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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에 대한 화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문정현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들의 고찰을 

통해 화학적 관점을 토대로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을 분석하고 

화학치료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치석제의 작용 기전을 규명해보고 

치은 연상 치석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PubMed를 통하여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과 항치석제의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와 체계적 문헌 고찰 (systematic review) 등에 대한 

검색을 바탕으로 치은 연상 치석에 대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치석제의 개발을 위한 치은 연상 치석에 대한 연구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3. 연구결과 

치은 연상 치석의 구성 성분과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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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치은 연상 치석의 석회화 과정이 다양한 촉진제와 억제제를 통해 

어떻게 개시되고 조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화학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석회화 과정의 

개시단계에서 PRP나 statherin, 면역 글로불린과 다른 당단백질과 같은 

고분자의 역할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치석 형성에 대한 불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시험관 내 치태의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며 구강 환경은 거의 

통제할 수 없고 장소특이적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구강 환경을 

모방하면서 보다 통제 가능한 시험관 내 배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 결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인 항치석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필름 배양 시스템, 특히 “인공 구강”의 개발은 

석회화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인공 구강”에서 미래의 치약과 구강세정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항균제의 치태와 치석 형성에 대한 억제 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어 : 치은 연상 치석, 치태 석회화, 항치석제 

학  번 : 2009-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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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치은 연상 치석의 임상 양상 

 

치석이란 치면이나 다른 구강 내 구조 표면에 부착되어 나타나는 

석회화된 혹은 석회화 중인 침착물로 정의된다[1]. 치석은 위치에 따라 

치은변연 상부에 위치하는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열구 혹은 치주낭 등 

치은변연 하부에 위치하는 치은 연하 치석으로 분류된다. 

치은 연상 치석이 타액에 노출된 백, 황색의 점토상의 침착물인 것에 

비해 치은 연하 치석은 치은열구액의 출혈 성분과 석회화된 혐기성 

구균의 흑색 색소의 조합에서 비롯된 흑, 갈색의 부싯돌처럼 단단한 

침착물이다. 치은 연상 치석은 대부분 주 타액선 도관의 개구부에서 

발견되는 반면 치은 연하 치석은 치아의 협면보다는 인접면과 설면에서 

보다 자주 발견되고 전 치아에 걸쳐 분포한다[1]. 치은 연상 치석은 

치면 건조 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치은 연하 치석은 치은열구를 

따라 압축공기를 불어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데[2]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적으로 판막을 형성하여 치은변연을 젖힌 후 

기구를 이용해 치면을 탐침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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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치은 연상 치석의 구성과 구조 

 

성숙한 치석은 골과 상아질, 그리고 백악질과 무기질 성분이 유사한 

석회화 침착물이다[3]. 치은 연상 치석은 70-80%가 무기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2/3는 결정 구조이다. 칼슘(Ca)과 인(P)이 주요 

원소로 Ca:P 질량비가 1.66에서 2이상으로 나타난다[3-6]. 소량의 

마그네슘(Mg)과 나트륨(Na), 탄산염(carbonate), 그리고 

불소(fluoride)도 다른 미량 원소들과 함께 존재한다[7].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불소의 농도가 치은 연상 치석보다 치은 연하 

치석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온들의 농도가 타액보다 

치은열구액 내에서 더 높은 것을 반영한다[3].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 등의 유기질 기질이 치은 연상 치석의 

건조 중량의 나머지 15-20%를 이룬다. 이 가운데 단백질이 54.9%, 

지질이 10.2%로, 전제 지질 가운데 61.8%가 다량의 유리지방산과 

소량의 트리글리세리드를 포함하는 중성지질이다. 당지질은 전체 지질의 

28%를 차지하며, 주로 lactosylceramine과 glucosylceramine인 단순 

글리코스핑고리피드(glycosphingolipid)가 17.2%, 중성 그리고 황화 

글리세로글루코리피드가 82.8%을 이룬다. 인지질은 전체 지질의 

10.2%로, 34.2%의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phosphatidylethanolamine), 

25.5%의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diphosphatidylglycerol), 2.3%의 

포스파티딜이노시톨(phosphatidylinositol)과 1.7%의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을 포함한다[8]. 특히, 치은 연상 

치석은 이하선 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전체 인지질과 산성 



3 

 

인지질을 포함하고 있는데[9] 이러한 사실은 치은 연상 치석의 전체 

인지질과 산성 인지질이 타액이 아닌 세균으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시사한다. 

Friskopp과 Isacsson에 의해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 내의 

무기질의 분포와 농도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치은 

연상 치석은 일부가 석회화되지 않아 불균질한 것으로 관찰되고 부피비 

37%의 평균 무기질 함량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치은 연하 치석은 

균질하게 석회화되어 있고 58%의 평균 무기질 함량을 나타내었다. 

치석의 구조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이러한 높은 함량의 무기질 성분으로 

인해 얇은 절편의 표본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자현미경의 

출현으로 아주 얇은 절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11, 12]. 이러한 

얇은 탈회 절편은 치석의 대부분이 바늘 모양의 작은 HAP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정의 일부는 판이나 막대 모양으로 나타났고 대개 

방향성은 임의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석의 표면은 항상 

석회화되지 않은 치태층으로 덮여있다는 것이다[11-13]. 

Friskopp는 치은 연상 치석의 형상을 광학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해 기술하였다[14]. 치은 연상 치석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치석을 덮고 있는 치태 내의 석회화물의 섬과 치석 

내의 석회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불균질한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투과전자현미경 하에서 치은 연상 치석에는 세균과 작은 바늘 모양의 

결정과 큰 리본 모양의 결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치은 연상 치석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치태 내에 작은 결정들이 세균 간 기질에 종종 

산재해있었고 치석 자체 내에 석회화되지 않은 세균들은 단단히 다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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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결정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로제트형과 다발형의 큰 결정들도 

있었다. 또한 치은 연상 치석에서 세균벽이 마지막으로 석회화하는 

것으로 보였다[14]. 이러한 관찰은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 과정에서 

처음에 세균 간 기질이 석회화되고 점차 세균을 포함하며 석회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Friskopp와 Hammarstrom은 잘 발달된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둘 다 부드럽고 성긴 세균 층으로 덮인 

불균질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15]. 치은 연상 치석의 

경우 세균 층에 사상균이 우세하게 존재하고 아래의 치석과 수직에 

가깝게 위치하여 직접 닿아있는 반면, 치은 연하 치석은 구균과 간균, 

그리고 사상균의 혼합으로 덮여 있고 뚜렷한 패턴의 방향성을 지니지 

않았다. 치은 연상 치석은 매끈한 결정 표면을 가지는데 비해 치은 연하 

치석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침착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일부 표본에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을 처리한 결과 부드러운 표면 

층이 소실되면서 치석 내부로 뚫고 들어간 사상균과 동일한 크기의 

구멍을 남겼다.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석회화가 사상균의 내부가 아니라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것은 사상균이 치석의 성장을 

초래한다고 상정한 Schroeder 등의 관찰[16]과 일치하는 것이다. 

