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치간 삭제 후 불소 및 수산화인회석 도포 시 법랑질 표면의
함량 및 결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a

b

b

김상철 ㆍ홍현실 ㆍ황영철

본 연구의 목적은 치간삭제 후 불소 및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의 치면 도포에 대한 법랑질 표면의 결정구조 및
재광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치간삭제 후 1.23% 인산화 불소 및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를 치면에 도포한 후
법랑질 표면의 결정구조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법랑질 표면의 칼슘, 인, 불소 함량 등의 변화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SD)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 도포한 군에서 칼슘
함량이 증가하였고 (p ＜ 0.01), 치간 삭제 후 거칠었던 법랑질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졌으며 법랑질 결정구조가
작고 치밀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치간삭제 후 불소 및 수산화인회석 도포가 치면 결정구조 및 재광
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치교정지 2008;38(6):407-415)
주요 단어: EDS, 치간 삭제, 재광화, 법랑질 표면 칼슘 함량, 법랑질 결정 구조

서론
치간 삭제 술식은 치아의 인접면을 삭제하는 것
으로서 미약 혹은 중등도의 크라우딩 해소나 상하
치아 크기의 부조화 해소, 접촉면의 재형성 등을 목
적으로 임상 교정치료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적용
되고 있다.1,2
Sheridan3은 4 mm 이하의 치아치조성 부조화는
인접면 삭제에 의해 발치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인접면 삭제는 치아 사
이의 접촉점을 넓고 편평하게 하여 치열궁의 안정
화에 기여하고 치은퇴축에 의한 black triangle의 감
소나 더욱 긴밀한 전치부 교합 형성으로 교합관계
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4,5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랑질에 대한 위
해 작용 또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Tuverson2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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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당 0.3 - 0.4 mm의 인접면 삭제는 법랑질의 용
해 경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미세현미경적 관찰에서 인접면 삭제는 법랑질 표면
에 열구나 스크래치를 유발하며 이것은 박테리아의
부착을 증가시키고 우식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는
6-8
보고도 있다. 임상의들은 열구와 스크래치를 제거
하고 부드러운 면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치간 삭제 방법과 관계없이
법랑질 표면에 형성된 열구는 세심한 연마과정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9-12 치아
우식, 즉 탈회에 대한 예방을 위해 치간 삭제 후 불
소를 적용하는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불소는 타액 내의 칼슘과 인, 이온 등을 통해 불
화인회석을 형성하여 탈회 억제 및 재광화 촉진, 항
균의 세 가지 효과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치아우
식을 예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소가
치약이나 양치액 및 젤, 바니쉬 형태 등의 제제로
이용되고 있다.
재광화 과정에 크게 관여하는 요인은 칼슘 및 인,
불소, pH의 4가지이다. 불소가 미량 존재함으로써
탈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칼슘, 인 같은 무기질의
침착을 도와주지만 칼슘과 인의 공급량 자체를 증
가시키는 부분 역시 재광화 과정의 중요한 측면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에는 칼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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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새로운 공급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불소의
재광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탐색에
대한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3,14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은 인체의 경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으로서 Ca10(PO4)6(OH)2의
화학구조를 가지며 사람의 치아 법랑질 내의 약 1
- 2 mm 두께로 최외곽 법랑질에 주로 분포되어 있
으며 골조직의 이식이나 골 재생 재료로도 활용되
고 있다. 따라서 미세한 수산화 인회석을 치아 표면
에 적용하였을 때 칼슘과 인산 등이 소실된 법랑질
의 미세회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arone과 Malpassi15는 15% 수산화인회석 함유 젤
