인지는 광원에서 빛이 나와 사물에 조사되고 반사되어 눈을 통

해 시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면 대뇌에서 색으로 인지 되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인지되는데, 이 때 각 단계별로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물에 조

사되는 광원의 종류와 밝기, 방향, 사물의 표면 질감, 사물마다 가지

는 빛의 투과 정도, 색상을 인식하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경험 및 인

지능력 등이 색상을 이해하고 구분하며 표현하는데 관여하게 된다. 

색이란 매우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표현되는 객관적인 현상이다38.  

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물체의 색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Munsell system, 삼자극치로 색을 지정하고 미소한 색의 차이를 표

시하는 RBG 표색계가 사용되었으나, 1931년 국제조명기구인 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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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Internationale d’Eclairage)에서 인간의 색상 지각

을 기초로 하여 색상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1976년 L*, a*, b*라는 

값으로 정의하는 보다 과학적으로 표준화된 CIE L*, a*, b* 색차계

가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다.  

CIE Lab에서 색 좌표는 L*, a*, b* 로 표시되며 L*은 명도로 0

은 검정색, 100에 가까우면 흰(백)색으로 평가한다. a*는 적색

(+a*)과 녹색(-a*), b*은 황색(+b*)과 청색(-b*)의 정도를 나타내

는 원형의 입체좌표이다. 색의 차이란 구에 가까운 색 공간에서 

두 색의 위치간의 입체적 거리로 입체적 거리가 멀면 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입체적 거리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 동일한 색

으로 인지된다39. 

본 연구에서는 CIE L*, a*, b*의 값을 사용하는 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여 미백 전 후의 색상변화를 측정하였다.  

치아미백처치 후 L*값의 변화경향은 실험군 A는 미백 전 61.1, 미 

백 1일 후 69.8, 미백8일 후 70.4, 미백15일 후 71.6, 미백 22일 

후 71.5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전 62.1, 미백 1일 후 65.5, 미백 

8일 후 72.1, 미백 15일 후 73.8, 미백 22일 후 75.7로 나타나 두 

실험군 모두 증가하였다(p<0.05). 미백 1일 후는 실험군 A가 실 

험군 B보다 컸는데, 이는 미백횟수가 증가할수록 L*값이 최고점에 

근접한다는 연구16,28,29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두 실험군의 총 3회 

치아미백 처리가 끝난 후 L*값은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미백효과는 실험군 B가 더 컸다. 이는 치아미백제의 

적용 기간이 길고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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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처치 후 a*값의 변화경향은 실험군 A는 미백 전 -2.9, 

미백 1일 후 -2.6, 미백 8일 후 -2.6, 미백 15일 후 -2.6, 미백 

22일 후 -2.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실험군 B는 미백 전 -2.6, 미백 1일 후 -2.4, 미백 8일 후 -2.2, 

미백 15일 후 -2.1, 미백 22일 후 -2.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치아미백처치 후 실험군 모두 녹 

색(-)방향에서 엷어지는 녹색(-)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두 실험군 

의 총 3회 치아미백처리가 끝난 후 a*값은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작은 것으로 미백효과는 실험군 B가 더 컸다. 이는 a*값이 적색(+) 

의 방향에서 녹색(-)의 방향으로 감소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 

다41,42.   

치아미백처치 후 b*값의 변화경향은 실험군 A는 미백 전 -2.5, 

미백 1일 후 -4.4, 미백 8일 후 -4.6, 미백 15일 후 -4.7, 미백 

22일 후 -4.3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전 -2.7, 미백 1일 후-4.6, 

미백 8일 후 -5.1, 미백 15일 후 -5.0, 미백 22일 후 -4.4로 

나타나 두 실험군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치아미백처치 후 실험군 모두 청색(-)방향에서 

짙 어지는 청색(-)의 방향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정 등41과 우 

등42의 연구에서 황색(+)에서 청색(-)의 방향으로 감소한 결과와 

같았다. 두 실험군의 총 3회 치아미백 처리가 끝난 후 b*값은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미백 효과는 실험군 

A가 더 컸다.  

