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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를 이용한 치아(우치)미백효과
윤현서‡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Teeth(bovine incisors) whitening effect using seaweed
Yoon HyunSe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whitening effect of algae by using the rainy season as a preclinical step
to develop functional whitening detergent using algae.
Method: The algae were stained for 7 days using algae, and the sample was treated over 14 days for 24 hours. The tooth color was measured
using VITA Easyshade V.
Results: The color changes depending on the type of beverage, coffee, green tea, or grape juice were highest for coffee. As shown, leaf Kosiregi
and green gold continued to brighten on the 14th day. The amount of color change was most effective in the green seaweed regardless of
its concentration, and in the order of starfish, leaf stalk, and spine.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the sample, the better the whitening effect.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turnips, the higher the color change was, at 100 for foliar and green laver at 250.
Conclusion: Therefo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 and application time of the four kinds of seaweeds,
but all showed a tooth white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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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것으로 검증되었다. 1900년대 이후부터 약물 뿐만 아니라 광조사
기를 활용한 미백관련 기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5].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치아미
백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치아미백의 효과 검증은 객관적인
지표로 판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다양성이 있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치의학에서는 부정적
인 견해가 존재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사실이
다[1][2].
치아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태아기에 약물에 의한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며, 후천적 요인은 생활에서 음식물섭취,
흡연 등과 같이 개인 기호에 의하여 결정된다[3][4].
치아의 색상을 밝게하기 위하여 1877년 Chapple에 의하여
oxalic acid를 이용하여 치아미백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hydrogen peroxide와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는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치아미백은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영향을 주어 색상을
밝게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완벽한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
지지 못하고 있다[6][7]. 또한 치아미백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8]. 특히
치아의 시림 증상이나, 치은의 손상, 수복물의 손상 등은 미백치
료를 받는 이들과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9][10].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학약품을 이용
한 치아미백보다는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세치제 형태의 치아미
백치약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11]. 기존 세치제는 단순히
칫솔질의 보조작용에서 현재는 다양한 기능성을 확보한 형태로
변모하여, 치주염 완화, 치석제거, 시린니 완화, 구취감소, 치아미
백 등의 기능성 치약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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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치아미백을 표방하고 있는 기능성 세치제의 경우 여전히

이용하여, 4가지 모드 중 치아미백 모드를 활용하였으며, 총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최근에 일부 치아미

5회(처리 전, 3일, 7일, 10일, 14일 후) 색상을 측정하였으며,

백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3-15].

시료처리는 14일간 24시간 단위로 증류수에 세척하고 건조 후

본 연구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미백세치제를 개발하

시료 처리하였으며, 인공타액을 뿌린 후 보관하였다. 또한 색상

기 위하여 돌김, 우뭇가사리, 파래김, 잎꼬시래기 추출물을 농도

측정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측정값

와 환경에 따른 치아미백효과를 입증하기 우치를 활용한 미백효

수치는 ADA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개발 되어진

과를 검증하여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미백세치제 개발의 기초

bleaching index를 사용하였다. 전체 1-29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로 활용하고자 한다.

높을수록 치아색이 어두우며 숫자가 낮을수록 치아색이 밝은
것을 의미하였고, 29 이상의 측정이 없어 측정 불가 상태까지
어두워지는 것은 30으로 처리하였다.

Ⅱ. 연구 방법
5. 분석방법
1. 우치 시편제작
우치는 과학상사에 의뢰하여 소의 전치 부분을 받아 치근부위
는 제거하고 치관부위만을 활용하였으며, 총 48개의 우치를 활용

통계분석은 수집된 자료는 SPS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시료와 농도에 따른 색상변화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one-way
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였다. 절단은 저속핸드피스에 멸균된 디스크버를 끼워 사용하
였으며, 치관 내 잔존하는 치수는 file을 이용하여 발수하고 생리

Ⅲ. 연구 결과

식염수를 이용하여 세척 하였다. 보관은 12 well에 각각 하나씩
인공타액 스프레이(Biotene, 미국)를 분주하여 보관하여 사용하

1. 음료 종류에 따른 우치 착색 정도

였다.

2. 시료준비
돌김 추출물(Porphyra yezoensis ethanol extract, PYEE), 우

음료 종류에 따른 우치의 착색수준은 Table 1과 같다. 착색수
준은 커피에서 18.61로 가장 높았고 녹차 17.33, 포도쥬스 17.07
순으로 나타났다(p<0.001).

뭇가사리 추출물(G. amansii ethanol extract, GAEE), 잎꼬시래
기 추출물(Gracilaria textorii (Suringar) Hariot ethanol extract,
SHEE), 파래김 추출물(Blue seaweed ethanol extract, BSEE)

<Table 1> Coloring level of drink

추출물은 80%에탄올 을 사용하였다.

3. 치아 착색
치아 착색은 우치에 증류수, 커피(일리 다크로스트 캡슐 원액
에 1차 증류수 50% 희석, 이탈리아), 녹차(동서식품, 티백 85℃

Color level

F

p

Distilled water

Types of Drinks

16.02±1.95

8.937

.000***

Coffee

18.61±3.58

Green tea

17.33±2.56

Grape juice

17.07±2.19

*

by one-way ANOVA

물 250 ml에 1분 우려낸 원액), 포도쥬스(델몬트포도쥬스, 롯데
과즙 10%)를 이용하였다. 우치의 착색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Table 2> Color change according to beverage

음료는 24시간 단위로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였고, 이때 치면이
모두 잠길 수 있도록 음료를 분주하였다.

