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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of the effectiveness of tooth bleaching with 

different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s and light activated plasma arc on extracted premolar tooth 

The 100 specimens were stained using the CEYLON black tea. 

Among of them 60 specimens were selected by lightness values (*L) and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n=12): Group Ⅰ, Distilled water; Group Ⅱ, 5% hydrogen peroxide gel ; GroupⅢ, 5% 

hydrogen peroxide+plasma arc; Group Ⅳ, 15% hydrogen peroxide; GroupⅤ, 15% hydrogen 

peroxide +plasma arc. Specimens were bleached until 4 times (60 min). The color change (ΔE*) of 

specimens was measured after stained and each bleaching time by Shade Eye-NCC. The sampl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y evaluating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SEM images, microhardness 

and quantitatively by using roughness parameters (Ra). The acquired data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and one-way ANOVA followed by Tukey's multiple test for variable at a 0.05 significant level. 

The color changes (Δ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bleaching in all groups (p<0.05). Microhardness 

(VHN) significant decreased after bleaching in all groups AFM and SME images exhibited that the 

surfaces of specimens became roughed after bleaching. Especially, Group of hydrogen peroxide with 

plasma arc showed more rougher than hydrogen peroxide without plasma arc in SEM. This study 

suggested that hydrogen peroxide with plasma arc may be better tooth whitening effects than only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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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인들의 심미적 욕구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미백에 대한 환자의 요구증가에 따라, 치과치료 분야에서는 

치아에 대한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아의 색을 밝게 변

화시켜주는 치아미백술이 도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미백제품

과 미백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최신 치아미백 

이론과 임상시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

지만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치아미백이란, 강화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oxygen-releasi-

ng, mechanical cleansing의 작용기전으로 치질내 착색부분을 

산화시켜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를 원래색으로 회복시켜주는 

술식을 말한다[1]. 치아미백술의 종류로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저농도의 미백제로 1-2주간 스스로 시행하는 

자가미백술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

지는 전문가미백술이 있다[2][3].  치아미백의 역사는 미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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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능 개선과 사용의 편리성을 연구하며 촉매광원이 계속

적으로 개선되어져와 1991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30% hydrogen peroxide에 촉매광원을 적용시키는 ‘power 

bleaching'[4]이 개발되었고, 오늘날에는 광원뿐만 아니라 레이

져를 이용하여 미백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

다[5]. Greenwall[6]은 Abbot에 의해서 개발된 고강도 광조사기

를 사용하여 미백 시행 시 hydrogen peroxide의 온도가 상승되

어 치아 미백의 화학반응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이

후 고강도 광조사기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기본 장치로서, 

치아미백의 역사는 미백제의 효능의 개선과 사용의 편리성을 

연구하며 촉매광원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광원의 촉매 기전은 이론적으로는 광원의 에너지가 미백제

의 분자내와 분자간 결합에 전달되어 최대의 진동을 일으키

며, hydrogen peroxide가 자유라디칼로 분해되는 속도들 증가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활성시키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서 미

백제와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7]. 미백용도로 시판되는 

미백제는 특정 파장 범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카로틴과 

같은 광활성제 또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빛의 흡수를 증

가시키거나 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광활성제

나 색소가 없는 미백제의 에너지 흡수는 300nm, 

2,800~3,600nm와 6,000nm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400~500nm의 파장범위를 지닌 광원을 일반적인 미백

제에 사용할 경우에는 흡수에너지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8].

광원의 파장범위와 미백제 내의 광활성제와 색소의 에너지 

흡수 특징이 일치할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9], 광

활성화된 치아미백은 미백시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10], 환

자에게 더욱 편안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11]. 그러

나 광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Benjamin[12]이 보고한 치수에 

위해작용을 주지 않는 5.5℃ 범위 내에서의 온도상승을 일으

켜야 하나,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열 발생률이 상이하기 때문

에 온도상승에 따른 정확한 조사시간 조절이 필수적이다. 

