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자연치 미세물성의 나노압입법 연구 

 

Nano-indentation study on micro-mechanical properties  

of human teeth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이 준 연 

  



 

 

 

 자연치 미세물성의 나노압입법 연구 

 

Nano-indentation study on micro-mechanical properties  

of human teeth  
 
 
 
 

지도 교수  김현만 

 

이 논문을 치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이 준 연 

이준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이 상 훈       (인) 

부위원장          김 현 만       (인) 

위     원          안 진 수       (인) 



 

 

 초록 
 
 

자연치 미세물성의 나노압입법 연구 

 

 이 준 연 

치의학 대학원 

서울대학교 

 
 

치의학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중의 하나는 자연치의 기계적 물성치 획득이다. 

자연치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 획득은 자연치의 미세 기계적 특성을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구강 내 존재하는 자연치는 수 밀리미터의 

작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법랑질, 법랑-상아경계, 상아질, 치수강과 백악질의 이종 층

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케일의 국소적인 특성 해석은 

자연치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다. 기계공학과 재료공학에서는 재료

의 특성평가와 기계적 물성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시편을 재료 물성 실험기를 이

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치는 표준화 시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

화 실험법을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 나노인덴터 방법은 인덴테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 스케일의 미세한 영역에서 재료의 특성평가와 기계적 물성치 획득이 가능하여 미

세구조물의 이해를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자연치의 미세 기계적 특성 평가와 기계적 물성치 획득에 관한 실험법을 구축하고 물성치 

획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법랑질은 우리 몸의 경조직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위로써 

기계적 물성치 역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부위에 따른 기계적 물성치 차이가 있었다. 



 

 

상아질은 다소 부드러운 영역으로 법랑질에 비하여 낮은 기계적 물성치를 확인할 수 있었

고, 수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계적 물성치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상아-법랑경계는 법랑

질보다 작고 상아질보다 큰 기계적 물성치를 보였지만, 저작압이 shear stress 로 작용하는 부

위인 수평절단 시편에서는 법랑질보다 큰 기계적 물성치를 보였다. 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연치의 미세기계적 물성치는 향후 자연치에 대한 정확한 수치해석 및 치료 술식들이 실

제 자연치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리고 새로운 재료의 개발 등 심화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연치,나노인덴테이션, 기계적물성치, 미세기계적 특성 
학 번 : 2010-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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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래 들어 많은 첨단분야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의 요구에 발 맞추어 새로

운 재료들과 부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많은 새로운 재료들과 부품들은 적용되기 

전에 정밀하고 면밀한 탐색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재료와 부품을 

평가하는 실험법에 대한 표준화 과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동안 많은 연구

자들의 노력으로 재료실험법들이 정형화 되어 왔다. 재료 평가에 대한 표준화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현성이다. 어떤 연구자가 실험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표준화는 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의 기준

을 넘어 심화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이다. 또한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면 

재료의 물성치 획득과 거동평가를 통해 재료의 적합성과 활용성을 타진하는 연구

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응

력을 받을 때 보이는 저항성 정도와 한계응력을 받았을 때 파괴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재료에 적용되는 응력에는 인장력, 압축력, 굽힘력, 

토크, 피로응력, 크립피로, 크립 등이 있다. 재료는 적용되는 상황에서 주로 단일 

응력보다는 복합하중 하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복합하중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시프트는 토크와 인장력을 동시에 받는 복합

하중 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는 재료의 인장력에 대한 거동과 토크에 대한 거

동을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인장력과 토크의 복합하중 하에서의 재료의 거동평가

가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료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화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료평가는 특성에 맞는 평가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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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압축강도가 뛰어나고 인장강도는 매우 약하여, 

실례로 압축강도가 중요한 다리의 지지구조물로 사용되지만 인장강도가 필요한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멘트의 성능평가를 할 때는 압축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Power plant 나 turbine 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반복적

