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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연마제 의치 세척제의 

마모도 및 항균력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교수 최 종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상 민

목적: 무연마제 의치 세척제의 마모도와 항균력을 평가하여 자가 세척방법 및 관

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의 선택 및 사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세척제에 따른 마모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치상용 

레진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에 기계적인 칫솔질을 시행하여 손실 두께

를 측정하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의 거칠기를 관찰하였다. 세척제 성분에 

따른 항균력의 차이는 디스크법으로 측정하였으며, One-way ANOVA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결과: 칫솔질에 의한 레진 시편의 평균 마모량은 증류수군 2.22μm, 클리너군 

2.33μm, 치약군 6.43μm로 나타났다. 치약으로 칫솔질 하였을 때, 손실된 마

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시편의 표면도 거칠게 관찰

되었다. 세정 성분에 따른 항균력 평가에서 증류수군은 모든 농도에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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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구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합성계면활성제군의 항균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나(P=0.05) 식물성계면활성제군의 항균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두 성분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도 증가하였다.

결론: 의치의 위생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레진상의 마모를 최소화 시키면

서 항균효과가 있는 세정 성분이 포함된 의치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

며,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치 관리방법에 대한 올바

른 정보와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노인, 의치, 세척제, 무연마제, 마모도, 항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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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마제 의치 세척제의 

마모도 및 항균력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교수 최 종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상 민

Ⅰ. 서론

  

  한 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용어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

회, 초고령 사회를 사용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로,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

구의 14.3%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또

한 이러한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가 고

령자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을 저출산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

달로 인한 수명 증가를 꼽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398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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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으로 2016년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9.0%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8). 이에 따라 치의학 분야에서도 고령자의 구강건강 문제 및 의료 복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

라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평균 치아 개수는 남성 16.8개, 여성 16.1개로 

나타났으며, 씹는 기능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알려진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개

수보다 적었다.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잔존 치아 개수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50대 환자는 평균 24.72개의 평균 잔존 치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60대는 

22.58개, 70대 이상에서는 17.29개로 고령자일수록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Lee, 2014).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제 2의 치아’로 불리는 의치에 대한 수요와 필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령자의 

총의치 급여화가 실시되었고, 2016년 7월에는 급여대상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등 고령자의 의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었

다. 의치 치료는 치아가 상실된 노인의 저작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신체적, 심

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잘 맞지 않는 의치를 지

속적으로 착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의치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구내염, 잇몸염

증, 구취, 진균의 기회감염 등 심각한 구강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 특히, Candida albican 등의 세균은 구강 점막뿐만 아니라 의치의 레진상 

표면에도 달라붙어 증식할 수 있다(Carmen, et al., 2011). Candida의 보균율

은 의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39%, 의치를 착용하는 경우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1986). 이러한 문제는 면역이 저하된 노인에게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의 감염 및 폐렴 등을 유발하고, 암의 유병율

을 4배 이상 높이는 등 전신적인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Davenport, et 

al., 1970; Ejvind, et al., 1978; Heath, et al., 1983; Hiro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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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치 세척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으로 구분된다. 물리적인 세척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흐르는 물에 닦

기, 소금이나 치약을 이용하여 닦기, 비누를 이용하여 닦기,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닦기 등이 있다(Gwinnett and Caputo, 1983). 화학적인 세척방법은 

시판되는 소독용 알약 제품을 이용하거나 클로르헥시딘 용액에 담가두기 등의 

방법이 시도되었다(Silva-Lovato, et al., 2010; Hiroht, et al., 1995). 이 

외에 Microwave irradiation을 이용한 관리, 오존으로 소독하기 등의 방법도 

시도되었으며(Daniela, et al., 2009; Amir and Hardy, 2008), 위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관리하도록 추천하기도 한다(Baba, et al., 

