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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중인 지각과민 완화 치약의 상아세관 폐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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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ion Effect of Dentinal Tubules of the Desensitizing 
Dentifrices Marke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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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short-term use of the desensitizing dentifrices
marketed in Korea in vitro. Fifty human dentine specimens were wet ground with silicone carbide paper and etched with
6% citric acid for 90 seconds to allow complete opening of the dentinal tubule. Ten specimens from each group were
brushed for 50 and 150 strokes with a V8 Cross Brushing Machine(Sabri Co., U. S. A). All the specimens were evaluated
by SEM(×3000). The degree of occlusion of the dentinal tubules was quantified using an image analyzer.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s using Window SPSS. The dentifrices containing
nano-carbonate apatite, potassium nitrate and hydroxyapatit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occlusion effects than the other
dentifrices after toothbrushing for 50 strokes(p<0.05). The Sensodyne freshmint®dentifrice showed 34% fewer open
tubular areas compared with the Sensodyne original®dentifrice for 50 strokes. According to the short-term use of
desensitizing dentifrices, the dentifrices containing nano-carbonate apatite, potassium nitrate and hydroxyapatite were
most effective in occluding the dentinal tub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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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의 지각과민 증상은 치경부 치질 손실로 인해 상아

질이 노출된 치면에 온도변화, 기계적, 화학적 외부자극이

원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온도나 외인성 자극에 민감해지

는 현상이다1). Brännström의 유체역학설에 따르면 상아

세관내 급속한 유체의 이동으로 치수에 자극이 전달되어

지각과민 증상이 나타난다2). 유체역학설이 제시된 이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상아세관의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경

우 상아질 지각 과민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됨으로써 상아

질 지각과민증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5). 상아질 지각과민 증상은 상아세

관의 노출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각과민 증

상이 있는 치아는 정상치아에 비해 노출된 상아세관의 직

경이 크고 수가 증가되어 있다6,7). Yoshiyama 등8)은 지각

과민증이 나타나는 상아질은 지각과민 증상이 없는 부위

보다 상아세관의 수가 면적당 8배 정도 많고, 직경은 2배

정도 넓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지각과민증의 치

료 또한 유체역할설에 기반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다. 첫째, 상아세관내 상아세관액의 흐름을 막

기 위해 개방된 상아세관을 물리적으로 폐쇄시키는 방법

과 둘째, 화학적으로 신경의 탈감작 효과를 유도하여 자

극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중 상아세관

을 폐쇄하는 방법은 상아질의 투과도를 낮춤으로써 상아

세관액의 이동을 감소시켜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치

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9). 

치과임상에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흔히 접할 수 있지

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까지 이용되고 있는 지각과민증 치료에는 치약이나, 구강

양치액을 이용하여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

법과 치과진료실에서 바니쉬, 불소제재, 수복용 레진, 레

이저 등을 이용한 전문가치료법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치

료법 중에서 대부분의 지각과민증 환자들은 시간적, 경제

적 불편함을 줄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각과민 완화

치약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시판되는 지각과민 완화치약

에는 strontium chloride10,11), calcium carbonate12), sodium

†Corresponding author
Tel: 010-9110-2560
Fax: 041-580-2927
E-mail: batty96@nsu.ac.kr



432 Occlusion Effect of Dentinal Tubules of the Desensitizing Dentifrices Marketed in Korea

fluoride13,14), potassium nitrate15), hydroxyapatite16,17), nano-

carbonate apatite18,19) 등이 유효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다. 특

히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염화스트론튬(strontium chlo-

ride)이 함유된 치약은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

증하였고, Uchida 등20)은 치약의 과민성 억제효과는 75.5%

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산화인회석(hydroxyapa-

tite)과 탄산인회석(carbonate apatite) 같이 생체친화적인

성분들이 포함된 치약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19%

수산화인회석이 배합된 치약을 2주간 사용했을 때 지각과

민 완화효과는 54.7%이며, 이 성분은 치아의 법랑질과 상

아세관에 침착되고 치질내로 침투함으로써 지각과민 완

화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17). 나노 탄

산인회석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이용하여 수평왕복동작

으로 50회 칫솔질한 경우 상아세관 폐쇄율이 79.5%였으

며18), 임상실험 결과 촉각반응에 대해 69% 완화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9).