또한 레이저와 같은 광활성에 의한 미백 시 치수 내 온도 

변화로 인한 치수의 영구적 손상이나 법랑질 표면 변화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3]. 주성분인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제로서 치아 경조직 손상으로 치아의 민감성의 증가나 

잇몸에 화상을 줄 수도 있고, 치경부의 외흡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의 수복물에 부식이나 손상에 관한 발생의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4][15].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

작용이라면 지각과민증일 것이다. 과산화수소는 분자량이 작

아 쉽게 상아세관을 통해 치수까지 도달하며 신경말단을 자

극하므로 지각 과민증을 유발시킨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백제로 사용되는 저농도, 고농도의 

미백제를 단독 도포했을 때와 Plasma arc광원으로 활성화 시

켰을 때 미백효과와 법랑질 표면의 변화를 실험실 평가를 통

해 비교하여 임상에서 사용 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재료

우식이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치질의 발치된 소구치를 백

악법랑경계부에서 치근단측으로 5mm정도 되는 지점에서 절

단 후 발수하여 증류수로 깨끗이 세척한 후 실험전까지 0.1% 

티몰용액(Sigma, U.S.A)에 넣어 냉장 보관하였다. 영구치 협면

의 1×1 cm 가량의 평활면을 제외한 다른 부위를 모두 아크릭 

레진으로 포매하여 경화 후 자동연마기 (Automatic Polisher; 

Labopol-1, Struers,Denmark)를 사용하여 240번부터 2000번까지

의 사포로 단계적으로 연마한 후 1μm의 다이아몬드 페이스

트로 최종 연마하였다. 색 변화를 측정할 부위는 상아질이 노

출되지 않도록 법랑질에 한하여 평활하게 연마하였으며, 모든 

시편은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여 60분간 충분히 세척하였다.

2. 연구방법

1) 치아 착색

Suileman[16]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편착색을 위해 

CEYLON black tea (Whittard of Chelsea, England)를 준비하였

다. 증류수 100 ml을 80℃로 가열한 후 black tea를 10분 동안 

담가 우렸다. 이 용액을 1회용 주사기 여과장치에 거른 후 식

혀 시편을 24시간 동안 침적 후, 시편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공기를 5초간 불어 건조하였다. 각각의 시편들을 초기 색과 

경도를 측정하였다.

2) 치아미백 및 plasma arc 광원 조사

제작된 시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군별로 12개씩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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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marks of Color Difference ΔE* NBS units

Trace 0.0-0.05

Slight 0.5-1.5

Noticeable 1.5-3.0

Appreciable 3.0-6.0

Much 6.0-12.0

Very Much 12.0-+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으로 미백처리를 하지 않고 증류

수만 교환한 1군, 모든 실험군은 루마 화이트 파우더 (Luma 

WhiteTM, LUMALITE, USA)와 hydrogen peroxide를 섞어 만든 

미백제를 2㎜ 두께로 도포하였으며 5% hydrogen peroxide 단

독 도포하여 미백한 2군, 5% hydrogen peroxide 도포 후 plasma 

arc를 추가로 조사한 3군, 15% hydrogen peroxide 단독 도포하

여 미백한 4군, hydrogen peroxide 도포 후plasma arc를 추가로 

조사한 5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군의 미백 도포시간은 1회 

도포 시 15분씩 4회 반복 도포하여 총 60분간 도포하였으며 

실험군 중 3군과 5군은 15분간 미백제 도포 후 1분간 plasma 

arc 조사시간을 적용하여 총 4분간 조사하였다. 1회 도포 후 

미백제를 거즈로 제거하고, 물-공기 사출기로 15초간 세척 후 

건조하였으며, 재도포 과정을 세 번 더 반복하여 총 60분간 

도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번 총 4주간 시행하고, 

미백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에는 시편이 잠기도록 하

여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광원 조사 시 겔로부터의 거리를 10㎜ 이하로 유지하여 

380~520㎚의 파장영역을 가지는 Plasma Xenon arc Lamp (BC 

330, B&B Systems, Korea)를 조사하였다.

각 군별 미백처리 방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bleaching group according to 

bleaching method

 

3) 색조변화 측정

각 시편의 미백에 의한 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색조

제차계 (Shade Eye-NCC 150131, SHOFU Co., Japan)를 사용하

였다. 착색 후와 각각의 미백 시행 후에 측정하였고, 모든 시

편을 동일하게 건조시킨 상태에서 반복 측정하였으며, 색조 

측정용 팁은 치아 시편 표면에서 0.5-1.0 mm의 상방에서 조사

되었으며 팁이 시편에 대해 직각이 되게 하여 3부위를 측정, 

평균하여  L*, a*, b* 값을 구하였으며, 미백 시행 전 · 후의 

색조 변화를 보기위해 각 △L*, △a*, △b*를 구한 후 전체 색

조변화량 (ΔE*)을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또한 이렇

게 산출된 ΔE* 값은 색조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형태로 범주화시킨 표 2의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 단위공식으로 환산하여 NBS[17] 기준에 의

해 비교하였다.