을 사용하여 지각과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고
하였고, Huttemann 등16은 수산화인회석 함유 치약
이 치아우식 억제 및 재광화 효과뿐만 아니라 지각
과민증 완화 효과도 또한 있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나노 수산화인회석이 첨가된 구강
양치액을 이용하여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를 측정한
Kim 등13의 연구가 있는데 나노 수산화인회석을 첨
가한 구강양치액은 초기우식증 병소를 재광화시키
는 능력이 우수했으며 특히 불화나트륨과 함께 사
용했을 때 상승작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간 삭제 후 탈회 예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3% 인산화불소(acidulated
phosphate fluoride, APF) 젤 및 10% 수산화인회석(hydroxy apatite, HAp) 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법랑질 표
면의 결정구조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관찰하고, 법랑질 표면의
칼슘, 인, 불소 함량 등의 변화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로 분석해서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재료
교정치료를 위해 발거된 우식 없는 건전한 소구
치 10개를 이용하였으며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임상
시험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불소함유제제는 1.23% 인산화
불소 도포용 젤(Sultan Chemist, Englewood, NJ, USA)
이었으며 수산화인회석 함유 제제로는 10% 수산화
인회석 페이스트(DIOPRIC, DIO implant, Pusan,
Kore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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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시편 제작
발거한 10개의 우식 없는 소구치에 부착된 잔사
와 치석을 치주용 큐렛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퍼미스로 연마한 후 증류수
로 세척, 건조하였다.
치아는 각각 5개씩 악궁의 형태로 치근을 석고에
매몰시켜 치간 삭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치간 삭제
임상적 상황을 모방한 상태에서 텅스텐 카바이드
버(bur, #700, Komet, Lemgo, Germany)와 캐리퍼를
이용하여 치아 인접면을 0.5 mm씩 삭제하였다.
인접면 삭제 후 석고에 매몰된 치아를 백악법랑
질 경계 부위에서 디스크를 이용하여 횡면으로 절
단하여 치관을 분리하였다. 그 후 치관을 장축방향
으로 근심면과 원심면이 분리되도록 디이아몬드 버
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한 치아의 근심면과 원심
면은 같은 번호를 부여한 후 시편을 증류수에 보관
하였다.
1.23% 인산화불소 젤 및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
트 도포
치간 삭제를 시행한 10개의 치아(20개의 인접면
시편) 중 1 - 5번은 불소를 위한 대조군과 실험군,
6 - 10번은 수산화인회석을 위한 대조군과 실험군
으로 나누고, 같은 번호를 갖는 근심면과 원심면을
각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제1군: 인산화불소 도포군과 비교하기 위한 대조
군(1 - 5번 치아의 근심면)
제2군: 인산화불소를 도포한 실험군(1 - 5번 치아
의 원심면)
제3군: 수산화인회석 도포군과 비교하기 위한 대
조군(6 - 10번 치아의 근심면)
제4군: 수산화인회석을 도포한 실험군(6 - 10번
치아의 원심면)
실험군은 1일 3회, 4분간 젤 및 페이스트를 적용
하여 1주일간 시행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군별로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표면 함량 및 결정 구조의 변화 관찰
모든 치아 시편을 탈수시킨 후 관찰할 표면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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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120초 코팅한 후 15 kV 가속전압 하에서 실
시하였다. 칼슘, 인, 불소 등의 함량을 250배로 확대
한 EDS에서 정량분석하였고 법랑질 표면의 결정
구조를 250배와 50,000배의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연구성적
표면 함량 정량분석
1.23% 인산화불소 젤 도포 전 후의 산소, 인, 칼슘,
불소 함량의 정량분석
EDS 분석 결과 산소, 인, 칼슘, 불소 등이 검출
되었다.
1.23% 인산화불소 젤 도포 전과 후를 비교하면
산소는 6.80% 감소하였고, 인은 0.57% 증가, 칼슘은
5.80% 증가, 불소는 0.41%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1).

통계처리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SPSS 10.0 (SPSS 10.0 KO
for Windows,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불소 도포 전과 후를 평균과 표준
편차, 도포 전후의 변화량을 산출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였고, 수산화인회석 도포
전과 후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 도포 전 후의 산소, 인,
칼슘 함량의 정량 분석
EDS 분석 결과 산소, 인, 칼슘 등이 검출되었다.