Friskopp와 Hammarstrom은 또한 사상균이 석회화에 적합한 세균 간 

환경을 제공하여 석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15] 

이것으로부터 사상균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치은 연상 치석이 사상균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치은 연하 치석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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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치은 연상 치석의 결정 구조 

 

치은 연상 치석의 무기질 성분은 치은 연하 치석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은 연상 치석의 주요 구성 성분은 판 모양의 OCP 결정과 

바늘 모양의 HAP 결정인 것에 반하여 치은 연하 치석에는 WHT의 

대량 결정이 구성 성분 가운데 우세하게 나타난다[17].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에서 다음의 인산칼슘의 네 가지 결정 

유형이 서로 다른 비율로 발견된다. 

1. DCPD, dicalcium phosphate dehydrate or brushite, CaHPO ∙2HO. 

2. OCP, octacalcium phosphate, CaH(PO) ∙ 5HO. 

3. WHT, magnesium-containing whitlockite, beta-TCP, (Ca,Mg)(PO). 
4. HAP, carbonate-containing hydroxyapatite (대략 (CaM)(CO, HPO, PO)(OH, X)로, M은 Ca을 치환할 수 있는 Sr , Pb , K , Na 등과 같은 다른 양이온들, X는 Cl 혹은 F). 

탄산염은 수산화이온(OH)도 치환할 수 있다. 

Schroeder는 형성 중인 치석의 종단연구에서 처음 DCPD가 나타나고 

다음에 OCP, 그리고 치석이 성숙함에 따라 WHT와 HAP가 나타난다고 

하였다[18]. 반면, Kani 등은 치은 연상 치석의 경우 OCP가 석회화하는 

치태 내에서 처음 형성되고 타액의 pH에서 점차 가수분해되어 HAP로 

변형된다고 제안하였다[19]. LeGeros 등은 다양한 억제제의 존재 

하에서 OCP의 HAP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에서 구연산과 피로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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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이온이 억제제로 작용하는 반면 칼슘과 

인산수소, 그리고 탄산과 같은 이온 종들의 존재가 HAP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0-22]. 낮은 pH와 높은 Ca:P 비를 

포함하는 조건에서 처음에 DCPD가 형성되고 치태로부터 생성된 

암모니아에 의한 pH 상승에 따른 석회화의 초기 단계에서 HAP와 

WHT로 변형된다. 또한 알칼리성 혐기 조건 하에서 조직액 내에 

마그네슘과 아연, 그리고 탄산이온이 존재할 때 다량의 WHT가 

형성되며 점차 안정한 상태로 진행하는데 이것으로 WHT가 치은 연하 

치석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Driessens 등은 

치석의 형성 과정의 초기에 DCPD와 OCP의 국부적 과포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낮은 pH에서 이들의 상대적 안정성에 기인하여 빠른 

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HAP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pH값이 요구된다고 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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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 과정 

 

치석의 형성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치석은 항상 치태가 형성된 

후에 형성되며 치태의 축적물이 그 후의 석회화를 위한 침착물의 유기질 

기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6, 24-26]. 처음 세균 간 기질에 

작은 결정들이 세균의 외면에 근접하여 발생하고 점차 석회화되면서 

세균이 석회화된다.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에서 성숙한 치태가 60-

80%의 무기질을 함유하기까지 2주 미만이 소요되지만[18]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지나서야 치석이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27]. 

석회화 과정은 결정의 핵형성과 결정 성장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칼슘과 인산의 핵형성은 균질하거나 

불균질하다고 일컬어진다. 균질하고 자발적인 핵형성은 불균질 

핵형성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높은 농도의 칼슘과 인 이온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시험관 내 조건하에서만 일어난다[28]. 반면 불균질 

핵형성은 생물학적 석회화 과정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며 충분한 양의 

기질이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결정 성장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높은 농도의 칼슘과 인 이온을 필요로 한다[29]. 

따라서, 핵형성에 필요한 조건은 석회화가 시작되기 위해 그리고/혹은 

유지되기 위해 간헐적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치태가 

이온들의 일시적인 과포화만으로도 일어나는 인산 칼슘 결정의 불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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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형성에 필요한 환경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다른 무기질 이온들은 

그러한 조건, 예를 들면 이온의 농도와 치태의 pH에 따라 결정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 

치은 연상 치석의 무기질 이온의 주요 공급원이 타액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치석의 형성에 대한 초기 이론은 

이산화탄소의 방출 혹은 암모니아의 형성에 의해 타액보다 높은 pH를 

가지는 국부적 치태에서 인산염과 탄산수소염의 침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의 이론은 무기질 이온의 침전을 위한 기질로 작용하는 

특정 유기질 분자[30]나 치태에 의한 핵형성 억제제의 분해[23, 31]를 

포함하고 있다. 

 

 

제 1 항 치태의 석회화 원동력 

 

칼슘이온과 인산이온은 치석 형성의 원재료가 되는 두 가지 타액 

이온이다. 이론적으로 타액, 특히 치태액의 인산칼슘에 대한 과포화는 

치태 석회화의 원동력이다. 실제로 이하선 타액과 악하선 타액은 보통 

hydroxyapatite(HAP)와 octacalcium phosphate(OCP), 

whitlockite(WHT)에 대해 과포화되어있다[32]. 악하선 타액은 이하선 

타액에 비해 HAP에 대해 더욱 과포화상태이다. 타액과 마찬가지로 

치태액 역시 HAP와 다른 상의 인산칼슘에 대해 과포화상태이다[33]. 

석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산칼슘은 특정 상에 대한 과포화도에 

의존한다[34]. 인산칼슘의 과포화도는 자유 이온 종들의 농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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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온 쌍의 형성이 칼슘이온과 인산이온을 

포함하며 이들의 농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은 electroneutrality와 mass balance, 그리고 평형 상수 관계를 

이용해 ionic strength에 대한 successive approximation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35, 36]. 인산칼슘 상의 결정화에 대한 열역학적 

원동력은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 ∆G로 표현되고 자유 이온 종들의 

농도로부터 다음의 식(Eq. 1)으로 계산된다. −∆G = (RT ν⁄ ) ln(IP K⁄ ) = (RT ν⁄ )lnS            (1) 

위의 식(Eq. 1)에서 IP와 K 는 각각 ionic product와 solubility 

product이고, ν는 formula unit 당 이온의 수, S는 과포화도 비이다. 

