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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김미진*, 김민지*, 박민지*, 심소연*, 오수진*, 이아민*, 양석준**, 강경희*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Color and surface change of teeth restoration result of treatment of 
fruit extracts

Eun Jung Choi**, Mi-Jin Kim*, Min-Ji Kim*, Min-Ji Park*, So-Yeon Shim*, 
Su-Jin Oh*, Ah-Min Lee**, Seok-Jun Yang**, Kyung-hee Kang*

Dept. of Dental Hygiene, Colla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Dept. of Optometry, Colla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일즙이 복합레진의 표면부식과 착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
는 과일 중 산도가 높고 색깔이 있는 포도, 레몬, 오렌지, 자몽, 키위 5종을 선정하고 레진시편을 제작하여 과일즙에 
침지하였다. 레진시편은 37℃에서 과일즙에 3일, 7일 간격으로 침지하였다. 대조군은 과일즙에 침지하지 않은 레진으
로 하였다. 시간에 따른 표면의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착색정도의 변화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레진의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은 표면 입자간의 
홈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직사각형모양의 막대상의 구조가 생겨났으며 작게 돌출된 돌기상의 입자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분광광도계로 레진의 착색정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 간의 차이는 포도즙에 침지한 경우 명도가 가장 어두
운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과일, 추출물, 복합레진, 색조, 표면, 융합

Abstract  At this study, we select five colorful and high-acid fruits: grape, lemon, orange, grapefruit and kiwi, 
and we made a composite resin specimen and dipped into fruit juice in order to figure out influence that 
affects on surface corrosion and coloring. We dipped resin specimen into fruit juice by three-day and seven-day 
interval at 37℃. Control group used the resin that was not dipped into fruit juice. For surface change 
according to the time, it was observed b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it was measured by using 
spectrophotometer for change of coloring degree. As a result of surface change of resin b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urrow size between surface particles increased, and rectangular rod-shape structure was 
emerged, and small prominent particles on bumps disappeared. As a result of coloring degree of resin by 
measuring spectrophotometer, a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ppears with the darkest brightness in 
the case where it is dipped into grap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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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식을 섭취하는 소화 기 의 일차 문으로서의 

작에 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는 작뿐만 아니라, 발음, 

심미 등 많은 기능을 한다.
 치아상실은 음식물의 작  

양 상태에 향을 주어 신 건강  삶의 질에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1]. 치아상실은 외 상 보기 좋지 않아 심미성의 문

제 뿐 만아니라 화 시 발음이 새는 등 언어 문제를 

래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치아의 보존은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 유지에 요하다.

최근에는 치과치료의 수복치료에 있어서 기능 인 측

면뿐만 아니라 심미 인 측면도 요하게 두되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발 된 치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아의 형태와 기능

을 회복함을 동시에 외 상으로도 구강 내에서 주변 치

아와 색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수복법이 선호되고 있다. 

그 에서도 진은 치아색을 띄고 있어 심미성이 우수

하고 과 아말감에 비해 치아의 삭제량이 고, 물리  

성질이 자연치아와 비슷하며 가격도 렴하다[2]. 이러한 

장 들을 고려해 임상에서 가장 보편 인 수복물로 사용

되고 있다.

과일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충분하여 다양한 질병을 

방하고 구강 내 자정작용을 돕는 청정식품으로 인

들의 심이 많다. 이에 따라 과일주, 과일주스 등 과일을 

이용한 식품과 산업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공된 음료수보

다 순수 과일즙 소비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

나 과일  다소 산도가 높은 과일은 치아에 부식을 일으

키기도 하고[3] 본연의 색에 의해 치아에 착색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당, 낮은 pH, 유기산 등을 함

유하고 있는 과일즙의 소비증가는 치아수복재료인 진

의 부식을 일으키고 세균의 부착을 도와 이차 우식이나 

재료의 손상을 가져와 수명에 향을 미친다[4]. 한 이

로 인해 거칠어진 진의 표면은 착색에도 향을 미치

며 진의 다공성 때문에 색 변화가 일어난다. 과일의 색

소로 인한 재료의 착색은 심미성에 향을 미친다[5].

재 시 인 탄산음료나 에 지음료 등이 진과 

치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만 과일즙이 진에 표면부식과 착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일

즙이 진의 표면부식과 착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일상 으로 많이 섭취하는 과일  산도가 높고 색깔

이 있는 포도, 몬, 오 지, 자몽, 키  5종을 선정하고 

진시편을 제작하여 37℃에서 과일즙에 3일, 7일 간격

으로 침지하 다. 시간에 따른 표면의 변화는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이용하여 찰

하 으며 착색정도의 변화는 분 도계를 통해 CIEL
*a*b*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과일즙 준비 

국내에 유통되는 포도, 몬, 오 지, 자몽, 키 를 믹

서에 분쇄한 후에 멸균된 4×4 거즈에 걸러서 과일즙을 

비하고 pH를 측정하 다.