일반적으로 지각과민 완화 치약은 마모제에 의한 치질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마모력을 지닌다
21). 그러나 지나치게 마모력이 낮은 치약은 칫솔질 시 치

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아세관의 직경을 증가시키고 지각과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22). 그러므로 마모력이 낮은 지각과민 완화 치약

만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현

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지각과민 완화 치약은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지각과민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는 대부분 2주에서 5주 정도이다. 이는 마

모력이 낮은 치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지각과민 완화 치약의 단기간 내 완

화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치약들은 각

각의 실험결과를 통해 지각과민 완화 효과를 검증한 후

시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그 효

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지각과민 완화 치약의 단

기간 사용효과를 알아보고자, 자동칫솔질 기계를 이용하

여 상아세관 폐쇄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치약

국내 대형 할인마트 2곳과 약국 2곳에서 시판되고 있는

지각과민 완화 치약을 구입하였다. 연구대상 치약은 표 1

과 같이 국내 제조치약 3종과 수입품 2종으로 분류되었다.

덴티카드 시린이 치약과 시린메드 에프 치약에는 지각과

민 유효성분으로 각각 20%, 19% 인산삼칼슘이 포함되어

있고, 센소다인 오리지널 치약에는 10% 염화스트론튬이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고,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에는

5% 질산칼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센서티브 치

약에는 2% 제일인산칼륨과 3% 제이인산칼륨이 지각과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2. 시편제작

최근에 발치된 사람의 구치부 치아를 수집하여 증류수

로 세척하고 냉동 보관하였다. 치아는 CEJ 부위에서 횡단

면으로 절삭하여 치근부만 사용하였다. 치근의 표면이 수

평으로 매몰될 수 있도록 acrylic resin을 이용하여 teflon

mold(19×12×8 mm)에 1차 매몰하였다. 상아질 표면을 평

평하게 노출시키기 위해 polishing machine(RB 209 Minipol,

R&B Inc, Korea)를 이용하여 silicone carbide paper(600~

1200 grits)로 연마하였다. 시편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매몰된 하나의 상아질 시편에서 2 × 2 크기로

각 5개의 시편을 획득하였고, 처치 후 표면 손상 없이 시

편을 재획득하기 위하여 vinyl poly siloxane을 이용하여

five-hole acrylic mold를 제작하여 2차 매몰하였다. 완성

된 상아질 시편은 6% citric acid로 90초간 산처리하여 상

아세관을 완전히 개방시켰다. 

3.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자동칫솔질 기계(V-8 Cross Brushing

Machine, sabri, U. S. A)를 이용하여 수평왕복동작으로

분당 50회 속도로 칫솔질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칫솔질 횟수를 50회와 150회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평균 이틀과 일주일 동안에 동일한 부위에 칫

표 1. 연구대상 치약의 특성

상품명 제조원 성분표기상태 유효성분

덴티가드 시린이 쓰리에이팜 인산삼칼슘(나노 탄산인회석) 덴탈타입실리카 20% 인산삼칼슘

센소다인 오리지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염화스트론튬 10% 염화스트론튬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질산칼륨, 불화나트륨, 덴탈타입실리카, 
실리카무수콜로이드

5% 질산칼륨

센서티브 LG 생활건강 불화나트륨, 덴탈타입실리카, 제일인산칼륨, 
제이인산칼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 제일인산칼륨
3% 제이인산칼륨

시린메드 에프 쓰리에이팜 인산삼칼슘
(미세결정형수산화인회석)

19% 인산삼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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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질 하는 횟수를 산정한 것이다. 치약 슬러리는 매 처치

마다 치약과 증류수를 1:3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칫

솔질 후 시편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acrylic mold에서 조

심스럽게 분리한 다음 섭씨 60도에서 건조시켰다. 처치

후 모든 시편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SEM, FE SEM-S800, Hitachi Ltd.,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상아세관의 크기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든 시

편은 무작위로 3 군데씩 선정하여 3,000배에서 관찰하였

다.

상아세관 폐쇄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Image ana-

lyzer(Image-Pro PLUS, v6.0,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USA)를 이용하여 상아세관의 크기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M 사진 상에 나타난 모든 상아

세관의 크기를 측정하여 각 군의 평균값을 구하고 상아세

관의 수를 세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4. 통계분석

실험 치약의 상아세관 폐쇄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요

인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비교를 위해

Tukey 검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ver-

sion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5종의 실험치약을 수평왕복동작으로 칫솔질하여 평가한

결과, 각 실험치약의 노출된 상아세관의 평균 개수와 면

표 2. 실험치약별 상아세관의 개수 및 크기 (평균±표준편차)

상품명 시편 수

칫솔질 횟수

50회 150회

상아세관개수
 상아세관
평균면적(µm2)

상아세관개수
 상아세관
평균면적(µm2)

 덴티가드 시린이 10 5.6 1.80 ± 0.68a 6.4 2.17 ± 0.70a

 센소다인 오리지널 10 5.2  2.98 ± 1.00b 7.8 3.09 ± 0.92a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10 3.8 1.00 ± 0.32a 3.0 1.76 ± 0.54a

 센서티브 10 9.6  2.71 ± 0.63b 6.6 3.53 ± 1.90a

 시린메드 에프 10 5.6 1.65 ± 0.71a 4.6 1.89 ± 1.05a

a,b다른 문자는 Tukey의 다중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함(p<0.05).

