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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아 미백이 교정용 브라켓의 접착 강도에 

미치는 영향 

 

이승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치아 미백은 치아의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 질감, 빛의 

투과성 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을 변화시켜주는 

술식이다. 그러나 미백 치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치아 미백이 추후에 진행될 다른 치과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치아 미백으로 인한 

구강 내 조직이나 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치질과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 치료를 시행할 때 브라켓을 치질에 콤포지트 

레진을 이용하여 접착시키는 과정 역시 치아 미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발치된 건전한 치아에 15% carbamide peroxide 를 함유하는 

미백제로 하루 8 시간씩 2 주에 걸쳐서 미백 처리를 한다. 미백 

처리를 하지 않은 치아를 대조군으로 한다. 미백 처리된 치아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미백 직후, 미백 하루 후, 미백 

일주일 후, 미백 한 달 후에 교정용 브라켓을 레진을 이용하여 

접착하고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전단결합강도를 one-

way ANOVA 와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로 분석한다.  

실험 결과 미백 처리 직후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임상적 

허용치 (6~8MPa)인 값이 나왔으나 충족시키긴 했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미백 처리하고 

하루가 경과한 다음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전단결합강도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미백 처리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경과한 

다음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전단결합강도가 대조군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전단결합강도 측면에서는 치아 미백 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치아 미백 후에 교정 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브라켓 접착은 적어도 치아 미백이 완료된 

후 1 주일 이상 경과된 시점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 

주요어 : 미백, 교정용 브라켓, 전단응력 

학 번 : 2009-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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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치과 영역에도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아 미백 치료도 많이 

시술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미백제와 다양한 적용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치아 미백은 치아의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 

질감, 빛의 투과성 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 1 을 

변화시켜주는 술식으로 변색된 치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치아 색상에 만족하지 못하여 보다 

밝은 색상의 치아를 위해 환자가 치아 미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심미적인 문제로 인한 정신적 장애나 자신감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 미백을 통하여 본인 만족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미백 치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2 치아 미백 후에 진행될 다른 

치과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치아 미백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환자가 맞춤 트레이에 

carbamide peroxide 가 함유된 미백제를 도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면을 취할 때마다 장착하는 자가 미백(home bleaching), 

치과에서 35% 내외의 고농도의 hydrogen peroxide 를 수 십 

분씩 적용하는 전문가 미백 (office bleaching), 그리고 치수 



- 2 - 

 

vitality 가 없는 경우 근관치료 된 치아에 미백제를 넣어둔 후 

가봉하는 방법(walking bleaching)이 있다.  

10 여 년 전 처음 소개된 제 1 세대 미백제는 액체 형태였으나  

현재 이용되는 제 2 세대는 겔 형태이다. 겔 형태는 보다 점성이 

높으므로 트레이에서 잘 세어 나오지 않고 따라서 치은에 대한 

자극도 최소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 세대 미백제는 다양한 

농도의 활성성분을 가지고 제 3 세대는 공급형식과 색상 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백 방법이나 미백제의 주성분의 종류에 상관없이 미백제는 

대개 hydrogen peroxide, carbamide peroxide 그리고 sodium 

perborate 를 함유하고 있다. 10% carbamide peroxide 의 

경우는 3~3.5%의 과산화수소와 6.5~7%의 요소(urea)로 

분해되고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과 활성 산소(oxygen radical)로 

분해된다. 이러한 활성 산소들이 다공성의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지닌 법랑질과 상아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착색을 일으키는 

물질의 탄소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분해시킨다.3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에서 흡수하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착색 효과가 제거되고 미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백제의 산화 효과로 우리가 원하는 미백 효과 이외에 

구강 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Pugh 등은 4 치아 미백제의 농도에 따라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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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유출된 경우 점막에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치근흡수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복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Basting 과 Fernadez 는 2 충전형 콤포지트 레진에 10% 

carbamide peroxide 를 하루 6 시간씩 3 주간 적용시킨 결과 

표면거칠기의 증가가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되었고 표면경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Chng, 

