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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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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효과 및 치면세균막 제거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한 동 헌)
미백 세치제의 성분 중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제제는 활성산소
(oxygen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표백효과를 발휘하여 치아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백효
과 외에도 추가적인 구강 내 효과를 보기위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질산
칼륨은 치아민감도 감소, 피로인산나트륨은 치면세균막 제거, 치석침착 예방에
있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치아 미백물질 및 항균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배합된 미백세치제와 치아 민감도에 효과가 있는 질산칼륨, 치
면세균막 억제효과가 있는 피로인산 나트륨의 혼합 세치제의 임상적 효능을
평가하는데 있다.
임상시험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90명 중 탈락자 14
명을 제외한 76명(남 40명, 여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피
로인산나트륨무배합일반세치제사용대조군과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미백세치제,
1.7%피로인산나트륨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세 집단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할당하였으며, 각 집단은 실험대상자와 조사
자 모두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중 맹검으로 진행하였
다. 실험 시작 4주 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치석제거술을 실시하였고 4주 동안
대조군 세치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실험 시작 시에 각 집단별로 할당된 세
치제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치면세균막 검사, 치아색 측정, 치아지각과민도, 치
은출혈지수를 평가하였으며, 초기부터 2주 후, 4주 후, 8주 후 에 각각 동일하
게 평가하였다.
대상자 모두 1일 3회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세치제를 잘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치아색 측정은 Vita easyshade
Advance 4.0(VITA Zahnfabrik., Germany)을 이용하였으며, 치면세균막 지수
는 1명의 검사자가 모든 대상자에게 2tone disclosing solution(Young dental
manufacturing, USA)으로 착색한 뒤 Rustogi modified navy plaque index를
이용하여 치면세균막이 붉은색으로 착색된 경우 1점, 푸른색으로 착색된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시린이 측정은 Visual analogue scale(0-1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 전후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과 1.7%피로인산나트륨
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 모두에서 실험 후에 L*값과 a*값의 차이가 있었다
(p<0.05).
2. 치면세균막 지수는 1.7%배합피로인산나트륨미백세치제군에서 실험전에
비해 감소하였다(p<0.05).
3. 치아 민감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2개의 미백세치제군 모두에서 실험 전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치은출혈지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2개의 미백세치제군 모두에서 실험 전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주요어 : 치아미백, 피로인산나트륨, 과산화수소, 치면세균막
학번 : 2014-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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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세치제(dentifrice)은 칫솔과 더불어 치아에 사용되는 복합물로써 심미적 효과
와 더불어 상쾌한 맛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
인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효과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치제들이 시판되
고 있다.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치
아의 미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환자 본인이 시술하는 자가치
아미백술(Over-the counter bleaching)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백세치제를 예로 들 수 있다2). 미백세치제의 미백작용은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제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산화작용으로 치아에 부착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미백세치제의 기본 목적은
미백효과이나 과산화수소와 더불어 수산화 인회석 피로인사나트륨 등 다양한
성분을 배합하여 치면세균막 억제, 구취억제 등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4-6).
치아표면의 치면세균막은 표면에 부착한 후 2~14일 동안 석회화되어 최종적
으로 치은염 및 치주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세치제의 사용으로 초기에 치면세
균막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7). 피로인산나트륨(sodium
pyrophosphate)은 치면세균막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