2018).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소독용 세정제를 이용한 

세척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winnett and Caputo, 1983; Georges 

and Elie, 2017; Hwang and Shin, 1997). 의치 착용자의 93.1%는 의치를 세척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수돗물 세척이 34.1%,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이 

31.8%였다(Georges, et al., 2017; Cakan, et al., 2015). 일본, 미국, 이탈

리아 등의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의치관리 실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치과 전문인력이 치약으로 의치 세척을 권장하는 경우가 선

진국에서는 약 10%,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30%로 나타났다(Alyson, et al., 

2016). 우리나라는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이 33.6%, 흐르는 찬물에 헹구는 방

법이 24.8%로 나타나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실정이었다(Kim, et al., 2018).

  일반적으로 치약에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기 위한 연마제 성분이 포함

된다. 자연치아보다 강도가 약한 의치 레진상에 치약을 사용하면 연마제 성분

에 의해 의치 표면이 마모되고, 스크래치 및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Tellefsen 등은 의치를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면 칫솔모의 강도가 약하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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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의치 표면의 마모도는 높다고 하였다(Tellefsen, et al.,2011). 즉, 칫

솔모의 강도와 관계없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에 의한 의치 레진상에 상처가 생

기며, 이러한 틈새는 세균의 서식처가 된다. 치약의 연마제 성분으로 인한 의

치의 변형과 세균 증식을 우려하는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소독용 세정제나 주

방세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Antonio, et al., 2007; Bhushan, et 

al., 2017). 하지만 비누와 주방세제 등에는 합성계면활성제 성분의 대표적인 

Sodium Laurly sulfate(SLS)가 함유되어 있다. 치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SLS는 

세정효과는 뛰어나지만 피부, 점막 등에 고농도로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접촉

성 피부염을 일으킨다(Willis, et al., 1989). 또한, 상피세포의 뮤신 층을 

공격하여 점막의 면역기능과 보호기능을 저해하기도 하며(Tabak, et al., 

1982), 구강 상피세포의 공격은 궤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Herlofson, 

et al., 1994).　SLS가 함유된 치약과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이용해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지속기간과 통증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SLS가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사용한 그룹에 그 기간과 통증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궤양

의 치유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m, et al., 2012). 구강 점막에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는 의치를 관리함에 있어서 SLS 등 화학적인 성분이 함

유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구강 점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치의 수명 연장과 청결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의치를 세척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이며, 이때 적절한 관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

라서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치 착용자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함께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치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의치 관리법에서는 의치 레진상에 손상을 거의 주

지 않도록‘비누나 주방세제 등을 이용하여 솔질, 관리 또는 의치전용 칫솔 

및 치약 사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치 전

용 치약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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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마제 성분이 없고, 식물성계면활성제로 세정력을 강화

한 액상타입의 의치 세척용 클리너를 이용하여 의치 레진상의 마모도와 항균

효과를 비교하고, 안전한 의치 관리 방법과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의 선택 및 

사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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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세척제에 따른 의치 레진상의 마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증

류수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연마제 성분이 없는 의치 세척용 클

리너(닥터초이스 클리너 좋은치약[염화나트륨], 서울, 한국)와 시판되고 있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클리너는 치약과

는 다르게 무연마제 액상타입의 거품치약으로 의치 레진상에 손상을 거의 주

지 않으면서 세정력을 높일 수 있는 식물성계면활성제와 에센셜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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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of Cleaner and Toothpaste

Cleaner Toothpaste

Sodium Chloride Calcium carbonate

Xylitol Sodium monofluorophosphate

Aloe Extract Glycerin

Bamboo salt Sodium lauryl sulfate

Steviol Glycoside Mono oleaic acid sorbitan

Glycerin Amorphous sorbitol solution 70%

Mentha Oil Sodium saccharin

Eucalytus Oil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Ascorbic Acid Zinc acetate

Sodium Hydrogen Carbonate Xylitol

Sodium Cocoyl Glutamate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Hydrogenated Castor Oil Hydrated silica(TIXOSIL43K)