인 힘을 받기 때문에 재료의 피로에 대한 거동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터빈은 주로 고온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재료의 크립 성질이 중요한 인자

가 되고, 터빈은 크립과 피로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많은 

재료들은 각자가 놓이는 환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실험

에 있어 기본적인 표준화는 ASTM에 의해 잘 정의되어 있고 시편의 제작과 실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연구자들은 재료의 평가를 위해 ASTM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래 들어 첨단분야의 발달로 기존의 재료평가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시작되게 

되었다. 재료의 거시적 평가는 기존의 정립된 방법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 전자, 반도체 및 위성과 로봇틱스 등 첨단 기술들의 개발로 재료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들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의 발달로 인해 실리콘 칩은 점점 더 고집적화 적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도체 칩의 소형화와 고집적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재료의 새로운 파괴양상과 특성들이 관찰되기 시

작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게 되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마이

크로, 나노 스케일의 실리콘 칩으로 생산되면서 기존의 거시적 관점과는 전혀 다

른 양상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첨단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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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여 새로운 실험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에서 인덴테이션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nanoindentor와 재료의 표면을 긁어봄으로써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AFM 등

이 개발되었고, 표준 시편을 만들어 실험할 수 없는 반도체 부품 등 많은 미세 구

조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재료 물성치 실험법의 적용으로 자연치의 미세기계적 특

성 평가와 기계적 물성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치는 표준화 시편

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화 재료평가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다면 표준시편을 만들 수 없는 자연치의 평가도 가능하다. 

Nanoindentor와 AFM의 개발에 따라 일부의 치의학자들은 자연치의 거동평가

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tefan Habelitz 등은 2001년 AFM을 이용하여

Dentino-Enamel junction 의 기능적 폭을 측정하는 연구를 발표하였고1), G. 

W. Marshall Jr. 등의 연구자는 2001년 dentino-enamel junction의 경도, 탄

성계수의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하였다.2) 2000년에는 A. Kishen 등은 

nanoindentation 방법을 이용한 상아질에서의 물성치 분포에 관한 연구를 발표

하였고3), 2004년에는 J. Ge 등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enamel 구조물의 기계

적 물성치를 보고하였고4), 2011년에는 Delia S. Brauer 등은 상아질의 나노, 마

이크로 스케일의 기계적 물성치를 발표하였다.5) 그 외에도 2006년 Paul 

Zaslansky 등은 SEM, Moire interferometry, Speckle interferometry를 이

용하여 상아질과 법랑질 경계의 soft zone의 구조와 기계적 물성치를 보고하였

고6), 2011년 Dhaneshwar Mishra 등은 ABAQUS를 이용하여 Dentino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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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tion에서의 파괴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였다.7) 본 연구에

서는 nanoindentor를 이용한 기계적 물성치 획득에 관한 측정 실험 방법을 고안

하고 물성치 측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획득한 자연치 물성치를 바탕으로 자

연치를 정량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미세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II. 재료 와 방법 

1. 시편제작 

압입시험을 시행 할 시편은 우식이나 형태 기형이 없는 발육이 완성된 사랑니를 

이용하였다.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발육이 완성된 사랑니를 교정치료를 위해 서울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발치 하였다(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IRB : 

S-D20130033). 발치된 치아는 2.5% NaOCl 용액으로 irrigation하여 잔존 치주 조직

과 혈액을 제거한 후 saline 속에 보관되었다. 나노인덴테이션은 나노 스케일의 좁

은 영역에 압입하여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험데이터는 시편 표면 상태

에 크게 영향 받는다. 나노스케일상의 실험을 위해서는 시편의 표면 거칠기와 수평

도 등 시편의 표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노인덴터의 팁은 구조적으로 

stiffness가 매우 낮은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시편 표면의 작은 roughness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용 시

