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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alivary concentration of calcium cations and their variation before and after 

a sucrose and glucose rins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each compound. Saliva samples were obtained from 

34 subjects before and up to 60 min after intake of a 10% sucrose and glucose solution at 2-week intervals. Calcium in human saliva were 

determined via anion - exchange chromatography with an anion - suppressed conductivity detector using 12mM sulfuric acid. The concentrations 

of calcium before sucrose rinse were 39.7mg/L(9.3%), respectively. 

The calcium cation contents in the saliva were reconstituted after the sugar rinse and the concentrations of some ions showed that they are 

highly relat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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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선행논문에서 연구된 타액의 대표적인 기능으

로는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으며, 치태의 형성을 방해하는 

자정작용과 윤활작용을 수행하고, 치아우식을 일으키는 원인균

의 대사작용 및 항균작용에도 기여한다[1],[2]. 또한 세균 외부로 

glucosyltransferase(GTase)를 분비하여 자당으로부터 비수용성 

글루칸을 합성하는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sanguinis, 

Streptococcus sobrinus, Streptococcus ratti, Streptococcus criceti, 

Streptococcus anginosus, Streptococcus gordonii 등의 우식 원

인균이 당 성분과 대사하여 산을 생성함으로써 낮아진 구강 

내 pH를 중성화시키는 완충작용도 있다[3],[4]. 뿐만 아니라 

타액은 치아의 성숙에 기여하고, 우식 병소로 진행되는 법랑질의 

탈회 과정을 억제하며, 초기 병소의 재 석회화를 촉진하여 치아우

식증을 예방하고, 맛의 감각을 조절하며 구강 상주균을 통제하기

도 한다[5-7]. 이밖에도 혈액 응고 작용, 소화작용, 수분대사조절

작용, 배설작용, 용매작용 등 구강 건강에 있어서 타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8-10].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는 타액은 lysozyme, 

peroxidase, immunoglobulin 등의 면역 세포 및 효소와 urea(요

소), 암모니아, 인, 칼슘 등의 무기물과 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13]. 즉,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 성분

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타액은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

몬 자극에 의해 항진되며, 이 경우, 특히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타액 내 칼슘 이온은 타액선 세포를 자극하여 타액 분비

를 촉진하며, 신호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구강 

세포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동시에 세포에 대한 독작용으로 고농도의 칼슘 이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구강세포의 기능적 & 구조적 변성을 

야기하는 이중적인 작용도 있다고 하였다[14],[15]. 또한 타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는 다양한 생체 신호 또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생체표식(biomarker)이라는 연구도 있다[16],[17]. 이 

연구에 따르면, 타액 내 칼슘 이온(Ca+) 농도는 임신[18], 폐경기 

골다공증[16], 구강건조증이 있는 갱년기 여성[19], 치석 형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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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tudy design

당뇨병[21]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타액 성분 중 칼슘성분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Ion Chromatography, 

IC)으로 이온성 물질을 원래의 상태에서 성분을 분리할 수 있기에 

이온 분석의 단순화와 효율적인 선택성으로 인하여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 

HPLC)법을 대신하고 있는 추세이다[22].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이온을 분리 검출하는 과정은, 측정 시료는 용리액과 함께 분리 

컬럼으로 들어가면 이온들은 불연속적인 띠로 분리되고, 각 이온은 

이온교환컬럼, 이동상 이온쌍(MPIC), 이온배제컬럼의 표면상의 

작용기에 대한 친화력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이온과 용리액은 화학

적 억압장치, 전기전도도 검출기를 거쳐 발색시약과 반응 후 자외

선, 가시광선 검출기로 유입되어 분석된다. 이온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신속한 정량분석이 가능하며, 감도는 시료의 

농축이 없는 경우 ppb이하의 범위까지, 농축장치를 사용하여 분석

하는 경우 ppt 범위까지 검출할 수 있다. 즉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높은 신뢰성, 신속한 분석, 시료 조작의 

편의성, 간섭요인의 최소화 등이 검증되었다[22].

이러한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가 음식물

이나 음료 섭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착안하여, 타액의 분비

량을 증가시켜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맛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은 자당과 포도당 양치의 경과 시간에 따른 타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자당과 포도당으로 

양치하기 전부터 최대 60분까지 소량의 타액을 채취하였고, 전 

처리를 하지 않은 타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양이온 억제 전도도 

검출기(cation suppressed conductivity detector)를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D대학교 게시판을 활용

하여 본 연구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였고 연구대상자 중 구강검진

과 전신질환 문진을 통하여 치아우식증, 임플란트, 치아보철, 

당뇨병, 치은염, 대사성 질환, 흡연자를 제외한 34명의 건강한 

20대 여성을 연구대상자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설계 과정은 <Fig. 1>과 같다.

