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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아미백제와 TiO2 매의 융합에 의한 치아 미백효과를 

평가하고, 미백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매 혼합비 등에 한 기 연구를 통하여 미백효과와 안 성을 고찰

하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치아는 발거된 치아  우식에 이환되지 않고 수복물이 없는 , 구치부 치아 24개의 

연조직 치석을 제거한 후 치부의 순면이나 구치부의 면  설면이 노출되도록 하여 dal상에서 사용 인 치아 

미백제에 TiO2 매 분말을 10, 20wt.% 첨가하여 융합하고, 과산화수소수를 10～20%첨가한 미백제를 용하여 

색조 변화를 측정하 다. TiO2 매와 미백제의 융합 미백제 용에 따른 치아의 외  특성평가 결과, 20% 과산

화수소수에 TiO2 첨가한 경우 월등한 미백효과를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TiO2 매를 사용하면 치아미백을 

한 미백제 용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치아 미백제 개발에 매의 활용을 

통하여 미백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의 제안으로 치아미백 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ey Words : 매 융합 미백제, 미백,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 치아 탈색, 메틸  블루

Abstract   This in vitro study compared the effect of bleaching agent modified by the addition of TiO2 

catalyst converged bleaching agent. Nonvital teeth samples were assigned to four group(n=6) according to 

the bleaching agent: 10% carbamide peroxide(CP) bleaching agen, 10% CP with 10% TiO2 catalyst, 20% 

CP bleaching agent and 20% CP with 20% TiO2 catalyst. Changes in enamel color were evaluated on 

minutes 30, 60, 180, 300 and 420. It was found that 20% CP with 20% TiO2 catalysis increased the 

whiteness and overall color value and showed significantly brightened. The teeth bleaching time was 

reduced with TiO2 catalyst converged bleaching agent. This result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teeth bleaching agent.

• Key Words : catalysis convergence bleaching agent, TiO2 catalysis, carbamide peroxide, tooth discoloration, 

methyle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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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아의 변색 는 착색의 원인은 주로 담배, 차 등 유

색물질의 침착, 색소 생성균, 충 물의 변색  속염 등

에 의한 외인성 요인과 연령, 화학물질이나 약제, 사이

상이나 유 성 질환, 치아의 상해 등에 의한 내인성 요인

http://dx.doi.org/10.15207/JKCS.2015.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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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1], 치과진료는 주로 내인성 변

색치아 표백을 응증으로 한다.

치아미백제의 작용기 은 미백제의 표백물질이 치아 

표면에 표백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백작용은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는 유기물질이 발생기 산소의 산화작용을 

통하여 분해 제거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변색치아의 심미성을 개선하는 치아미백 방법[2,3,4]

으로 치아를 표백하는 방법, 라미네이트 시술, 치아 체

를 도재로 우는 방법, 에나멜 미세연마, 실활치 미백 등

이 미국, 유럽 등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백제

를 사용한 치아미백은 주로 조직부식성이 강한 30∼35%

과산화수소수를 주약제로 하고, 그 산화작용에 의해 표

백을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5,6].

치아 미백술의 효과 인 성공 증례와 더불어 미백에 

한 문제 으로 미백 후의 지각과민증, 치아의 형태학

 변화, 성분변화, 표면거칠기 증가, 표면경도 감소, 수

복물과의 착강도 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7,8,9], 치

아 경조직 부식이나 손상으로 치아의 민감성 증가 는 

잇몸의 화상[10], 치경부의 외흡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고 주장하 다[11,12,13].

그 에서도 가장 표 인 부작용으로 분자량이 작

은 미백제가 상아세 을 통해 치수에 도달하여 신경말단

을 자극함으로써 지각과민증을 유발하는 상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30∼35% 과산화수소수와 각종 약제의 조

합에 의한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30∼

35%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10% 과산화수소수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약효와 안 성에 

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14,15,16,17].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아 미백제

와 TiO2 매의 융합에 의한 치아 미백효과를 고찰하

고, TiO2 매 융합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매 

혼합비 등에 한 기 연구를 통하여 미백효과와 안 성

을 고찰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치아는 발거된 치아  우식에 이환되지 않고 수복물

이 없는 , 구치부 치아 24개의 연조직 치석을 제거한 

후 치부의 순면이나 구치부의 면  설면이 노출되

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아 미백제는 70SiO2-30MgO 분

말에 TiO2 매 분말을 10, 20wt.% 첨가하고 치아 표

면과의 친화성을 하여 Ca-P를 첨가하 다.

