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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alitosis inhibition activity of Ginger 
extracts, which were concentrated by extracting and filtering the ginger with hot extraction method. 
In other to understand halitosis inhibion activity of ginger extracts, total polyphenol quantity, electron 
donating abilities, appearance of mineral component and hazardous heavy  metal and halitosis 
inhibition activity by Instrumental analysis were measured. Methyl mercaptan was expected to likely 
have influence upon halitosis inhibition effect. The measurement of total polyphenol quantity was 
detected after obtaining the calibration curve by using tannic acid as the standard material, was 
indicated to be 0.30 mg/mL. The effect of electron donating abilities in ginger extracts showed the 
reduction of about 87% as a result of being compared with absorbance in a case of not adding 
sample as the control group, it has shown to be activated anti-oxidant activity. Also, in 
consequence of measuring of halitosis inhibition efficacy of ginger extracts by the compare with 
measurements of methyl mercaptan using gas chromatography showed the ability of about 25.00%. 
Therefore, the ginger extracts using hot water have an anti-oxidant effect and halitosis inhibition 
efficacy on the basis of total polypheol quantity, electron donating abilities, and halitosis inhibition 
activity. Ginger extracts are considered to be likely allowed to be used as an additive of oral 
products related to halitosis as the mostly safe natural matter of containing chemical inorganic 
material similar to dental har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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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한 심이 높아지고 다

변화된 사회에서 인 계가 많아짐에 따라 타인에

게 불쾌감을  수 있는 구취의 제거와 억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의 

이유로 고칼로리 함유 가공식품의 섭취와 당질함유 

음료의 이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강 건강상태

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식조리 

시 자극성 양념사용, 육류섭취 증가, 술과 담배 등

에 기인한 구취 유발요인은 구강건강을 해치는 치

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구

강건강상태는 반 인 안녕과 건강에 향을 주며, 

신 건강상태에 한 평가지표가 되므로 구취에 

한 객 인 평가와 치료  방은 건강 리측

면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다[1].

구취에 한 기록은 그리스, 로마 시 부터 동양

에서는 한의학의 원 인 황제내경소문(皇帝內徑素

問)과 상한론(傷寒論)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이르

기까지 구취의 발생과 인체 내부 장기간의 련성

을 나타내었다[1]. 한국인의 구취발생 빈도는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자신의 구취

에 한 평가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구취를 제거하기 하여 칫솔질, 양치액, 

껌 씹기 등의 구취제거법이 용되고 있으며, 각종 

구취제거법의 구취 감소효과 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고 구강 내 구취유발세균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독성이 은 새로운 항생물질에 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면세균막 질환 유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자연산물  녹차, proplis, flavonoids, 

chitosan, 으름덩굴, 계피, 느릅나무, 오미자 등 여러 

천연추출물이 보고된 바 있다[3,4]. 그리고 해조류에

서 특이한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 때문에 항균성, 항

산화성, 항종양성 등의 생리활성이 있어 천연 구취

억제제 개발목 으로 우리나라 연안산 해조류 28종

을 상으로 구취의 원인 물질인 methyl mercaptan 

억제활성을 조사한 바 있다[5,6]. 

한, 생강(Zingiber officindale roscoe)은 여러해

살이 열  본식물로 생강과에 속하며 근경을 식

용으로 사용한다. 원산지는 인도, 말 시아, 국 등

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7]. 생강은 2천년 의 국 의서에도 기술되

어 있으며 우리나라 한방처방에도 이용되었는데 특

유의 자극성 맛을 가지는 gingerol, shogaol, 

zingerone, citral, zingegerone 등을 함유하고 있어 

향신료, 살균제  치료제로 사용되기고 한다[8]. 

기존 연구보고서들에 의하면 polyphenol의 산화

에 여하는 polyphenol oxidase는 식물에 많으며 

polyphenol oxidase가 polyphenol을 산화시키면 

methyl mercaptan에 한 구취억제활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9,10]. 과일의 경

우 polypheol oxidase 활성은 배에서 가장 높았고, 

사과, 포도, 감, 귤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채류의 경

우에는 상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

다[11]. 

