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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Profilometry기반 측정 방식별
세치제 상대 마모도 평가

이 교 린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1. 목

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Profilometry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측정방
법을 고안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마모도 측정방법을 제
안하는 것이다. 세치제 주요 성분인 마모제는 칫솔질 시 효과적으로 치
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치면을 활택하게 하여 칫솔질 후 치면세균막의 부
착을 줄이는 유효성분이지만,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마모력이 치
아 경조직 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치제의 마모도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초로 1907년에 Miller가 분말 세치제의 마모력을 평가한 이후 마
모 중량 측정법, 방사성 마모량 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치제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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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 국제표준기구는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과
표면 조도 방법을 측정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표면 조
도

방법을

통해

마모도를

평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Profilometry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측정 장비를 통한 분석방법을
고안하고, 마모도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방

법

파절과 우식이 없는 우치를 포매하여 상아질이 노출되도록 연마한
후, 상아질로 판별된 시편 138개를 표준 세치제와 실험 세치제 22종에 6
개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칫솔질은 ISO 11609 표면조도 측정방법을 통한
비교치아마모도 평가법과 동일하게 칫솔질을 하중 150g, 왕복 10,000회
실시하였다. 각 시편의 마모도는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이하 CLSM,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ZEISS LSM 800, Zeiss, Germany)
으로 표면 거칠기와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차로 구하였고, 비접촉식
3차원 미세형상 측정기(NV-E1000, NanoSystem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칫솔질 방향의 가로축 전체의 마모량을 구하였다. 실
험결과는 IBM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로 분석하였다.

3. 결

과

이번 실험의 정량적 지표인 마모량과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차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0.844, P<0.01). 또한, 실험 세치제 중 90% 이상
정량 측정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세치제 마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정량 측정결과는 표면 거칠기 변화 및 마모제 함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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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보였고, 마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차, 표면 거칠기 변화량, 마모제 함유량, 마모제 성분 중 카보네이트
류로 이러한 요인들은 마모량 예측에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
라서, 마모량 측정법은 마모도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로 마모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이라 볼 수 있고,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차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표
면 거칠기 변화량은 마모도 평가에 보조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세치제, 세치제 마모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Relative dentin abrasion, 3D optical
analyzer
학

번 : 2018-2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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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배경

1. 세치제와 구강건강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건강요소 중의 하나이며,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다. 치아우
식증과 치주병은 구강 내 세균이 치아주위에 부착되어 증식함으로써 발
생한다.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세균과 치면세균막
관리가 중요하다. 구강 관리는 전문가적 방법과 개인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이 구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대표적으로 세치
제가 있다. 세치제는 일반적으로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건강관
리 용품으로 구강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구강 건강 증진과 구강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
의 세치제가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치제 시장은
2018년 기준 26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였고
(Mordor Intelligence LLP, 2020),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제조 생산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제품까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Foundation of
Korea Cosmetic Industry Institute, 2016)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
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세치제는 구강 내에 직접 사용하고,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치아 마모는 구강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환으로 비우식적 치아 경조
직 손상을 의미하는데, 한가지 요인이 단독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질환이다(Pickles, 2006). 치아 마모의 종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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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표면과 외부 물질과의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마모(abrasion), 치아
간 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모(attrition), 산성 물질에 의한 탈회로 야
기되는 치아 부식(erosion)이 대표적이다(Shellis & Addy, 2014). 특히
치아 마모(abrasion)는 구강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인 칫솔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데, 과도한 칫솔질은 백악-법랑 경계부
(Cemento-enamel junction)의 쐐기 모양 경조직 상실에 상당한 원인으
로 작용하고 상아질 노출을 야기하며(Lussi & Schaffer, 2000), 치아의
민감성을 높여 약한 물리적 자극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West et
al., 1998). 부적절한 칫솔질, 강모의 강도, 칫솔질 빈도, 칫솔질 시 치아
에 가해지는 힘은 치은퇴축을 일으키고 나아가 경조직 마모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만(Wiegand & Schlueter, 2014; Rajapakse et al., 2007) 칫
솔 자체만으로 미치는 단독 영향은 극히 적고, 세치제를 사용했을 때 유
의한 마모력을 발휘하여 치아 마모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Voronets
et al., 2008; Wiegand & Schlueter, 2014).
세치제는 함유된 마모제에 따라 다양한 마모력을 발휘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모제의 성분, 입자크기, 다양한 입자크기 분포, 입자 모양, 함
유 농도는 세치제 마모도에 영향을 미친다(Lippert, 2013; Ganss et al.,
2017; Baig et al., 2020). 마모제의 입자 강도 또한 마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며(Edina et al., 2004), 마모제의 입자가 작고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마모도가 적으나, 크기가 일정하고 넓게 분포하는 경우 법랑질
에 더 많은 마모를 일으킨다(Baig et al., 2020).
이상적인 마모제는 치아표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외인성 착
색물과 치면세균막과 같은 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Lippert,
2013; Pickles, 2006). 또한, 적당한 마모력은 칫솔질의 효과를 증대시키
나 약한 마모력은 치면세균막의 효과적인 제거가 어렵고 강한 마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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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질 또는 상아질의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Subramanian et
al., 2017).

2. 마모제 특성

마모제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인산염(Phosphates),

탄산염

(Carbonates), 이산화규소(Silicas)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Subramanian,
2017). 인산염은 디칼슘포스페이트디하이드레이트(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H5CaO6P), 칼슘피로인산염(Calcium pyrophosphate, Ca2O7P2)
이 대표적이며, 타액 내 칼슘 이온 수치를 안정화하여 치석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고(Subramanian

et

al.,

2017),

특히

치아우식

유발균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효과를 발휘한다(Drake et al., 1994).
탄산염은 구취를 억제하고 살균 작용이 있으며 주로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Na2HCO3),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3)이 사용된다.
실리카는 치면세균막 및 착색 제거에 유용하고 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 SiO2․nH2O)가 세치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마모도는 마모제와 치아의 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NaHCO3,
H5CaO2P는 상아질 경도와 비슷하거나 낮으며, CaCO3는 상아질과 법랑
질 사이, SiO2․nH2O, Ca2O7P2는 법랑질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Subramanian et al., 2017). 이외에도 알루미나(Alumina, Al2O3), 펄라이
트(Perlite)가 마모제로 사용되지만 상아질과 법랑질에 비해 입자 강도가
각각 약 3.6배, 1.5배 높아 매우 낮은 농도(1-2%W/W)로 사용되어야 한
다(Subramanian et al., 2017; Lippert, 2013). 이렇듯 마모제는 그 성분과
특성에 따라 세치제의 다양한 마모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마모
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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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치제 마모도를 평가하는 시험관적 방법

1907년 Miller는 치아표면에 형성된 치아 마모가 세치제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가방법을

최초로

연구하였고

(Grabenstetter et al., 1958), 1941년 Richard는 마모 전후 치아 시편을
프로파일링하여 마모도를 평가하는 시험관적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Samuel & Donald, 2015). 이후 세치제 마모도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으
로 증명되어왔으며 세치제 마모도 시험방법과 측정 방식은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공식화하였다.
치아 마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량측정법과 정성측정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정량측정법은 중량측정법(Gravimetric method)과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Radiotracer method), 정성측정법으로는 마모로 인해 발생
한 치아 절편의 표면 변화를 측정하는 표면형상측정법(surface profile
measurements)이 있다(Liljeborg et al., 2010). 중량측정법은 마모 전 시
편 중량과 마모 후 중량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아질 시편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마모 전과 후의 수분량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수치에 상당한 오류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Hefferren, 1976). 또한, 넓은 상아세관, 두꺼운 도말층, 깊은 마모
부위에 마모제가 잔류할 수 있어 마모량을 중량변화로 측정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Barbakow et al., 1992; Hefferren, 1976). 방사선마모량 측정
법은 중량측정법이 가졌던 오차와 한계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방법으로
시편을

중성자에

노출시켜

시편

(Hydroxyapatite, Ca10(PO4)6(OH)2)의

내

존재하는

31

P 일부가 방사성 동위원소인

로 전환되고 마모 후 슬러리를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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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인회석

32

32

P

P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마모도로 결정한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어 방사선 취급을 허가받은 기관과 전문가가 필요하므
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표면
조도 측정 방식으로 세치제 마모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González-Cabezas et al., 2013).
Kim