2.2 시편제작

실험에 사용할 진은 치아 색과 가장 유사한 진 A2 

shade (DenFil 2100, Vericom, Korea)로 선정하 다. 주

사 자 미경으로 표면변화를 찰할 진시편은 지름 

5mm의 높이 2 mm로 제작하 으며 분 도계(UV-2450, 

ShimadzuCo., Japan)로 착색정도를 찰할 진시편은 

지름 15mm, 높이 1mm의 크기로 제작하 다. 각각의 

진시편은 LED 원(D2000 LED Light curing, 3M, 

TAIWAN)으로 표면을 20 간 2번 합하 다. 각 과일

이 구강 내에 시간이 1주일 10분이고 진을 8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 을 때 약69시간이며 24시간동안 지

속 으로 착색 시 약 3일이 소요되어 기간을 3일, 그리고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보기 해 7일로 기간을 설정하 다.

2.3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표면변화를 찰하기 해서 진 시편을 과일즙에 3

일, 7일 간격으로 침지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자연건조

한 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과일즙은 

침지직 에 갈아서 분주하 으며 조군은 과일즙에 침

지하지 않은 진으로 하 다.

2.4 분광광도계 관찰

착색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과일즙에 침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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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 조군과 과일즙에 3일 차, 7일차 침지한 진인 

실험군을 잘 분류하여 분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분 도계는 조정을 한 후, 시편의 각 면마다 3

번씩 CIEL
*a*b*  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각 시편은 윗면과 아랫면을 각각 측정하 다. 색 좌표는 

L
*, a*, b*로 표시하 으며 L*은 명도, a*는 색의 정도 b*

는 황색의 정도를 나타낸다[6,7].

2.5 통계학적 분석

분 도계 분석은 Windows for SPSS 20.0 (한 )

을 사용하 다. 조군을 포함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 고 3

일과 7일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paired t-test를 이용

하 다. 신뢰도는 95%를 기 으로 유의수  p<0.05이면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고 사후분석을 실시

하 다.국내에 유통되는 포도, 몬, 오 지, 자몽, 키 를 

믹서에 분쇄한 후에 멸균된 4×4 거즈에 걸러서 과일즙을 

비하고 pH를 측정하 다. 

3. 연구결과

3.1 pH 측정

과일즙의 pH는 오 지 3.68, 자몽 3.65, 포도 3.38, 키

3.31, 몬 2.5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1>.

Group
pH

(Mean±SD)

Grape 3.38±0.01

Lemon 2.53±0.04

Orange 3.68±0.02

Grapefruit 3.65±0.01

Kiwi 3.31±0.02

<Table 1> pH values of the fruit extracts used 
in this study

3.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진시편을 과일즙에 침지하기 인 조군과 침지한 

후인 실험군을 주사 자 미경으로 10,000배율, 20,000배

율로 찰하 다[Fig. 1]. 

포도 3일차에서는 조군과 비교했을 때 표면변화가 

거의 없었고 진표면에서 체 으로 거미 처럼 늘어

진 형태를 찰 할 수 있었다. 7일차에서는 3일차와 비교

했을 때 홈의 크기가 증가하고 표면이 불규칙하며 각진 

형태의 돌출된 입자를 찰 할 수 있었다. 몬 3일차에

서는 조군과 비교했을 때 표면요철 정도가 심하며 7일

차에서는 3일차와 비교했을때 뾰족한 가시 형태의 표면

을 찰 할 수 있으며 크고 넓은 홈을 체 으로 찰 

할 수 있었다. 오 지 3일 차에서는 조군과 비교했을 

때 표면 입자간의 홈의 크기가 증가하고 커다란 입자와 

선상의 형태를 찰 할 수 있었다. 7일차 에서는 3일차와 

비교했을 때 진 표면에서 체 으로 긴 막 상의 구

조를 이루고 있고 입자 간 홈의 개수가 증가하고 표면의 

불규칙 인 형태를 찰할 수 있었다. 자몽 3일 차에서는 

표면에 얕고 기포가 터진 형태의 홈이 여러 곳에 분포되

어 있고 조군과 비교했을 때 표면의 모난 부분이 다듬

어지고 뭉툭한 형태를 보 다. 7일차에서는 3일차와 비

교했을 때 입자가 더욱 돌출되어 진 표면의 요철정도

가 심해졌으며 구형상의 돌출된 표면 입자를 찰할 수 

있었다. 키  3일 차에서는 조군과 비교했을 때 체

으로 작게 돌출된 돌기상의 입자가 사라졌으며 큰 입자

를 찰 할 수 있었다. 7일차에서는 3일차와 비교했을 때 

표면입자의 형태가 각지고 직사각형 상의 구조가 많이 

찰 되었다. 