생강은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고 많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출물이 구

취억제 기 에 각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한 정량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강 추출물의 무기물 성분분석과 구취억제활성에 

작용할 수 있는 원인물질 등을 정량  기기분석을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구취억제가 가능한 생강추출

물 함유 배합 세치제  구강세정액의 제품 개발에 

응용 가능한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상 원료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생강(Zingiber officindale 

roscoe)은 부산시 B시장에서 구입하여 천연추출물에 

이용하 다. 생강을 한 크기로 분쇄하여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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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ower Nebulizer Pump Wave length Coverage Resolution
750-2000 W 0.6 L/min 1.5 mL/min 150-750 nm 0.006 nm at 200 nm

평량한 후 삼각 라스크에 넣고 시료가 잠기도록 

증류수 1,000mL를 가한 다음 90℃에서 1시간동안 

열수추출하 다. 이 추출물을 여과(No. 2, Whatman 

International Ltd., Maldstone, England)시켜 여과액

을 얻고 잔사는 다시 추출과 여과과정을 거쳐 여액

을 얻은 후 최종 200mL로 농축한 용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12].

2. 총 페놀 정량

총 페놀의 정량은 Folin-Denis법(A.O.A.C., 1990)

과정 등 방법으로 분석하 다[13,14]. 즉, 100mL 메

스 라스크에 75mL의 증류수와 당한 농도로 희

석한 시료 액 1mL를 넣고 잘 혼합한 후, 

Folin-Denis 시약 5mL와 탄산나트륨 포화용액 

10mL를 넣은 후 증류소 100mL, 용량으로 채운 후, 

이것으로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시킨 

후 spectrophotometer(UV-1201, Shimadzu, Japan)

를 이용하여 725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페놀 함량은 표 물질 tannic acid(Sigma Co. St. 

Louis, USA)를 이용하여 정한 표 곡선으로부터 

mg/mL, tannic acid 당량으로 환산하 다.

3. 자공여능 측정

항산화 활성 검색을 한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은 각 시료의 DPPH(α, α

-diphenyl-β-picrylhydrazyl)에 한 자공여 효과

를 측정하 다.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활성의 측정은 Blois 방법[15]을 사용하

다. 즉, 시료 0.2mL에 4×10
 M DPPH 용액

(99.9% ethanol에 용해) 0.8mL을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 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10분 간 방치시

킨 후 spectrophotometer(UV-1201, Shimadzu, 

Japna)를 이용하여 525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효과는 시료 첨가구와 시료 무첨가구에 

한 흡 도의 감소비율로 활성을 측정하 다.

4. 무기물 함량 측정

시료 약 5g를 분해 라스크에 넣고 염산, 질산의 

혼산으로 일차 분해를 진행한 후, 방냉하고 질산을 

가한 후에 가염소산으로 완  분해한 다음 50mL 

정용 라스크에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다. 한 휘발성이 있는 수은, 비소 등은 시료 약 

1g을 용기에 취하고 질산, 황산을 소량 넣은 다음 

음  분해 장치(Microwave, MILESTONE사 

START D)를 이용하여 완  분해한 후 50mL로 정

용하여 휘발성 원소 실험용액으로 사용하 다. 이

게 분해한 실험용액은 유도결합 라즈마 분 도

계(ICP, Perkin Elmer Opitma 5300DV)장비를 이용

하여 무기물질 함량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 

하 으며[13],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lasma spectrophotometer requirement for analysis of minerals (ICP, Perkin Elmer Co. Opitma 5300DV)

5. Gas Chromatography(GC)에 의한 구취억제

활성 측정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구취억제활성 측정 

조건은 <Table 2>과 같다. 구취억제활성 측정은 

Tokita et al.[13]의 방법으로 분석하 다. 생강추출

물 10mL 시료액과 0.2M potassi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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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odorizing activity(D.A. %)= C-S/ C X 100