Ramli emdds 등은 5 치아 미백으로 인해 상아질의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상아질의 투과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avalli 등과 6 Shinohara 등은 7 치아 미백 후 법랑질과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치아 미백 후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이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Miyazaki 등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8 Spyrides 등은 미백제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미백 이전의 결합력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9 

 이러한 다양하고 상반된 연구를 통해서 치아 미백으로 인한 

구강 내 조직이나 치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교정 치료를 시행할 때 반드시 거처야 하는 

단계인 브라켓을 치질에 콤포지트 레진을 이용하여 접착시키는 

과정 역시 치아 미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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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치아 미백제로는 자가 미백제 중에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rbamide peroxide 15%가 함유된 Ultradent 사의 

Opalescence F 를 사용하였다. Etching 은 37% phosphoric 

acid 가 함유된 Scotchbond 를 사용하였고 adhesive 로는 광중합 

adhesive primer 인 3M Transbond XT 를 사용하였다. Bonding 

역시 Transbond XT 를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브라켓은 Tomy 

incorporated 사의 133-45 금속 브라켓을 사용하였다(Table 1). 

Table 1. 연구 재료 

 상품명 제조사 

Bleaching agent Opalescence F Ultradent, USA 

Etchant Scotchbond 3M ESPE,USA 

Adhesive Transbond XT 3M ESPE,USA 

Resin Transbond XT 3M ESPE,USA 

Bracket 133-45 Tomy 

incorporated,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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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시편준비 

 

 발거된 소구치 및 대구치 중에서 육안으로 균열이나 파절 및 

심한 우식이 없는 치아를 50 개 선별하여 각 치아의 협면을 OP 

cup 과 pumice 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아낸다. 

가로 x 세로 x 높이 각각 2cm x 2cm x 1.5cm 의 직육면체  

mold 의 한 면에 지름 1.5cm, 깊이 1cm 의 cylinder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치아를 고정시킬 mold 를 제작한다. 치아를 준비된 

mold 에 한 개씩 넣은 후 초경석고를 혼합하여 흘려넣어 

고정시킨다. 이 때 mold 의 바닥면과 치관의 장축이 수직하게 

되도록(Fig. 1) 치아를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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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ld 에 치아를 고정시킨 모식도. Mold 의 바닥면과 

치관의 장축이 수직을 이루도록 고정시킨다.10 

 

2-2. 미백처리 

 

 총 50 개의 시편을 10 개씩 5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대조군으로는 미백처리를 하지 않은 치아를 사용한다. 나머지 

Group A, B, C, D 모두에는 브라켓이 접착될 치아의 협면에 15% 

carbamide peroxide 를 함유한 Opalescence F 를 충분히 

도포하고 8 시간 후에 물로 충분히 헹궈낸 후 dry air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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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키고 실내에서 실온에 보관한다. 같은 방법으로 2 주간 

매일 치아 미백을 실시한다.  

실제 임상에서 Opalescence F 를 이용한 치아 미백은 환자에게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해주면 환자가 매일 밤 잘 때마다 미백제를 

트레이에 도포하고 구강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와 

유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하루 8 시간 미백제 적용 및 

16 시간 보관의 방식을 택했다. 적용 일수는 환자의 처음 치아 

색조나 변색 원인, 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짧게는 1 주에서 

길게는 4 주 이상까지 진행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 주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3 교정용 브라켓 접착 

 

 Group A 에는 2 주간 미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교정용 브라켓을 

접착한다. 먼저 35% phosphoric acid 를 함유한 Scotchbond 

etchant 를 이용하여 법랑질을 30 초간 etching 한 후 수세한다. 