3.3 분광광도계 관찰

3.3.1 과일간의 L*, a*, b*값의 변화

<Table 2>에서 각 실험군 간의 3일차의 명도값은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p<0.000), 포도의 값 이 가장 낮아서 

명도가 가장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실험군 간

에 7일차의 명도값도 유의하 으며(p<0.000), 포도의 값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에서 각 실험군 간의 

3일차의 a*값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0), 포도의 

a*값이 가장 높아 붉은색으로 가장 많이 착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실험군 간에 7일차의 a*값도 유의하 으며

(p<0.000), 포도의 a*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에서 각 실험군 간의 3일차의 b*값은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p<0.05), 오 지의 b*값이 가장 높아 노란색으로 가

장 많이 착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실험군 간에 

7일차의 b
*값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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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3days 7days

x10,000 x20,000 x10,000 x20,000

Control

Grape

Lemon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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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fruit

Kiwi

[Fig. 1] SEM image of composite resin surface after immersion in the fruit extracts

Mean±SD

Division Control Grape Lemon Orange Grapefruit Kiwi p*

3 days 19.73±8.15a 21.69±5.68ab 19.02±5.76a 28.51±6.09b 22.98±7.26ab 18.96±2.92a 0.016

7 days 20.86±6.97 24.04±2.33 24.17±7.60 25.54±5.45 29.71±7.02 23.17±2.88 0.054

p** 0.182 0.343 0.203 0.404 0.171 0.031

*:ANOVA, **:paired t-Test 

<Table 4> Chromaticity b* of composite resin after immersion in the fruit extracts

Mean±SD

Division Control Grape Lemon Orange Grapefruit Kiwi p*

3 days 65.06±2.02
ab

63.60±1.43
a

70.80±5.82
c

69.35±2.63
bc

71.14±4.61
c

70.67±4.98
c

0.000

7 days 67.89±4.48a 59.00±3.84b 60.11±6.14b 69.24±2.29a 67.42±2.63a 68.36±3.71a 0.000

p** 0.031 0.007 0.026 0.887 0.144 0.174

*:ANOVA, **:paired t-Test 

<Table 2> Luminosity L* of composite resin after immersion in the fruit extracts 

Mean±SD

Division Control Grape Lemon Orange Grapefruit Kiwi p*

3 days 1.36±1.02ab 3.15±0.47c 0.78±0.56ab 1.63±0.94b 1.24±0.92ab 0.50±0.37a 0.000

7 days 1.56±1.08ab 5.40±1.36c 1.68±1.13ab 1.47±0.94ab 2.11±0.90b 0.54±0.43a 0.000

p** 0.000 0.006 0.127 0.751 0.172 0.771

*:ANOVA, **:paired t-Test 

<Table 3> Chromaticity a* of composite resin after immersion in the fruit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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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간에 따른 각 과일의 L*, a*, b*값의 변화

<Table 2>에서 포도와 몬이 3일에서보다 7일에서 

명도값이 낮게 나타나 더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었다

(p<0.05). <Table 3>의 a*값은 포도가 3일에서보다 7일

에서 높게 나타나 붉은색으로 더 짙게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었다(p<0.05). <Table 4>의 b
*값은 키 가 3일에서보

다 7일에서 높게 나타나 노란색으로 더 짙게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었다(p<0.05).

4. 고찰

구강은 음식을 섭취하는 소화 기 의 일차 문으로

서 에 들어서 단순히 치아 결손부를 수복하여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 심과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은 심

미성을 유지하는데 요한 치과재료이고[8] 그  

합 복합 진은 그 심의 심에 서 있으며 가장 많은 비

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복재료  하나이다. 진은 수

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타액이나 타액의 분해산물, 

세균 등을 흡수하여 표면에 침착시키기도 하며[9] 합 

진의 표면에서 부분 으로 합된 진이 타액이나 유

색물질과 하면 이들이 그 부 부터 부착되기 시작하

여 즉시 오염이 된다. 치아수복물의 임상  성능과 내구

성을 감소시키는 요한 특성  하나는 일반 인 소비 

식품  음료의 향이 수복재료의 표면에 분해  착색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10].