이때 ion product(IP)와 solubility product(K )는 주어진 염에 대한 

포화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만일 IP > K 라면, 용액은 과포화되어 

염의 침전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IP = K 라면, 용액은 염에 대해 

정확히 포화된 상태이고 IP < K 라면, 용액이 염에 대해 

불포화상태이므로 염은 녹으려는 경향을 보인다[37]. 

주요 인산칼슘 상들의 IP 값은 다음의 식들(Eq. 2-4)로 주어지는데 

이때 y는 활동도 계수로 Davies에 의해 제안된 것과 같은 Debye-

Hückel 식의 확장식[38]에 의해 계산된다. IP = [Ca][HPO]y                (2) IP = [Ca][H]POyyy          (3) IP= [Ca]PO[OH]yyy         (4) 

결정화의 원동력은 다음의 식(Eq. 5)으로 주어진 상대적 과포화, σ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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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 (IP ⁄ − K ⁄ )/K ⁄                 (5) 

생체 내에서 칼슘과 인산 이온은 각각 0.6 ± 10 에서 1.7 ± 10 , 2.5 × 10 에서 3.72 × 10 에 이르는 넓은 농도 범위를 

가진다[39]. 칼슘과 인산 이온이 각각 0.84 × 10 와 3.19 ×10 의 농도로 존재하는 pH 7.0의 용액은 σ= 0.902 와 σ = 1.28 에 해당하고 σ = −0.53 로 DCPD에 대하여 다소 

불포화되어있다. Grøn에 의해 보고된 칼슘과 인산 이온의 타액 내 최대 

농도인 1.73 × 10와 7.08 × 10로 각각 존재할 때 pH 7.0에서 

타액은 HAP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OCP와 DCPD에 대하여서도 매우 

과포화되어있다( σ= 16.66, 	σ = 3.01, 	σ = 0.85 )[39]. 용액이 

DCPD에 대하여 과포화되어 있으므로 DCPD의 높은 성장 속도를 

특별히 고려할 때 이 상의 침전과 침착 또한 가능하다. 

치태액 내에서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는 보통 주변의 타액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탈회된 법랑질에서 나온 이온들이 치태액 내에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치태 내에서 일어나는 pH의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 포화도와 치석 침전물 내에서 관찰되는 가장 잘 

녹는 인산칼슘 상의 침전과 용해의 가능성이 넓은 범위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인산칼슘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용해된다. 치태 내의 pH는 

5.5-6.5로 타액에 비해 보통 낮게 나타난다.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 − 7 × 10와 10 − 50 × 10의 값을 

보여주었다[33, 40-44]. 보고된 값들 사이의 큰 차이는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대상 간에 농도의 많은 다양성을 

나타낸다[45]. 격자 이온들의 착화와 결합 또한 포화도를 감소시킬 수 



11 

 

있다. 따라서, Tatevossian은 전체 칼슘 농도의 절반 정도가 

이온화한다고 제시한[41] 반면 Edgar 등은 이온화된 칼슘의 농도는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제안하였다[46]. 낮은 범위의 농도에서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가 각각 1 × 10와 10 × 10	이고 pH가 5.5인 

용액은 DCPD와 OCP에 대하여 불포화되어 있지만 HAP에 대하여는 

불포화되어 있지 않다. pH가 6.5로 증가하였을 때 용액은 DCPD에 

대하여도 과포화되게 된다. 치태 내에 자주 형성되는 산성 조건과 함께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높은 농도가 DCPD가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pH의 변화로 인해 DCPD는 침전되거나 용해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반면 HAP는 pH가 5.0 이하가 될 때에만 용해되므로 

인산칼슘 상들의 혼합물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침전된 결정은 

치태층 내의 단백질들과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성장이나 용해가 억제되어 보다 잘 녹는 상이 축적되게 된다. 억제제는 

마그네슘이나 피로인산과 같은 단순 이온들도 포함한다. DCPD와 

OCP의 결정화에 관한 constant composition(CC) 동역학 연구는 

이들이 억제 분자들에 의한 영향을 HAP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47]. 

염의 침전 경향은 pH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칼슘이온과 인산이온의 

ionic product를 나타내는 용해도 상태도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48]. 

HAP는 약 4.0 이상의 pH에서 가장 적게 녹는 상으로 존재하며 

용해도는 pH에 따라 brushite(DCPD)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49]. 중성 

용액에서 가장 많이 녹는 상은 DCPD이고 이어서 OCP와 WHT의 

순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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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berg와 Jenkins는 85%의 사례에서 증식하지 않는 상태의 치태의 

pH가 주위의 타액에 비해 0.5-1 unit만큼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50]. Critchley 등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단백질 가수분해 

작용의 결과 요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아민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1]. 더욱 최근에 Watanabe 등은 유사한 결과를 관찰하고 더 

나아가 타액 내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활성이 치석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제안하였다[52]. Jenkins는 또한 가장 높은 pH를 

가진 치태에서 가장 쉽게 치석이 형성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53] Driessens와 Verbeeck은 pH의 국부적 증가가 치석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23]. 

Lagerlöf에 의해 이하선 타액 내의 인산칼슘 포화도에 대한 pH의 

영향이 연구되었다. Lagerlöf에 따르면, HAP와 OCP, 그리고 DCPD에 

대한 포화도는 다양한 타액 분비율에서 타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선 타액은 HAP와 WHT, 그리고 

OCP에 대해 각각 5.5, 6.4, 6.9의 pH에서 과포화되었다. 

Poff 등에 의해 타액의 pH와 과포화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r = 

0.91)가 있음이 밝혀졌다[54]. 다음의 반응식(Eq. 6)은 인산칼슘의 

포화도가 pH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Ca(PO) ↔ (OH)10Ca + 6PO + 2OH      (6) 

용액 내의 인산칼슘 결정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침전 속도는 용해 

속도와 일치한다. 만약 용액의 pH가 감소하면(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OH 와 PO 은 H 에 의해 각각 물과 더욱 산성을 띠는 

인산염을 형성하면서 사라지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평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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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져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용해 속도가 침전 속도를 넘게 되고 

다음 결과로 HAP 결정이 용해되어 HAP의 과포화도가 감소한다. 만약 

용액의 pH가 증가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OH 가 반응식에서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용액 내의 HAP의 

포화도가 증가하게 된다. 