편은 2000번 까지의 sand paper와 alumina particle로 표면 처리를 하였다. 연마의 각 

단계는 스크래치와 거칠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계방향으로 90o 회전하며 30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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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충분한 처리시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인덴터는 시편

의 수평도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진 몰딩법을 이용하여 

시편의 수평도를 맞추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반복적인 레진몰딩을 통해서 자연치

의 크기를 확대하고 시편 아랫면(stage 부착면)을 기준으로 관찰 면의 수평도를 맞

추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치아의 다양한 위치와 방향에 대한 물성치를 측정

하기 위하여 한 치아에서 세 개의 시편을 만들어 평가하였다(테이블1). 그림1-a 에

서 보여주듯 한 치아에서 수직면과 수평면 그리고 사선절단을 통해 방향과 위치에 

따른 치아의 전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작된 3 개의 시편(그

림1-b)에 대하여 자연치 압입 시험을 시행하였다.  

  

2. 측정 

   측정은 Hystron사에서 개발한 TI-700Ubi모델의 nanoindentor를 이용하여 시행하였

다(그림2). 이 모델은 indentation과 scratch 기능이 있었고 microscope 를 이용하여 압

입할 위치를 미리 선정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하였다. 시편은 

stage fixture와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하여 stage 에 고정하였고, stage fixture 를 고정

하기 전 stage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nanoindentor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외부 잡음과 혼란을 최소로 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적은 밤 9시 이후의 시간에 측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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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분석 

nanoindentor의 압입 시험을 통해 자연치를 그림3과 같이 압입하여 그림4 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4에서처럼 그래프의 초기 접선방향 기울기가 elastic 

modulus에 해당되며 그래프를 분석하면 elastic modulus가 95.59Gpa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hardness가 4.13Gpa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시편

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연치의 미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기계적 물

성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데이터 통계분석은 SPSS ver.16 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그림 5 에서 보여주듯 자연치의 법랑질, 상아질, 상아-법랑 경계는 서로 기계적 물

성치에 차이를 보였다. elastic modulus 는 법랑질에서 평균 97.25Gpa로 가장 높았고, 

상아-법랑 경계는 위치에 따라 17.34Gpa ~ 137.43Gpa 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상아

질은 평균 18.49GPa를 보였다. Hardness의 분포도 법랑질은 평균 5.36Gpa, 상아-법

랑 경계는 454.2Mpa ~ 8.89Gpa, 상아질은 평균 713.7Mpa을 보였다. 서로 다른 방향

으로 잘라 만든 3 개의 시편에서 elastic modulus, hardness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법랑질, 상아질의 기계적 물성치는 치아의 위치와 압입 방향에 따른 유의

한 경향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법랑질과 상아질 층 내에서는 미시적인 구

조적 차이로 인해 위치와 방향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기계적 물성치의 변화

를 3 개의 시편을 이용해서 표층에서 내측방향으로 법랑질, 법랑-상아경계, 상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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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진행 해가면서 측정하였다(그림 6). 그 결과는 그림 7 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 위치는 시편 1 과 시편 2 의 협측부위와 교두부위, 시편 3 였다.  법랑질 층에서

는 표면에서 내측으로 진행하면서 기계적 물성치가 감소하다가 법랑-상아 경계 근

처에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상아-법랑 경계에서의 기계적 물성치로 시편 2, 3

에서 elastic modulus는 평균 74.28Gpa, hardness는 평균 4.08Gpa로 법랑질 보다 작고 

상아질 보다는 큰 값을 보였지만, 시편 1 에서는 최대 elastic modulus는 188.94Gpa, 

hardness는 9.87Gpa로 법랑질보다 높은 기계적 물성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마지막

으로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시편 1 을 증류수에 12 시간 보관 한 후 

측정을 하였다. 그림 8 에서 보여주듯 물에 의해 법랑질 층의 기계적 물성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상아질에서는 elastic modulus는 평균 1.98Gpa, hardness는 평균