등(1998)은

방사선표본치아절편

마모량

측정법(Radioactive

methods), 마모표본치아절편 표면용적 측정법(Surface profile measurements)이 가장 정밀도와 재현성이 우수한 방법이라고 보고하였고, ISO
또한 이 측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이 마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컬어지며, 측정 표준(Golden
standard)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면 조도 측정 방식은 방사선 마
모량 측정법을 대체하고 물체 표면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마모도뿐만 아
니라 표면의 마모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방사선 측정 방
식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많은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Sabrah et al., 2013; González-Cabezas et al., 2013).
표면 조도 측정 방식은 물체의 외형을 이미지화하여 얻어진 관측값
으로 마모 정도를 평가하며 평면으로부터 마모된 부분의 깊이나 표면에
나타난 거칠기로 마모도를 산출한다.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2D 분석
파라미터는 물체 표면을 측정하여 얻어진 Topography 상에서 수직 방향
의 절단면에 나타나는 단면의 형태를 곡선으로 나타내어 측정 구간 내
기준 길이에서 나타나는 거칠기 값을 의미한다.
거칠기는 여러 지표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Rp (Maximum
profile

peak

(Maximum

height),

height

of

Rv

(Maximum

the

profile),

Rc

profile
(Mean

valley
height

depth),
of

Rz

profile

elements), Rt (Total height of the profile), Ra (Arithmet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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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Rq (Root mean square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가 있으며 이 지표들은 측정 면적 내 한 직선상 단
면 거칠기 값을 표현하는 것이다. Rp는 기준 길이 내에서 중심선으로부
터 가장 높은 단면 산의 높이를 의미하고, Rv는 기준 길이 내에서 평균
선으로부터 가장 깊은 단면 골까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Rz는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5번째까지 높은 산의 산봉우리 선과 평균선까
지 거리, 가장 낮은 골에서 5번째까지 낮은 골의 평균선과 골바닥 선까
지의 거리를 모두 합하여 5로 나누어 평균한 값이며, Ra는 기준 길이 내
에서 평균선으로부터 곡선까지 길이의 절댓값을 모두 더해 기준 길이로
나누어 평균한 값이다. Rz, Ra는 평균선을 기준으로 산과 골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거칠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라
고 할 수 있다. Rc는 기준 길이 내에서 산봉우리와 골바닥까지의 길이를
평균한 값이고, Rt는 기준 길이 내에서 평균선과 평행한 가장 높은 산봉
우리 선과 가장 깊은 골바닥 선을 접하고 있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Rq는 평균선으로부터 거칠기 곡선까지의 길이를 제곱하여 기
준 길이로 나누어 평균한 값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Figure 1-1. Example of calculating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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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로 세치제의 마모도를 평가한 연구로는 Kumar 등(2015)
과 Tellefen 등(2011)이 세치제와 물의 마모 전후 마모도를 Ra 변화량으
로 비교한 바 있고, Johannsen 등(2013)은 마모도가 정해진 연마제(RDA
170, RDA 250)로 칫솔질한 후 마모도를 Ra 수치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
RDA 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마모를 일으키는 RDA 170의
Ra값이 높아 양적 측정법과 표면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측정법
이 병행되어야 정확한 마모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치제의 마모도를 평가한 국내 연구로는 Kim 등(1998)이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을 통해 20종의 세치제를 대상으로 마모도를 측정하여 보
고한 바 있고, Ha 등(2011)은 32종의 세치제를 대상으로 ISO 기준에 따
라 칫솔질 마모를 수행한 후 3D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각 세치제의 비
교치아마모도를 산출하였다. Han 등(2011)은 서로 다른 비교치아마모도
를 가진 두 세치제를 대상으로 상아질마모량을 비접촉식 형상측정기로
측정하여 얻어진 단면 곡선과 삼차원 이미지를 통해 비교분석 하였고,
Kim (2017)은 수동 및 전동칫솔 사용과 세치제 종류에 따른 상아질 시
편의 마모도를 3D 프로파일러로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Kim (2015)은
마모제 배합량과 마모제의 평균 입자 면적이 비교 치아 마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최근의 세치제 마모도 평가는 표면의 형상을 측정하여 평가
하는 Profilometry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측정을 통해 산출된 비교
치아마모도로 세치제의 마모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관련 연
구에서

측정

방식은

마모도를

산출하는

도구로서만

역할을

했다.

Profilometry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한 세치제 마모도 평가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Profilometry 기반 측정기기로 측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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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여

마모도를

산출하고

평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Profilometry 측정 방식이 최근의 세치제 마모도 평가에 필수적 요소인
만큼 간단하고 정확한 측정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고, 마모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수적인 측정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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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치아 마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지만 세치제에 잠재적인 마모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치제의 마모력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고,
세치제의 마모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높은 재현성을 가지면서 통제가
가능하고 윤리적인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오차로
마모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
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연구들은 2D 또는 3D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표면의 형상과 거칠기, 마모 깊이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표면 조도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방사선 마모량 측
정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와 표면 거칠기와
정량적 마모 간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측정방
법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여러 가지 측정기기와 시편의 분석 부위
를 통해 세치제 마모도를 파악하고 결과 간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또한, ISO 11609에서 제시하는 삼차원 표면 조도 측정
방식은 노출된 시편 창의 X축 길이를 설정하고 양옆에 있는 비 마모부
를 수 ㎛ 조사한 후 측정값으로부터 평균 Z값을 세치제의 연마도 값으
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표현의 모호함이 존재하고 연구자들은 측정 과
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표준화된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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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번 연구는 Profilometry 방식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세치제 마
모도 측정 방식을 제시하고, 측정 방식별 결과를 비교하며, 측정 지표들
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측정방법의 결과를
확인 후,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Profilometry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정 방식을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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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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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재료

1. 세치제 선정

실험에 사용한 세치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동일 제
조사의 제품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총 22종의 실험 세치제를 선정하였
다. 세치제에 함유된 마모제 성분과 분량에 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였다(Table 2-1). 또한, 마모도 비교
의 기준이 될 표준 세치제는 ISO 11609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nnex A) method의 Reference abrasive slurry 제조방법에 따라 증류
수에 Carboxymethyl cellulose (CMC), Glycerin, Calcium pyrophosphate
를 첨가한 용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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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dentifrice
Group

Manufacturing
country

Dentifrice 1

Korea

Dentaltype silica

Quantity of
abrasive
(g/100g)
13

Dentifrice 2

Korea

Dentaltype silica

13

Dentifrice 3

Korea

Silica

14

Dentifrice 4

Korea

Dentaltype silica

14

Dentifrice 5

Korea

Hydrated silica

18

Dentifrice 6

America

Dentaltype silica

20

Dentifrice 7

Korea

Dentaltype silica

19

Dentifrice 8

Korea

Dentaltype silica

17.5

Dentifrice 9

Korea

Tricalcium phosphate
Colloidal silicon dioxide

15*

Dentifrice 10

Thailand

Dentaltype silica

18

Dentifrice 11

Korea

Abrasive ingredients

Dentifrice 12

America

Anhydrous dibasic calcium
phosphate
Dibasic calcium phosphate
Sodium hydrogen carbonate

Dentifrice 13

Korea

Dentaltype silica

3.6

Dentifrice 14

Korea

Dentaltype silica

17.75

Dentifrice 15

America

Dentaltype silica

15

Dentifrice 16

Korea

Dentaltype silica

5

Dentifrice 17

Korea

Dentaltype silica

5

Dentifrice 18

Korea

Dentaltype silica

20

Dentifrice 19

Korea

Calcium carbonate

42

Dentifrice 20

Korea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19

Dentifrice 21

Vietnam

Silica

Dentifrice 22

Korea

Calcium carbonate

*

Total amounts of abra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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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50
31

제 2 절 연구방법

1. 상아질 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한 상아질 치아는 소의 턱뼈에서 발거한 우치로 파절,
우식, 변색이 없는 절치만 선정하였고 잔여 조직은 모두 제거하였다. 선
정된 치아는 충분한 주수하에 Bench drilling machine에 원통형 다이아
몬드 버(지름 8 ㎜)를 고정하여 치경부에 근접한 풍융부를 천공한 후 생
리식염수에 담가 4℃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시편은 링 형태의 아크릴 몰
드(지름 30 ㎜, 내경 15 ㎜, 높이 4 ㎜) 중앙에 위치시켜 아크릴릭 레진
(Ortho-jet powder/liquid, Lang Dental Mfg Co. Inc., Wheeling, IL,
USA)으로 포매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상아질 표면을 노출 시키고 고르
게 하기 위해 자동 연마기(LaboPol-5; Struers, Ballerup, Denmark)에 원
형 사포 거칠기의 입방 수를 150, 800, 1200 grit로 단계적으로 높여 시
편 앞 뒷면을 충분한 주수하에 연마하였고, 시편의 연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마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금속홀더에(Insert holder
30MM, R&B, Daejeon, Korea) 시험에 사용될 면이 사포를 향하게 넣어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4℃에서 냉장보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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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선정