다.8-10).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과산화수소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알
려져 있으나, 과민증(hypersensitivity) 등 기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치아 과민증에 대해 효과가 있는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는데 그 중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성분이 세치제에 배합되어 사용되
었을 때, 치아 과민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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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피로인산나트륨, 질산 칼륨, 과산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미백
세치제와 질산칼륨, 과산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미백세치제, 위 성분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대조 세치제에 대해서 치아색상 변화, 치면세균막 억제효과, 치
아 민감도 감소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세치제 간의 효과를 비교 평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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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및 대상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으로써 서울대학교 치
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에 진행하였다(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S-D20150011).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구한 희망자에 한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마친 대상자 중 연구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되
며, 미백세치제 임상시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구강건강상태 변화 및 치아색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치
아색상 측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과 같은 연구선정 기준과 제외기준14-15)에
부합하는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대상자는 사용세치제를 기준으
로 실험군1, 실험군2 및 대조군에 각각 1:1: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연구 참여자는 76명으로 각 군간 성별과 나이는 Table
2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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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lusion/exclusion criteria for participants
Inclusion criteria
1. Normal oral hygiene
2. ≧20 teeth
3. 8 natural anterior teeth(incisors and canines)
4. ≧18 years old
Exclusion criteria
1. Anterior facial tooth restorations
2. Systemic disease
3. No tooth whitening agents received before the study
4.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5. Allergy to any of the product components
6.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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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rol(n=24) Group1(n=26) Group2(n=26) P-value*
Gender
0.54
male 13(54.2)
16(61.5)
12(46.2)
female 11(45.8)
10(38.5)
14(53.8)
Age
25
25.8
25.8
0.63**
Smoking
0.41
everyday
2(8.3)
5(19.2)
1(3.8)
sometimes
1(4.2)
1(3.8)
1(3.8)
former
4(16.7)
3(11.5)
1(3.8)
smoker
none 17(70.8)
17(65.4)
23(88.5)
Alcohol
0.19
0
0(0.0)
0(0.0)
1(3.8)
<1/month
2(8.3)
6(23.1)
5(19.2)
1/month
4(16.7)
4(15.4)
4(15.4)
2-4/month 15(62.5)
9(34.6)
13(50.0)
2-3/week
1(4.2)
7(26.9)
2(7.7)
>4/week
2(8.3)
0(0.0)
1(3.8)
Coffee
0.49
0
0(0.0)
4(15.4)
3(11.5)
<1/month
5(20.8)
3(11.5)
1(3.8)
1/week
2(8.3)
4(15.4)
6(23.1)
4-6/week
1(4.2)
5(19.2)
6(23.1)
1-2/day
5(20.8)
7(26.9)
9(34.6)
>3/day 11(45.8)
3(11.5)
1(3.8)
* P-values obtained by chi-square test.
**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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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세치제
연구 대상자들은 일반 세치제를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피로인산나트륨 및 질
산칼륨이 0%인 대조군과 과산화수소 3.0%,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6.0%, 질
산칼륨 3.0% 배합 세치제 실험군(실험군1) 및 과산화수소 1.5%.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5.0%. 질산칼륨 1.5%, 피로인산나트륨 1.7% 배합 세치제 실험군
(실험군2)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별 세치제의 주성분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Main components of dentifrices by group
Control