그림 1. 50회 칫솔질 후 실험 치약별 주사전자현미경 사진(3000배): a) 처치 전 개방된 상아세관, b) 덴티가드 시린이 치약, c) 센소
다인 오리지널 치약, d)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 e) 센서티브 치약, f) 시린메드 에프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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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50회 칫솔질 했을 때 상아세

관의 개수는 평균 3.8∼9.6개로 다양했으며, 센소다인 후

레쉬민트 치약이 노출된 상아세관의 개수가 가장 적었다.

노출된 상아세관의 평균 면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가 좋

은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군(1.00 µm2)은 가장 효과가

낮은 센소다인 오리지널 치약군(2.98 µm2)에 비해 34%

정도 더 상아세관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산

삼칼슘이 주성분인 덴티카드 시린이 치약과 시린메드 에프

치약은 상아세관의 평균면적이 각각 1.80 µm2와 1.65 µm2

였다. 덴티가드 시린이 치약과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

시린메드 에프 치약군의 상아세관 면적이 센소다인 오리

지널 치약과 센서티브 치약에 비해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

났다(p<0.05). 그리고 모든 실험치약에서 50회 칫솔질 한

경우 보다 150회 칫솔질 했을 때 상아세관의 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칫솔질 했을 때, 실험치약

의 상아세관 평균면적은 최소 1.76 µm2에서 최대 3.53 µm2

였다. 50회 칫솔질 시 유의하게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높

게 나타났던 덴티가드 시린이 치약과 센소다인 후레쉬민

트 치약, 시린메드 에프 치약군의 상아세관 면적은 각각

2.17, 1.76, 189 µm2로 나타나 50회 칫솔질 한 경우보다

각각 37%, 76%, 24% 가량 면적이 증가되어 있었고 5개

치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1에서는 50회 칫솔질 후 상아세관의 크기 변화를

SEM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는 6% citric acid

를 이용하여 90초간 산 처리한 시편으로서 상아세관이 완

전히 개방되어 직경이 크고, 상아세관의 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실험치약으로 처치한 경우에

는 상아세관이 대부분 폐쇄되었고 수가 감소되어 있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그림 1b~1f). 특히 덴티가드 시린이 치

약(그림 1b)과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그림 1d), 시린

메드 에프 치약(그림 1f)은 유효성분이 시편 표면에 두껍

게 침착되어 상아세관이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고 찰

상아질 노출의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칫솔질 방법, 외

상성 교합, 치주질환 과정에서 발생한 치은퇴축 등이다1).

또한 치주질환 치료 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악질의 과도한 제거로 인해 상아질 뿐만 아니라 상아세

관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23). 이처럼 상아질이 노출된

부위에 다양한 자극이 가해지면 지각과민증이 발생한다.

지각과민 치아의 상아질 표면을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정상 치아에 비해 상아세관의 직경이 확대되고 수

도 많다고 보고하였다4,24). 특히 Rimondini 등25)은 상아세

관의 반지름이 2 배 증가하면 투과도는 16 배 증가하므로

상아세관의 직경이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노출된 상아세관을 폐쇄하는 방법

이 지각과민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각과민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제의 도

포횟수와 도포시간을 늘려야 하는데17), 만성적인 지각과

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수시로 치과를 방문하는

데는 시간적, 경제적 문제점이 따른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간편하게 자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각

과민 유효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치약에

포한된 유효성분의 지각과민 완화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상아세관 입구를 폐쇄하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신경의 탈감작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아세관을 폐쇄하는 방법만 평가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현재 시판중인 지각과민 완

화치약에는 염화스트론튬, 질산칼륨, 제일인산칼륨, 제이

인산칼륨, 인산삼칼슘(탄산인회석, 수산환인회석) 등이 유

효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덴티가드 시린이 치약, 센소

다인 후레쉬민트 치약, 센서티브 치약에는 덴탈타입실리

카가 마모제로 사용되었고, 5종의 실험 치약 중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과 센서티브 치약에만 불소가 1,000 ppm

포함되어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유효성분이 함유된 치약

과 증류수를 1:3으로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한 다음, 자

동칫솔질 기계에서 수평왕복동작으로 칫솔질을 시행하여

상아세관 폐쇄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

임상실험 거쳐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단기간 효과를 평

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칫솔질 횟수를 50회와

150회로 진행하였다. 칫솔질 횟수는 실제적으로 평균 이

틀과 일주일동안 동일한 부위에 칫솔질하는 횟수를 산정

한 것이다.