두 실험군의 미백처리 후 a*값은 0.3~0.5의 변화를 보였고, b*값은 

1.9~2.3의 변화를 보여 a*값은 b*값에 비해 변화가 적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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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색상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b*값은 a*값보다 변화가 큰 것으로 치아의 색조는 황색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 등41과 우 등42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치아미백 후 ΔE값이 최소한 3.7 이상의 차이를 가질 때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할 정도의 색조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다43,44. 또한,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인증을 위한 색상변화는 미백 직후, 3개월 

후, 6개월 후까지 평가되며 shade guide 상에서 2단계의 개선이 

있거나 ΔE값이 4.0보다 커야 한다고 하였다45. 

본 연구에서 치아미백처치 후 시간경과에 따른 ΔE값의 

변화경향은 실험군 A는 미백 1일 후 5.2, 미백 8일 후 8.0, 미백 

15일 후 9.3, 미백 22일 후 10.2이었고, 실험군 B는 미백 1일 후 

4.1, 미백 8일 후 7.7, 미백 15일 후 10.4, 미백 22일 후 11.6 으 

로 나타나 실험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총 3회의 미백처치 후 ΔE값이 실험군 A가 5.2로 

나타나 ΔE값이 3.3 ~ 6.8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8,46. 

실험군 B는 10.4로 ΔE값이 10.7 ~ 11.2인 것41과 ΔE값이 11.7 ~ 

12.5인 것42,47과 같은 연구결과였다. 실험군 모두 ΔE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할 정도의 색상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험군 간의 ΔE값은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작았다. Fasanaro148는 확실한 미백효과는 미백제를 적용하고 

2주 이내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실험군 B는 2주 

동안의 미백처치를 한 것으로 ΔE값 10.4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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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 치아미백에 의한 부작용으로 술 후 과민증, 치수손상, 법

랑질 표면의 변화, 잔존 수복물에 대한 영향, 변색재발, 외인성 변

색촉진, 구강점막과 위장점막에 대한 영향 등이 있다49. 

생활치 미백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첫째, 술 후 과민증으

로 10 % 과산화요소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15 %가 술 후 4일 이내

에 과민반응을 경험하였다50. 과산화수소만을 사용한 미백처치보다 

과산화수소를 광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때 치아 민감도가 더 증가

하였다. 치아 민감성은 보통 미백치료를 끝낸 후 4일 정도 지속되

는데, 39일까지 지속되었던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10 %의 과산화

요소를 사용한 임상연구에서 미백처치를 받은 환자 64명 중 55 %의 

환자에서 치아 민감성이 증가하거나 치은손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 환자들 중에 20 %는 치아 민감성과 치은손상을 이

유로 치료받기를 중단하였다51. 둘째, 치수손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한데, 35 % 과산화수소 겔을 30분간 적용하면 개의 견치에서 치수

반응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아 아세포(odontoblast)층은 미백제

가 적용된 부위에서 얇아지거나 완전히 소멸되었다. 상아전질(pre 

dentin)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염증의 침윤이 치수표면에서 발견되

었는데, 이런 모든 변화는 2개월 후에 서서히 사라졌다52. 셋째, 법

랑질 표면의 변화로 10 % 과산화요소 겔을 12시간 동안 법랑질에 

적응시키면 그렇지 않은 법랑질에 비해 파절 강도가 30 % 감소한다

고 하였다53. 넷째, 잔존 수복물에 대한 영향으로 복합레진이 수복

된 치아의 미백은 변연 미세누출을 증가시키고, 레진 수복물의 결

합강도는 낮게 한다54. 다섯째, 변색재발과 외인성 변색촉진으로 대

부분의 미백제들은 미백효과가 좋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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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아색으로 회복한다. 전문가 미백처치나 전문가의 지도하에 시

행하는 자가미백치료의 경우 치아미백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

어 미백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가 미백이나 OTC 미백

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미백효과를 전문

가 미백만큼 볼 수 없으며 변색의 재발이 쉽다. 또한, 손쉽게 미백

제를 구입할 수 있어서 변색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무분

별하게 오랜 기간 미백제를 사용하게 된다. 미백제 사용의 과잉은 

법랑질 표면을 다공성으로 만들고, 커피, 홍차, 니코틴 등 색깔 있

는 음식물의 착색이 잘 진행되어 변색을 유발한다52. 여섯째, 구강

점막과 위장점막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농도 35 % 과산화요소는 점

막에 닿으면 부식작용을 하며 치은에 화상과 탈색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는 기성 트레이(custom tray)에 10 % 과산화요