Experimental

Experimental

group

group1

group2

Hydrogen peroxide

-

3.0%

1.5%

Colloidal silicon dioxide

-

6.0%

5.0%

Potassium nitrate

-

3.0%

1.5%

Sodium pyrophosphate

-

Main Components(%)

1.7%

제 2 절 연구 방법
실험대상자와 조사자는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중맹
검(Double-blind)로 설계되었으며, 각 집단의 대상자 모두 12주간 1일 3회, 회
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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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일정 및 수행내용
본 실험 기준(baseline) 측정 4주전 표준화를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치석제거
를 실시하였다. 표준화 세치제를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여 4주 동안 1일 3
회,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도록 하였으며, 임상실험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
실험 기준일에 할당된 군에 맞는 세치제를 배부하였으며 이후 방문마다 치
아색, 치면세균막, 치은출혈, 치아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기준일을 포함
하여 2주, 4주, 8주 후에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였다.

2. 치아색상(CIE L*a*b)

치아색상은 치아색상 측정기구(Vita easyshade advance 4.0, VITA
Zahnfabrik.,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상하악 4전치를 대
상으로 Vita easyshade advance 4.0의 팁을 치아 표면에 평행하게 적용한 다
음 각 치아를 총 9 부위로 나누어 L*, a*, b* 값을 기록하였다. L*값은 밝기
를 나타내며 0(흑색)에서 100(백색)까지의 값을 나타내며 a*값은 음수이면 녹
색에 치우친 색을 나타내며 양수이면 적색에 치우친 색을 나타낸다. b*값은
음수이면 청색, 양수이면 황색에 치우침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색차를 보기위
해서 ΔE값이 사용되었다. ΔE값은 L*, a*, b* 값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내었으며, ΔE값이 3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을 경우 ‘사
람의 눈으로 구분이 될 정도의 색차’로 나타내었다16).
ΔE=√(ΔL*)² + (Δa*)² + (Δb*)²
치아색상 측정은 실험 기준일, 2주, 4주, 8주 후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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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면세균막 평가

측정부위는 상하악 28개 치아를 대상으로 협설측이었다. 치면착색제(2tone
disclosing solution, Young deontal manufacturing, USA)를 도포한 후 청색
(older plaque)을 띄는 치면세균막은 2로, 적색(newer plaque)을 띄는 치면세
균막은 1로 기록하여 Rustogi modified Navy Plaque Index(RmNPI)를 약간
변형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4. 치은출혈지수 평가

상하악 28개 치아를 대상으로 훈련된 측정자가 CPI Probe를 이용하여 협․
설면 3부위(근심, 중앙, 원심)의 치주낭에 적용한 뒤, 10초 후 각 부위의 출혈
유무에 따라 기록하였다. 출혈이 없는 경우는 0, 점상의 출혈은 1, 선상의 출
혈은 2, 자발적 출현은 3으로 평가하였다.