 C : methyl mercaptan peak area of control

 S : methyl mercaptan peak area after incubation with a test sample

Sample Abundance(725 nm) Tannic acid (mg/mL)
2 times diuted sample solution 0.1270 0.15

Model Perkin Elmer Clarus 600T
Column HP-VOC (60m, 0.320mm, 1.8μm)
Carrier gas & Flow rate He (1.0 mL/min)
Injector Temp. 200℃
Ionization mode SIM mode
Oven Temp. 35℃(7min)→5℃/min→50℃(3min)→10℃/min→150℃(3min)

Compound RT(min) M.W. ION (m/z)
Methyl mercaptan 3.72 48 47,48

buffer 1mL를 내용 량 30mL에 vial에 넣고 pH 7.5

로 조 하 다. 여기에 methyl mercaptan 표 액(1

㎍/mL) 1mL를 가하여 즉시 실리콘 캡으로 하

여 vortex mixer로 5 간 교반하고 37℃에서 6분간 

반응한 후 vial의 headspace에 유리된 methyl 

mercaptan을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가 장

착된 GC(Perkin Elmer, USA)에 gas tight syringe

로 200μL 을 주입하여 분석하 다. GC의 분석조건

을 맞추어, 구취억제활성을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하

다.

<Table 2> Gas Chromatography requirement analysis for halitosis inhibitive action

Ⅲ. 결과

1.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표 물질 tannic acid를 사용하여 

tannic acid 당량으로 환산한 후 총 페놀함량의 검

량선을 구하 다. 즉, y=0.9249x – 0.0023, R

=0.0001 이었다. Polyphenol의 함량이 methyl 

mercaptan에 한 구취억제효과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되어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 다. 추출액에

서의 총 페놀함량의 경우 시료액을 2배 희석한 용

액으로 시험한 결과 흡 도가 0.1270 Abs 이었으며, 

tannic aicd이 0.15 mg/mL로 검출되었으나 환산한 

값은 두 배로 희석함에 따라 0.30 mg/mL로 나타났

다<Table 3>.

<Table 3> Concentration of tannic acid for total polyphenol in water solubles from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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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bsorbance(525 nm) EDA effect(%)
Control group (DPPH+D.W) 1.942

87Experiment group (DPPH+Ginger extract) 0.439
Color compensation of ginger extract
(Ethanol+Ginger extract) 0.191

Elementary composition Mn P Mg K Na
Content 21 130 112 1,127 32

2. 자 공여 능 효과(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

조군(DPPH+D.W.)의 흡 도 장(525nm)은 

1.942, 실험군(DPPH + Ginger extract)은 0.439 그

리고 생강추출물의 비색도는 0.191로 나타났다.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은 반응

계에서 자를 공여 받으면 고유의 창남색이 없어

지는 특성이 있고 이 색차를 비색정량하여 시료의 

자공여능을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다음 식에 입하여 계산하 다.

EDA(%)=(1-SA/CA)X100

SA : Sample Absorbance

CA : Control Absorbance

Thus,〔1-(0.439-0.191)/1.942〕X 100

즉, 생강추출물의 자 공여 능 효과는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의 흡 도와 비교한 결과 87%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 다<Table 4>.

<Table 4> Effect of electron donating abilities for ginger extract by Spectrophotometer (UV-1201, Shimadzu, Japna)

  

3. 무기 원소  유해물질 분석

생강 추출액에서의 무기원소  유해물질을 28종 

무기원소의 표 용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5>는 다음과 같았다. 생강 추출물에 들어있

는 표 인 무기물질로서는 칼륨(K) 1,127 mg/kg, 

나트륨(Na) 32 mg/kg, 마그네슘(Mg) 112 mg/kg, 

인(P) 130 mg/kg, 망간(Mn) 21 mg/kg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칼륨(K)의 함량이 생강 추출물에서의 무

기물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생강 추출액

에서의 유해 무기원소를 분석한 결과 납(Pb), 카드

뮴(Cd), 비소(As), 크롬(Cr)  니 (Ni)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5> Minerals content of ginger extract by plasma spectrophotometer(ICP, Perkin Elmer Opitma 5300DV)
Unit : mg/kg