Table 1. Mineral content change (weight %)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acidulated phosphate fluoride (APF)
gel application
O (%)

Teeth

P (%)

Ca (%)

Pre

Post

Pre

Post

Pre

F (%)
Post

Pre

Post

1

30.63

35.21

24.18

22.93

45.20

41.21

0.00

0.65

2

35.15

30.01

23.62

24.26

41.23

44.71

0.00

1.02

3

23.75

22.86

25.17

25.60

50.73

51.12

0.35

0.42

4

39.25

21.07

21.64

22.97

39.12

55.38

0.00

0.58

5

33.90

19.50

22.26

24.00

42.70

55.60

1.15

0.91

Mean ± S.D. 32.53 ± 5.80 25.73 ± 6.65 23.37 ± 1.43 23.95 ± 1.09 43.79 ± 4.46 49.60 ± 6.44 0.30 ± 0.49
t-value

1.61

-1.12

-1.52

0.71 ± 0.24

-1.86

Table 2. Mineral content change (weight %)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hydroxy apatite (HAp) paste application
Teeth

O (%)
Pre

P (%)
Post

Pre

Ca (%)
Post

Pre

Post

6

35.64

26.86

24.05

25.32

40.31

47.83

7

39.97

26.41

22.35

26.73

37.68

46.86

8

31.35

20.65

24.47

26.27

44.18

53.09

9

34.04

26.68

24.49

26.35

41.47

46.97

10

26.92

22.37

24.53

24.21

48.55

53.42

Mean ± S.D

33.58 ± 4.86

24.59 ± 2.88

23.97 ± 0.93

25.77 ± 1.01

42.43 ± 4.13

49.64 ± 3.32

t-value

*

5.91

−2.37

-8.23*

Statistal significance by paired t-tes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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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 도포 전과 후를 비
교하면 산소는 8.99% 감소하였고 인은 1.79% 증가,
칼슘은 7.19% 증가하였는데 산소 (p ＜ 0.01), 칼슘
(p ＜ 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2).

표면 결정구조 관찰
Fig 1과 2는 법랑질 표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며 (A)와 (B)는 같은 치아의 근심면과
원심면이다. Fig 1의 (A)는 대조군으로서 carbide bur
를 이용하여 치간 삭제를 시행한 모습인데 250배
확대 시 법랑질 표면에 거침과 구를 형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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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다. 치간 삭제를 시행하고 1.23% 인
산화불소 젤을 도포한 후 7일 후의 모습인 (B)는
(A)에 비해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법랑질 결정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50,000
배로 확대한 치간 삭제를 시행한 Fig 2의 (A)에서
수산화인회석 결정구조의 형태와 결정 클러스터 사
이의 공간을 볼 수 있다. 반면 치간 삭제를 시행한
후 1.23% 인산화불소 젤을 도포한 (B)는 (A)와 다른
결정구조 형태를 나타내며 결정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이 감소하여 더욱 치밀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과 4의 (A)와 (B)는 역시 같은 치아의 근심

Fig 1. Surface appearance change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acidulated phosphate fluoride (APF) gel application (SEM micrograph, × 250). A, Stripped enamel; B, 7 days after 1.23% APF gel application.

Fig 2. Crystal structure change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acidulated phosphate fluoride (APF) gel application
(SEM micrograph, × 50 k). A, Stripped enamel; B, 7 days after 1.23% APF ge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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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appearance change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10% hydroxy apatite (HAp) paste application
(SEM micrograph, × 250). A, Stripped enamel; B, 7 days after 10% HAp paste application.

Fig 4. Crystal structure change of stripped enamel 7 days after 10% hydroxy apatite (HAp) paste application (SEM
micrograph, × 50 k). A, Stripped enamel; B, 7 days after 10% HAp paste application.