4. 치아 민감도 평가

치아 민감도는 상하악 6전치(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대상으로 훈련된 측정
자가 3-way syringe의 air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민감도의 정도에 대해서
는 대상자가 Visual Analogue Scale(VAS)를 이용하여 0에서 10점으로 기록
하였다17). 0점은 ‘민감도 없음’이고 10점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민감도’로 기
준을 정하였다.
Fig. 1. Visual Analogue Scale of Tooth sensitivity
0 1 2 3 4 5 6 7 8 9 10
no
intolerable
pai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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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모든 변수의 기록은 전산으로 입력하였으며, SPSS Version 23.0(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기준일과 8주 후의 변화량
에 대한 통계적 검정에는 대응 t-검정(paired t-test)으로 검정하였다. 임상
참여 대상자의 사용 세치제를 설명변수로 하여 각 방문 별로 치아색상, 치면
세균막, 치은출혈, 치아 민감도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분석방법으로는 Scheffe post-hoc test
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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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치아 색상 변화
1. ΔE 값
8주 후의 ΔE 값은 Table 4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1.65, 실험군 1에서는
2.18, 실험군 2에서는 3.19값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실험군 2에서만 3이상의 값
이 나왔으며 3개 군 간의 ΔE 값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Table 4. ΔE by groups during 8weeks
8weeks a
Control
1.65±1.08a,b
Group1
2.18±1.62 b
Group2*
3.19±1.61
P-value
0.001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2. ΔL* 값
8주 동안의 각 군간 L*값의 변화값은 Table 5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80.83, 최종값은 81.43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80.16, 최종일에는 81.66이 나
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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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에 80.80. 최종일에 83.42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p<0.05). 실험 기준일에는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8주 후 결과
값에 대해서는 각 군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5. L*-values by groups during 8weeks
baseline a 2weeks a 4weeks a 8weeks a p-value* p-value***
Control 80.83±2.57a 80.80±2.75a 80.52±3.27a 81.43±2.89a,b 0.08
0.271
Group1 80.16±2.84a 80.38±2.88a 81.24±2.29a 81.66±2.77 b 0.001
Group2** 80.80±2.91 81.48±2.87 81.65±2.26 83.42±2.11 0.001
P-value
0.63
0.37
0.31
0.02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3. Δa* 값
8주 동안의 각 군간 a*값의 변화값은 Table 6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0.49, 최종값은 –0.62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0.35, 최종일에는 –0.55
이 나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
험 기준일에 –0.43. 최종일에 –0.97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였
다(p<0.05). 실험 기준일에는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8주 후 결
과 값에 대해서는 각 군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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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alues by groups during 8weeks
baseline 2weeks 4weeks 8weeks p-value* p-value***
Control -0.49±0.46a -0.45±0.52a,b -0.45±0.46a -0.62±0.57a,b 0.12
0.14
Group1 -0.35±0.50a -0.23±0.63a -0.40±0.51a -0.55±0.58a 0.04
Group2** -0.43±0.64a -0.65±0.63b -0.61±0.57a -0.97±0.59b 0.001
P-value
0.67
0.05
0.32
0.03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4. Δb* 값
8주 동안의 각 군간 b*값의 변화값은 Table 7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19.40, 최종값은 19.24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19.25, 최종일에는 18.85가 나
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험 기준
일에 19.43. 최종일에 18.15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p<0.05). 실험 기준일에는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8주 후 결과
값에 대해서도 각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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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values by groups during 8weeks
baseline a 2weeks a 4weeks a 8weeks a p-value* p-value***
Control 19.40±2.13a 19.21±2.16a 19.29±2.19a 19.24±2.29a 0.38
0.803
Group1 19.25±2.03a 19.33±2.32a 19.14±2.30a 18.85±2.39a 0.10
Group2** 19.43±2.88 18.99±3.18 18.74±3.15 18.15±3.16 0.001
P-value
0.96
0.89
0.74
0.35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제 2 절 치면세균막 변화
8주 동안의 각 군간 치면세균막 지수의 변화는 Table 8과 같이, 대조군의 경
우 실험 기준일에 62.08, 최종값은 58.13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58.54, 최종일에는
58.88이 나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54.00. 최종일에 44.46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
였다(p<0.05). 실험 기준일에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8주 후 결
과 값에 대해서도 각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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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Plaque Index
baseline a 2weeks a 4weeks a 8weeks a p-value* p-value***
Control 62.08±31.65a 68.33±21.74a 65.17±22.99a 58.13±22.80a 0.33
0.10
Group1 58.54±27.23a 62.92±21.00a 58.23±20.46a 58.88±32.18a 0.96
Group2** 54.00±25.61 54.27±24.42 54.08±22.16 44.46±18.57 0.02
P-value
0.60
0.09
0.20
0.08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제 3 절 치은출혈 변화
8주 동안의 각 군간 치은출혈 지수의 변화는 Table 9과 같이, 대조군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0.00, 최종값은 0.15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0.38, 최종일에는 0.08이