ΔE* = {(ΔL*)2+(Δa*)2+(Δb*)2}½

NBS unit = ΔE* × 0.92

<Table 2>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 

L*은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물체에 대한 명도를 나타내

는 입체 좌표로,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을 나타내고 100에 가

까울수록 백색을 나타낸다. a*와 b*는 채도를 나타내는데, a*

는 적색채도 (res-green chromaticity)의 값을, b*는 황색채도 

(yellow-blue chromaticity)의 값을 나타내는 입체 좌표로, 이 공

간에서의 색의 차이라는 것은 구에 가까운 색 공간에서 두 색

의 위치 간의 입체적 거리로 이 입체적 거리가 서로 멀면 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동일한 색으로 

인지하게 된다.

4) 표면 경도 측정

준비된 시편들은 미백처리 전과 미백처리 시행 후, 미세경

도 측정기 (Digital Microhardness Tester; MTX-α7, Matsuzawa 

Co., Japan)를 사용하여 시편 표면의 미세경도를 측정하여 

VHN값 (Vickers Hardness Number)을 얻는다. 측정현미경의 배

율은 100배로 조정하여 시편에서 경도를 측정할 점을 잡고, 

표면에 수직 되게 1,000 g의 하중조건과 10초의 하중시간으로 

하중을 가하여 압흔을 만든 후, 측정현미경의 배율은 400배로 

하여 한 시편 당 3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5) 표면 거칠기 측정

시편 표면의 미세거칠기변화는 원자현미경 (Atomuc Force 

Microscopy; Nanoscope Ⅲ Multimode, Disital Instruments, USA)

Group Classification Application method

1 Control group Distilled water (D.W.)

2 Experimental group 5% hydrogen peroxide

3 " 5% hydrogen peroxide + Plasma arc

4 " 15% hydrogen  peroxide 

5 " 15% hydrogen  peroxide + Plasma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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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표면거칠기값 (Ra)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원자현

미경의 canti- lever 길이 450 μm, 탄성계수 (spring sonstant) 

0.02-0.1 N/m인 etched silicon cantilever를 사용하여 tapping 

mode로 시행하였다.

6) 표면형태 변화 측정

시편을 통법에 따라 진공상태에서 금이온증착장치 (IB-3, 

Eiko Co.,Japan)로 180∼200 Å 두께의 금으로 피복시킨 후, 주

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200, Hitachi 

Co., Japan)으로 15 kV 상태에서 10,000배의 비율로 시편의 표

면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3. 통계분석

군별 색조변화량과 경도변화량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

하였다. 수합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SPSS 

13.0 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색조변화분석

미백 전 후의 색조변화 (ΔE*), NBS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미백 전 후의 각 군에서의 색조변화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미백군에서 색조가 밝게 변화하였다. 15% 

hydrogen peroxide 와 plasma arc를 조사한 그룹에서 가장 큰 

색조 변화량을 보였다. NBS 단위 환산한 결과에서는 미백이 

종료된 후에 모든 군에서 임상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very 

much'에 해당되어 상당한 미백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 Color change (ΔE*)

Group n ΔE* NBS

Distilled water(D.W.) 12 3.4±0.6 3.1±0.6

5% Hydrogen peroxide gel 12 25.2±3.3 23.1±3.1

5% Hydrogen peroxide gel+plasma arc 12 25.4±3.7 23.3±3.4

15%  Hydrogen peroxide gel 12 28.8±4.0 26.4±3.6

15%  Hydrogen peroxide gel+plasma arc 12 29.5±3.5 27.1±3.2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2. 표면 미세경도 (VHN) 변화 분석

 <Table 4>와 <Figure 1>은 미백 전과 미백 시행 후에 대한 

비커스경도 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미백을 처리하기 전과 처

리 후 시편의 표면 미세경도 변화는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5). 특히 15% HP 도포 후 plasma 

arc 광원을 조사한 경우의 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3. 표면 거칠기 변화 관찰