소를 담아 치아에 적용한 임상 실험에서 환자의 40 %가 치료기간 

동안 잇몸 자극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55. 미백제를 삼킬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자가 미백할 때 마우스가드(mouth 

guard)에 미백제를 많이 담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52.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치아미백제의 치아미백방법에 따른 손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미세경도를 측정하고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하

여 법랑질 표면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치아미백처치 후 미세경도 

변화경향은 실험군 A는 미백 전 290.7, 미백 1일 후 253.8, 미백 8

일 후 233.6, 미백 15일 후 244.8, 미백 22일 후 243.1이었고, 실

험군 B는 미백 전 295.3, 미백 1일 후 275.4, 미백 8일 후 238.6, 

미백 15일 후 215.2, 미백 22일 후 205.0으로 나타나 실험군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는 



 

 

- 50 - 

6 % 이상의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 후 치아의 법랑질과 상

아질의 미세경도를 감소시킨다21,29,56,57는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실험군 B의 미세경도는 미백처치를 주 1회 시행함에 따라 실험군 A

보다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Lewinstein 등58은 15 % 과산화

요소로 2주간 미백처치 한 후 미세경도를 측정한 결과 법랑질과 상

아질에서 9~14 %의 미세경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59. 치아미백처치 후 실험군 A의 미세경도가 253.81이고 실험

군 B의 미세경도가 215.27의 결과로 나타나29,42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미세경도가 컸다. 이는 실험군 A가 법랑질 표면의 손상이 적

었다고 할 수 있다.  

법랑질 표면상태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실험 

군 모두 법랑질 표면의 요철 양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구 등21의 

연구에서 미백처리에 따른 탈회 현상에 의해 법랑질로부터 칼슘과 

인산 등이 탈회되어 표면이 거칠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60는 결과와 

같았다. 윤 등29의 연구에서 미백처치 후 모든 시편에서 표면이 

거칠어진 양상과 저농도 미백군에서 고농도 미백군으로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광원을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더 거칠어진 양상을 보였다는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간의 법랑질표면 상태는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법랑질 

표면의 요철 양상이 적게 나타났다. 

치아미백제의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Berry61는 치아미백제에 포함 

되어 있는 과산화물에서 발생하는 산소라디칼은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돌연변이 유발, 발암물질의 증폭현상이 생기고, 치주조직 

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Gage 등62의 연구에서 3 % 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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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와 10 % 과산화요소 치아미백제가 구강 연조직에 미치는 영향  

은 궤양이나 부종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노 등47의 연구에서 

미백시술 후 안정성 평가로 전기치수 검사한 결과 치료 전과 

비교할 때 반대편 대조 치아에 비해 더 높거나 더 낮은 검사값을 

보이는 치아들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료 

직후 냉자극 검사에서 1명의 환자가 2개의 치아에 대해 심한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자극을 제거했을 때 정상반응을 보여 다른 

임상 검사소견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모두 정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Soares 등24의 연구에서 MDPC-23 cell에 적용한 과산 

화요소의 세포독성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실정에 맞게 실험방법을 

설계하여 전문가 미백제의 도포방법 차이에 따른 세포 독성평가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15 % 과산화수소에 광원을 적용하여 미백처치 한 후 

세포독성을 평가한 결과로 실험군 C 84.31 %, 실험군 B 69.32 %, 

실험군 A 48.47 %로 모든 실험군에서 cell viability가 감소하였다. 