 

 

제 2 항 세균의 석회화 

 

치석이 무균동물에서 유발될 수 있기는 하지만[12] 인간에서 치석 

형성은 언제나 치태 세균의 석회화를 포함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특정 치태 세균의 시험관 내 석회화가 관찰되었고 치은연상 치석과 

치석에 연관된 치태에는 사상균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반면 치은연하 

치석과 인접한 치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이 발견되는 것이 

밝혀졌다[15]. 

석회화 세균 내에서 HAP의 첫 침전은 세포막 또는 산성 세포막 관련 

성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5]. 주로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과 

포스파티딜이노시톨(phosphatidylinositol)인 산성 인지질의 수준은 

생체막 내에서 다른 지질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지만 세균의 석회화와 

관련된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다. 산성 인지질은 생리적 pH에서 순 

음전하를 띠고 소수성의 꼬리(hydrophobic tail)와 친수성의 

머리(hydrophilic head)를 가진 양친매성으로, 관련된 분자의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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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형의 미셀(micelle) 혹은 이중막을 형성할 수 있다[56]. 

석회화 과정에서 산성 인지질의 기능은 산성 인지질의 음전하를 띤 

그룹이 칼슘에 결합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칼슘은 세포막 내에서 인접한 

인지질 분자와 2점 정전기적 부착(two-point electrostatic 

attachment)을 통해 결합해 견고한 층을 형성하여 칼슘과 용액 내의 

무기 인산이온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57]. 결합한 칼슘이온은 

세포막에서 정전기적 전하의 중화에 의한 수화수(water of 

hydration)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탈용매화는 칼슘과 인산이온이 

농축되도록 하여 그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무기 인산이온이 

결합된 칼슘과 연관되어 Caphospholipid-phosphate 

complex(CPLX)을 형성하고 일단 CPLX가 형성되면, 충분한 칼슘과 

인산이온이 존재하고 억제제의 농도가 낮을 때 인회석의 침전이 

이어지게 된다. CPLX는 세균 특이성(bacterium-specificity)을 가진다. 

CPLX는 Corynebacterium matruchotii이 석회화 허용 배지에서 

배양되든 어떻든지 간에 항상 존재하며 배지에서 석회화하지 않는 

세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55]. 더욱이, 모든 산성 인지질이 CPLX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C. matruchotii에서 분리한 CPLX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포막 내의 특정 단백지질과 연관되지 않은 산성 인지질은 

CPLX을 형성하지도 않고 HAP의 침전을 돕지도 않는다. C. 

matruchotii에서 얻은 다양한 지질 추출물을 준안정(metastable) 

인산칼슘 용액에서 배양시켰을 때, CPLX의 형성이 단백지질과 연관된 

인지질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균의 석회화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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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지질의 농도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나아가, C. 

matruchotii에서 정제한 세포막 연관 단백지질은 시험관 내에서 칼슘의 

침전을 유도할 수 있다[58]. 이러한 관찰은 석회화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산성 인지질이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비극성 단백질과 

연관되어 단백지질 복합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모든 미생물이 단백지질을 가지기는 하지만 모든 미생물이 석회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세균 단백지질의 다양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A. 

naeslundii에서 분리한 단백지질은 C. matruchotii 에서 분리한 것과 

농도와 조성이 다르고 배지에서 석회화하지 않는다[59]. 이것은 모든 

세균이 CPLX을 형성할 수 없다는 관찰과 일치한다. 게다가, 단백지질의 

양은 배양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치태의 성숙이 일어난 후에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찰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24].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수송은 지질에서 이온의 용해도상수로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는 이온이 인지질 이중막 내의 이온 

채널을 통해 생체막을 통과해 수송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60]. 

단백지질이 가진 구조적 유연성은 인지질 이중막 내에 이온 채널을 

형성하는 능력에 기여할 수 있다. 단백질 이온 채널이 여러 개의 

세포막에 걸친 알파-나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나선들은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가진 양친매성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알파-

나선은 서로 평행하고 그들의 소수성기가 모여서 이온 채널을 

이룬다[61]. 분자량 10,000의 단백지질과 분자량 8,500의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dicyclohexylcarbodiimide)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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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지질이 이온 채널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제안되었다[62]. 종합하면, 

단백지질은 CPLX이 형성되는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칼슘과 인산이온을 

석회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수송하고 수소이온을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수송하는 이온 채널로서 기능한다. 

지질은 치석 기질의 석회화에도 역시 책임이 있다. 막은 주로 

원형질막이나 세포 내 구조물과 같은 세포 성분이지만 석회화 조직의 

세포 외 기질에도 원형질막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거나 분출되어 형성된 

기질 소포의 형태로 존재한다[63]. 따라서 기질 소포 막 내의 석회화할 

수 있는 단백지질은 석회화 세균 내에서와 같이 치석 기질에서 석회화 

과정을 개시할 수 있다 

 

 

제 3 항 석회화 억제제 

 

마그네슘(Mg)은 준안정 인산칼슘 용액에서 배양되는 C. matruchotii 

단백지질에 의한 HAP의 핵형성을 방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마그네슘은 C. matruchotii 단백지질에 의한 칼슘의 결합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HAP의 결정화를 방해하고 인산칼슘을 무정형 무기질의 

형태로 안정화한다[64]. Ethane-1-hydroxy-1,1-

diphosphonate(EHDP)와 같은 이인산염(diphosphonate)은 HAP의 

핵형성[65]과 결정 성장[66]을 모두 억제한다. 중요한 것은, 핵형성 

억제제는 경조직의 정상 석회화와 경쟁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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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전하 서열을 포함하는 일부 타액 단백질은 결정 표면의 활성 부위에서 

흡착하여 인산칼슘 결정의 성장과 용해를 억제할 수 있다. 음전하 

서열을 포함하는 타액 단백질들이 HAP에 강하게 흡착하는 것이 시험관 

내에서 증명되었다[68-71]. 이러한 음전하를 띠는 타액 단백질 가운데, 

statherin과 proline-rich protein(PRP)는 두 가지 대표적인 타액 내 

결정 성장 억제제로서[72], 인산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한다고 

여겨진다[72]. 이 분자들은 N-말단 부위의 두 개의 

포스포세린(phosphoserine)기를 포함하여 음전하를 띠는 여러 잔기를 

가지는 반면 분자의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 소수성 

잔기들을 포함한다[71, 73]. 