최근 건강에 한 심의 증가로 과일이나 야채 등 청

정 식품에 한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과일 음료나 야

채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부분의 과일은 

pH가 낮고 당을 함유하고 있어 진의 기질변화에 향

을 미치는 환경을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

으로 많이 섭취하는 과일  산도가 높고 색깔이 있는 포

도, 몬, 오 지, 자몽, 키  5종을 선정하고 진시편을 

제작하여 과일즙에 침지한 후 표면변화와 착색정도를 

찰하 다. 다섯 가지 과일즙들은 치아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2.0에서 4.9 범 의 pH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사 자

미경으로 진의 표면변화를 찰한 결과, 조군은 

표면이 평활하고 기공이 은 편이며 균일한 표면상을 

보 다. 조군에 비해 실험군은 표면 입자간의 홈의 크

기가 증가하고 직사각형모양의 막 상의 구조가 생겨났

으며 작게 돌출된 돌기상의 입자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

다. 주사 자 미경 찰 에는 pH가 가장 낮게 측정

된 몬에서 표면 변화가 가장 할 것으로 기 했으

나 특이 으로 오 지 7일차에서는 체 으로 표면에서 

그물이 얽힌 것과 같은 형태의 긴 막 상의 구조가 찰 

되었고 큰 홈이 많이 생겨 가장 많은 표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육안으로 착색정도를 찰하 을 때 포도즙에 

침지한 후 3일 경과 시에 진시편이 연한 보랏빛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일 경과 시에는 3일차보다 더 진하

게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오 지 추출물과 키  추

출물에서도 연한 노란색으로 변한 시편을 찰할 수 있

었다. 분 도계로 착색정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토

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 간의 차이는 포도의 명도가 가장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었다. a*값은 포도가 가장 높아 붉은

색으로 가장 많이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었고 b*값은 오

지가 가장 높아 노란색으로 가장 많이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 명도는 포도와 몬에서 3

일차보다 7일차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a*값은 포도가 7

일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b*값은 키 가 7일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산성음료로 인한 치아  치아수복물의 부식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

음료, 과즙음료, 이온음료, 발효유, 와인, 맥주, 숙취해소

음료 등으로 인한 부식유발이 보고되고 있다[11-13]. 탄

산음료의 평균 pH는 2.96±0.30, 과즙음료의 pH는 

3.29±0.37, 이온음료는 pH는 3.15±0.26으로 부분 산성

을 나타내며 음료의 낮은 pH는 치아의 부식을 일으킨다

는 보고가 있다[14,15]. 이[16]는 pH가 가장 낮은 탄산수

의 경우 복합 진의 표면경도를 약화시켜 재료의 물리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 으며, 

Erdemir 등[17,18]은 pH가 낮은 음료에 침지 시 시간과 

조성에 따라 수복재료의 표면경도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 다. 과일음료가 치아수복재료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Fatima 등[19]은 복합 진의 사

과주스와 오 지주스에 침지 후 표면경도가 감소되었다

고 보고하 고, Hengtrakool 등[20]은 복합 진을 구연산 

완충용액(pH 5.00), 망고주스(pH 2.56), 인애 주스(pH 

3.68)에 침지 후의 표면경도차를 비교 시 48시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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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에서도 과일즙에 침지한 시간변화에 따라 복합 진 표면

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실험군 간에도 표면변화의 차이를 

나타냈다.

진의 착색에 한 연구보고에서 Dimingos[21]등은 

커피, 홍차, 콜라, 인공타액 에 커피가 복합 진의 색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쳤으며 홍차와 인공타액이 그 

다음이고 콜라에서 가장 은 색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하 다. Lee[22]등은 간장, 고추장, 커피, 증류수에 한 

인공치의 색 안정성을 살펴보고 고추장이 다른 오염원과 

비교하여 a*와 b*값이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황[23]은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에 의한 복합 진의 

착색  표면경도 변화를 찰하고 포도주에 침지한 시

편의 a*값이 2주차에 1.96으로 다른 주류에 비해 가장 높

게 나타났음을 보고하 으며, 박[24]은 커피, 드와인, 

차에 의해 진의 착색이 잘된다고 보고하 다. 황[6]은 

김치 국물, 고추장, 카 , 블루베리, 홍차에 의한 진 종

류별 착색정도를 찰하고 블루베리가 시간에 따른 L*값

이 가장 낮아져 명도가 어두워진 것을 보고하 으며, 정

[25]은 증류수, 커피, 포도주스에 침 시킨 복합 진의 색 

변화에서 포도주스에서 반투명도 지수 변화 값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실

험군 간의 차이는 포도의 명도가 가장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a*값도 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낮은 pH, 유기산, 고농도의 당 등을 함

유하고 있는 과일즙은 치아수복물의 부식과 착색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료시장의 경향은 건

강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첨가물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과일즙의 섭취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일즙을 음용한다는 것은 치아뿐 아니라 치아수복재료

에도 험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 내 류 시간

이 짧도록 가  빨리 마시고 음료를 마신 후에는 입안

을 물이나 불소용액을 이용하여 헹구는 방법 등이 과일

즙 섭취로부터 부식  착색을 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주요 소비자들에게 교육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실제 구강 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침지 후 결과를 살펴본 것이므로 구강 내 환경

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최

근 주스음료, 에 지음료, 탄산음료, 비타민음료, 이온음

료 등 음료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이 함유하는 

물질에 따라 구강 내 세균이나 치아표면에 미치는 향

에 차이가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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