Ubidecarenonoe Perfume

Phytoncide flvor Deionized Water

Deioniz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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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레진 시편의 제작

  의치상용 레진(ProBase, Ivoclar vivadent, Fürstentum Liechtenstein)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후, 직사각형 모양의 테프론 몰드(15 X 8 X 7mm)에 

넣어 레진 블록을 제작하였다(Fig. 1). 테프론 몰드에서 분리된 레진 블록은 

제작상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p5000 sandpaper로 표면을 연마하였으며, 

완성된 시편은 깨끗하게 세척하여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Figure 1. Making of res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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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진 시편의 마모도(abrasion) 측정

  항습기 안에서 완전히 건조된 레진 시편을 측정범위 10-4~210g인 전자저울

(PAG214, OHAUS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24기간 간격으로 3일 동안 무

게를 측정하였다. 이전에 측정한 무게와 0.001g 이상 차이가 없는 무게를 건

조 무게 W0(g)으로 하였으며, 무게가 측정 된 레진 시편은 세척제에 따른 마

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조군(증류수), 실험군1(클리너), 실험군2(치약)로 

각 군마다 20개씩 시편을 나누었다. 

  시험 장비는 전후 왕복으로 칫솔질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비로 각각 챔버

에 채우는 용액을 다르게 하여 실험하였다. 액상 형태인 증류수와 클리너는 

그대로 챔버에 넣었으며, 치약은 증류수와 1:3 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한 슬러

리를 챔버에 넣었다. 칫솔(Butler®, GUM Classic Brush #211)은 시편 위에 

200g의 중량이 가해지도록 장착하였으며, 칫솔질 횟수는 Sexson과 Phillips의 

관찰 기준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의치를 칫솔질 할 경우, 약 1년분에 해당하는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1,000회씩 10번 반복하여 총 10,000회를 시행하였다

(Sexson and Phillips, 1951). 각 시편에 가해지는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

용하였고, 시편을 교체할 때 마다 용액과 칫솔을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칫솔

질이 완료된 시편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항습기에서 건조시킨 후, W0(g)의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 무게를 측정하여 1,000회=W1(g), 2,000회=W2(g) 

… 10,000회=W10(g)으로 기록하였다. 시편의 최종적인 마모도는 무게 손실값

(Wo-W10)(g)으로 결정되고, 손실 무게는 다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두께 손

실로 전환하였다(Heath, et al., 1983; Par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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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W0 - W10

TO W0

TO = 시편의 초기 두께(mm)  

TL = 마모된 시편의 손실 두께(mm)

W0 = 시편의 초기 건조 무게(g)

W10 = 마모된 시편의 건조 무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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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

  각 군에서 한 개의 레진 시편을 임의로 선정하여 칫솔질 후의 표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각 시편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SEM 

stud에 부착하여 gold sputter-coating한 후, 100배율로 관찰하였다.



12

  라. 항균력 측정

  세정 성분에 따른 항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류수, 식물성계면활성제

(Sodium cocoyl glutamate, SCG), 합성계면활성제(SLS)의 항균력을 디스크법

으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treptococcus mutans(KCTC 5316)는 한

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Korean Collection for Oral Microbiology)에서 분양받

았다. Brain Heart Infusion(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 37g과 

Agar(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 15g을 배합하여 1ℓ의 볼륨이 되

도록 멸균증류수를 넣었다. 고압멸균기에 멸균하여 60℃로 식힌 후, 90×15mm 

Petri dish에 BHI agar 배지를 25ml씩 넣어 고체배지를 제조하였다. BHI 액체 

배지에서 24시간 배양된 S.mutans를 고체 배지에 도말하고, 3개의 Paper 

disc(Toyo Roshi Kaisha Ltd., Japan)를 올려놓았다. 각 Paper disc에 증류

수, 식물성계면활성제, 합성계면활성제를 20ml과 40ml 농도로 처리하였으며, 

18시간 후에 미생물억제구역(Zone of inhibition)의 직경을 mm단위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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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통계분석