 *Pb, Cd, As, Cr, Ni were not detected

4. 구취억제활성도 분석

1)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구취억제활성 

측정

생강 추출액의 구취억제 효능을 methyl 

mercaptan으로 감소 능을 측정한 결과 생강 추출액 

자체의 효능은 25.00% 정도의 감소능력을 나타내었

다<Table 6>. Gas Chromatography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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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eak Area Effect of halitosis control(%)
Control 7,126 25.00Ginger extract 5,363

Retention time(min) 3.77분에서 조군의 경우 

peak상의 면 이 7,126으로 나타났고, 생강추출물의 

시료를 첨가한 실험군의 경우 peak상의 면 은 

5,363으로 측정되어, 구취억제활성(%)을 구하는 공

식에 아래와 같이 용하 다<Fig. 1>

구취억제활성(%) 
= (7,126 - 5,363 / 7,126) × 100
C : control의 methyl mercaptan 피크 면적
S : 시료 첨가시의 methyl mercaptan 피크 면적

<Table 6> Effect of halitosis control in ginger extract by Gas Chromatography

A : Control group

B: Experiment group

<Fig. 1>  Gas Chromatogram of halitosis control effect in ginger extract.

Ⅳ. 고찰

국민소득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함에 따

라 집단사회생활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구

취에 해 많은 심을 나타내고 있다. 구강 내에서 

구취억제나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화학  

합성항균물질 신에 부작용이 없이 지속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천연물에 한 효과 검증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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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에 있는 실정이다[16,17]. 

민간에서 구 으로 해져 내려오는 구강 생용

품에 첨가된 식물소재의 천연물이 구강병원성미생

물에 해 항균 효과나 길항작용에 련된 연구결

과는 다수 있으나[18,19], 구취제거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천연물의 주요성분에 해 정량  

기기분석 자료는 매우 미흡하고 구취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을 탐색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생강

근경(Zingiber officindale roscoe)의 구취억제활성 

성분을 분석하기 하여 수용성 추출법을 용하여 

생강추출물을 plasma spectrophotometer 기기로 무

기질성분과 유해 속 분석, 총 페놀함량  자

공여능을 측정하 고 구취억제활성도를 악하기 

하여 Gas Chromatography로 검색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생강 추출법은 열수추출에 의해 반

복 인 여과와 추출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농축한 

용액을 실험에 용하 다. 정 등[19]의 보고에 의

하면 오미자의 용매별 추출수율을 확인한 결과에서 

극성용매인 메탄올 추출물에서 추출수율을 높이기 

해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고

가 있다.

총 페놀함량을 측정은 생강추출물에 해 구취원

인 화합물인 methyl mercaptan에 한 구취억제활

성을 검색을 하고 그 활성이 생강추출 의 폴리페

놀화합물의 산화반응 특성과 련이 있다는 규명하

기 해 실시하 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 표

물질을 사용하여 총 페놀함량 검정선을 구하고 

tannic acid(mg/mL) 당량으로 환산한 후 

spectrophotometer(725nm)에서 측정한 결과 0.30 

mg/ml로 나타났다. polyphenol oxidase는 식물류

에서 일반 으로 발견되는 효소인데 강력한 산화작

용과 구취억제 작용에도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한 polyphenol의 구취억제 작용기작은 

수소결합인 phenolic hydroxyl group과 thio group 

사이의 물리  흡착작용에 의하여 구취억제 작용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21].

생강추출물의 DPPH(α, α-diphenyl-β

-picrylhydrazyl)에 한 자공여능(Electro 

donating abilities) 효과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흡 도를 비

교한 결과 87%의 자공여능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 등[22]에 의하면, 구근 추출물에서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강근경 내에 자와 동일한 

생리활성 물질 일 것으로 단된다.