4. 치아미백
치아색상은 VITA Easyshade V (VITA Zahnfabrik(독일))을
44

Types of Drinks
Distilled water

Color level

F

p

.22±.65

57.240

.000***

Coffee

6.63±1.92

Green tea

4.72±1.74

Grape juice

3.22±1.48

*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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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change by concentration and sample processing time of seaweed after coloring
Sample

Shade

Density

PYEE

GAEE

SHEE

BSEE

Before

3day

7day

10day

14day

100

29

27

28

27

26

250

22

17

17

14

17

500

24

19

17

14

16

100

23

19

20

14

15

250

29

27

26

26

26

500

24

22

21

18

17

100

24

23

23

22

21

250

22

19

17

14

13

500

22

18

20

16

17

100

26

23

23

21

20

250

29

24

24

22

22

500

24

21

22

19

18

<Table 4> Color change according to sample type
Sample
PYEE

<Tabe 5> Color chang by density

Color change

F

p

Density

Color change

F

p

5.33±2.15

.531

.663

100

5.0±2.12

2.442

0.098

GAEE

6.00±2.26

250

6.0±2.31

SHEE

5.67±2.61

500

6.5±2.01

BSEE

6.33±0.49

5. 시료 농도에 따른 색상변화량
2. 음료 종류에 따른 착색의 정도 변화량
음료 종류에 따른 우치 착색 변화량은 <Table 2>와 같다. 7일
후 착색량에서 착색 전 수치를 뺀 변화량은 커피가 6.63으로

시료 농도에 따른 색상변화량은 농도가 높을수록 변화량이
컸으며, 100-250사이보다 250에서 500 사이의 변화량이 적었다
<Table 5>.

가장 높았고 녹차 4.72, 포도쥬스 3.22순으로 나타났다.

6. 시료별 농도에 따른 색상변화량
3. 착색 후 해조류 종류별 농도와 시료처리 시간에 따
른 색상변화
착색 후 해조류 종류별 농도와 시료처리 시간에 따른 색상변화
는 <Table 3>과 같다. 돌김의 돌김과 우뭇가사리는 10일까지는
밝아지다 14일에 측정 시에는 다시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고,
잎꼬시래기와 파래김의 경우 14일 후에 측정값에도 지속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시료 종류에 따른 색상변화량
시료 종류에 따른 색상변화량은 <Table 4>와 같다. 파래김이
6.33으로 변화량이 가장 컸고, 우뭇가사리 6.00, 잎꼬시래기 5.67,

시료별 농도에 따른 색상변화량은 돌김은 농도가 높을수록
색상변화량이 컸고<Figure 1>, 우뭇가사리는 100에서 변화량이
가장 높았고 250에서 가장 낮아 농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Figure 2>. 잎꼬시래기와 파래김에서는 250에서 색상변화량이
가장 높았다<Figure 3, Figure 4>.

7. 색상측정 시기에 따른 미백효과
색상측정 시기에 따른 미백효과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이 길어질수록 미백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2)
<Figure 5>.

돌김 5.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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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lor change PYEE

<Figure 2> Color change GAEE

<Figure 3> Color change SHEE

<Figure 4> Color change BSEE

부분 중 치아의 손상을 최소로 하는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00년대 이후 꾸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6][17].
치아미백의 경우 만족도는 진료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의견 차가 크며, 이로 인한 마찰은 치과의사 중 미백 치료를
하는 의사의 경우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18].
또한, 현재에는 병원에서 시행되는 치아미백뿐 아니라 일반인들
의 접근성이 높은 세치제나 치아미백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19].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화학약품인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 등을 함유하는 제품을 이용하여 치아의 착색된 유기
<Figure 5> Whitening effect according to color measurement time

질을 제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아미백시술 시 술자와 환자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20].

Ⅳ. 고찰

이에 천연물을 이용한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착색이 되었을 때의 미백효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나 효과는 미진한 수준이고, 전문가 미백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 미에 대한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치의학 영역 중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환자의 선택권과 만족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 이에 치의학 영역에서 심미적인
46

평균적으로 2년 단위로 수행을 권장하며, 전문가 미백뿐 아니라
자가미백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장히고 있다[21][22].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실험 전 우치에 적용하여 치아미백효

해조류를 이용한 치아(우치)미백효과

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음료의 종류에 따른

검증하고자 한다. 음료의 종류에 따른 착색은 커피, 녹차, 포도쥬

착색은 커피, 녹차, 포도쥬스 순이였고 변화량 또한 커피가 가장

스 순이였고 변화량 또한 커피가 가장 높았고, 착색 후 시료처리

높았다. 이는 김 등의 연구에서 커피 종류에 따른 치아 착색을

에 따른 결과는 돌김과 우뭇가사리 추출물에서는 10일 이후

알아본 결과 프림커피가 원두커피보다 높았고[23], 전반적으로

다시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잎꼬시래기와 파래김에서는

커피는 착색의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고

14일에도 지속적으로 밝아졌다. 색상변화량은 농도와 관계없이

있다[24].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커피의 수요가

파래김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우뭇가사리, 잎꼬시래기, 돌김

많은 지금 착색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방안

순이었고, 시료의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효과가 좋으나, 250이후

중 하나로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가글 또는 세치제가 하나의

에는 미백효과가 크지 않았다. 돌김은 농도가 높을수록, 우뭇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리는 100에서 잎꼬시래기와 파래김은 250에서 색상변화량이

착색 후 시료처리에 따른 결과는 돌김과 우뭇가사리 추출물에

가장 높았다.

서는 10일 이후 다시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잎꼬시래기와

따라서 본 연구결과 4종류의 해조류에서는 농도와 적용시간에

파래김에서는 14일에도 지속적으로 밝아졌다. 이는 공 등[25]의

차이는 있으나, 치아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활용한

연구에서 천연 과일을 이용한 미백 치약사용 시 3주 이후부터

미백 기능성 세치제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효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농도에 대한 부분과 다시 어두워지는 시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농도를 낮춰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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