그 후 Transbond XT adhesive 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부드럽게 

air 로 말려준 뒤 10 초간 광중합한다. Transbond XT composite 

resin 을 브라켓에 도포하여 치면에 접착시키고 과잉 레진을 

explorer 로 제거한 후 20 초간 광중합한다. 이 때 임상에서 구강 

내에서 광중합 할 때의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치아의 교합면 

방향에서 10 초, 근심면 방향에서 10 초간 광중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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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B, C, D 에는 미백이 완료된 후 각각 1 일, 1 주일 그리고 

한 달 후 교정용 브라켓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착한다. 미백이 

완료된 후 브라켓을 붙이기 전까지는 실내에서 상온에 보관한다. 

 

2-4. 전단결합강도 측정 

 

 만능측정시험기 (Model 4465, Instron Inc., USA)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한다. 1mm/min 의 하중 속도로 브라켓이 

치면에서 탈락하는 순간까지 하중을 가하면서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마이크로미터기로 브라켓의 길이를 측정하여 단면적을 

구해서(가로 3.5mm, 세로 3.0mm, 단면적 10.5mm2) 

전단결합강도를 계산한다. 

 

III. 결과 

 

각 그룹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one-way ANOVA 와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로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IMB SPSS Statistic ver.20)를 이용했다. 

치아 미백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전단결합강도는 

10.91MPa 로 전체 실험군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 치아 미백 처리를 끝낸 직후 브라켓을 부착한 

Group A 는 6.27MPa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일주일 후인 



- 9 - 

 

Group B 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Group A, B 

모두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Table 3). Group C, D 는 전단결합강도가 Group A 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각각 8.98MPa, 8.99MPa 이 나왔으나 대조군의 

10.91MPa 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05). 

 

Table 2. 전단결합강도(MPa)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대조군 10 10.91 2.08 9.19a 12.62 

Group A 10 6.27 1.03 5.53b 7.00 

Group B 10 8.47 1.58 7.33c 9.60 

Group C 10 8.98 1.77 8.13c 9.82 

Group D 10 8.99 1.35 8.23c 9.74 

Note: the means of any two group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I)sample (J) sample 평균차(I-J) 유의확률 

Control 

Group A 4.64000
*
 .000 

Group B 2.44000
*
 .008 

Group C 1.93000 .054 

Group D 1.92000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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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Control -4.64000
*
 .000 

Group B -2.20000
*
 .020 

Group C -2.71000
*
 .002 

Group D -2.72000
*
 .002 

Group B 

Control -2.44000
*
 .008 

Group A 2.20000
*
 .020 

Group C -.51000 .945 

Group D -.52000 .942 

Group C 

Control -1.93000 .054 

Group A 2.71000
*
 .002 

Group B .51000 .945 

Group D -.01000 1.000 

Group D 

Control -1.92000 .056 

Group A 2.72000
*
 .002 

Group B .52000 .942 

Group C .01000 1.000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치아 미백 시 원하는 치아의 색조 변화 효과 

이외에 구강 내 조직이나 치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에서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착안해서 교정 

치료를 위한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할 때에 치아 미백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Nour El-din11,  Titley12, Dishman13 등은 치아 미백 후 

법랑질에 콤포지트 레진 부착 시 전단결합강도가 치아 미백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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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결합강도에 비해 낮아진다고 하였다. 특히 Nour El-din 의 

연구에서는 미백제의 주성분이 10% carbamide peroxide 와 38% 

hydrogen peroxide 일 때 모두에서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했을 때 얇고 분절된 

resin tag 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감소된 전단결합강도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Kaya 와 Turkun14 은 35% hydrogen peroxide 로 

치아 미백을 시행한 경우 감소된 전단결합강도가 1 주일 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Shinohara7 등은 37% 

carbamide peroxide 를 이용한 walking bleaching 시 

전단결합강도가 2 주 후에나 회복된다고 하였다. 또한 

Sprydes9 등은 미백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미백 이전의 전단결합강도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Dishman13 의 연구에서는 25% hydrogen peroxide 로 