연마하여 노출시킨 표면의 상아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도 시험
기(HMV-2,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하중 980.7 mN, 측정
시간 15초로 측정하였다. 경도 시험기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시편 표면
에 사각형 압흔을 남기고 상·하, 좌·우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여 계산된
면적에 따라 경도(Vickers hardness number, VHN)가 결정된다. 측정은
시편 중앙과 중앙에서 20 ㎛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측정하였
고, 두 지점의 측정값 평균을 각 시편의 VHN으로 정하였으며, 측정값의
평균이 30 이상, 80 이하에 해당하는 시편만 선정하였다(Ryge et al.,
1961). 시편은 KS P ISO11609:2012에 따라 표준 세치제와 실험 세치제
에 6개씩 무작위 할당하여 총 138개 상아질 시편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세치제 군에 배정된 시편 간에 경도 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의
수준 α=0.05로 정하여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군 간 경도(VHN)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0.336, Table
2-2) 동일한 조건의 시편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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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mparison of specimens Vickers hardness number (VHN)
between groups
Group

VHN
Mean ± SD
58.48 ± 10.01
56.28 ± 12.21
55.96 ± 18.01
63.33 ± 11.00
61.76 ± 9.97
47.53 ± 11.89
55.96 ± 14.27
54.73 ± 18.72
62.37 ± 6.930
47.73 ± 11.82
63.13 ± 10.70
56.30 ± 11.79
53.85 ± 10.96
62.50 ± 12.10
48.85 ± 9.84
65.26 ± 8.87
57.10 ± 9.55
50.43 ± 13.77
56.63 ± 9.92
61.50 ± 11.80
62.74 ± 16.19
58.08 ± 13.11
63.13 ± 14.99

P-value

Reference Dentifrice
0.336
Dentifrice 1
Dentifrice 2
Dentifrice 3
Dentifrice 4
Dentifrice 5
Dentifrice 6
Dentifrice 7
Dentifrice 8
Dentifrice 9
Dentifrice 10
Dentifrice 11
Dentifrice 12
Dentifrice 13
Dentifrice 14
Dentifrice 15
Dentifrice 16
Dentifrice 17
Dentifrice 18
Dentifrice 19
Dentifrice 20
Dentifrice 21
Dentifrice 22
VHN, Vickers hardness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at the α=0.05.

- 17 -

3. 시편 표면 거칠기 측정

준비된 시편이 평평한지 확인하기 위해 칫솔질 마모 전 표준 세치제
와 실험 세치제 7종에 배정된 시편 48개를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LSM

800,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측정하고 분석 프로그램(Carl Zeiss 2.6)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산출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실험 세치제는 마모
제 성분과 분량을 확인하여 예상되는 마모도가 강, 중, 약으로 판단되는
실험 세치제 7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측정값은 시편 거칠기를 나타내
는 Rp, Rv, Rz, Rc, Rt, Ra, Rq 지표를 이용하였고, 군간 비교를 실시하
여 각 세치제에 배정된 시편들의 거칠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분
석결과 각 지표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거칠기를 가
진 시편으로 간주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2-3).

Table 2-3. Comparison of specimens surface roughness between
groups
Group
P-value

Rp

Rv

Rz

Rc

Rt

Ra

Rq

0.321

0.547

0.639

0.766

0.609

0.360

0.490

Subjects: Reference dentifrice, Dentifrice 9, Dentifrice 11, Dentifrice 12,
Dentifrice 15, Dentifrice 19, Dentifrice 20, Dentifrice 22.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at the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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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치제 슬러리 제작

4.1. 표준 세치제 슬러리

표준 세치제 슬러리는 ISO 11609:2012에 제시된 제조기준에 따라 표
준 희석액과 표준 마모제로 사용 가능한 마모제 성분 중 칼슘피로포스페
이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6개 시편을 기준으로 마모제를 희석할 표
준 희석액은 글리세롤(Glycerol≧99.5%,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12.5 ml을 200 ml 비커에 따른 후 열을 가하면서 자기 교반기로
희석하고 60℃가 도달하는 시점에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1.25 g을 첨가
하여 60℃까지 가열한 글리세롤 12.5 ml을 추가로 부은 후 한 시간 동안
교반기에 희석하였다. 용매는 1L 삼각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1차 증류
수 225 ml을 부어 서서히 열을 식히면서 20시간 동안 희석하였다. 희석
된 용매는 12시간 동안 상온(25℃)에 두어 안정화시킨 후 뚜껑이 있는
500 ml 유리병에 표준 희석액 250 ml과 표준 마모제인 칼슘피로포스페
이트(Calcium pyrophosphat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50
g을 넣어 교반기로 6시간 희석하였다.

4.2. 실험 세치제 슬러리

실험 세치제 슬러리는 ISO 11609:2012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
였다. 한 시편에 요구되는 세치제 슬러리는 약 40 ml로, 각 세치제 슬러
리는 240 ml을 한꺼번에 제조하여 매회 제조 시마다 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험 세치제 슬러리는 1차 증류수 24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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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험 세치제 150 g을 정량하여 넣고 6시간 이상 교반기로 희석하였
다. 세치제 슬러리는 실온(25-26℃)에 보관하였고, 제조 후 2일 이내에
사용하였으며, 마모제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전 2시간 동안 다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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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칫솔질 수행

실험에 사용한 칫솔은 강모 단면이 굴곡 없이 바닥과 평행하고 약
강도(지름 0.007 inch)에 해당하는 칫솔의 두부만 사용하였다(Table
2-4). 시편 양 끝단에서 마모가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아크릴 몰
드와 동일한 크기의 중앙에 직사각형 모양(5 ㎜×20 ㎜)으로 타공된 아크
릴 창을 시편 위에 고정시켰다. 준비된 시편을 아크릴 박스에 넣은 후
충분하게 희석된 세치제 슬러리 40 g을 시편 위로 부었다. 칫솔질은
1SO 11609:2012 표면조도법을 이용한 법랑질과 상아질의 상대 세치제
연마도 측정법에 따라 칫솔 왕복운동을 1회로 간주하여 자동칫솔질 기계
로 한 시편당 하중 150 g으로 10.000회의 칫솔질을 실시하였다. 한 번에
4개의 시편 마모를 수행하였고, 칫솔질을 마치면 칫솔 고정부를 세척하
고 칫솔 두부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칫솔질이 완료된 시편은 부착된
아크릴 창을 제거하고 수돗물로 15초간 헹궈낸 후, 1차 증류수가 담긴
초음파세척기에 30초간 세척하였다. 세척 후 탈수로 인한 변형을 방지하
기 위해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밀폐 용기에 4℃ 냉장보관 하였다.

Table 2-4. Toothbrush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Name
Manufacturer
Bristle thickness
Bristle length
Number of bristle
Bristle array
Brush head length
Material

Contents
네임브러쉬 성인용 평탄모
Guardian Angle Co., Ltd.
0.007 inch (0.178 ㎜)
10 ㎜
32 per hole
3 columns 5 lines
Horizontal, 20mm ; Vertical, 5mm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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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면 조도 측정

Figure 2-1. Measurement methods for each measuring device and
research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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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된 시편의 연마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22종 세치제와 표
준세치제 군을 대상으로 CLSM을 이용하여 좌․우측의 비마모부와 마모
부간 높이 차이를 측정하였고, 7종 실험 세치제와 표준 세치제 군을 대
상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22종 세치제와 표준 세치제 군
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미세형상측정기를 이용하여 칫솔질 방향의 수직축
으로 형성된 마모 깊이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Fig. 2-1). 구체적인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6.1.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측정

CLSM을 이용하여 비 마모부와 마모부 간에 발생한 높이 차이를 측
정하였다. 시편 좌우 비 마모부와 마모부를 현미경(×20)으로 관찰하여
이미지상에 각각 X축을 기준으로 0.15 ㎜씩 나타나도록 하여 면적 0.3
㎟ 이미지를 획득하였다(Interval, 0.51 ㎛; Wavelength, 405 ㎚; Pinhole,
16 ㎛). 측정값 산출에는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ConfoMap premium 7.4,
Zeiss, Oberkochen, Germany)을 이용하였고 X축에 따른 Z축 높이를 나
타낸 그래프에서 마모가 시작되는 X축 좌표를 현미경으로 확인하여 마
모가 시작되는 지점을 마모 경계부로 정하였다. 마모 경계부에서 120 ㎛
떨어진 마모지점까지 총 120 ㎛을 측정 범위로 하여, 마모 경계부의 Z값
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Z값 간의 거리를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 차이
로 하였다. 시편 좌우에 나타나는 마모를 측정했으며 측정값의 평균을
시편의 마모 높이로 간주하였다(Fig. 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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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마모부 평균 깊이(마모량) 측정