1979년 Bennick 등에 의해 PRP의 흡착 부위가 밝혀졌다[74]. 흡착 

부위는 PRP의 프롤린 부족 N-말단의 3번째 잔기와 25번째 잔기의 

사이에 위치한다. 더욱이, 인산가수분해효소(phosphatase)에 의한 

단백질 분해의 결과 PRP에 의한 흡착이 상당히 감소한 점에서 프롤린 

부족 N-말단 내의 포스포세린은 단백질이 HAP에 최적으로 흡착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흡착된 PRP는 단백질 가수분해에 

저항하는데 이는 단백질 N-말단의 민감한 결합의 일부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분해로부터 보호되고 프롤린 풍부 C-말단 

부위가 서서히 제거되기 때문이다. 

PRP와 statherin 외에도 서로 근접한 음전하를 띠는 잔기를 가진 다른 

타액 분자들도 HAP 표면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가져 결정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타액 내의 산성 cystatin S와 중성 cystatin SN과 같은 

일부 cystatin은 N-말단에 여러 음전하를 띠는 잔기를 가지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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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에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 1991년 Johnsson 등에 의한 연구에서 

HAP 표면에서 이러한 두 cystatin의 흡착이 statherin과 

비교되었다[75]. HAP 표면에 대한 cystatin의 친화성이 statherin보다 

낮았지만, 결정 성장 억제 효과는 상당히 더 높았다. 

중성 histatin 1 역시 HAP 표면에 높은 친화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N-

말단의 다른 음전하를 띤 곁사슬의 근처에 있는 포스포세린기의 존재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사람의 이하선 타액으로부터 얻은 중성 histatin 

1은 HAP의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증명되었다[76]. 

치태와 치석 내에 존재하는 면역글로불린 또한 치태의 석회화에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치석에서 발견된 IgG와 IgA는 무기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incremental line을 따라 주로 분포한다. IgG와 IgA는 

흡착을 통한 결정의 성장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따라서, incremental 

line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치석 표면의 IgG와 IgA의 축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77].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치태의 석회화에서 

이러한 분자들의 정확한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험관 내에서 알부민이 HAP의 표면에 결합할 수 있고 결정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알부민이 치태 내의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78]. 

1982년 Watanabe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치석 수준은 사람의 타액 

내의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52]. 더욱이, 

치석 형성군의 치은연상 치태는 치석 비형성군의 치은연상 치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밝혀졌다[79]. 

이러한 결과는 타액과 치태 내의 단백질분해효소가 statherin과 PR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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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석회화 억제제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단백질분해효소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최종산물 중의 하나인 암모니아의 

생성을 통해 치태의 pH을 상승시킬 수 있다[80]. 

 

 

제 4 항 불소와 치석 형성 

 

불소의 우식 억제능은 잘 알려져 있다. 불소는 수산화이온을 치환하여 

용해도가 낮은 플루오르화인회석을 형성하고 인회석 표면에 

흡착함으로써 경조직의 탈석회화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81], 불소 강화 

인회석 또는 플루오르화 칼슘의 침전에 의한 재광화에 기여한다[82]. 

게다가, 불소는 자발적인 인산칼슘의 침전 중에 OCP 유사 전구체의 

출현을 크게 단축하거나 제거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자면, 불소는 OCP의 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생리적 pH에서 

자발적인 침전된 인산칼슘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다[83]. 불소는 

인회석 결정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얇은 판 형태에서 짧고 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83]. 

불소는 항균 작용을 나타내어 19 ppm의 불소를 함유한 혼합 배지는 S. 

mutans 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84] 불소를 방출하는 글라스 

아이오노머에 인접한 치태 내의 S. mutans 의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5]. 또한 치태 세균에 의한 산 생성이 불소가 

존재함으로써 억제된다[86]. 따라서 불소는 치태의 pH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소가 경조직의 탈석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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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재광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식이나 치약, 구강세정제로부터 비롯된 타액 내의 

불소가 치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서 불소가 치석의 발생률과 심각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나 보고는 거의 없다. 대신, 플루오르화 나트륨은 치석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효소인 세균의 인산가수분해효소와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를 억제할 수 있다[87]. 

 

 

 

제 2 절 시판되는 치약에 사용되는 항치석제 

 

잇솔질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치은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치태의 물리적 제거를 보충하기 위해 

화학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88-91]. 초기에 시도된 화학 치료제는 

치아로부터 치석을 제거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뮤시나아제(mucinase)의 

사용이 그 예로, 치석 내의 유기물질이 효소작용에 의해 용해되는 것이 

치석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91]. 

뮤시나아제는 단백질 가수분해능과 전분 가수분해능을 가진 제제로 

효소로서는 처음으로 시험되었다[92]. 뮤시나아제 작용의 이론적인 

메커니즘은 치석을 치아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뮤신을 파괴하는 

것이다[93]. 뮤시나아제는 암모니아화된 치약에 포함되어 6명의 

피험자에게 사용되었다. 그 결과 치석 형성이 감소되었고 형성된 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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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부드럽고 쉽게 제거되는 형상이었다[92]. 이러한 결과는 아밀라아제 

치약이 치석의 형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Aleece와 Forscher에 

의해 지지되었다[91]. Draus 등은 다수의 효소의 항치석 효과를 시험관 

내에서 시험하였다[94]. 발거된 치아를 각각 하나의 시험 효소를 

포함하는 인공 석회화 용액에 담갔을 때 높은 단백질 가수분해능과 낮은 

전분 가수분해능을 가진 효소가 가장 효과적인 치석 형성의 억제제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킬레이트제는 안정되고 용해되는 칼슘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용액으로부터 칼슘염을 격리시키고 결정화된 칼슘염을 용해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어, 킬레이트제인 Ex347은 치석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88]. Sodium 

hexametaphosphate는 발거된 치아에서 10-15일 내에 치은 연상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95]. Kerr와 Field는 비통제적 

실험을 통해 10명의 환자에게 sodium hexametaphosphate 

구강세정제를 하루에 1분 동안 사용하도록 한 결과 약 6주 동안 치석의 

형성이 방지되는 것을 관찰하고 sodium hexametaphosphate가 치석의 

형성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10년동안 다른 

킬레이트제들이 시험되었으나[88, 96] 그 결과들은 이전의 결과를 

강화시킬 뿐 실험이 통제되지 않았고 경험에 의존하여 약제의 탈회능이 

선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킬레이트제는 법랑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97]. Warren 등은 발거된 치아를 24시간 동안 

sodium hexametaphosphate 포화 용액에 노출시켜 백악질의 강도가 

크게 감소되고 치석의 탈회가 백악질보다 적게 나타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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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98]. 이러한 비특이적 탈회 효과 때문에 킬레이트제를 