201.23Mpa 정도로 근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고 찰 

자연치에 대한 나노인덴테이션 실험을 통해 자연치에 대한 미세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nanoindentor tip 이 압입되는 경향을 보더라도 법랑질은 단단한 

재질로써 나노인덴터의 load-time curve 가 빠른 시간 linear 상태에 도달하며 비교적 

빠른시간에 인덴테이션 실험이 완성되는데 비해, 상아질은 상대적으로 무른 재질

이므로 나노인덴터의 load-time curve 가 안정한 linear 상태에 도달하는데 주위 구조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다. 상아-법랑 경계에서는 이종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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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 부위에서 발생하는 edge effect 로 인해 다른 부위에 비해 연마되는 정도가 

심하여 깊은 협곡의 양상을 띠고 있어 (그림6) 나노인덴터의 microscope 로는 정확

히 관찰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nanoindenter tip 의 approach 에 긴 시간을 

요하였다. 시편 연마 후 microscope 관찰에서 법랑질 층은 Retzius line 을 따라 물결 

양상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6). 이는 법랑질 층의 enamel rod 와 

interrod enamel 의 분포에 따른 무기질, 유기질의 함량을 차이를 보이면서 연마시 작

용하는 수직적 힘에 대한 저항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법랑질 층의 기계적 물성치는 위치에 따른 편차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아질 층은 상대적으로 무른 재질이기 때문에 연마에 

대한 저항력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표면의 평평도가 법랑질에 비해 고른 양상을 

보였고 기계적 물성치의 편차도 법랑질에 비해 크지 않았다. 상아-법랑 경계는 이

종의 재질이 혼재된 영역으로써 연마 시 무른 재질의 상아질 층이 상대적으로 빠른 

마모가 일어나고, 이때 나타나는 edge effect 때문에 강한 재질의 법랑질 층도 모서

리 부위에서 빠른 마모가 일어나면서 깊은 협곡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시편의 표면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였지만, 향후 상아-법랑 경계에 

대한 더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표면 처리 방법을 고안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랑질과 상아질은 거시적으로 homogenous 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상

아-법랑 경계는 법랑질과 상아질의 이종의 특성을 띄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법랑질과 상아질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heterogeneous 한 특

성을 보이게 된다. An tonio Nanci 의 저서 ‘Oral Histology’ 에 의하면 법랑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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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es process 에 의해서 enamel rod 와 interrod enamel 이 생긴다. Tomes process 는 

Enamel rod 가 두터워짐에 따라 interrod 공간벽 쪽으로 밀려져 얇아져 사라지고 

enamel rod 와 interrod enamel 의 좁은 공간은 유기물로 채워져 rod sheath 가 된다. 

Enamel rod 는 calcium phosphate 기본단위로 육면체의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고, 성

장하면서 서로 압력을 가하여 불규칙한 형태가 되지만 대략 원통형을 띄고 있다. 평

행하게 분비되므로 gap 이 없어 상대적으로 무기물질이 많고 원통형의 enamel rod 

는 대개 소주의 장축방향에 평행한 배열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interrod enamel 은 인

접한 개개의 법랑질 막대로 둘러싸여 있고 결정은 법랑질 막대를 구성하는 결정과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분비각도 때문에 crystal 사이에 gap 이 형성되고 상대

적으로 유기물질이 많다8). 이러한 법랑질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듯 나노인덴테이

션 결과 elastic modulus 는 72Gpa ~ 120Gpa 의 편차와 평균 97.25Gpa 을 보였고 

hardness 는 3.8Gpa ~ 7.2Gpa 의 편차와 평균 5.34GPa 의 값을 보였다. 이는 압입되는 

나노인덴터 팁이 위치하는 enamel rod, interrod enamel 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와 방

향에 따라 나타나는 미세적 기계적 특성의 편차로 사료된다. 향후 enamel rod 와 

interrod enamel 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직학

적 접근을 통한 세밀한 시편의 제작과 측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랑질 층은 표면에서부터 성숙이 되므로 표층이 가장 석회화가 잘되어 있어 내측