시편에서 마모된 부분의 평균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비접촉식 삼차
원 미세형상측정기(NV-E1000, NanoSystem Co., Ltd.)를 이용하여 5 ㎜
에 해당하는 칫솔질 방향의 수직축 전체에서 나타난 깊이를 측정하였다.
칫솔질 방향의 수직축을 X축으로 하여 현미경 상(×5)으로 보이는 시편
의 좌측 마모 경계부에서부터 우측 마모 경계부까지 비마모부까지 포함
되도록 7-8 ㎜ 길이를 총 9개 슬라이드로 프로파일링하였다. 표면의 높
낮이인 Z축 범위는 최대범위로 설정하여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80
㎛씩 총 160 ㎛를 측정하였다. 측정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NanoMap Version 2.5. 17.3, NanoSystem, Korea)을 통해 모든 측정값
을 수치화한 Excel 데이터로 변환한 후 Y축 중앙부를 기준으로 좌우 비
마모부의 모든 X 좌표에 따른 Z값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방정식을 구한
다음 NanoMap의 단면 곡선에서 추정되는 좌측 마모 경계부에서부터 우
측 마모 경계부까지의 X값 범위를 확인하여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예측값과 실제 Z값의 차이를 평균하여 마모량을 구하였다(Fig.
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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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표면 거칠기 측정

마모도가 강, 중, 약으로 임의 분류된 7종 세치제에 따라 나타나는
표면 거칠기 변화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CLSM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
정하였다. 세치제 9, 11, 12, 15, 19, 20, 22를 대상으로 현미경을 통해 시
편 중앙에 형성된 마모부 0.3 ㎟와 가장 좌측에 형성된 마모부 0.3 ㎟를
20배율로 관찰한 후 스캐닝할 시편의 수직 상 측정 높이를 청색 신호가
잡히는 범위로 설정하여 마모된 부분의 고도 부를 수직 선상의 중앙 평
면으로 놓고, 중앙 평면을 중심으로 위, 아래 0.51 ㎛ 간격으로 파장 405
㎚,

핀홀

16

㎛로

설정하여

총

44개의

슬라이드를

스캐닝하여

Topography를 획득하였다. 분석에는 Carl Zeis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표면 거칠기 지표(Rp, Rv, Rz, Rc, Rt, Ra, Rq) 값을 ISO 4287에 근
거하여 산출하였다(Fig. 2-2(C)).

(A)

(B)

(C)

Figure 2-2. Measured area by measuring methods
(A) Measurement method of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abrasion and
non-abrasion parts, (B) Measurement method of surface roughness, (C)
Average depth of abrasion.
Vertical hatching indicates abrasion of the specimen by toothbrushing.
The black square box indicates the measurement area according to each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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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IBM CO., Armonk,
NY,

USA)로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측정값은

Kolmogorov-Smirnov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모든 변수에서 정규
성을 따르지 않아(P<0.01),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방
법은 아래와 같았다.

1)

CLSM을

통해

측정한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와

Non-contact 3D surface prifilometer로 측정한 시편 마모량의 각
군간 차이는 Kruskal Wallis test로 비교하고, 사후분석은 SPSS
분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응 별 비교로 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다중 검정에 대한 Bonferroni 수정으로 유의값이 조정되
었다.
2) 각 세치제의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와 마모량 간 측정치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검정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각 세치제 군이 마모 전후로 표면 거칠기 변화량에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하기 위해 Wilcoxen signed rank test로 비교하였고, 각
지표의 거칠기 변화량을 모두 합한 총 거칠기 변화량이 각 군 간
에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였다(α=0.05).
4) 서로 다른 측정 방식에 따른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
모제 함량, 마모제 성분을 변수로 하여 측정결과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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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모도 측정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른 방식의 측정결과, 마모
제의 함유량, 마모제 성분이 마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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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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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CLSM을 이용한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차
측정결과

표준 세치제와 22종 실험 세치제를 대상으로 좌측과 우측 마모 경계
부에서 나타난 비마모부 평면으로부터 최하단 마모부 까지의 거리 차이
를 측정한 결과와 그에 따른 상대 상아질 마모도는 다음과 같았다(Table
3-1).
표준 세치제의 높이 차이는 21.64±7.42 ㎛ 이었고, 가장 큰 높이 차
이를 보인 것은 세치제 19로 63.63±24.64 ㎛ 이었으며, RDA는 294이었
다. 반면 높이차가 가장 작은 세치제는 세치제 9로 3.26±1 ㎛, RDA 15
이었다.
모든 군을 대상으로 크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01)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적게 마모된 세치제
9와 세치제 12 (3.49±0.52 ㎛ RDA 16), 세치제 1 (6.05±2.5 ㎛ RDA 28),
세치제 3 (6.67±4.65 ㎛ RDA 31), 세치제 13 (8.71±7 ㎛ RDA 40)은 가
장 깊이 마모된 세치제 19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세치제 9와
세치제 12는 상대적으로 마모도가 큰 세치제 6 (37.77±7.19 ㎛ RDA
175), 세치제 7 (34.99±14.74 ㎛ RDA 162), 세치제 15 (39.67±23.11 ㎛
RDA 183), 세치제 20 (49.07±40.28 ㎛ RDA 227)과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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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non-abrasion and
abrasion parts for each dentifrices
Group

RDA

Amount
Mean
63.63
49.07
39.67
37.77
34.99
28.88
26.31
22.08
21.97

of abrasion
±
SD
±
24.64
±
40.28
±
23.11
±
7.19
±
14.74
±
13.2
±
7.77
±
14.57
±
8.22

Post-Hoc
test results
c
bc
bc
bc
bc
abc
abc
abc
abc

P-value

Dentifrice 19
294
<0.001
Dentifrice 20
227
Dentifrice 15
183
Dentifrice 6
175
Dentifrice 7
162
Dentifrice 22
133
Dentifrice 16
122
Dentifrice 18
102
Dentifrice 14
102
Reference
100
21.64 ±
7.42
abc
dentifrice
Dentifrice 2
98
21.24 ±
16.09
abc
Dentifrice 8
97
21.04 ±
5.87
abc
Dentifrice 21
83
17.88 ±
9.84
abc
Dentifrice 17
76
16.48 ±
9.55
abc
Dentifrice 11
69
14.95 ±
12.85
abc
Dentifrice 5
65
14.00 ±
8.22
abc
Dentifrice 10
58
12.45 ±
6.21
abc
Dentifrice 4
56
12.19 ±
5.41
abc
Dentifrice 13
40
8.71 ±
7
ab
Dentifrice 3
31
6.67 ±
4.65
ab
Dentifrice 1
28
6.05 ±
2.5
ab
Dentifrice 12
16
3.49 ±
0.52
a
Dentifrice 9
15
3.26 ±
1
a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at the α=0.05.
Pairwise multiple comparisons was performed for post-hoc analysis.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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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on-contact 3D surface profilometer를 이
용한 마모량 측정결과

표준 세치제와 22종 실험 세치제를 대상으로 칫솔질 방향의 횡단축
마모부 깊이를 측정하여 마모량을 산출한 결과와 그에 따른 상대 상아질
마모도는 다음과 같았다(Table 3-2).
표준 세치제의 마모량은 18.68±4.72 ㎛이었고, 표준 세치제를 기준으
로 가장 많은 마모량을 보인 것은 세치제 19 (48.11±4.72 ㎛, RDA 258)
이었으며, 가장 적은 마모량을 보인 것은 세치제 9 (1.47±4.72 ㎛, RDA
8)이었다.
모든 군에 대한 크기 비교 결과, 비교적 낮은 마모량을 보인 세치제
9, 세치제 12 (1.92±1.47 ㎛, RDA 10), 세치제 3 (3.86±1.70 ㎛, RDA 21),
세치제 1 (5.95±3.96 ㎛, RDA 32), 세치제 13 (7.54±4.31 ㎛, RDA 40)은
세치제 19, 세치제 6 (45.41±5.95 ㎛, RDA 243)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중

세치제

9,

세치제

12,

세치제

3,

세치제

1은

(40.46±16.26 ㎛, RDA 217)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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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제

15

Table 3-2. Measurement results of amount of abrasion for each
dentifrices
Group

RDA

Amount
Mean
48.11
45.41
40.46
37.89
27.55
24.64
23.34
19.60

of abrasion
± SD
± 24.85
± 5.95
± 16.26
± 29.13
± 8.79
± 15.60
± 9.80
± 5.38

Post-Hoc
test results
c
c
bc
abc
abc
abc
abc
abc

P-value

Dentifrice 19
258
<0.001
Dentifrice 6
243
Dentifrice 15
217
Dentifrice 20
203
Dentifrice 7
147
Dentifrice 17
132
Dentifrice 18
125
Dentifrice 2
105
Reference
100
18.68 ± 4.72
abc
dentifrice
Dentifrice 14
99
18.48 ± 4.66
abc
Dentifrice 22
92
17.13 ± 7.96
abc
Dentifrice 11
90
16.84 ± 11.13
abc
Dentifrice 16
89
16.66 ± 4.30
abc
Dentifrice 8
89
16.62 ± 4.04
abc
Dentifrice 21
88
16.40 ± 4.65
abc
Dentifrice 4
76
14.14 ± 3.51
abc
Dentifrice 5
65
12.23 ± 5.76
abc
Dentifrice 10
62
11.58 ± 5.21
abc
Dentifrice 13
40
7.54 ± 4.31
ab
Dentifrice 1
32
5.95 ± 3.96
a
Dentifrice 3
21
3.86 ± 1.70
a
Dentifrice 12
10
1.92 ± 1.47
a
Dentifrice 9
8
1.47 ± 1.05
a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at the α=0.05.
Pairwise multiple comparisons was performed for post-hoc analysis.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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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방식별 상대 치아 마모도 비교