면과 원심면이다. 250배 확대한 Fig 3에서 치간 삭
제를 시행한 (A)는 법랑질 표면에 거침과 구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7일 후의 (B)는 (A)에 비해
거침과 구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0,000배로 확대한 Fig 4에서 (A)와 (B)는 유사한
결정구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B)의 결정 크기
가 (A)에 비해 더 작아서 결정 클러스터 사이의 공
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찰
많은 교정의들은 비발치 치료로서 미약하거나 중
등도의 크라우딩을 해소하고자 치간 삭제를 시행한
다. 치간 삭제술은 과거에 비해 성인 교정환자가 증
가하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black triangle의
심미적 재형성 및 하악 전치의 장기간의 안정성을
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술식이다.4,5
보존학이나 수복학을 위한 술식에서 치과의사들
은 인접면 우식을 제거하거나 지대치를 형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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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치아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교
정치료 중에는 임의적으로 법랑질을 삭제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때 치간 삭제 후 우식의 감수성, 치
주질환의 감수성, 온도의 민감성 등이 증가하지 않
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치간 삭제가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에 비해 거침과 구를 형성하는 것이 관찰
되었고,6,9,10 치태침착과 이차우식 가능성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8 Sheridan3은
치간 삭제 후 2차 우식 예방을 위해 불소 도포 적용
을 추천했고, 현재의 많은 교정의들은 치간 삭제 후
일상적으로 불소를 도포하고 있다.
불소 이외에도 교정치료 중 탈회에 대한 예방을
위해 Frazier 등17은 교합면의 소와와 열구에 sealant
를 적용하여 우식에 대한 저항성을 보고하였고,
11
Kim 은 치간 삭제 후 APF 젤과 sealant를 적용하여
우식에 대한 감수성을 연구한 결과 인산화 불소 젤
을 이용한 군이 sealant를 이용한 군에 비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치아우식 감수성이 낮음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치아의 무기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면서 단지 입자의 크기를 미립화시켜 탈회된
법랑질의 미세 공극을 직접 메워줄 수 있는 10% 수
산화인회석 페이스트를 적용해 보고, 또한 불소함
유제제 중 적용이 편리하고 그 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는 1.23% 인산화불소 젤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치아의 법랑질에서 무기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여
러 가지 방법에는 법랑질 표면의 microhardness 측
정, polarized light microscopy, microradiography, light
scatterring 등이 있다. 모든 방법들이 각기 장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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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나 transversal microradiography가 무기질
의 함량 변화, 분포를 직접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
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치아를 100μm 정도의 얇은 시편으로 제작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오랜 시간 X-ray를 조사
하여야 하며, 필름을 현상, 정착하는 부가적인 과정
18-20
들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랑질의 무기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JSM700F, JEOL,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EDS
라는 성분분석장비는 전자현미경 계열(TEM, SEM)
에 같이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 전자현미경의
타겟에서 발생된 전자가 재료에 충돌하게 되면 재
료 표면에서 그 재료의 특성을 갖는 여러 종류의 전
자, 이온 및 특성 X선이 방출되는데, 이 중에서
EDS는 방출된 특성 X선만을 따로 감지하여 빔의
에너지대별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화면
에 표시된 스펙트럼에서 X축은 빔의 에너지, Y축은
빔의 세기를 나타내며, 이 세기를 보고 정량적인 값
을 유추할 수 있다 (Fig 5).
본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치간 삭제를 시행한 군
과 실험군으로 치간 삭제 후 재광화물질을 도포한
군의 성분변화를 EDS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칼
슘의 증가(Ca: 7.19%)를 나타내었으나, 1.23% 인산
화불소 젤은 칼슘과 인의 무기질 증가(Ca: 5.80%, P:
0.57%)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1.23% 인산화불소 젤의 경우 pH가 3.5 정도로 치
아가 산에 노출되면 일차적으로 인산칼슘(CaHPO4)
형태로 용해되고 이 과정에서 용해되어 나온 칼슘
이 불화물과 결합하게 되면 불화칼슘(CaF2)을 만들