생강추출물에서의 무기원소 종류와 유해물질 여

부를 알아보기 해 28종 무기원소의 표 용액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인 무기물질로는 칼륨

(K) > 나트륨(Na) > 마그네슘(Mg) > 인(P) > 망간

(Mn) 순서로 나타났고, 생강추출물에서는 유해 무

기원소(Pb, Cd, As, Cr, Ni)들은 검출되지 않아 비

교  안 한 천연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구취억제활성을 정

량 측정하기 하여 생강 추출액의 구취억제 효능

을 methyl mercaptan으로 감소능을 측정한 결과 

조군에 비해 실험군인 생강추출액에서 구취억제활

성도(%)가 25.0%으로 나타났다. 생강추출물의 구취

억제활성 측정 분석에서 구취표 액을 methyl 

mercaptan((1㎍/μL in benzene ; Wako Pure 

Chem., Osaka, Japan)사용하 는데. 이는 구취생성 

기 이 세균의 부패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세균이 

구강 내 타액이나 음식물에 포함된 단백질과 펩타

이드에 작용하여 냄새를 풍기는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함으로써 발생되는데, 특히 황을 함유하는 아미

노산인 cysteine과 methionine으로부터 황화합물인 

methyl mercaptan 등이 생성되는 것[23]과 실제 

BANA 양성 균인 Streptococcus, Bacterioides, 

Fusobacterium, Porphyromonans와 Prevotella는 실

험 으로 청 단백질로부터 많은 양의 methyl 

mercaptan을 만들어낸다는 보고[24]에 기 를 두어 

본 실험의 구취표 액으로 methyl mercaptan을 

용하 다. 이상의 결론들을 종합해 볼 때, 생강근경

을 열수추출에 의한 방법으로 조작했을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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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출수율을 나타내었고, 폴리페놀화합물의 산화

반응을 야기시키는 총 페놀함량은 정한 수 으로 

검출되어 구취억제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짐작된다. 

한 자공여능과 구취억제활성도의 수 은 양호

한 편로 측정되어 항산화 활성기 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강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 함량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생강추출물

의 무기질 성분은 치아조직 성분과 유사할 뿐만 아

니라 유해한 속이 검출되지 않아 매우 안 한 

천연물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천연물의 

기능  성분이 구강 생 상태와 구취억제효과에 어

떠한 약리작용과 기 으로 발 되는지에 해서는 

보다 더 구체 인 구강생화학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생강근경을 열수추출법으로 추출, 여

과 후 농축한 생강추출물의 구취억제활성을 악하

기 하여 총 페놀함량, 자공여도, 무기물 성분과 

유해 속 여부  구취억제활성도를 기기분석에 

의해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Methyl mercaptan이 구취억제효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총 페놀함량의 측정은 표

물질인 tannic acid를 사용하여 총 페놀함량의 검량

선을 구한 후 검출된 총 페놀함량은 0.30mg/mL로 

나타났다.

2. 생강추출물의 자공여능 효과는 조군인 시

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의 흡 도와 비교한 87%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여 항산화작용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강 추출물에 들어있는 표 인 무기물질로

서는 칼륨(K) 1,127mg/kg, 나트륨(Na) 32mg/kg, 

마그네슘(Mg) 112mg/kg, 인(P) 130mg/kg, 망간

(Mn) 21mg/kg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유해 무기 원

소를 분석한 결과 납(Pb), 카드뮴(Cd), 비소(As), 크

롬(Cr)  니 (Ni)은 검출되지 않았다.

4. 생강 추출액의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구취억제활성도 측정에서 구취억제 효능을 

methylmercaptan으로 감소능력을 측정한 결과 생강 

추출액 자체의 효능은 25.00% 정도의 구취억제 감

소능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생강근경으로부터 열수 추

출한 생강추출물은 총 페놀함량, 자공여능 효과 

 구취억제 활성도 치를 토 로 미루어 볼 때 항

산화 효과와 구취억제효능에 효과 일 것으로 단

되며 생강추출물에서 치아경조직의 유사한 화학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해한 속이 불 검

출됨에 따라 체로 안 한 천연물질로 구취 련 

구강용품의 첨가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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