  <Figure 2>의 표면 거칠기 변화(R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이 5.980nm, 5% hydrogen peroxide 만으로 미백을 

시행한 군이 27.308nm, 5% hydrogen peroxide +plasma arc 시행

한 군이 34.303nm, 15% hydrogen peroxide 만으로 미백을 시행

한 군이 28.879nm, 15% hydrogen peroxide +plasma arc시행한 

군이 37.393nm로 표면 거칠기 값을 나타내 농도가 높고 광원 

조사 시 표면 거칠기 값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Table 4> VHN values  after bleaching

Group Unbleached Bleached △ p-value

Distilled water (D.W.) 248.9±3.3 249.6±3.5 0.7 p>0.05

5% Hydrogen peroxide gel 250.7±5.6 210.3±12.4 -40.4 p<0.05

5% Hydrogen peroxide gel+plasma arc 251.9±5.3 191.4±14.5 -60.4 p<0.05

15%  Hydrogen peroxide gel 250.4±6.3 179.0±11.1 -71.4 p<0.05

15%  Hydrogen peroxide gel+plasma arc 250.8±7.7 141.5±14.1 -109.3 p<0.05

Values are repor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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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microhardness after bleaching

<Fig 2> Atomic force microscope surface topography of enamel surface after experimental.: (a) No bleaching, (b) 5% Hydrogen peroxide, 

(c) 5% Hydrogen peroxide +Plasma arc, (d) 15% Hydrogen peroxide , (e) 15% Hydrogen peroxide+Plasma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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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 형태변화 측정

미백처리 전 · 후의 법랑질 표면에 대한 미세구조를 분석하

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미백이 시행된 후, 대조군 시편과 비교한 결과 모

든 실험군에서 표면의 탈회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15%  

hydrogen peroxide 미백제에 plasma arc를 조사한 군에서 가장 

큰 표면 탈회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enamel surfaces : (a) No bleaching, (b) 5% Hydrogen peroxide, (c) 5% Hydrogen peroxide 

+Plasma arc, (d) 15% Hydrogen peroxide , (e) 15% Hydrogen peroxide+Plasma arc (original magnification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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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외

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치과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기

능적인 회복과 함께 심미적인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치아를 더욱 밝고 하얗게 하는 미백술은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심미치료로 자리 잡았

으며 국내에도 미백술은 메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보편하게 되

어가고 있으며 미백제품 또한 다양하게 출시되어 가정에서도 

쉽게 구입하고 일반인 스스로 자가 미백을 하는 경우도 많아

졌다.

치아 미백의 기전은 hydrogen peroxide에서 방출되는 자유라

디칼이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치질 속에 확산되면서 단백질

과 같은 다른 유리 분자와 반응하여 공유결합을 파괴하고 그 

결과 밝은 색조를 나타내는 분자를 생성시킴으로써 미백효과

를 나타내게 된다[9]. 현대인들은 미백 시술시간을 절약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면서 미백의 촉매 기전이 되는 

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광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9][10][12].

미백에 사용되는 광원과 레이저에는 할로겐 램프, 플라즈

마 아크 램프, 아르곤레이저, LEDs, 적외선의 CO2레이저 그

리고 GaAlAs레이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미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한 plasma arc lamp는 크세논이 

채워진 전구에 두 개의 전극사이에서 뜨거운 plasma를 만드는 

고전압 파동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할로겐 램프가 400-500 

nm와 300 mW의 에너지 수준의 파장을 가지는 반면, plasma 

arc는 430-490 nm의 더 좁은 파장 영역 내에서 900 mW의 매

우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와 고농도의 hydrogen peroxide 미백제

를 사용하여 미백 시 plasma arc 광원을 추가적으로 조사 시 

미백의 효과와 표면의 변화를 비교하고 안정성의 평가를 하

고자 한다.  15분씩 4회 도포 후 치아의 색조변화량은 모든 

미백 실험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Gross와 Moser[19]의 색

조변화량 기준연구에서 ΔE*가 0-2이면 색 차이를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고, 2-3이면 거의 인지할 수 있는 정도, 3-8이면 