  세척제에 따른 레진 시편의 마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으며, 세정 성분에 따른 항균력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3.0 통계프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범위에서 통계학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14

Ⅲ. 연구 결과

1. 마모도 평가

  각 군의 칫솔질 횟수에 따른 레진 시편의 손실 두께 및 변화 추이는 Fig. 2

와 같다. 증류수군과와 클리너군은 칫솔질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1,000(W1) 

~ 2,000(W2)회에서 비교적 많은 마모량이 발생하였지만 칫솔질 횟수가 증가될

수록 마모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치약군은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마

모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칫솔질 10,000(W10)회를 시행 하였을 때, 레

진 시편의 평균 마모량은 증류수군 2.22μm, 클리너군 2.33μm, 치약군 6.43

μm로 나타났으며, 치약군의 평균 마모량은 증류수군과 클리너군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세 군의 마모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 증류수군과 클리너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치약군에서 손실된 마모량이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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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thickness of res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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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ickness loss after abrasion test(μm) 

a,b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Tukey test at α=0.05 (a<b).

By the one-way ANOVA test at α=0.05.

 Group Mean±SD F P value

 Control (n=20) 2.22±0.16a

2188.59 <0.001 Cleaner (n=20) 2.33±0.16a

 Toothpaste (n=20) 6.43±0.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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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관찰

  칫솔질 10,000(W10)회를 시행한 후, 각 군에서 한 개의 레진 시편을 임으로 

선정하여 시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모든 시편에서 칫솔

이 주행한 방향으로 규칙적인 홈이 관찰되었으며, 치약군은 증류수군과 클리

너군보다 표면이 거칠게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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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photograph of abraded surface at magnification of 1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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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균력 평가

  세정 성분에 따른 미생물억제구역은 Fig. 4,5와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증류수는 모든 농도에서 미생물억제구역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항균

효과가 없었다. 평균 미생물억제구역은 SCG를 20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3.17mm, 40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5.17mm로 측정되었다. SLS의 평균 미생

물억제구역은 20ml농도에서 17.5mm, 40ml농도에서 20mm였다. SLS의 항균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SCG도 항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성분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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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crobial zone of inhibition treated with 20ml 

(C, Sodium cocoyl glutamate; D, Distilled water; S, Sodium lauryl sulfate.)

 

Figure 5. Microbial zone of inhibition treated with 40ml 

(C, Sodium cocoyl glutamate; D, Distilled water; S, Sodium lauryl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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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bial zone of inhibition

By the Mann-Whitney U test at α=0.05.

SCG, Sodium cocoyl glutamate; SLS, Sodium lauryl sulfate.

SCG

(n=3)

SLS

(n=3)
P value

  20ml 13.17±1.04 17.50±0.50 0.05

  40ml 15.17±0.76 20.00±1.0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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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현대 사회의 발전과 의학 기술의 발달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통계청, 2018), 노인의 건강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

로 부각되었다. 특히, 구강건강 문제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

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Hu, et al., 2010). 노인

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강 문제는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기능의 저하로 이

는 다양한 식품의 선택과 영양 섭취를 제한시키며, 전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gawa, et al., 

2012; Krall, et al., 1998; Kwon, et al., 2017; Park, et al., 2008).

  우리나라는 치아가 상실된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총의치 급여

화를 실시하였고, 2016년 7월에는 급여대상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변

경되어 노인 의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다. 현재 

약 400만 명의 노인이 의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회복된 구강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 및 의치 관리방법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Lee, 2018). 하지만 Moskona와 Kaplan은 의치 착용자의 16.7%만이 의치를 청

결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Moskona and Kaplan, 1992), Jagger와 

Harrison의 연구에서 일부 노인은 의치를 세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틀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gger and Harrison,1995).