2. 이온 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분석

1) 타액 샘플 채취

본 연구진은 비교적 간섭 인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타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타액 수집 4시간 전부터 음료 

및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잇솔질을 삼가하도록 교육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매일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점심식사 및 잇솔질을 하였고, 4시간 뒤인 17시에 타액 샘플을 

수집하였다. 우선 설탕물 양치 전, 연구대상자들로부터 0.5mL의 

대조군 타액을 수집하였다. 그 후, 10% 설탕물 30mL로 1분 

동안 양치 후 일회용 마이크로 튜브(centrifuge tube)에 연속적으

로 타액을 수집하였고, 설탕물 양치 직후, 5분, 10분, 2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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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Range

(mg/L)
Slope

y-

intercept



LOD

(mg/L)

LOQ

(mg/L)

Calcium 0.01-50 0.6264 0.0110 0.9996 0.047 0.141

<Table 1> Linear range, slope, y-intercept of linear equation, correlation coefficient(r2), LOD, and LOQ for Calcium cations

45분, 60분에 자극성 타액 샘플 0.5 mL를 각 30초 동안 수집하였

다. 타액 샘플은 2주 동안 채취하였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전까지 –20⁰C 냉동 보관하였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직전, 해동하여 1,2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하고, 칼슘이온을 분석하기 위해 탈이온수(deionized water)

로 10배 희석하였으며, 일회용 셀룰로스 아세테이트(0.2mm) 

시린지 필터를 통해 여과하여 효소 및 박테리아를 분리한 후 

샘플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용매 준비

양이온 표준(1000.0ppm) 시약은 Exaxol Chemical Corporation 

(Clearwater, FL, USA)를 통해 구입하였다. 이동상 제조 및 샘플 

희석에 사용한 탈이온수는 Milli-Q 시스템(Millipore, Bedford, 

MA, USA)으로 얻은 고순도의 물(18MV resistivity)을 사용하여 

희석하였다. 이동상(mobile phase)은 Fisher Scientific(Fairlawn,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다른 모든 시약 및 용매는 보증 또는 

분석 기준을 준수하였다. 용매 여과는 Millipore membrane filter 

(type HA; pore size, 0.45mm; content, mixed cellulose esters)를 

사용하였다. 모든 샘플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치(Sunnyvale, 

CA, USA)에 주입하기 전에 Advantec MFS, Inc.(Tokyo, Japan)

에서 구입한 일회용 시린지 필터(hydrophobic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membrane; pore size, 0.20mm)를 통해 여과하여 사용하

였다.

3) IC 분석조건

칼슘 양이온은 GP50 gradient pump와 ED50 전도도 검출기, 

LC20 96 chromatography enclosure(10µl sample loop), 양이온 

자체 재생 억제제(ASRS)가 내장되어 자동 감압 재순환 모드로 

작동되는 Dionex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분리는 IonPac CG12A(50mm x 4mm) 보호 컬럼이 

장착된 Dionex IonPac CS12A 컬럼(250mm x 4mm)을 사용하였

으며, 12mM 이동상은 20분 전에 초음파 처리 및 감압 여과 

후 겔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용매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용리하는 방식인 등용매용리(isocratic elution)로 실험하였다. 

시료는 실온에서 분석하였고, 이동상의 유속은 1mL/min이다. 

데이터 수집 및 기기 제어는 Dionex Chromele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IC 분석방법

표준 용액 (100ppm)을 탈이온수(deionized water)로 희석하여 

8개의 고정점(calibration points, 0.05, 0.1, 0.5, 1, 5, 10, 25, 

and 50mg/L)을 만들었으며, 연구 모형의 선형 회귀 방정식은 

   이며, 검정 곡선은 peak area와 표준 샘플 농도(x)의 

관계를 나타낸다. 각 화합물의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

는 국제화학조약(ICH) 가이드라인 Q2B에 의거하였으며, 검출

한계(LOD)는 3.3s/S(s=표준 편차, S=검정 곡선의 기울기)이고, 

정량한계(LOQ)는 10초/S이다. 분석의 정밀정확도는 상대표준

편차(% RSD)를 평가하였고, 타액 내 칼슘이온을 정량분석하기 

위하여, 0.8mL의 타액 샘플에 0.2mL의 칼슘 표준 용액을 혼합하

여 타액 시료 샘플을 준비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분석 데이터는 Excel(Microsoft Corp, Washington, USA)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SPSS Statistics for Window, Version 

23.0(IBM Corp, Armonk, USA)을 이용하여 상관 분석과 일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시료 화합물 농도의 타당성

선형 범위, 선형 방정식, 상관 계수,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

(LOQ)의 매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시료 화합물은 50mg/L

까지 우수한 선형성(
=0.9996)을 보였다. 시료 화합물의 LOD 

및 LOQ는 각각 0.047mg/L 및 0.141mg/L였다.