각 측정 방식에 따른 결과를 통해 세치제의 RDA를 산출하였고, 순
위별로 나열하여 비교하였다. 표면 거칠기 변화는 통상적으로 세치제가
가지는 RDA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관계로 RDA 산출에서는 제외하고
마모량 측정결과와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측정결과를 통해
RDA를 산출하였다(Table 3-3).
두 방식은 RDA가 높고 낮음에 있어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고, 세치
제의 RDA가 높을수록 두 측정 방식 간 RDA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낮은 RDA를 가지는 군은 높은 RDA를 가진 군보다 적은 차이를 보였
다.
RDA는 공통적으로 세치제 19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세치제 9가 가
장 낮았다. 세치제 5와 세치제 13은 두 측정결과에 따른 RDA가 같았지
만 대부분이 RDA 수치와 순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RDA 차이가
가장 많았던 군은 세치제 6으로 마모량 측정에서는 RDA 243으로 세치
제 19 다음으로 높은 마모도를 보였으나,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 차이
에서는 RDA 수치가 175로 낮아 두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세치제 22는 마모량 측정결과에서 표준 세치제 보다 적은 마모를
보였지만,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차이는 RDA 133으로 표준 세치제보다
높은 RDA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측정결과에 따른 RDA는 정확한 일치를 보이지 않았으나, 마모도
의 높고 낮음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두 측정 방식의 RDA 분포와 상관
성을 스피어만 상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r=1.000,
P<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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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omparison of RDA for each dentifrices

Ranking
1
2
3
4
5
6
7
8
9
10

Amount of abrasion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abrasion and
non-abrasion parts

Group

RDA

Dentifrice 19
Dentifrice 6
Dentifrice 15
Dentifrice 20
Dentifrice 7
Dentifrice 17
Dentifrice 18
Dentifrice 2
Reference
dentifrice

258
243
217
203
147
132
125
105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Dentifrice

19
20
15
6
7
22
16
18

294
227
183
175
162
133
122
102

100

Dentifrice 14

102

Dentifrice 14

11
Dentifrice 22
12
Dentifrice 11
13
Dentifrice 16
14
Dentifrice 8
15
Dentifrice 21
16
Dentifrice 4
17
Dentifrice 5
18
Dentifrice 10
19
Dentifrice 13
20
Dentifrice 1
21
Dentifrice 3
22
Dentifrice 12
23
Dentifrice 9
RDA, Relative dentin abrasivity.

99
92
90
89
89
88
76
65
62
40
32
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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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DA

Reference
dentifrice
Dentifrice 2
Dentifrice 8
Dentifrice 21
Dentifrice 17
Dentifrice 11
Dentifrice 5
Dentifrice 10
Dentifrice 4
Dentifrice 13
Dentifrice 3
Dentifrice 1
Dentifrice 12
Dentifrice 9

100
98
97
83
76
69
65
58
56
40
31
28
16
15

Figure 3-1. Correlation between two quantitative methods.
(A) RDA of amount of abrasion.
(B) RDA of height difference between abrasion and non-abrasion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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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칫솔질 마모 전후 표면 거칠기 변화

표준 세치제와 실험 세치제 7종을 대상으로 칫솔질 마모 전과 비교
하여 거칠기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Rp, Rv, Rz,
Rc, Rt, Ra, Rq의 변화량과 3D Topography로 확인하였다(Table 3-4,
Fig. 3-2).
모든 실험 세치제 군은 모든 거칠기 지표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
다. 반면, 표준 세치제 군은 모든 지표에서 마모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Rp, P=0.463; Rv, P=0.917; Rz, P=0.600; Rc, P=0.463;
Rt, P=0.753; Ra, P=0.753; Rq, P=0.917), 산과 골의 형성이 세치제 9, 세
치제 11, 세치제 12, 세치제 22에 비해 뚜렷했으나, 평면으로부터 가장
낮은 마모 깊이를 보여 지표 값의 변화가 작았다.
현미경과 3D 이미지에서는 세치제 22, 세치제 11, 세치제 12가 매우
좁은 간격의 칫솔질 방향의 마모가 일어났고 산과 골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세치제 9는 관찰되는 산과 골의 형성이 없었고, 칫솔질 방향의
마모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표준 세치제에 비해 상아세관의 분포가 두드
러져 상아질 표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세치제 15, 세치제 19, 세치제 20은 3D Topography와 현미경 이미
지상에서 뚜렷한 산과 골의 형성을 보였고, 지표상으로는 다른 군에 비
해 비교적 큰 Rp, Rt, Rz 값의 변화를 보였다. Rp 값의 변화는 높은 산
이

형성될수록

커지는데

세치제

15는

4.50±2.03

㎛,

세치제

19는

4.53±2.78 ㎛ 세치제 20은 4.20±3.57 ㎛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인 표준
세치제의 변화량과 네 번째로 높은 변화를 보였던 세치제 22와도 큰 차
이가 났다. Rt는 높은 산과 낮은 골의 형성이 클수록 변화량이 커지는데
산과

골의

형성이

큰

세치제

1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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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6.42

㎛,

세치제

20이

12.91±10.79 ㎛, 세치제 19가 11.21±8.08 ㎛로 10 ㎛ 이상의 변화량을 보
였던 반면, 세치제 22는 5.41±1.56 ㎛로 낮았고 표준 세치제는 0.99±1.05
㎛로 산과 골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z는 평균선으로
부터 높은 산과 낮은 골의 형성이 많을수록 변화량이 커지는데 산과 골
형성이 적은 표준 세치제, 세치제 9, 세치제 11, 세치제 12, 세치제 22는
5 ㎛ 이하의 변화량을 나타냈던 반면, 세치제 15는 8.76±3.31 ㎛, 세치제
20은 8.34±6.58 ㎛, 세치제 19는 7.94±4.65 ㎛로 비교적 높았다.
Ra 변화는 세치제 19에서 1.68±0.87 ㎛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세치제 20, 세치제 15, 세치제 22, 세치제 11, 세치제 12, 세치제
9, 표준 세치제 순으로 나타났다. ΔRq의 순서도 Ra와 동일하였으나 전
반적으로 Ra보다 높은 수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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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mparison of changes in surface roughness index of each dentifrice
Group

ΔRp

ΔRv

ΔRz

ΔRc

ΔRt

ΔRa

ΔRq

Total variation P-value

Dentifrice 15

4.50 ± 2.03 4.26 ± 1.98

8.76 ± 3.31

4.62 ± 1.63 14.10 ± 6.42

1.44 ± 0.81

1.75 ± 0.96

39.44 ± 16.25c

Dentifrice 20

4.21 ± 3.57 3.98 ± 3.20

8.34 ± 6.58

3.96 ± 3.28 12.91 ± 10.79 1.44 ± 1.20

1.79 ± 1.51

36.64 ± 29.78bc

Dentifrice 19

4.53 ± 2.78 3.42 ± 2.15

7.94 ± 4.65

4.39 ± 3.12 11.21 ± 8.08

1.68 ± 0.87

1.89 ± 0.92

35.05 ± 21.83bc

Dentifrice 22

1.81 ± 0.76 2.55 ± 0.69

4.36 ± 1.33

1.65 ± 0.74

5.41 ± 1.56

0.56 ± 0.50

0.72 ± 0.51

17.06 ± 5.38bc

Dentifrice 9

1.53 ± 0.54 2.06 ± 0.45

3.59 ± 0.71

1.54 ± 0.34

4.86 ± 1.32

0.25 ± 0.13

0.43 ± 0.16

14.26 ± 3.09ab

Dentifrice 11

1.67 ± 1.49 1.64 ± 1.14

3.31 ± 2.58

1.51 ± 1.23

4.34 ± 3.48

0.37 ± 0.31

0.48 ± 0.37

13.32 ± 10.51ab

Dentifrice 12

1.22 ± 0.07 1.76 ± 0.75

2.98 ± 1.33

1.28 ± 0.59

3.33 ± 1.59

0.31 ± 0.14

0.44 ± 0.19

11.32 ± 5.10ab

Reference dentifrice 0.17 ± 0.11 0.42 ± 0.42

0.43 ± 0.32

0.2 ± 0.29

0.99 ± 1.05

0.06 ± 0.08

0.06 ± 0.08

2.32 ± 1.65a

0.001

ΔRp, Difference in maximum peak height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v, Difference in maximum valley depth before and after abrasion; Δ
Rz, Difference in maximum height of the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c, Difference in mean height of profile elements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t, Difference in total height of the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a, Difference in arithmetic mean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q, Difference in root mean square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at the α=0.05.
All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Total variation is the sum of all roughness changes before and after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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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icroscopic image