으로 들어갈수록 석회화 정도가 감소하고, DEJ 부근에서는 상아-법랑경계 영향으

로 석회화가 더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림7에서 보여주는 연속적인 기계

적 물성치의 측정의 결과에서 법랑질 표면에서 내측으로 들어갈수록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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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us 와 hardness 가 감소하다가, DEJ 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랑질의 조직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아질 역시 거시적으로는 homogenous 한 구조로 보이지만, 미시적 구조를 살펴

보면 dentin tubule, peritubular dentin, intertubular dentin, sclerotic dentin 으로 구성되

어 있어 미시적으로는 heterogeneous 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onio 

Nanci 의 저서 ‘oral histology’ 에 의하면 Dentinal tubule 은 상아질 바깥면에서 치수

까지 S 자 모양의 만곡을 이루고 상아모세포가 치수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밀

집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며, 형성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차만곡이 존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Tubule 의 직경은 치수에서 DEJ 근처로 가면서 작아지고 단위면적

당 tubule 의 수도 DEJ 로 갈수록 적어진다. Peritubular dentin 은 고도로 무기질이 침

착되어 있어 dentinal tubule 보다 40% 더 석회화되어 있고 아교질은 거의 없다. 

Dentinal tubule 과 반대로 치수부근 보다 DEJ 부근에서 직경이 더 두꺼워진다. 

Intertubular dentine 은 odontoblast 의 주된 분비로 I 형 아교질 섬유들의 치밀한 그물

구조에 인회석결정이 침착된 상태로 상아질 세관 장축에 원섬유가 섬유배열 되어 

있다. Sclerotic dentin 은 무기질에 의해 폐색이 일어난 상아관으로 치근단 1/3, 상아

법랑경계, 치수 표면의 중간 부위에 많이 생기고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10). 이렇듯 상아질 단면은 다양한 구조물의 분포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서는 heterogeneous 하고 법랑질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나노인덴터 팁의 위치에 따라 기계적 물성치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

로 elatic modulus 는 15Gpa ~ 28Gpa 의 편차와 평균 18.49Gpa 를 보였고, hardness 는 

598.2 ~ 954.3 Mpa 의 편차와 평균 713.9Mpa 를 보였다. 상아질의 경우도 법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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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시적 구조물의 차이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조직학

적 접근에 따른 시편제작을 통해 정밀한 기계적 물성치 획득 연구를 시행 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아질은 실제 인체 구강 내 존재할 때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험한 시편은 건조되어 있는 상태로 실제 자연

치 상태와는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상아질 층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편1을 12시간동안 증류수에 보관하여 상아질 층에 수

분을 공급한 후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법랑질은 수분을 공급하기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아질은 elastic modulus 는 평균 1.98Gpa, 

hardness 는 평균 201.23Mpa 근소하게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8).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수분의 존재가 상아질 층의 기계적 물성치의 복원력과 강도를 

근소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상아-법랑 경계는 법랑질과 상아질의 이종재료로 이루어진 interface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층의 특징을 적절히 혼합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측정결과 elastic modulus 는 시편 2, 3에서 평균 elastic modulus 는 74.28Gpa, 평균 

hardness 는 4.08Gpa 로 법랑질 보다 작고 상아질 보다는 큰 값을 보였다. 그런데 시

편1에서는 최대 elastic modulus 는 188.94Gpa, hardness 는 9.87Gpa, 평균 elastic 

modulus 는 142.32Gpa, hardness 8.92Gpa 로 법랑질보다 높은 기계적 물성치를 보였

다. 이는 시편1의 경우 자연치의 수평단면 시편으로 저작압을 수직으로 받는 부위

이다. 이 방향에서는 저작압이 상아-법랑 경계에서 shear stress 로 작용하게 되고, 따

라서 shear stress 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로 발달한 것이라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shear stress 에 저항하기 위해 법랑질보다도 큰 elastic modulus 와 hardness 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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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의 상아-법랑 경계에서 시편 제작과정 중 연마단계에서 