항치석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미생물이 치석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 또한 치석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는 잠재적 

문제 때문에 그 유용성이 약화되었다[99]. Niddamycin(CC10232)은 

streptomyces caelestic의 novel strain의 fermentation broth로부터 

얻어진 macrolide계 항생제로, 정균작용과 살균작용을 나타내며 특정 

미생물의 번식을 선택적으로 방지한다. CC10232는 그람 양성 구균과 

장구균, 코리네박테리아, 간균, 그리고 특정 원생동물 등의 다양한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활성을 나타낸다. 그람 음성 세균과 효모, 그리고 

곰팡이는 상대적으로 내성을 지닌다. CC10232는 구강세정제와 

치약으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많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치석제로서의 가능성이 시험되었는데 의료용으로의 사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구강으로나 전신적으로 크게 흡수되지 않았고 생체 내에서 

세균 내성이 보고되지 않았다[100]. 치태 연구에서 0.01%와 0.005%의 

C10232를 포함하는 구강세정제가 치태의 축적을 방지하는데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1]. 더욱이, 0.01% CC10232를 

포함하는 구강세정제를 하루에 두 번 사용했을 때 치석의 양이 6주 

후에 64% 감소하였고 12주 후에는 81% 감소하였다. Rokita 등은 0.01% 

CC10232를 포함하는 구강세정제의 효능을 시험하여 5명의 피험자 

가운데 4명에서 치석이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102]. 이러한 임상 

시험들로부터 CC10232를 포함하는 구강세정제는 치석 형성의 조절에 

있어서 유망한 보조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항생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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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 교차 내성의 우려 때문에 CC10232를 항치석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게 되었다.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cationic bis-biguanide로서 세균 

세포벽에 흡착되어 투과 장벽의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작용하고 

고농도에서는 세포질 내용물의 침전과 응고가 발생한다[103]. 

클로르헥시딘이 탁월한 항치태제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104-106] 항치석제로서의 가능성도 평가되었다. 

Schroeder는 0.1%의 아세트산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사용하여 치석의 

형성이 73%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18]. Löe 등은 0.2%의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구강세정제와 0.2%의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국소적 

적용이 모두 치은 연상 치석을 억제하는 것을 증명하였다[107]. 

클로르헥시딘은 또한 느린 치석 형성군(21%의 감소를 보임)보다 빠른 

치석 형성군(52%의 감소를 보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치석의 형성을 

감소시킨다[107].  

2년 간의 통제 실험에서 Löe 등은 0.2%의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구강세정제가 실제로 치석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였지만[108] 이것은 

임상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고 치관의 치경부 1/3에 착색의 점진적 

증가와 경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클로르헥시딘은 타액이나 획득 피막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8]. 

Lang 등은 0.2%의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서 치석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109]. 이들은 죽은 세균이 치아의 표면에 축적되어 치석의 침착 

장소로 작용하였다고 상정하고 치석의 증가가 치아 착색의 경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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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고 합의하였다. 

Grossmann 등은 성인 430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임상 시험에서 

0.12%의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구강세정제가 치석의 수준을 증가시킨 

것을 관찰하였다[110]. 그러나, 유의미한 치석의 증가를 보인 피험자는 

유의미한 치은염의 감소 또한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가 

클로르헥시딘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치석은 세균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형성될 수 있다[111]. 죽은 세균이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를 방출하여 타액 내 피로인산의 수준이 

국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세균의 세포벽의 석회화로 이어질 수 

있다[112]. 이것은 클로르헥시딘이 강한 항치태제이지만 실제로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Yates 등은 1% 

클로르헥시딘 치약의 치태와 치은염, 치석, 그리고 치아 착색에 대한 

효과를 시험한 결과 치석의 수준이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113]. 

요약하면, 클로르헥시딘은 강한 치태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치석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진다. 

1970년대 이후로, 주요 항치석 전략은 결정 성장을 억제하고 석회화된 

치태의 발달을 방지하는 것에 주력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치석제로는 항균제인 트리클로산(triclosan)과 폴리비닐 메틸 

에테르(polyvinyl methyl ether; PVM)와 말레산(maleic acid; MA) 

공중합체(copolymer), 그리고 피로인산과 PVM/MA 공중합체, 구연산 

아연과 염화 아연을 포함하는 결정 성장 억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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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트리클로산과 PVM/MA 공중합체 

 

트리클로산은 2,4,4-trichloro-2-hydroxydiphenyl ether의 

실용명으로, 그람 양성 세균과 그람 음성 세균 모두에 활성을 가지고 

곰팡이와 효모에 대해서도 활성을 나타내어 폭넓은 효능을 지닌 비이온 

항생제이다. 트리클로산의 표적은 세포질막으로 정균 농도에서 세균이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것을 저해하고, 살균 농도에서 세포질막을 

파괴하여 세포 내용물이 새어나가도록 한다[114]. 치약에 포함된 

트리클로산은 구강 점막의 세포막과 치아 표면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치태 내에 잘 유지되었다[115, 116]. 항균제로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트리클로산은 항염 기능도 가지는데 이는 트리클로산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산물을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트리클로산은 또한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cyclooxygenase)와 

리폭시게나아제(lipoxygenase) 경로 모두의 강력한 억제제이다[117]. 

Muhlemann은 propylene glycol에 포함된 1%의 트리클로산을 

사용하였을 때 치태 축적물의 작은 감소만을 관찰하였지만 항치태제와 

항치석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18]. 0.2%의 트리클로산과 

0.5%의 구연산 아연을 포함하는 치약이 항치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항치석제로서의 가능성이 시험되었다. Saxton 등은 

6개월 이상 시험 치약을 사용한 피험자들에서 치석의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19]. Svatun과 Saxton은 0.2%의 

트리클로산과 0.5%의 구연산 아연을 포함하는 치약을 6개월 이상 

사용하였을 때 치석과 치태의 성장에 대한 효능을 시험하였다[120]. 



26 

 

이들은 트리클로산이 치태 조절에 도움이 되고 치은의 건강을 촉진하며 

치석의 형성을 억제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트리클로산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구강 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PVM/MA 공중합체가 

트리클로산의 전달 체계로 이용되고 있다. PVM/MA 공중합체는 치아 

법랑질과 협측 상피세포들에 의한 트리클로산의 흡수를 촉진한다[121]. 