이는 Trindade 등23이 35 % 과산화수소에 광원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의 세포독성평가를 한 연구에서 35 % 과산화수소 

겔만을 도포한 경우 7.97 %, 35 % 과산화수소 겔에 광원을 추가한 

경우 17.53 %로 모든 군에서 cell viability가 감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Soares 등24의 연구에서도 16 % 과산화요소의 미백처치 

후 cell viability가 1일 59.68 %, 7일 30.16 %, 14일 26.61 %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63. 본 연구에서 미백처치 후 실험군 간의 

cell viability는 실험군 A가 실험군 B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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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백처치 후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세포독성평가를 처

음 시도한 것으로 실험설계에서 in vivo 한 상태를 그대로 재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포독성평가 결과를 임상에

서 구강내의 치수환경과 같다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실험군 간의 비교 결과는 in vitro 한 상태에서의 

비교로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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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이용한 1 일 3 회 미백처치 

방법(실험군 A)와 1일 1회 1주 간격 총 3회 미백처치방법(실험군 B) 

에 따른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를 비교하였고, 실험군 A 와 실 

험군 B, 1일 1회 미백처리 하는 방법(실험군 C), 미백을 전혀 하지 

않은 군(대조군)으로 나눠 세포독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L*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L*값은 

실험군 A 가 69.8, 실험군 B 는 73.8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0.05).  

2. a*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실험군 A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실험군 B 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a* 값은 실 

험군 A 가 -2.6, 실험군 B 는 -2.1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0.05).  

3. b* 값은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b* 값 

은 실험군 A 가 -4.4, 실험군 B 는 -5.0 으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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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ΔE 값은 실험군 A 가 5.2, 실험군 B 는 10.4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0.05).  

5. 미세경도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두 실험군 간의 

미세경도는 실험군 A 가 253.8, 실험군 B 는 215.2 로 실험군 A 가 

실험군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0.05).    

6. 법랑질 표면상태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두 

실험군 모두 법랑질 표면의 요철 양상이 증가하였다. 두 실험군 

간의 법랑질 표면상태는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법랑질 표면 

의 요철 양상이 적게 나타났다. 

7. 세포독성평가는 치아미백처치 후가 미백처치 전에 비해 cell 

viability 가 감소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cell viability 는 

대조군은 100%, 실험군 C 는 84.31 %, 실험군 B 는 69.32 %, 

실험군 A 는 48.47 % 로 나타나 실험군 A, B, C 모두 대조군 보다 

cell viability 가 감소하였다. 또한, 실험군 A 가 실험군 B 보다 

cell viability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전문가 치아미백방법에 따라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상태 및 세포독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임상에서 전문가 치아미백을 시행할 때 치아 

미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군 B 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백효과는 작지만 하루에 미백처치를 다할 수 있고 

법랑질표면의 손상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실험군 A 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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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bleaching effect, enamel surface and cytotoxicit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dental office bleaching methods 

Mi-Young Park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g-Mahn Kim)  

 

Modern people live in 21st century are seeking for healthy 

life style and improved life quality. They are also concerned 

with their health and appearance as the raising of economical 

level. Nowadays, it is a great tendency that people can 

achieve satisfied tooth color just by dental bleaching instead 

of prothodontic method. 

Recently, there are variety of dental bleaching agents and 

methods. However, the change of tooth color and effects to 

tooth surface are different from one to another. Dental office 

bleaching is popular in these days because of its time-saving 

and effectiveness. It is also seemed that the effe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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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aching agent would be different by methods of application.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three methods 

using official bleaching agent: applicated three times a 

day(Group A); applicated one time a day per week for 3 

weeks(Group B); applicated one time a day(Group C). 

Tooth color change, surface characteristics and cytotoxicity 

evaluations were examined. Cell viability was detected using 

MTT assay among Group A, Group B and Group C as cytotoxicity 

evaluation.  

After bleaching, L*, a* and ΔE values of Group A were lower 

than Group B (p<0.05), while b* value of Group A was higher 

than Group B (p<0.05). L* value was increased and b* valu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by bleaching in both groups (p<0.05) 

and a* valu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bleaching in only 

Group B. After bleaching, microhardness of Group A was higher 

than Group B (p<0.05). Microhardness was decreased significantly 

by bleaching in both groups(p<0.05). The SEM results showed 

that Group B is more irregular than Group A an tooth surface 

became more irregular after bleaching. Cell viability result 

was Group C(84.31%) > Group B(69.32%) > Group 

A(48.47%)(p<0.05).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bleaching effect, enamel 

surface change and cytotoxicit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bleaching method were different. To get the bleaching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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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the method of Group B and to get the bleaching effect 

in short time with the minimum damage, the method of Group A 

are probably the bett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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