미백 시 단 하루만 지나도 미백 전의 강도로 회복된다고 

보고되었다. Bishara15 등의 연구와 Uysal16 등의 연구에서는 

미백이 콤포지트 레진의 전단결합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치아 미백이 콤포지트 레진의 결합력에 영향을 주는 

기전으로는 법랑질에 잔류한 과산화수소나 활성 산소가 레진의 

침투를 막거나 레진의 중합을 방해한다고 생각된다. 활성 산소로 

인해 법랑질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한다는 점은 레진의 결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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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대개 임상에서 브라켓 접착 시 

35% phosphoric acid 를 이용한 etching 을 통해 표면 거칠기를 

높이는 과정과 중복되어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또한 표면 

거칠기에서 접착력에 약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활성산소가 레진의 침투를 막거나 중합을 방해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단결합강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치아 미백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브라켓을 붙인 경우 

전단결합강도가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차이가 줄어든 것은 법랑질에 잔류한 과산화수소나 활성산소 

성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 달이 경과해도 미백 

전의 강도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치아 미백이 

법랑질의 구조에 일부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미백 처리를 한 후 바로 브라켓을 붙인 

경우에 가장 낮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고 미백 처리 하루 후에 

브라켓을 붙인 경우는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미백 처리 후 

일주일 이상 지나서 브라켓을 붙인 경우 여전히 대조군 보다는 

낮은 강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앞서 언급했듯이 치아 미백이 법랑질의 레진 접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여러 연구들이 서로 다른 조건, 즉 여러 종류의 미백제를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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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도로 또 여러 기간 동안 적용한 후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실제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와 술식을 선택해서 

유사하게 재현하고자 했고 치아 미백 직후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에 미백을 하지 않고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와 비교해서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했다. 보통 6~8MPa 을 

임상적 허용치라고 볼 때 10 미백 직후 측정된 값이 6.27MPa 로 

비록 한계치 이상의 값을 보였지만 적어도 미백 일주일 이후에 

브라켓을 접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미백 일주일이나 한 달 후 

접착한 경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미백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낮은 평균값을 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 미백치료 전에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브라켓의 접착 강도 측면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치아에 미백 처리 후 각기 다른 시간이 경과한 후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1. 미백 처리 직후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임상적 

허용치(6~8MPa)를 충족시키긴 했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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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백 처리하고 하루가 경과한 다음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전단결합강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5). 

 

3. 미백 처리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경과한 다음 브라켓을 

부착한 경우 전단결합강도가 대조군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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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leaching on bonding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s 

 

Lee, Seung Seok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leaching is the process of changing tooth color t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color, texture, light permeability, 

etc. which are affect the esthetic of teeth. However, a number 

of adverse effect have been reported and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the bleaching affect next dental treatment. Many 

studies report about the effect of intraoral tissues and teeth 

after bleaching. Especially, bleaching weaken bonding 

strength between tooth and composite resin. The bonding 

process when orthodontic treatment is stared also thought to 

be affected by bleaching. In this study, effect of bleach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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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bonding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 to enamel was 

evaluated. 

 Extracted teeth was bleached by bleaching agent containing 

15% carbamide peroxide in 8 hours a day. It was repeated for 

two weeks. Control group was not bleached. Bleached teeth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After bleaching was done, 

orthodontic bracket was bonded with composite resin to tooth 

when immediate , one day, one week and one month later. 

Shear bonding strength was measured and result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nd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As for the result, the group that bracket was bonded 

immediately display 6 to 8 MPa which is required to expect 

adequate clinical performance, bu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t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he 

group that bracket was bonded after one day shear bonding 

strength was some increased but it still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he group that the bracket was bonded 

after one week and one month was not enough to control 

group but there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conclusion, at a view of shear bonding strength, it is 

favorable that orthodontic treatment is precede by b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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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bleaching have to be done first, bonding process should 

delay at least one week after bleaching was d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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