트리클로산과 PVM/MA 공중합체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였을 때 

치태와 타액 모두에서 트리클로산의 유지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122]. PVM/MA 공중합체가 트리클로산의 전달을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이 설명되었다[123]. 공중합체는 부착 원자단과 

가용화 원자단의 두 가지 원자단으로 구성된다. 가용화 원자단은 

트리클로산을 계면활성제 미셀로 유지함으로써 부착 원자단이 액체 

부착층 내의 칼슘을 통해 치아의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트리클로산이 타액 환경과의 반응을 통해 서서히 

방출된다. 앞서 말한 기능에 더하여, 공중합체는 약한 결정 성장 억제 

성질 또한 가지며 치석 형성에 맞서 효과적이다[124]. 공중합체는 

마그네슘에 강하게 결합하여 격리시킴으로써 염기성 인산가수분해효소에 

의한 피로인산의 가수분해를 억제한다[125]. 

트리클로산과 공중합체가 치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90, 126]. 0.3%의 트리클로산과 2.0%의 PVM/MA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0.243%의 플루오르화 나트륨/이산화규소를 기본 

재료로 하는 치약이 플라시보 치약과 비교해 완벽한 치면 세마 후 



27 

 

치은연상 치석의 심각도와 발생률을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 2 항 피로인산과 PVM/MA 공중합체 

 

EHDP는 HAP 결정의 표면으로 흡착되었을 때 결정 성장의 효과적인 

억제제가 되는 것이 증명되었다[66]. 그러나, 구강 내에서의 가수분해 

안정성과 인회석 핵형성에 대한 억제 효과 때문에 경조직의 정상 

석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67]. 따라서 EHDP는 치약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로인산염은 이인산염의 불안정한 P-O-P 결합이 안정한 P-

C-P 결합으로 대체된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유사체이다[127]. EHDP와 

대조적으로 피로인산염은 가수분해에 불안정하다. 이 가수분해 

불안정성은 높은 온도와 낮은 pH, 그리고 특정 효소에 의해 

증대된다[66].  

피로인산을 항치석제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피로인산이 무정형의 

인산칼슘이 HAP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석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128, 129]. 치석 형성군의 

이하선 타액에서 치석 비형성군의 타액보다 저농도의 피로인산이 

관찰되었다[130]. 치석 저형성군의 치태 내의 피로인산 농도 또한 치석 

고형성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 피로인산이 치석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실험실에서[132, 133], 그리고 동물에서[133] 

관찰되었다. 

혈청과 타액에 존재하는 피로인산염은 가용성의 무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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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이다[134]. PRP와 같은 고분자와는 달리 저분자는 결정 성장이 

가능한 HAP 표면의 모든 흡착 부위를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불소의 

첨가로 인해 침전 추진력이 증가되었을 때에도 결정 성장을 막을 수 

있다[31]. 피로인산염은 저분자로 결정의 표면에 결합함으로써 결정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피로인산염은 HAP 표면의 두 

개의 부위에 결합하는데 그 중 하나는 결정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인산이온에 의해 결합되어야 한다. 만약 이 부위에 

피로인산염이 결합하게 되면 인산이온은 결정에 흡착될 수 없고 따라서 

결정 성장이 억제된다. 결정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로인산염의 농도가 임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 수준 아래에서 

플루오르화 나트륨의 첨가는 짧은 시간 동안 느린 침전에 이어 빠른 

결정 성장을 유도한다[72]. 플루오르화 나트륨에 의한 결정 성장 

유도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결정의 과성장이다. 결정 성장 중에 

억제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앞쪽 결정에 의해 점차 묻히고, 그 결과 

억제제가 없는 새로운 표면이 형성되어 결정 성장이 대조군(억제제가 

없는)과 비교할 만한 속도로 진행된다. 이 현상은 억제제가 PRP와 같은 

고분자일 경우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거대 분자를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정 성장 억제 효과에 더하여, 피로인산은 DCPD의 

HAP으로의 전환 개시를 3배 이상 지연시키고 획득피막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135]. 피로인산이 치아 표면에서 음이온과 

음전하를 띤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하여 법랑질 

획득피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36]. 

다양한 농도의 피로인산이 치약과 구강세정제에서 항치석제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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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피로인산을 함유한 치약은 상당한 치석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89]. 그러나 피로인산은 구강 내에서 세균과 

숙주의 인산가수분해효소와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에 의한 빠른 분해에 

민감하다.  

산성과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는 구강 미생물과 치태, 치석, 그리고 

타액 내에 존재한다[137]. 산성과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는 결정 

성장의 억제제인 피로인산 (pyrophosphate)을 분해함으로써 결정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66]. 산성과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가 

인단백질 (phosphoprotein)을 가수분해하여 무기 인산이온을 

형성하고[138] 석회화를 위해 무기 인산이온을 수송한다[139]. 골 

내의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의 수준은 석회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증가하여[140]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와 생물학적 석회화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치과 영역에서는, 치석의 양과 타액 인산가수분해효소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137]. 

인산가수분해효소와 마찬가지로 산성과 염기성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 

또한 피로인산을 가수분해시킴으로써 결정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치태와 치석 내의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의 존재와 활성이 

입증되었다[112]. 치태의 pH가 알칼리성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의 활성 

(최적 pH 8.5)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에서 치태 

내에 존재하는 알칼리성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은 치석의 형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137]. 치석 형성과 타액의 산성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 간의 양의 상관관계 또한 밝혀졌다[137]. 중요한 

것은,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이 마그네슘이 존재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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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감소하고 칼슘에 의해 완전히 억제된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마그네슘과 피로인산의 복합체가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의 실제 기질인 

것으로 보인다[112]. 

피로인산 치약에 공중합체를 첨가하는 것은 공중합체 자체가 지니는 

항치석 활성과 타액 내에서 피로인산을 안정화시켜 

피로인산가수분해효소가 활성을 지니는 시간 이상으로 피로인산의 

안정성을 연장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Gaffar 

등은 3.2%의 피로인산과 1%의 공중합체, 그리고 0.24%의 플루오르화 

나트륨의 혼합물을 사용한 쥐에서 치석의 수준이 57%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141]. 피로인산/공중합체/플루오르화 나트륨 혼합물은 치아 

우식에 대하여 플루오르화 나트륨/플루오로인산염 치약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피로인산과 공중합체 

시스템이 우식 부위의 광화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중합체의 첨가는 피로인산/플루오르화 나트륨 치약의 항치석 효과를 

증가시킨다[142, 143]. 치약 내에 methoxyethylene과 maleic acid의 

공중합체가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142]. 이후의 

연구들도 피로인산 치약이 효과적이기 위하여 공중합체를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었다[144, 145]. 