  의치 세척방법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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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은 흐르는 물이나 주방세제,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이 대표적이며, 

화학적인 방법은 소독용 세정제 용액에 담가두는 것이다. Kim 등의 연구에서 

의치 착용자의 33.6%가 치약을 의치 세척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8). 하지만 치약에는 치아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기 위한 연마제 성분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보다 강도가 약한 의치 레진상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Verran 등은 의치 표면의 거칠기가 세균의 부착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Verran J,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

연마제 의치 세척제를 이용하여 의치 레진상의 마모도와 항균력을 비교하고, 

의치 자가 세척방법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세척제에 따른 마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치상용 레진 시편을 제작하고, 

각 군마다(증류수, 클리너, 치약) 20개씩 시편을 나누어 10,000회의 칫솔질을 

시행하였다. 레진 시편의 손실 두께는 증류수군 2.22μm, 클리너군 2.33μm, 

치약군 6.43μm로 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사후검증 결과, 치약군에서 마모도가 높았다(Table 2). 레진 재료와 성형방법

에 따른 마모도를 평가한 Park의 연구에서는 칫솔질 20,000회를 시행하였을 

때, 비누용액의 평균 마모량은 2.46~2.89μm, 치약용액의 평균 마모량은 

13.85~14.78μm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Park,2002). 또한 본 연구에서 각 군의 칫솔질 횟수에 따른 레진 시편의 손

실 두께 변화량를 살펴보았을 때(Fig. 2), 증류수군과 클리너군은 처음으로 

칫솔질을 시행하였던 1,000(W1)~2,000(W2)회에서 비교적 많은 마모량이 발생

하였다. 하지만 칫솔질 횟수가 증가될수록 마모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치약군은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마모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인 세척방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칫솔

모에 의한 마모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물리적인 세척을 할 때에는 의치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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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손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모의 의치용 솔이나 칫솔을 선

택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으로 솔질 또는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고령의 의치 착용자의 경우, 세밀한 의치 세척이 어려워 세균성 치태나 치

석이 쉽게 침착되고, 비위생적인 의치는 진균의 일종인 캔디다균의 증식으로 

의치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Jainkittivong, et al,. 2010). 그러므로 의치 

세척제로서의 역할은 레진상의 마모도 뿐만 아니라 항균효과에 대한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Heath 등은 물로 칫솔질하는 것은 의치의 착색과 

유기물 잔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선

택하여 의치를 세척하도록 보고하였고(Heath, et al., 1983), Hwang과 Shin은 

화학적인 세척방법이 칫솔질에 의한 이물질 제거 효과를 완전히 대체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Hwang JW and Shin SW, 1997). 일반적으로 의치 세척제로 사용

되고 있는 치약이나 주방세제에는 부착물의 표면장력을 저하시켜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세정력이 강한 합성계면활성제(SLS) 성분이 포함되어있다. 하지

만 SLS는 적정 농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종양이나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

고,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유발한다는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Fiume, 

et al., 2010; Marrakchi and Maibach, 2006), 구강 내에서는 아프타성 궤양

의 발생과 건조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Evelyn, et al., 2007). 최근에는 SLS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LS를 식물성계면활성제(SCG)로 대체한 다양한 제

품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법을 이용하여 세정 성분

에 따른 SCG와 SLS의 항균효과를 평가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증류수에서

는 미생물억제구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항균효과가 없었다. SCG에서 

평균 미생물억제구역은  20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3.17mm, 40ml농도로 처

리하였을 때 15.17mm로 나타났으며, SLS의 평균 미생물억제구역은 20ml농도에

서 17.5mm, 40ml농도에서 20mm였다. SLS의 항균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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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P=0.05) SCG도 항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성분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의치 구내염은 의치 착용자에게 호발하는 질환으로 기계적인 감염, 의치 내 