보통 인지, 8이상이면 현저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결

과 기준에서 ΔE* 및 NBS 값은 20 이상으로 임상적으로 현저

하게 확인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Buchalla[20] 활성 미백은 

미백제에 광원을 조사함으로써 적은 양의 빛 흡수에도 많은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어 높은 색조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광원의 조사가 색조변화량에 큰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미백 시 고농도의 미백제의 사용은 여전히 미백 후 

지각과민증, 치아의 형태학적 구조 변화와, 치주조직의 염증 

반응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학적 구조변화를 

알아보고자 미세경도 측정, 법랑질 표면의 형태 및 거칠기 변

화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표면 미세경도 변화는 모든 미백군에서 모두 

미세경도값 (VHN)의 감소를 보였으나 각 군에서의 미세경도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5% hydrogen peroxide, 15% hydrogen 

peroxide 단독 도포 미백 시 보다 plasma arc 광원을 조사한 군

에서 더 큰 미세경도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McCaracken과 

Haywood[21], Attin[22] 미백 후 법랑질 경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농도의 35% carbamide 

peroxide를 사용하여 미백시 법랑질의 경도에 변화가 있었다

는 Oltu와 Gurgan[14]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하여 plasma arc 

광원조사 시 표면경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었다.

원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정량 및 정성적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각각의 표면거칠기 

변화 (R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이 5.980 nm, 5% 

hydrogen peroxide만으로 미백을 시행한 군이 27.308 nm, 5% 

hydrogen peroxide+plasma arc 시행한 군이 34.303 nm, 15% 

hydrogen peroxide 만으로 미백을 시행한 군이 28.879 nm, 15% 

hydrogen peroxide+plasma arc 시행한 군이 37.393 nm로 고농도 

미백제를 사용하여 plasma arc 광원 조사시 표면 거칠기 값이 

커졌으며 법랑질 표면의 탈회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Basting 

등[23]의 연구에서 미백 후 법랑질 표면의 부분적인 탈회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조군에서는 규칙적인 법랑

질 표면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미백제를 사용한 실험

군에서는 불규칙하며 외형이 붕괴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

다. Leonard 등[24]은 저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한 미백 시보다 

고농도 미백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보고하였고 Cavalli 등[25]도 표면 거칠기에 어떤 농도의 미백

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5% hydrogen peroxide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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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를 이용한 미백 시 광원으로 plasma arc를 활

성시켰을 때 치아의 미백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농도

의 미백제를 사용하여 광원조사 시 법랑질 표면의 미세 경도

가 감소하고 표면형태의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미

백 후 부작용으로 치아의 거칠어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미백 시 마다 재광화 제재를 반복 

도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편의 변색을 위해 CEYLON 

black tea를 이용한 것으로 실제 구강 내에서 발생 가능한 내·

외인성 착색을 제현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미백효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백과정 중 시편을 증류

수에 보관하여 구강환경에서 타액에 의해 재광화가 촉진되고 

법랑질표면의 다공성이 회복되어 법랑질표면 변화가 완화되

는 작용을 재현하지 못하여 향후 실험실 연구의 한계점을 보

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저농도 및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 미백 시 광원

으로 사용된 plasma arc의 조사 유무에 따른 미백효과와 치아 

표면 변화를 실험실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미백 시행 

후 색조변화량 (ΔE*)과 표면 미세경도 변화측정, 원자현미경

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치아표면의 변화정도를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미백군에서 색조변화량 (ΔE*)은 미백 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NBS unit로 환산한 결과 ‘very 

much’ 에 해당되어 임상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5% hydrogen peroxide, 15% hydrogen peroxide 미백제를 

사용한 미백군에서 미백 처리 후 법랑질 표면 미세경도 값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plasma arc 광원으로 활성화한 미백군에서는 법랑질 표면 미

세경도값이 미백제 단독 사용군보다 감소값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미백 전·후의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를 원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백처리후 탈회현상에 의

해 표면이 거칠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거칠기값 (Ra) 또

한 미백제의 농도가 높고 광원활성화를 시킨 미백군에서 커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5% hydrogen peroxide와 15% 

hydrogen peroxide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 plasma arc로 광원 

활성시 치아의 색조변화에는 효과적이나 법랑질 표면 미세경

도는 미백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를 보이고 법랑질 표

면이 변화를 보여 미백 중 또는 미백 후에 법랑질 재광화 제

재의 도포를 통하여 치아 미백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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