PVM/MA 공중합체는 피로인산의 가수분해를 막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공중합체의 첨가는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146]. 임상 연구에서 

3.3%의 피로인산과 1%의 PVM/MA 공중합체를 함유한 치약은 

플라시보 치약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치은연상 치석의 형성을 상당히 

억제하였고[147], 3.3%의 피로인산만을 함유한 치약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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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다[142]. 

 

 

제 3 항 아연 이온 

 

아연염은 치태의 산생성능을 감소시키고[148] 생체 내에서 치태의 

성장을 감소시키며[119, 149, 150] 산 용해에 대한 HAP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151]. 치태의 성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아마도 세균에 의한 금속염의 흡수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포 내 

대사과정의 파괴를 통해 일어나거나[152] 혹은 금속 이온의 세포 외 

결합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균의 세포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것은 

치태의 접착과 흡착 성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세균의 부착과 

결합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연은 또한 고형의 인산칼슘 표면에 결합함으로써 결정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153]. 이 결합은 가역적이고 아연 이온과 표면의 칼슘 이온 

간에 이온 교환에 의해 초래된다[151]. 예를 들어, HAP 결정을 구연산 

아연 용액 내에 두었다가 칼슘과 인산 이온으로 과포화된 용액 내에 

두게 되면 용액으로부터의 결정 성장은 지연된다[154, 155]. 이것은 

아연 이온이 이온이 석회화하는 용액 내에 있을 때나 결정 성장 부위에 

있을 때나 석회화의 억제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또한 무정형 인산칼슘의 HAP 결정으로의 전환을 방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Kohut와 Grossman은 염화 아연과 플루오르화 나트륨을 

함유한 치약의 치석 억제 활성을 시험하고 오직 불소만을 함유한 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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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156]. 67명의 피험자가 시험 치약을 3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치석의 양이 41.1%의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염화 아연을 

함유한 치약은 치은 연상 치석의 형성을 크게 지연시켰다. 아연 이온은 

또한 인산칼슘 결정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미친다[157]. 0.1 mmol/L 

농도의 아연은 DCPD와 OCP, 그리고 무정형 인산칼슘의 형성을 

억제하지만, 0.5 mmol/L에서 2 mmol/L까지 다양한 높은 농도에서는 

pH 값과 온도에 따라 무정형 인산칼슘이나 아연으로 치환된 인산 

삼칼슘(beta-TCP)의 형성을 촉진한다. 게다가, 결정도는 아연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58]. 

1990년 Kazmierczak 등에 의한 6개월 간의 임상 연구에서 치석 

형성에 대한 아연의 작용이 연구되었다[159]. 2.0%의 구연산 아연을 

포함하는 치약은 플라시보 치약에 비해 치은연상 치석의 침착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2.0%의 염화 아연을 포함하는 치약은 그 유쾌하지 

못한 맛 때문에 상업화가 어렵다. 따라서, 0.5%의 구연산 아연을 

시험하였다. 3개월 간의 연구에서 0.5%의 구연산 아연 치약을 사용한 

그룹에서 평균 치석 지수(Volpe-Manhold Index)는 대조군 치약을 

사용한 그룹보다 상당히(13.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0]. 그러나 

1991년 Scruggs 등은 0.5%의 구연산 아연 치약이 치은연상 치석을 

뚜렷하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61]. 이러한 상충된 

결과 때문에 고농도의 구연산 아연을 치약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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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치은 연상 치석의 구성 성분과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토대로 치은 연상 치석의 석회화 과정이 다양한 촉진제와 억제제를 통해 

어떻게 개시되고 조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화학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물학적 석회화의 

개시에 있어서 PRP나 statherin, 면역 글로불린과 다른 당단백질과 

같은 고분자의 역할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치석 형성에 대한 

불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시험관 내 치태의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자연적인 치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생물로 구성된 불균질한 구조를 가진다. 

구강 환경은 거의 통제할 수 없고 장소특이적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구강 환경을 모방하면서 보다 통제 가능한 시험관 내 배양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필요에 의해 다양한 바이오필름 배양 시스템이 최근 수십 

년 간 개발되었고 각각은 강점과 한계를 가진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 

구강 바이오필름 배양 시스템 기술은 chemostat-base 

systems[162]과 growth-rate-controlled biofilm fermenter 

(GRBF)[163], artificial mouth[164], the constant-depth biofilm 

fermenter (CDFF), 그리고 multiplaque artificial mouth[165]이다. 

동일한 온도와 동일한 기체상 하에서 동일한 세균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복제 치태의 장기적인 독립적 성장을 허용하는 multiplaque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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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의 디자인에 기인하여, 이것이 치태의 성장과 대사, pH 그리고 

석회화의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165]. 바이오필름 배양 시스템, 

특히 “인공 구강”의 개발은 석회화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인공 구강”에서 미래의 치약과 

구강세정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항균제의 치태와 치석 형성에 대한 

억제 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치석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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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This article reviews supragingival calculus studies so far focused on 

chemistry-based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supragingival calculus and 

the mechanism of anti-calculus agents in use at present as 

chemotherapeutic agent to discuss future research on supragingival 

calculus. 

 

2. Methods 

Studies dealing with effect and outcome, systemic review of the formation 

of supragingival calculus and the mechanism of anti-calculus agents were 

searched through PubMed. Current supragingival calculus studies were 

evaluated and also future challenges of this field for safer and more 

effective anti-calculus agents were presented. 

 

3. Results 

There have been many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how plaque and 

microbial mineralization is initiated and regulated by various inhibitors and 

promoters, and how it can be controlled and prevented. However, the roles 

of macromolecules, such as PRPs, statherins, immunoglobulins,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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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proteins, in the initiation of biomineralizaiton remain incompletely 

understood. The potential effects of fluoride on calculus formation need to 

be clarified. In vivo studies of dental plaque present many difficulties. The 

oral environment is almost uncontrollable and site-specif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 vitro culture systems which simulate the natural 

oral environment and are more controllable. 

 

4. Conclusio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supragingival calculus for development 

of safer and more effective anti-calculus agents. Development of biofilm 

culture systems, notably the “artificial mouth”, could lead to breakthroughs 

in our understanding of mineralization mechanisms. In the “artificial mouth”, 

various antibacterial agents, which may be used in future dentifrices and 

mouthrinses, can be evaluated with regard to their possible inhibitory 

effects on plaque and calculus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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