치아미백을 한 가장 요한 성분인 과산화수소수를 

10～20%첨가하 으며, 원은 조사기(DMETEC)를 

사용하여 특성을 평가하 다.

각각의 분말 량비는 일반 인 미백제의 조성과 유

사하게 되도록 하 으며, 여기에 기타의 첨가원소를 달

리하여 조성비를 조 하 다.

2.2 시험방법 

2.2.1 시편제작 
,구치부에서 발거된 치아에 부착된 연조직과 치석 

 외인성 착색물은 음  치석제거기나 치주소 용 큐

렛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증류수와 음  세척기를 이

용하여 세척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된 시편들은 치아를 4개 그룹으로 나

어 사용하 으며, 색 측정 시험이 시작되기 까지 비

된 치아는 증류수에 넣어 냉장보 을 하 고, 치아 미백

제 처리 후 색 측정을 해 치아를 지그에 고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아 미백제는 TiO2 매

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4종의 배합비를 선택하 다

<Table 1>.

<Table 1> Bleaching agents used in this study

Group Concentration Main   contents

1 Low 10% CP(carbamide peroxide)

2 Low 10% CP + 10% TiO2

3 Midium 20% CP

4 Midium 20% CP + 20% TiO2

2.2.2 메틸렌블루 표백시험 
메틸  블루 표백 시편은 4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미

백특성 평가를 해 5, ~20wt.% TiO2 분말 혼합량  과

산화수소수 첨가량이 각각 다른 미백제와 메틸  블루를 

10 ppm 용해한 시험액을 바이알병에 투입한 후, 치과용 

가시  조사기(DMETEC)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메틸

 블루의 분해율을 측정하 다.



TiO2 광촉매 융합 미백제에 의한 치아미백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 167

조사는 매회 1분간 실시하여 그 회수를 1~10회까지 

달리 하 으며, 원은 420~480nm의 장을 지닌 1,000

㎽/㎠의 워를 사용하 다.

2.2.3 치아미백
24개의 치아는 발치된 치아  우식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  무작 로 추출하여 각 군별로 6개씩 총 4 그룹으

로 분류하여 치아표면을 물과 알코올로 음  세척한 

후 건조하 으며, Table 1과 같은 미백제 종류에 따라 각

각 나 어진 치아 시편 군에 제조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미백제를 도포하 다. 조군을 제외한 치아는 치아미백

제 농도에 따라 미 용 조군과 용시간 30분, 60분, 

180분, 300분, 420분간 용된 실험군으로 나 었다. 

조군은 미백처리를 하지 않고 실험군은 치아미백제 

농도에 따른 용 시간을 동일하게 하 으며, 치아를 미

백제에 침 시킨 후 구강내 환경과 유사하게 37°C, 100% 

humidity chamber에 보 하 다.

치아미백제 용시간이 끝난 후 흐르는 물과 증류수

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분 측색계를 이용하여 색 측정

을 하 다.

미백제의 실증테스트를 해 치과에서 추출한 실제의 

치아를 사용하 으며, 치아는 치아표면을 물과 알코올로 

음  세척한 후 건조하고 제조된 당한 도의 미백

제를 도포하고 자외선을 시간과 회수를 조사하여 특성을 

평가하 다. 자외선 조사는 시간과 회수를 달리 하 으

며, 새로운 용액의 도포  조사를 반복하 다. 

2.2.4 색조변화 측정
분 측색계로 시편의 색조변화 측정을 하여 표  

백색 (X=91.31, Y=93.14, Z=109.22)을 감지부 흡 통에 

착해 조정을 한 후 시험군의 감지부를 치아의 정

앙을 향하도록 하여 색차를 측정하 으며, 색의 측정

을 해 사용된 분 측색계는 Spectrophotometer 

(CM-2600d, Minolta, Japan)를 사용하 다.