3D image

Roughness change
for each roughness index

Reference
dentifrice

Dentifrice
9

Figure 3-2. Microscopic and 3D images after toothbrushing.
Rp, Maximum peak height; Rv, Maximum valley depth; Rz, Maximum height of the profile; Rc, Mean height of
profile elements; Rt, Total height of the profile; Ra, Arithmetic mean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Rq, Root
mean square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The graphs indicate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abras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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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icroscopic and 3D images after toothbrush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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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icroscopic and 3D images after toothbrush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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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icroscopic and 3D images after toothbrush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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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 change
for each roughness index

제 5 절 각 측정 방식에 따른 결과 간 상관성 분석

1. 각 측정결과 간 상관성 분석

마모량은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 차이와 높은 상관성(r=0.844,
P<0.01)을 보였다. 마모제로는 포스페이트류가 음의 상관성(r=-0.170,
P<0.05)을 보였고, 마모제 함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29,
P<0.01). 또한, 모든 선상 거칠기 지표 ΔRp (r=0.623, P<0.01), ΔRv
(r=0.531, P<0.01), ΔRz (r=0.608, P<0.01), ΔRc (r=0.605, P<0.01), ΔRt
(r=0.615, P<0.01), ΔRa (r=0.701, P<0.01), ΔRq (r=0.676, P<0.01)와 마
모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ΔRa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져 거
칠기 지표 중 마모량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마모부-마모부 높이 차이는 마모제 특성 중 마모제 함유량과 양
의 상관관계(r=0.354, P<0.01), 포스페이트류와 음의 상관관계(r=-0.191,
P<0.05)를 가졌고, 모든 선상 거칠기 지표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P<0.01).
실리카 마모제 함유와 선상 거칠기 변화는 모든 지표에서 양의 상관
성을 보였고, 카보네이트류는 ΔRa (r=0.334, P<0.05), ΔRq (r=0.301,
P<0.05)만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 포스페이트류는 모든 거칠기 지
표와 음의 상관을 보여(P<0.01), 포스페이트를 사용할수록 각 선상 거칠
기의 변화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선상 거칠기 지표는 서로 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P<0.01), VHN은 상아질 경도 내에 있는 경우 편차가 크더라도 비마모
부와 마모부 간 높이 차이, 마모량, 표면 거칠기 변화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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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Correlation analysis result for each measurement results
Amount
Amount of Height
of
abrasion difference
abrasive

Silicas

Carbonates Phosphates ΔRp ΔRv ΔRz ΔRc ΔRt ΔRa ΔRq VHN

Amount of
1
abrasion
Height
1
.844†
difference
Amount of
.329†
.354†
1
abrasive
Silicas
.067
.005
-.551†
1
†
Carbonates
.069
.164
.538
-.694†
1
*
*
Phosphates
-.170
-.191
.147
-.586† -.178*
1
†
†
†
ΔRp
.623
.585
-.069
.368
.214
1
-.472†
†
†
*
ΔRv
.531
.510
-.106
.368
.208
-.466†
.869† 1
ΔRz
.608†
.571†
-.087
.396†
.214
-.491†
.967† .955† 1
†
†
†
†
ΔRc
.605
.546
-.143
.405
.177
-.460
.959† .925† .971† 1
ΔRt
.615†
.574†
-.098
.409†
.156
.947† .940† .982† .948† 1
-.441†
†
†
*
*
†
ΔRa
.701
.674
.067
.346
.334
-.581
.936† .834† .914† .936† .885† 1
†
†
†
*
*
ΔRq
.676
.646
.016
.350
.301
-.550
.961† .879† .951† .962† .922† .987† 1
VHN
-.040
-.009
.024
-.007
.097
-.100
.074 .025 .072 .009 .098 .083
.083
1
Height difference, Height difference between abrasion and non-abrasion parts.
ΔRp, Difference in maximum peak height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v, Difference in maximum valley depth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z, Difference in maximum height of the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c, Difference in mean height of profile
elements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t, Difference in total height of the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a, Difference in
arithmetic mean deviation of the assessed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ΔRq, Difference in root mean square devi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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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profile before and after abrasion; VHN, Vickers hardness number.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all values are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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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제 6 절 세치제 마모도 예측을 위한 회귀모형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마모량과 상관성을 보이는 표면 거
칠기와 마모제 함유량 및 마모제 성분이 마모도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와 마모량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칠기 변화량, 마모제 함유량, 마모제 성분(실리카류, 카보네이트류,
포스페이트류)을 공통적인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 외의 마모도 측정
결과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선상 거칠기 지표와 표면 거칠기 지표를
각각 회귀모형의 변수로 넣는 것은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각
거칠기 지표 변화량을 합하여 총 거칠기 변화량을 산출하여 변수로 투입
하였다. 세치제 별 마모제 종류는 명목척도이므로 실리카류, 카보네이트
류, 포스페이트류로 나누어 더미 변수로 변환한 후 포스페이트류를 기준
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Model

1,

Model

2는

VIF

계수가

모두

10

미만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이 2에 가까워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Model 1은 종속변수가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로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결정계수 R2은 0.800, 수정된 R2은
0.771이었다. 시편의 경도와 총 거칠기 변화량, 마모제 함유량은 비마모
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마모량은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07, P=0.001). 마모제
성분은 포스페이트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리카류와 카보네이트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6).
Model 2의 종속변수는 마모량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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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P<0.001) 결정계수 R2은 0.867, 수정된 R2은 0.848이었다. 시편의 경
도는 마모량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P=0.839),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
차이 (β=0.419 P=0.001), 총 거칠기 변화량 (β=0.526, P<0.001), 마모제
함유량(β=0.186, P=0.038)은 마모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총 거칠기 변화량, 마모
제 함유량이 1단위 증가하면, 마모량이 각각 0.419, 0.526, 0.186만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거칠기 변화량이 표준화 계수가 가장 높
아 마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마모제 성분은 포스페
이트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리카류는 포스페이트류에 비하여 마모
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P=0.540), 마모제가 카보네이트류 일
때 포스페이트류보다 마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76, P=0.036, Table 3-7).

- 47 -

Table 3-6.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redicting dentin abrasion
(Model 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VHN

Height
difference

Amount of
abrasion
Roughness
variation
Amount of
abrasive

B

S.E.

β

t

P

VIF

-1.814

.077

-19.747

10.883

.201

.167

.092

1.204

.235

1.195

.759

.203

.607

3.740

.001

5.396

.355

.231

.247

1.536

.132

5.292

.524

.330

.169

1.586

.121

2.331

Abrasive ingredients (ref. Phosphates)
Silicas
Carbonates

-6.276
.542

7.674

-.076

-.818

.418

1.788

5.623

.010

.096

.924

2.193

2

F=27.309(P<.001), R =0.800,

2

adjR

=0.771, D-W=2.416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VHN, Vickers
number; ref., reference; D-W, Durbin-Watson.
Height difference,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non-abrasion and
par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α=0.05.
The roughness variation is the sum of all roughness changes before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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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redicting dentin abrasion
(Model 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VHN

Amount
of
abrasion

Height
difference
Roughness
variation
Amount of
abrasive

B

S.E.