발생한 edge effect 로 인해 협곡형상을 띄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밀한 상아-법랑 경

계의 미세 기계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edge effect 를 개선한 시편

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고 조직학적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V.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자연치의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하고 미세기계적 특성을 평가

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법랑질은 우리 몸의 경조직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위라

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력에 저항하여 기계적 물성치 역시 큰 값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부위에 따른 기계적 물성치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상아

질은 단단한 법랑질과 외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다소 부드러운 영역으로, 법

랑질에 비하여 낮은 기계적 물성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로써 수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계적 물성치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상아-법랑경계는 기본적으로 법랑질 보다 크고 상아질 보다 작은 기계적 물성치를 

보였지만, shear stress 에 저항하기 위한 부위인 수평절단면에서는 법랑질보다 큰 기

계적 물성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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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1.  제작시편 

시편번호 시편종류 비고 

1 수평절단 시편  치아의 협측, 설측, 인접면에서 

저작압방향에 대한 평가 

2 수직절단 시편 치아의 협측, 교합면, 설측에서 

저작압의 수직 방향에 대한 평가 

3 사선절단 시편 교두에서 저작압의 사선 방향으

로 평가 



 

 16

그림1. 자연치를 a처럼 세 방향 절단을 통해 b와 같이 3 개의 시편을 완성  

 

a. 시편 절단 방향 

 

 

                시편 1                                          시편 2                                        시편 3 

b. 완성된 3 개의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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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나노인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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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나노인덴터 압입 형상  

 

 

 

  



 

 19

그림4. 나노인덴터 압입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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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법랑질, 상아-법랑 경계, 상아질 load-displacement curv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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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법랑질, 상아-법랑 경계, 상아질 방향으로 실험 

           

            법랑질 위치 1                      법랑질 위치 2                       법랑질 위치 3 

           

 법랑질 위치 4                       법랑질 위치 5                        법랑질 위치 6    

                                                      

        법랑질 위치 6                                                                          상아-법랑 경계 

         

         상아질 위치 1                        상아질 위치 2                        상아질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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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법랑질, 상아-법랑 경계, 상아질 방향으로 실험 결과 

 
                                                              < elastic modulus > 
 
 

 
< hard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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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시편의 수화과정 전 후의 기계적 물성치 비교 

 
< elastic modulus > 

 

 
< hard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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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indentation study on micro-mechanical properties 

of human teeth 
 

Jun Youn Lee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ost basic fundamental studies in dentistry is obtaining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teeth.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teeth may provide important clues for advanced researches. The 

natural teeth in the oral cavity have heterogeneous layers in several 

millimeters scale and consist of enamel, dentino-enamel junction, dentin, 

pulp and cementum. Therefore the micro-scale local analysis as well as 

overall macro-scale characteristics is required to understand natural 

teeth exactly. In the fields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material 

science, standardized measurement methods are applied to estimat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to obtain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a 

standardized measurement method cannot be applied to natural teeth 

because a standardized specimen cannot be produced. Recent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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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indentor have been universally used to estimate micro-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to obtain mechanical properties on micro-scale 

structures by using an indentation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method was suggested for the estimation of micro-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acquisi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n 

natural teeth by using nano-indenta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teeth were measured with three different specimens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The enamel has the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e dentin as the hardest tissue of the bo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entin showed a slight difference by the 

presence of moistu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entino-enamel 

junction on the horizontal cut specimen showed greater than that of 

enamel.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teeth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further researches possible such as a 

precise numerical analysis, estimation of the effect of clinical therapy on 

natural teeth and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in future.  

 

 

Key words : natural teeth, nano-indentation, mechanical properties, micro-

mechan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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