세균성 치태, 구강점막의 진균 감염 등과 같은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Budtz-Jorgensen, et al., 1981; Tarbet,1982). 의치 구내염을 치료하

기 위해서는 항진균 제제나 항생제를 투여하고, 의치의 외상을 최소화 시키는 

교합조정, 재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의치를 위생적인 상태로 관리하는 것으

로써 의치 내 치태를 제거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술식으로 간주되

고 있다(Olsen,1975). 하지만 일부 의치 착용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시력감

퇴, 자유롭지 못한 손놀림,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의치 세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치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노인의 

의치 상태는 불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치와 구강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

으면서 의치 내 존재하는 이물질과 세균성 치태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한 세척 방법 및 안전한 의치 전용 세척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적절한 의치관리 방법으로는 의치 레진상의 

마모도를 최소화 시키면서 항균효과가 있는 세정 성분이 포함된 의치 세척제

와 부드러운 솔 또는 칫솔을 이용한 물리적인 세척방법이 권장되며, 화학적인 

세척방법을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치의 수명을 장기적으

로 유지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 져야하며,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치 관리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구강

보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연마제 의치 세

척제의 효과를 실험실 평가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실제 의치 착용자에게 적용

하여 유효성·안전성 평가, 만족도 조사 등 임상연구의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구강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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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업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

양한 구강관리용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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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무연마제 의치 세척제의 마모도와 항균력을 평가하여 자가 세척

방법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의 선택 및 사용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칫솔질에 의한 레진 시편의 평균 마모량은 증류수군 2.22μm, 클리너군 

2.33μm, 치약군 6.43μm로 세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사후검증 결과, 치약으로 칫솔질하였을 때, 손실된 마모량이 3

배정도 많았다.

2. 칫솔질에 의한 표면의 거칠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시

편에서 칫솔이 주행한 방향으로 규칙적인 홈이 관찰되었으며, 치약군은 증

류수군과 클리너군보다 표면이 거칠게 나타났다.

3. 세정 성분에 따른 식물성계면활성제(SCG)와 합성계면활성제(SLS)의 항균력 

평가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된 증류수는 모든 농도에서 미생물 억제구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SCG에서 평균 미생물 억제구역은 20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3.17mm, 40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5.17mm로 나타났다. SLS의 미생

물억제구역은 20ml농도에서 17.5mm, 40ml농도에서 20mm였다. SLS의 항균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SCG의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두 성분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균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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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치의 수명을 유지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의치 레진상의 마모도를 최소화 시키면서 항균효과가 있는 세정 성분

이 포함된 의치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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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rasiveness and antimicrobial activity by 

use of the denture cleaner without abrasive

Sang Min, Lee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Hoon Choi, D.D.S., M.S.D., Ph.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brasiveness and 

antibacterial ability of the denture cleaner without abrasive, to propose self - 

cleaning method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selection and use of proper denture 

care products.

Materials and methods: In order to compare the abrasiveness between regular 

toothpaste and denture cleaner without abrasive, standardized rectangular denture 

acrylic resin specimens were prepared. Loss of the resin specimen was measured 

after periodical mechanical brushing, the surface roughness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detergents was 

measured by disk method. One-way ANOVA test and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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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average amount of loss of the resin specimens after periodical 

mechanical brushing was 2.22μm with distilled water, 2.33μm with cleaner and 

6.43μm with toothpaste. The loss of weigh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with toothpaste(P<0.001), also highly rough surface was detect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synthetic detergent was significantly higher(P=0.05), 

the positive result was also confirmed with the vegetable detergent. Also the range 

of influence was increased with higher concentration of both detergents.

Conclus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o use a denture cleaner without abrasive to 

minimize wear on the denture resin, with antimicrobial vegetable detergent. Oral 

health care experts, such as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need to provide an 

accurate information on denture cleansing management.

Keywords : Elderly, Denture, Cleaner, Without abrasive, Antimicrobial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