β

t

P

VIF

-1.014

.317

-7.526

7.422

.023

.113

.013

.205

.839

1.236

.335

.090

.419

3.740

.001

3.726

.605

.127

.526

4.779

.000

3.594

.460

.214

.186

2.146

.038

2.224

Abrasive ingredients (ref. Phosphates)
Silicas
Carbonates

2.414
-7.660

5.125

.037

.471

.640

1.807

3.539

-.176

-2.164

.036

1.969

2

F=42.617(P<.001), R =0.862,

2

adjR

=0.842, D-W=2.084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VHN, Vickers
number; ref., reference; D-W, Durbin-Watson.
Height difference,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non-abrasion and
par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α=0.05.
The roughness variation is the sum of all roughness changes before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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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안

- 50 -

수십년 간 세치제 마모도를 평가하기 위한 Golden standard로 사용
되어 왔던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의 형상
을 관찰하여 마모도를 평가하는 Profilometry 측정 방식이 대두되었고,
이 두 결과를 비교하여 표면의 형상 측정이 방사선 측정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onzález-Cabezas et
al., 2013; Sabrah A et al., 2013).
최근의 마모도 평가 방식은 형상측정기(Surface profiler)를 이용하여
마모 깊이와 표면의 거칠기를 통해 세치제의 마모도를 평가하는 추세로
방사선 측정법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 연구를 재현하기 쉽고 표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 군 내에 있는 시편 간 편차가 크
고, 동일한 세치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의 측정결과와
차이가 존재하며, 상대 세치제 마모도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양상
(González-Cabezas et al., 2013)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과 표면 조
도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Sabrah 등(2013)은 표면
조도법과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 사이의 결정계수(R2)가 0.841로 매우 높
은 상관성을 보여 표면 조도 측정법의 방사선 마모량 측정법에 대한 대
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들의 마모도 평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
는 Profilometry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마모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CLSM과 비접촉식 미세형상측정기를 측정에 사용하였다.
CLSM는 고분해능을 가진 장비로 삼차원 이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구
현하여(Schlueter et al., 2011) SEM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전처
리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Field et al., 2010) 치과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경조직 소실 정량(Heuric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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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재료의 마모 저항성 평가(Belli et al., 2009), 치면 세균막의 부피, 거
칠기 평가(Padovani et al., 2015), 불소 바니쉬의 상아세관 폐색 효과
(Tosun et al., 2016) 등 치아표면의 형상을 관찰하고 정량적 결과를 산
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형상 측정기는 세치제 마모도를 평
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방식으로(Franzò et al., 2010;
Sabrah et al., 2013; Johannsen et al., 2013) 접촉식 프로파일러와 비접
촉식 프로파일러로 구분할 수 있다. Macdonald 등(2010)은 마모도 평가
를 위해 접촉식 프로파일러와 비접촉식 프로파일러로 측정한 결과를 비
교하였는데 측정결과 간 오차가 존재했으나 통계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접촉식 프로파일러도 마모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
뢰성 있는 방법이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마모량 측정결과를
통해 산출한 RDA는 순위에 차이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비마모부와 마모
부간 높이차가 마모량보다 높았으며, RDA를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세치
제 16 (RDA 122 vs. 89)과 세치제 22 (RDA 133 vs. 92)가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5, Table 6). 비마모부와 마모부의 경계 부근에서는 깊은
마모가 이루어졌던 반면, 전체 마모 범위로 확대하였을 때는 표준 세치
제 보다 적은 마모가 일어나 측정 영역에 따라서 마모도에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차와 마모량 측정결과의 사후분석 결과에
서는 공통적으로 중간 마모도를 가진 경우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이는 Sabrah 등(2013)이 8종의 세치제를 대상으로 마모
도를 평가한 후, 동질성 검정결과 6개 군으로 분류되는 방사선 마모량
측정결과와 달리 표면 조도 측정 방식은 2개 군으로만 분류되어 군간 차
이를 세밀하게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

- 52 -

면 조도 측정결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표준 세치제를 포함한 23종의
세치제에 대한 마모도 측정결과 또한 편차가 커 동일한 크기로 묶이는
군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e, BSI)에서 제시한 세치제
의 마모도 상한은 RDA 200이고 (Addy & Moran, 2009),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와 국제표준기구(ISO)는 표준 세치제를 기준으로 2.5배(RDA
250) 이하의 마모도를 가지는 세치제는 임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다(Roselino et al., 2018; Myneni,
2017). 기준치 이하에서 RDA 범위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Giles
et al., 2009) 현재까지는 ISO, ADA, BSI에서 제시하는 마모도에 따른
세부 분류기준이 없다. 그럼에도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RDA를 통해 마모
력을 판단하고 분류했으며, 70 미만의 RDA는 저 마모도, 70-150는 중
마모도, 151-250는 고 마모도로 분류한 바 있다(Giles et al., 2009). 전문
가들은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세치제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는
데, 일반적으로 치면세균막 지수가 높을수록, 일일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
록, 흡연할 경우 높은 마모도의 세치제를 추천하고, 치주질환, 치경부 노
출, 지각과민 등이 있는 사람은 낮은 마모도를 가진 세치제 사용을 권장
한다(Kwon, 1998). 마모량과 RDA의 높은 상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어(Philpotts et al., 2005; Addy, 2010), 안전성이 확보된 세
치제라 하더라도 개인의 구강 상태를 고려한 세치제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세치제 선택기준으로 기능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Han et al., 2015) 치면 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치아의 민감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세치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 RDA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구강
상태별로 적절한 RDA 선택 기준을 정립하여 소비자들에게 RDA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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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와 마모량은 모두 세치제 19가 RDA
250을 초과하는 결과를 보여 치아에 상당히 많은 마모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Sabrah 등(2013)은 표면형상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세치제의
RDA가 263이었던 반면 방사선 마모량 측정을 통한 RDA 산출 결과 187
로 두 측정방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측정법에 따라 세
치제의 안전성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세치
제 19는 250 이상의 매우 높은 RDA를 나타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방
사선 마모량 측정법으로 산출한 동일제품의 RDA가 70 정도를 나타냈다
고 보고하였다(Han et al, 1998). 방사선 측정 방식이 마모도가 더 작았
고 두 측정방법의 결과 간 편차가 비교적 크나, 마모제 성분이나 함량의
변화,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Sabrah 등(2013)
이 보고했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세치제 19를 제외한 나머지 세치
제는 측정 방식에 따라 RDA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RDA 250 이하로
임상적으로 안전한 세치제이었다.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와 마모량으로 산출한 각 측정 방식
별 RDA는 서로 간에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였고, 마모량 측정결과는 비
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를 약 9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 또한, 두 측정 방식의 결과를 세치제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세치제 9와 세치제 16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에서 측정값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Data not shown). 종합해보면 RDA를 측정하기 위해 두 측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값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측정 방식에 따른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CLSM을 이용한 마모 부위의 표면 거칠기 측정결과 평균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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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단면 곡선까지의 길이를 기준 길이로 나눈 Ra (중심선 평균 조
도)의

순위는

마모량으로

산출한

RDA

순위와

동일하였다.