Fig 5.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enamel surface by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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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불안정한 불화칼슘(CaF2)은 치아표면에 부
착된 후 불화인회석(Ca10(PO4)6F2)으로 변형되면서
재광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치아시편을 타액이 아닌
증류수에 담가놓음으로써 이온치환 및 재결정화,
결정성장 등의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
각한다.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의 경우 대조군에 비
해 칼슘이 약 7.1%, 인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
13
났는데 이것은 Kim 등 의 10% 수산화인회석이 첨
가된 구강 양치액의 법랑질 재광화 효과를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로 분석 시 산화칼슘과 인산이
모두 증가함을 보여준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250배 관찰 시 치간 삭제를
시행한 대조군은 치아 표면이 열구 등으로 거친 형
태를 보이는 반면 1.23% 인산화불소 젤을 도포한
실험군은 더 균일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었
다. 50,000배로 확대한 대조군의 모습에서 수산화인
회석 결정구조를 볼 수 있었으며, 1.23% 인산화불
소 젤을 도포한 결과, 결정구조의 모습이 변하였으
며 결정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이 감소함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이것은 무기질의 침착으로 재광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 도포에 따른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250배 확대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부드러운 표면을 나타
내고, 실험군의 50,000배 확대에서는 미세한 수산화
인회석결정들이 치아 표면에 침착되어 대조군에 비
해 결정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수산화인회석 도포가 치간 삭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실험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결정구조
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결정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들이 어떤
형태의 결정을 형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안정
된 형태의 수산화인회석, 불화인회석 형태로 재생
되었다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dicalcium phosphate,
tricalcium phosphate, oxycalcium phosphate의 결정구
조를 갖는다면 구강 내 치태와의 접촉이나 산의 공
격을 받으면 다시 용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
식 저항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EDS를 통한 성분분석 결과 칼슘과 인의 함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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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n vitro 연구이므로
구강환경과 비슷한 pH 순환모델과 인공타액을 이
용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치간 삭제 후 탈회 예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3% 인산화불소 젤 및 10% 수산화인회
석 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법랑질 표면의 결정구조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법랑질 표면
의 칼슘, 인, 불소 함량 등의 변화를 EDS로 분석해
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간 삭제 후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를 도
포한 군에서 칼슘 함량이 증가하였다 (p ＜ 0.01).
2. 치간 삭제 후 거칠었던 법랑질 표면이 1.23% 인
산화불소 젤이나 10% 수산화인회석 페이스트 도
포 후 매끄럽고 부드러워짐을 관찰하였다.
3. 1.23% 인산화불소 젤이나 10% 수산화인회석 페
이스트 도포 후 법랑질 표면의 결정구조가 작고
치밀해짐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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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Changes in surface content and crystal structure after fluoride
gel or hydroxyapatite paste application
on stripped enamel
Sang-Cheol Kim, DDS, MSD, PhD,a Hyun-Sil Hong, DDS, MSD,b Young-Cheol Hwang, DDS, MSDb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mineralization of interdentally stripped teeth after fluoride
gel or hydroxyapatite paste application. Methods: After interdental stripping, 1.23% fluoride gel or 10% hydroxyapatite paste was applied three times a day, with a duration of four minutes, for a week.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were used to compare the change of surface
contents and crystal 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fluoride gel or hydroxyapatite paste. Results:
EDS analysis indicated that calcium contents were increased after 10% HAp paste application on stripped enamel
(p ＜ 0.01). SEM view showed that enamel surfaces in groups of 1.23% APF gel or 10% HAp paste application
were smoot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which was regarded as filling of the pore structure. And pores between crystal structures in groups treated with 1.23% APF gel or 10% HAp paste were small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clusions: Application of APF or HAp on stripped enamel could positively influence on the surface contents or crystal structure. (Korean J Orthod 2008;38(6):4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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