나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험 기
준일에 0.19. 최종일에 0.38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5). 실험 기준일에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8주 후 결과 값
에 대해서도 각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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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Bleeding on Probing *
baseline a 2weeks a 4weeks a 8weeks a p-value p-value***
Control 0.00±0.00a 0.08±0.28a 0.17±0.48a 0.15±0.61a 0.12
0.80
Group1 0.38±0.85a 0.12±0.43a 0.15±0.61a 0.08±0.27a 0.19
Group2** 0.19±0.69 0.08±0.39 0.15±0.46 0.38±1.13 0.45
P-value
0.11
0.93
0.99
0.35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제 4 절 치아 민감도 변화
8주 동안의 각 군간 치은출혈 지수의 변화는 Table 10과 같이, 대조군의 경
우 실험 기준일에 0.96, 최종값은 0.00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량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1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0.81, 최종일에는 0.50
이 나왔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실험군 2의 경우 실험
기준일에 1.42. 최종일에 0.40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p>0.05). 실험 기준일에 각 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8주 후 결과
값에 대해서도 각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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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tooth sensitivity assessed with a
VAS(0-10)
baseline a 2weeks a 4weeks a 8weeks a p-value* p-value***
Control 0.96±2.76a 0.67±2.33a 0.00±0.00a 0.00±0.00a 0.10
0.49
Group1 0.81±1.96a 1.50±6.11a 0.62±1.88a 0.50±2.02a 0.46
Group2** 1.42±5.01 2.19±7.28 1.23±3.77 0.50±2.55 0.09
P-value
0.81
0.64
0.22
0.57
VAS:
Visual Analogue Scale.
*P-values obtained from paired t-test.(visit2↔visit5)
**P-values obtained from one-way ANOVA.
***P-values obtained from RM-ANOVA.
a,bDifferent charac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h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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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고 안
세치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미백처치를 위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미백세치제는 실용적인 방법으
로 알려져있다18). 하지만 아직 이러한 미백세치제의 성분별 효과에 대한 객관
적인 보고서가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산화수소, 질산칼륨 및 피
로인산나트륨을 포함한 세치제의 미백효과 및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진
행되었다.
미백세치제는 장기간 처치가 가능하나 식습관에 의한 착색에 주의하지 않으
면 미백효과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착색과
관련된 식이습관을 조사한 결과 52.0%가 커피를 1일 평균 1~2회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치아의 법랑질에 착색을 유발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
다19). 따라서 미백세치제로 미백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이습관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동안 커피섭취량을 제한하
여 식이습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치면세균막은 장기간 치면에 부착되어 석회화되어 치석으로 형성이 된다. 치
석은 치석제거술 외에는 제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세치제 등 의
사용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여 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피로인산나트륨의 치면세균막 억제를 통한 치석형성 억제의 효과를 보고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Kohut BE 등20)의 연구에서는 1.3%의 피로인산나트
륨 세치제 사용 후 대조 세치제에 비해 14.1%의 치석형성 감소에 효과가 있
다고 발표하였으며, Grossman E 등8)의 연구에서도 6달 간의 실험 결과 대조
군에 비해 13.9%의 치면세균막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실험과
같이 치은출혈에 대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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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평가한 치아 과민증은 미백세치제의 성분 중 하나인 과산화수소
에 의해 나타나는데 질산칼륨의 경우 이를 억제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Sharma S 등21)의 연구에서는 본연구와 마찬가지로 VAS를 이용하여 과민증
을 측정한 결과 질산칼륨 세치제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Nagata T 등
22)의 연구에서는 air를 이용하여 과민성을 측정하였으며, 질산칼륨 세치제의
과민성 감소효과가 사용 후 4주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실험 종료시점인 12
주차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리뷰23)에 따르면 질산칼륨 세치제를 사용한 대상자에게 air로 측정한 과민증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치제 외에 위 성분
을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경우에도 6주간의 적용 결과 과민증 감소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24).
Vita easyshade advance 4.0을 이용하여 치아색조평가를 실시한 결과, ΔE는
대상 치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Gross와 Moser16)는 ΔE의 값이 0-2 사이의 값인 경우에는 육안
으로 색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2-3의 범위에서는 육안으로 경미하
게 인지할 수 있으며, 3-8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 이며, 8
이상이면 현저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ΔE의 전체
치아 평균 값을 실험군1, 실험군2 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 기준일로부
터 8주 후에는 실험군1은 2.18, 실험군2는 3.19, 대조군은 1.65로, 실험군2에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 육안으로 색조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변
화였다. 실험군1은 육안으로 경미하게 인지할 수 있는 변화였으며, 대조군은
인지가 어려운 수준이었다. ΔL*, Δa*, Δb*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실험군2는 각
각 2.62, -0.53, -1.27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 실험군1은 1.50, -0.20,
-0.41로 대조군보다 많은 변화량을 보였다. 실험군1과 실험군2 모두에서 ΔL*
과 Δa*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 8주간에 색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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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연구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계자, 실험대상자, 조