실험 결과 모든 실험치약이 150회 칫솔질 한 경우보다

50회 칫솔질 했을 때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높았으며, 특

히 질산칼륨과 인산삼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치약군이 다

른 치약에 비해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5). 그 중 상아세관의 평균면적이 1.00 µm2

로 가장 작게 나타난 치약은 질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센소다인 후레쉬민트였다. 이 치약군은 150회 칫솔질 했

을 때도 상아세관의 평균 면적이 1.76 µm2로 5종의 치약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효과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의 질산

칼륨 성분은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임상연구26-28)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질산칼륨 성분이 지각과민 증

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은 칼륨이온의 탈분극 현상을 이용

하여 화학적으로 신경의 탈감작 효과를 유도시키는 것이

다2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칫솔질을 통한 물리적 폐쇄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센소다인 후레쉬민

트 치약에 포함된 질산칼륨과 불화나트륨이 반응하여 불

화칼륨 결정체를 형성하므로 접착성이 증가되고 더불어

덴탈타입 실리카 및 칫솔질 과정에서 생긴 도말층이 결합

하여 그림 1d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실험 치약군에 비해

미세입자들이 중합체 형태로 치밀하고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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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삼칼슘이 주성분인 덴티카드 시린이 치약과 시린메

드 에프 치약은 상아세관의 평균면적이 각각 1.80 µm2와

1.65 µm2였으며, 상아세관의 평균 개수도 5.6개로 상아세

관 폐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덴티카드 시린이 치

약에 포함된 탄산인회석은 수산화인회석보다 치아 및 골

조직에 더욱 유사하여 생체친화성이 높은 성분으로 현재

치의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나노기

술과 결합되어 입자크기가 미세하므로 마이크로 크기의 수

산화인회석보다 표면적이 증가되어 결합력이 뛰어나다18).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시린메드 에프 치약은 수산화인회

석이 10~20% 함유되었던 기존의 시린메드 치약에 비해

미세결정형 수산화인회석 함량을 증가시켜 보강된 제품

이다. 그림 1f에서 관찰된 것처럼 수산화인회석 입자가

상아질 치면에 침착되어 상아세관이 거의 폐쇄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치약에 포함된 마모제 성분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 지각

과민 증상을 악화시킬 수 도 있지만, 도말층 형성으로 인

해 간접적으로 노출된 상아세관을 덮기도 한다. 치약의

마모제로 silica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성분의 마모

력은 지각과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0), 오

히려 미세한 silica 입자에 의해 상아세관이 폐쇄되므로

지각과민 완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31). 본 연구

에 사용된 덴티가드 시린이 치약,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치약, 센서티브 치약에는 마모제로 미세한 크기의 덴탈타

입 실리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효성분 및 도말층

과 결합하여 상아세관 폐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마모력이 낮은 치약은 치태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각과민 증상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으므로, 지각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관리법으로

지각과민 완화치약을 사용할 경우, 단기간 내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높은 치약을 사용한 후 지각과민 증상이 완화

되면 적절한 마모력을 지닌 일반치약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과민 완화용으로 시판되는 치약의

상아세관 폐쇄효과만 평가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

들 치약의 마모력 검사와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는 바이다.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지각과민 완화

치약의 단기간 내 효과를 알아보고자 자동칫솔질 기계를

이용하여 상아세관 폐쇄효과를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수평왕복동작으로 50회와 150회 칫솔질 했을 때 실

험치약의 상아세관 평균면적은 각각 1.00~2.98 µm2,

1.76~3.53 µm2로 나타났으므로, 150회 칫솔질을 한

경우보다 50회 칫솔질 했을 때 모든 실험 치약군에

서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높았다.

2. 50회 칫솔질을 한 경우, 질산칼륨이 주성분인 센소다

인 후레쉬민트 치약의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가장 높

았으며, 염화스트론튬이 주성분인 센소다인 오리지

널 치약의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센소다인 오리지널 치약과 센서티브 치약에 비

해 덴티가드 시린이, 센소다인 후레쉬민트, 시린메드

에프 치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아세관 폐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p<0.05).

3. SEM 사진상에서도 덴티가드 시린이, 센소다인 후레

쉬민트, 시린메드 에프 치약군에서는 유효성분들이

상아질 표면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어서 노출된 상아

세관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센소다인 오리지널 치약

과 센서티브 치약군은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아세관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질산칼륨과 인산삼칼

슘이 주성분인 지각과민 완화치약은 단기간내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뛰어났으므로, 지각과민 환자들이 자가관리법

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지각과민

완화치약을 초기에 사용하고, 지각과민증상이 완화되면

마모력이 적절한 일반치약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각과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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