색 측정은 CIE L*,a*,b* 측정체계를 사용하 으며, 한 

시편 당 3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각각의 CIE 

L*,a*,b*값으로 선택하 다. CIE L*은 밝기(0-black, 

100-white)까지 명도를 나타내고, a*는 청색-녹색

(red-green) 축의 색상을 b*는 황색- 색(blue-yellow)

의 요소를 가진 색 공간을 나타낸다. 시편의 용 과 

용후의 색 변화량(ΔE*)는 L*,a*,b* 색공간 좌표상의 거리, 

CIE 색차식에 의해 계산하 다. 

ΔE* = [(ΔL*)2+(Δa*)2+(Δb*)2]1/2

CIE L*,a*,b*값으로 미백제 처리 의 시편과 30분, 60

분, 180분, 300분, 420분간 미백제 용 후의 치아간의 명

도변화(ΔL*)와 색차(ΔE*)값을 구하 다.

2.3 통계분석

치아 미백제 농도와 미백제 용시간에 따른 치아의 

명도변화(ΔL*)와 색차(ΔE*)를 조군과 실험군(30분, 60

분, 180분, 300분, 420분)간에 따른 효과를 TWO-WAY 

ANOVA(Two-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시행하여 분

석하 고, 통계학 인 유의수  5%에서 사후검정법인 

Tukey HSD를 사용하여 검정하 다. 

3. 결과 
3.1 메틸렌블루 시험에 따른 미백특성 평가

메틸 블루는 청색의 유기색소로서 자외선에 의해 거

의 분해되지 않고 매의 산화 분해 작용에 의해 불가

역 으로 분해되어 무색이 되는 성질로서 매의 분해

성능 평가에 리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자외

선에 의한 분해는 매에 의한 분해에 해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는 매회 1분간 실시하 으며, 1~10회까지 그 회

수를 달리 하여 메틸  블루의 표백 과정을 찰하 다.

조사 횟수에 따라 메틸 블루가 차 으로 백색으

로 표백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변색된 치아에 미백

제를 도포한 후 조사를 하게 되면 변색된 치아의 색상

이 분해되면서 미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TiO2 첨가 미백제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매 반응

에 의해 메틸 블루가 분해, 흡착되면서 메틸 블루의 

농도 감소가 일어난다. 이때 미백제와 메틸 블루사이에

서 분해  흡착 평형을 이루는 시 을 결정하는 것이 자

외선 조사 시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TiO2의 첨가량을 5～20%까지 달리하여 제조된 미백제

에 메틸 블루 10 PPM 혼합 수용액에 1～10회 조사를 

실시한 후 메틸 블루의 분해도를 측정한 결과, TiO2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메틸 블루의 분해가 빠르게 진행되었으

며, 10회 조사를 실시하면 TiO2의 산화반응으로 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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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까지 분해되어 가시 인 색깔 구분이 불가능하 다.

이 결과로부터 TiO2를 첨가한 미백제를 오염된 치아 

표면에 용하여 매 반응에 의한 치아 미백효과를 

시험한 결과 표백된 오염물질이 용이하게 분해, 제거됨

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TiO2 첨가 미백제 적용에 따른 치아의 외관 

특성

TiO2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산화수소수를 10%

첨가하고 1～5회의 조사를 실시하여 미백효과를 시험

한 결과, 조사 횟수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아가 백색으로 미백됨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라 미백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TiO2 매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우수한 미

백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산화수소수를 20%첨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한 결과, 과산화수소수 증가에 따라 미백효과가 개선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 과산화수소수에 TiO2첨가한 

경우 월등한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3.3 색차계를 이용한 미백특성 평가

시간에 따른 미백 처리 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L* 값이 증가하는 것은 색이 밝아진 것을 의미하며 ΔL* 

값의 변화가 큰 것은 색의 변화량의 크기가 큰 것을 나타

낸다.

a* 값은 조사시에 증가하 지만, 조군에서는 변화

가 없었다. b* 값은 어느 경우도 감소하고 탈색된 것을 

나타냈지만, 조사시 시험군 모두 조군에 비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도 변화 (ΔL*)는 미백제 농도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p>0.05). 그러나 치아 미백

제를 용할 시에는 미백제 농도에 계없이 미백제 용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함을 볼 수 있다(p<0.05). 시간에 따

른 명도 값의 변화는 모든 실험군에서 30분부터 명도가 

크게 증가하 다. 실험군 4에 30분 용한 치아가 가장 많

이 밝아졌으며, 실험군 1을 용한 치아에서 밝아지는 정

도가 가장 었다. 미백제를 도포하고 300분과 420분을 

용 후, 각 실험군내에서 최  명도변화(ΔL*)는 실험군 

3에 420분 용하 을 때 가장 많이 밝아졌고, 실험군 4에 

420분 용하 을 때 두 번째, 실험군 2에 360분 용하

을 때 명도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보 다<Table 2>.