사자는 어떤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는 삼중맹검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임상
실험의 윤리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
하였으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실험을 시작하고 실험 중간
본인의 자발적 중단에 의한 중지를 허용하였다. 셋째, 모든 실험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실험 시작과 실험 중간에 동일한 새 칫솔을 제공하였으며, 실험 4주전
피험자 전원에게 동일한 잇솔질 방법을 교육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선택
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발했음에도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하여 착색 보
유자나 치아 색이 어두운 대상자가 적어 미백세치제의 더욱 극적인 효과를 확
인할 수 없었다. 또, 대조군의 경우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될 수 없어 설명
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8주간의 단기 추적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치아색상 변화를 평가할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실험 결과 중 1.7%피로인산나트륨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에서의 과산화수소
함량이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백
효과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
유된 세치제의 사용 시 미백효과가 있었다는 결과25)와 미백밴드에 피로인산나
트륨 첨가 시 미백효과가 향상된다는 결과26)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과산화
수소 함량을 줄이면서 최대의 미백효과를 낼 수 있는 과산화수소와 피로인산
나트륨 함량을 평가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과산화수소, 질산칼륨, 피로인산나트륨을 포함한 세치제와 해당 성
분이 포함되지 않은 세치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효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또한 후속연구로 해당 효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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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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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 론
치아미백효과가 있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미백세치제와 치아 민감도에 효
과가 있는 질산칼륨, 치면세균막 억제효과가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의 혼합 세
치제 사용의 임상적 효능을 평가하고자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일반세치제사용
군 24명,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 26명, 1.7%피로인산나트륨배
합미백세치제사용군 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실험 전후 피로인산나트륨무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과 1.7%피로인산나트륨
배합미백세치제사용군 모두에서 실험 후에 L*값과 a*값의 차이가 있었다
(p<0.05).
2. 치면세균막 지수는 1.7%배합피로인산나트륨미백세치제군에서 실험전에
비해 감소하였다(p<0.05).
3. 치아 민감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2개의 미백세치제군 모두에서 실험 전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치은출혈지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2개의 미백세치제군 모두에서 실험 전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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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증례기록지 (Case Rep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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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oth whitening and plaque
control efficacy of dentifrice
containing hydrogen peroxide,
potassium nitrate, and sodium
pyrophosphate
Choi Ho-Joon, BSDH, RDH
(Directed by Prof. Han Dong-Hun, DDS, MS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ooth
whitening dentifrice which including sodium pyrophosphate and potassium
nitrate for whitening, plaque index, gingival bleeding and tooth sensitivity.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study was performed from May 2015 to October 2015. 76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by inclusion/exclusion criteria.
Participants were allocated to control, 0% sodium pyrophosphate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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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group and 1.7% sodium pyrophosphate tooth whitening group.
All subjects were provided professional plaque controls, standardization
dentifrice, and instruction about brushing(3times/day) before baseline. At
baseline, all subjects were provided assigned toothpaste. CIE L*a*b, plaque
index, gingival bleeding and tooth sensitivity were measured at baseline,
2weeks, 4weeks, and 8weeks respectively. CIE L*a*b* assessed by Vita
easyshade advance 4.0(VITA Zahnfabrik., Germany), and plaque index was
assessed by Rustogi modified Navy Plaque Index(RmNPI) after disclosing
with 2tone disclosing solution(Young dental manufacturing, USA). Tooth
sensitivity was assessed by Visual analogue scale(VAS, 0-10). All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1.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p<0.05) on L* and a* in both tooth
whitening groups after 8weeks.
2. 1.7% Sodium pyrophosphate tooth whitening group showed
improvement in plaque control which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aseline and 8weeks(p<0.05).
3. All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ly difference in gingival bleeding
between baseline and 8weeks(p>0.05).
4. All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ooth sensitivity
between baseline and 8weeks(p>0.05).
Keywords : Tooth whitening, Sodium pyrophosphate, Hydrogen
peroxide, Dental plaque
Student Number : 2014-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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