이는

Johannsen 등(2013)의 연구와 배치되는 부분인데 양적 측정법으로 측정
한 RDA와는 반대로 RDA가 높은 군에서는 낮은 Ra가 관찰되고 낮은
RDA를 가진 군은 높은 Ra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Topography 분석결과 RDA 200 이상인 비교적 마모도가 높았던 세치제
15, 세치제 19, 세치제 20은 칫솔질 방향에 따라 산과 골의 뚜렷한 형성
을 보였기 때문에 Ra 수치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측정표면 중 기준 길이(cut-off) 내의 단면 곡선에서 평균선에
평행한 최고점과 최저점을 지나는 두 평행선 간의 상하거리인 Rt는 세
치제 15, 세치제 20, 세치제 19 순으로 높았는데, 세치제 19의 RDA와
Ra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Rt가 낮은 이유는 비교적 완만한 산과 골
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세치제 15는 형성된 산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골 간격이 좁고 깊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Rt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마모양상은 각 마모제 성분과 연관 지어볼 수 있는데 탄
산칼슘(CaCO3)과 실리카(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치제를 대상으로
SEM으로 관찰한 결과 SiO2에비해 CaCO3에서 입자 간 뭉침과 불균질한
모양의 입자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Camargo et al.,
2001). 입자의 크기가 불규칙적이면 균일한 형태를 지닌 세치제 보다 더
많은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Camargo et al., 2001; Navarre, 1975에서
재인용). 세치제 19과 세치제 20은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입자들이 뭉쳐
져 크고, 불균질한 모양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완만한 산과 골의
형성과 많은 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SiO2는 CaCO3와 유사
한 입자크기를 가졌을 때 더 높은 RDA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상대적으
로 많은 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고(Camargo et al., 2001), Ca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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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입자 간 뭉침 현상이 적어 비교적 작은 입자들이 분포했을 것으
로 예측되어 세치제 19와 세치제 20에 비해 좁고 깊은 산과 골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거칠기 변화가 크게 나타났던 세치제 15, 세치제 19, 세치제 20은 큰
산과 골의 형성을 보였지만 비교적 매끄러운 표면을 가졌던 반면 세치제
9, 세치제 11, 세치제 12, 세치제 22는 산과 골의 뚜렷한 형성 없이 평평
하였으나 표면에 상아세관이 매우 많이 분포하였다. 비교적 적은 마모를
일으킨 실험 세치제는 상아질 표면 형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
아세관의 단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모량은 모든 거칠기 지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ΔRa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701). 선행연구(Liljeborg et al., 2010)에서
Ra가 프로파일러로 측정한 상아질 소실량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R2=0.870). 하지만 방사선 마모량 측정 방식으로 구한
기존 RDA와는 R2=0.04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RDA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은 프로파일러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접촉식 프로파일러와 비접촉식 프로파일러가 이용되는데 접
촉식 프로파일러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팁에 의해 시편이 손상될 수 있
고, 측정 기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Feild et al.,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비접촉식 프로파일러로 최근 많은 연
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아 경조직을 관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색상과 투명도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레이저 조
사가 벗어난 부분에 표면 형상과는 다른 왜곡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Feild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치아 경조직
표면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Feild et al.,
2010) 측정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결과와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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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Attin & Wegehaupt, 2014).
Kim (2015)은 세치제에 배합된 마모제가 RDA와 양의 상관관계
(r=0.933)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정량적 측정결과와 마
모제 함량, 마모제 성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마모
제 함유량은 마모량(r=0.329, P<0.01),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r=0.354,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세치제의 마모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은 탄산염(Carbonate), 인산
염(Phosphate), 이산화규소(Silica)인데, Hydrated silica의 경우 법랑질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이에 따라
Hydrated silica가 주원료인 세치제 15에서 많은 마모가 이루어졌고,
Calcium carbonate는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의 경도를 가져(Subramanian
et al, 2017) Calcium carbonate가 원료인 세치제 19, 세치제 20, 세치제
22가 다른 군에 비해 비교적 마모가 많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 인산삼칼슘,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배합은 상아질 민감성이
있는 치약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상아질에 자극을 최소로 하는 낮은
마모도를 보이는 성분이므로 세치제 9에서 비교적 평평한 거칠기 변화를
보였고, 상아세관 단면 외형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전되
어 표면 변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치제 12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마모제 중 비교적 낮은 마모도를 보이는 성분으로
적은 거칠기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마모제의 경도는 마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일 뿐이고, 마모제의 입자크기(Camaro et al, 2001; Kim,
1990)와 면적, 형상, 배합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Kim,
2015).
두 정량지표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종속변수 이외의 마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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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표면 거칠기 변화량, 마모제 함유량, 마모제 성분이 비마모부
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또는 마모량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량지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측정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모량은 비마
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보다 마모량 예측에
있어 회귀모형이 약 7.7%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다른 정량측정결과와
표면 거칠기 변화량, 마모제 함유량, 마모제 성분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Non-contact 3D surface
profiler를 이용하여 수직축 전체의 마모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세치제의
RDA를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각 세치제 별 표면 거칠기 변화량 지표들은 마모량, 비마모부와 마
모부간 높이 차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각 수치를 RDA 산출공
식에 대입하면 일반적인 세치제가 보이는 수치를 넘어서 이를 통한
RDA 산출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시편의 마모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부수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번 연구의 강점은 기존 연구에서 찾기 힘들었던 다양한 세치제 마
모도 측정방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RDA 산출 방식을 도출한 것에 있으
며, 기존의 모호했던 표면 조도 측정방법을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했던 기기와 실험방법을 마모도 평가를
위해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양한 측정 방식을 통해 산
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세치제 마모도 측정에 있어 가장 타당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시편 상아질을 사람의 치아 대신
우치를 사용했다는 점으로 우치가 지난 수십년간 in vivo, in situ 연구
에서 사람 치아의 대체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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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측면에 대한 문헌 고찰결과, 두 치아 간 상아세관의 직경, 상아세관
수 등은 차이가 있었고 인장강도, 탄성계수, 경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우
치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Yassen et al.,
2011). 또한, 모든 마모도 측정 방식을 표면 조도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
기 때문에 측정 오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균 편차가 방사선 마모
량 측정법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확한 측정의 한계로 작
용하였으며, 이는 RDA 차이가 나는 세치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민감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치아 마모는 개인의 칫솔질 행동(González-Cabezas et al., 2013), 구
강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Pickles, 2006) 및 생리적 특성
(Hefferren., 1976),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굴곡 파절
(Nascimento et al., 2016) 등 다양한 잠재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칫솔질
시 일어날 수 있는 마모의 원인은 세치제뿐만 아니라 치아의 부식, 강모
의 탄성 등이 영향(Bizhang et al., 2016)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단순히 마모제의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아 마모에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마모제의
영향력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치아 마모 원인 중 하나인 세치제의
마모력을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치아 경조직 마모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
다.
따라서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세치제 만의 고유한 마모력을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표면
조도 측정방법에 사용되는 기기들의 오차와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측
정 방식에 따른 결과 간 비교를 통해 더욱 정교한 측정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고안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59 -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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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상아질에

대한

세치제

마모도를

여러

가지

Profilometry 방식으로 측정하고, 결과 간 비교를 통해 새로운 측정 방식
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2종의 실험 세치제와 표준 세
치제를 대상으로 세치제 마모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이, 마모량 측정결과를 통해 산출한
RDA는 각 측정 방식별로 순위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1.000, P<0.01).
2. 마모량은 상아질 경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r=-0.040, P>0.05),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r=0.844, P<0.01), 모든 거칠기 지표와 상관성을 보였고, Ra와 가
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0.701, P<0.01). 마모량은 마모제 함유
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329, P<0.01), 포스페이트 함유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70, P<0.05).
3.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는 상아질 경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
었고(r=-0.009, P>0.05), 모든 거칠기 지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
며 마모제 함유량과 양의 상관(r=0.354, P<0.01), 포스페이트류와
음의 상관(r=-0.191, P<0.05)를 보였다.
4. 마모량을 종속변수로 한 마모도 예측 모형은 비마모부와 마모부
높이

차이(β=0.419,

P=0.001),

총

거칠기

변화량

(β=0.526,

P<0.001), 마모제 함유량(β=0.186, P=0.038)이 양(+)의 영향을 미쳤
고, 포스페이트류를 기준으로 카보네이트류는 포스페이트류보다 마
모량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β=-0.176, P=0.036).
5. 비접촉식 미세형상측정기로 측정한 마모량과 CLSM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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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평균 높이 차는 실험 세치제 중 2종
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두 정량적 마모 평
가법은 상대 상아질 마모도를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접
촉식 미세형상 측정기로 칫솔질 방향의 수직축 전체 마모부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므로, 표면 조도 측정법을 통
한 상대 상아질 마모도 평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마모부와 마모부간 높이 차를 측정하는 방식은 마모량
측정법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표면 거칠기 변화
량은 마모도 평가에서 보조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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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ve dentin abrasivity
evaluation method for each
measurement method based on
profilometry
LEE, Gyo-Rin, BSDH, RDH
(Directed by Prof. JIN, Bo-Hyoung, DDS, MS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various measurement
methods based on profilometry and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abrasion. Abrasive, the main
component of a dentifrice, is an ingredient that effectively removes
plaque while brushing and reduces the adhesion of plaque after
brushing by making the tooth surface polish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abrasive power of a dentifrice as it varies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its abrasive ingredient, which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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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hard tissue abrasion.
Ever since Miller first evaluated the abrasive power of a powder
dentifrice in 1907, the abrasion of dentifrices has been evaluated by
various methods, such as the abrasion gravimetric method and the
radiotracer

method.

Current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proposes methods for measuring the radiotracer
and surface profile measuring methods. Since recent studies tend to
evaluate the degree of abrasion through the surface profile measuring
method, this study intends to devise an analytical method using
various

measurement

equipment

based

on

the

profilometry

measurement method and suggest the validity of the abrasion degree
evaluation method.

2. Methods
After embedding bovine teeth without fracture and caries, and
polishing them to expose dentin, 138 specimens identified as dentin
were randomly assigned to 6 of the standard and 22 experimental
dentifrices. Brushing was carried out with a brushing load of 150 g
and 10,000 times in the same manner as the relative abrasion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ISO 11609 surface profile measuring
method. The abrasion degree of each specimen was determined by
the

surface

roughness

and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non-abrasive part and the abrasive part was examined using a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and a non-contact 3D
surface profilometer (NV-E1000) to determine the amount of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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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the horizontal axis in the brushing direc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3. Results
In this experiment, the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amount of
abrasion and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non-abrasive and the
abrasive parts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each other (r=0.844,
P<0.01). Moreover, it was appropriate to use both the methods in
parallel for measuring the abrasion of the dentifrice becaus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result in more than 90% of the experimental dentifrices.
The

results

of

the

two

quantitative

measurements

showed

a

correlation with the surface roughness change and the abrasive
conten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abrasion were as
follows: the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the non-abrasive and
abrasive parts, the surface roughness change, the abrasive content,
and carbonates among the abrasive components. These variables
showed high explanatory power in predicting abrasion.
Therefore, for the evaluation of abrasi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amount of abrasion is the most reliable;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non-abrasive and the abrasive part can be used to
substitute it, and the amount of change in surface roughness can be
used as an auxiliary method.

Keywords :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Dentif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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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frice abrasion, Relative dentin abrasion, 3D optical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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