<Table 2> Value of Lightness Difference(∆L*)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throughout the bleaching 

time 

Group
Lightness Difference(∆L*)

30 min 60 min 180 
min

300 
min

420 
min

1 : 10% CP 
0.74

±1.61

2.19

±1.98

2.42

±1.32

2.63

±1.78

2.82

±1.40

2 : 10% CP

+10% TiO2

0.75

±2.36

1.62

±2.95

1.97

±2.96

2.56

±3.12

3.25

±2.12

3 : 20% CP
0.48

±1.06

1.31

±1.60

2.12

±1.11

3.06

±0.10

4.37

±1.54

4 : 20% CP

+20% TiO2

2.03

±1.98

2.55

±1.78

2.75

±1.57

3.53

±1.40

3.57

±1.08

색상 변화(∆E*) 한 미백제 농도의 차이에 따라 유

의한 차이는 없으나(p>0.05), 미백제 용 시간에 따라 

치아의 색상 변화가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p<0.05). 실

험군  group 4의 색상 변화 (∆E*)는 처음 30분간 격

한 변화를 보 으나, 이후 60분까지는 감소되는 변화를 

보 다. 실험군 1의 경우 색상변화가 180분까지 증가되

는 양상을 보이다가 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군 2의 경우에는 320분까지 색상의 변화가 완만하게 

증가되다 420분 후에 격하게 수치가 증가되었으며, 실

험군 3은 치아 미백제 용시간에 따라 계속 으로 증가

되는 양상을 보 다.

각각의 실험군내에서 최  측정값은 실험군 3에 420

분 용하 을 때 가장 많은 색상변화 (∆E*)를 보 으

며, 실험군 1에 420분 용하 을 때 가장 작은 색상변화 

(∆E*)를 보 다<Table 3>. 

<Table 3> Value of Color Difference(∆E*)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throughout the bleaching 

time

Group
Color Difference(∆E*)

30 
min

60 
min

180 
min

300 
min

420 
min

1 : 10% CP 
2.02

±0.82

3.34

±0.58

4.39

±1.10

4.21

±0.19

3.83

±0.32

2 : 10% CP

+ 10% TiO2

1.37

±0.06

2.62

±0.47

3.10

±0.38

3.52

±0.41

5.15

±0.06

3 : 20% CP
0.87

±0.05

2.25

±0.02

3.33

±0.78

5.32

±2.52

7.69

±1.73

4 : 20% CP

+ 20% TiO2

3.66

±1.14

3.41

±0.39

5.62

±0.84

5.60

±0.79

6.55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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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치아미백의 원리는 카바마이드 페록사이드

(CP:carbamide peroxide)라는 미백제 성분이 구강 내에

서 과산화수소수(H2O2)와 요소(urea)로 분해되면서 치아

변색의 원인인 유기물질을 산화시키고 표백작용을 일으

키는 것이다. 치아를 구성하는 법랑질과 상아질 속에 변

색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든 때를 빼내 치아의 구조

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치아 색만 밝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미백제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모두 CP를 

주성분으로 하며 이 성분이 치아 미백의 주 기능을 한다. 

CP는 치아우식을 감소시키는데 높은 효과가 있으며, 구

강 소독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화합물로써, 치아미백

을 일으키는 활성 성분이다. 치과에서는 20~30%의 CP농

도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때 구강 내에서 분해

가 일어나며 미백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나 많은 양이 첨

가되면 치아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P에 TiO2 매를 혼합한 미백

제의 미백효과는 조사 횟수에 따라 메틸 블루가 차

으로 백색으로 표백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변색

된 치아에 미백제를 도포한 후 조사를 하게 되면 변색

된 치아의 색상이 분해되면서 미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TiO2배합량은 소량으로 충분히 그 효과가 얻어지지

만, 무 으면 치아의 변색정도에 따라서 바람직한 결

과를 얻기 해서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TiO2 배

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TiO2 자체의  투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백효과의 하가 생기는 일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O2 첨가 미백제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매 반응

에 의해 메틸 블루가 분해, 흡착되면서 메틸 블루의 

농도 감소가 일어난다. 이때 미백제와 메틸 블루사이에

서 분해  흡착 평형을 이루는 시 을 결정하는 것이 자

외선 조사시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TiO2 함량을 20%까지 첨가한 경우 TiO2 증가에 따라 

분말의 클러스터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상은 미립자

의 TiO2 첨가에 따라 분말끼리 응집하여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매 작용을 발생시키는 TiO2는 아나타제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나타제형 TiO2 표면에 인

산칼슘을 피복함으로써 치아표면과의 친화성을 개량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TiO2에 백 을 담지시켜 매 

활성을 향상시킨 것이나 TiO2에 라즈마 처리 등을 통

하여 가시 선에 응답하는 매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미백은 미백제를 치아표면에 도포하고, 

을 조사하는 장치를 1회 이상 반복 실시된다. 이때 사용

되는 으로서는 TiO2에 흡수되어 매 작용을 발생시

킬 수가 있는 장을 갖고 인체에 해서 악 향이 은 

400㎛ 이상의 장을 갖는 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백제의 주된 작용은 TiO2의 

매, 농도 과산화수소  증 제의 상승효과에 의한 

표백작용이다. 즉 TiO2 매에 을 조사하면 자와 

양성의 홀이 생성되고 이것이 과산화수소와 반응해서 활

성산소를 발생시킨다. 이 활성산소는 오존보다 훨씬 강

력한 산화력을 갖고 거의 모든 유기물을 탄산가스로까지 

산화 분해할 수가 있다.  용액의 도를 상승시켜, 치아

상에 도포한 표백제가 흘러 떨어지는 일이 없이 유지되

고 한 변색치아를 표백시키는데 충분한 양의 표백제를 

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과 함께 안 성도 

향상시킨다.

본 연구는 TiO2 매 첨가에 의한 기존 미백제의 성

능 향상의 측면만을 in vitro 실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구강 내 조건에 따른 타액 등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한 

것을 제한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백시험에서

는 TiO2 매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의 산화력에 

한 in situ, in vivo 연구를 통해 산화 분해기  효과를 평

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백제로 사용되고 있는 CP에  TiO2 

매 융합에 의한 치아 미백효과를 실험하 으며, 미

백효과와 안 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미백제는 10%~20% CP, 10% CP+10% TiO2, 20% 

CP+20% TiO2 4종의 미백제를 용하여 30~420분 동안 

처리함으로써 색차계를 이용한 명도변화와 색상변화를 

고찰하 다.

메틸 블루 표백시험 결과, 미백제와 메틸  블루를 

혼합한 용액에 자외선 을 조사하면 메틸 블루가 분해, 

흡착되면서 90%이상 메틸 블루가 분해되어 가시 인 

색깔 구분이 불가능하 으며, 미백제와 메틸 블루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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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해  흡착이 평형을 이루는 시 을 결정하는 것

이 자외선 조사 시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을 확인 하 다.

TiO2 융합 미백제 용에 따른 치아의 외  특성을 평

가한 결과, 과산화수소수 증가에 따라 미백효과가 개선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 과산화수소수에 TiO2를 첨

가한 경우 월등한 미백효과를 나타냈다.

변색치아 표백시험을 분석한 결과, 미백제의 농도보다 

용 시간에 따라 명도  색상의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p<0.05). 20% CP에 20% TiO2를 첨가한 실험군에 

30분 용한 치아가 가장 많이 밝아졌으며, 각 시험군내

에서 최  명도변화(ΔL*)는 20% CP에 420분 용하

을 때 가장 많이 밝아졌고, 10% CP에 10% TiO2첨가한 

시험군에 360분 용하 을 때 명도차이가 가장 작은 값

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명도 변화  색상변화는 

미백제 농도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TiO2 

매를 융합하여 사용하면 치아미백을 한 CP의 

용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iO2 매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의 산화 분해기  효과를 평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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