칼슘이온이 첨가된 타액 샘플의 정밀도와 회복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액 샘플 내 카르복실산과 무기 음이온을 혼합한 후 

intra-and inter-day 분석으로 4일 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회복율

을 평가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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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μg) Added (μg) Expected (μg) Day 1 (n=5) Day 2 (n=5) Day 3 (n=5) Day 4 (n=5) Total (n=20)

Carboxyl ic acid 41.8 10 13.8 103.02±12.36 96.19±6.25 100.79±6.10 96.36±10.21 99.09±8.90

Anion 41.8 50 21.8 98.38±4.97 95.44±5.57 99.86±5.04 99.79±3.37 98.37±4.78

<Table 2> Recovery(%, Mean±SD) of cation in human saliva investigated by intra-and inter-day assays.

Su-gar Parameter Con-trol
After sugar rinsed

0min 5min 10min 20min 30min 45min 60min

Suc-rose Mean±SD 39.7±8.7 38.4±12.1 48.1±12.6a 45.9±10.3a 40.2±8.6a 39.0±9.4a 38.1±8.1 37.5±7.6

Range 27.4−59.3 4.1−47.8 28.7−63.7 18.1−57.8 18.3−63.3 20.0−59.1 26.2−57.1 23.2−55.9

Glu-cose Mean±SD 41.1±3.7 37.3±6.9 48.6±11.1a 46.1±7.1a 41.6±3.6 40.4±3.2 39.9±2.6 38.7±8.3

Range 17.4−61.9 6.1−51.0 23.3−62.6 27.4−64.7 27.5−63.0 21.9−63.7 28.7−58.9 26.4−57.3

* a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control saliva (p<0.05).

<Table 3> Mean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 range of calcium cations before and after sugar rinse

<Fig. 2> Representative chromatograms of sucrose rinsing saliva.

<Table 2>와 같이,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은 41.8μg/ℓ이며, 

카르복실산을 첨가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은 10.0μg/ℓ이고, 

무기 음이온을 첨가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은 50.0μg/ℓ로 

측정되었으나, intra-and inter-day 분석에 의해 측정된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회복률은 95.44%에서 103.02%였다. 따라서, 

화합물 농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시료의 

희석 농도를 결정하였다.

2. 타액 시료 샘플의 칼슘 이온 함량과 설탕물 양치 

후의 평균 농도 변화

<Table 3>은 2가지 종류의 당인 자당과 포도당을 사용하여 

34명의 연구대상자들의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와 범위를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과 같이, 자당과 포도당을 설탕물 샘플로 사용하고, 

실험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주간 같은 34명의 연구대상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실험하였다. 자당과 포도당 용액으로 양치

하기 전의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39.7±8.7㎎/ℓ

와 41.1±3.7㎎/ℓ이었다.

자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에는 38.4±12.1㎎/ℓ로 약간 떨어졌으나, 5분 후 

48.1±12.6㎎/ℓ로 급격히 높아졌고, 10분 후 45.9±10.3㎎/ℓ, 

20분 후 40.2±8.6㎎/ℓ, 30분 후 39.0±9.4㎎/ℓ, 45분 후 38.1±8.1

㎎/ℓ, 60분 후 37.5±7.6㎎/ℓ로 서서히 감소되었다. 또한 자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5분, 10분, 20분, 30분에 채취한 타액에서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포도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 37.3±6.9㎎/ℓ로 떨어졌으나, 5분 후 48.6±11.1㎎/ℓ로 

자당과 같이 급격히 높아졌고, 10분 후 43.1±7.1㎎/ℓ, 20분 후 

41.6±3.6㎎/ℓ, 30분 후 40.4±3.2㎎/ℓ, 45분 후 39.9±2.6㎎/ℓ, 

60분 후 38.7±8.3㎎/ℓ로 서서히 감소되었다. 포도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5분, 10분에 채취한 타액에서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자당에 비해 

포도당으로 양치할 경우 더 빨리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설탕물(자당, 포도당) 양치 후 즉시 

모두 떨어졌으나, 양치 5분 후 빠르게 증가되었고, 양치 후 20분까

지 서서히 감소되어 설탕물 양치 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에 

근접하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p<0.05).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설탕물 양치 30분부터 대조 타액과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기에 <Fig. 2>에서 30분 후의 데이터는 생략

하였다. <Fig. 2>는 자당을 사용한 연구대상자 타액의 이온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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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chromatograms of glucose rinsing saliva.

Control Sucrose
G

0 5 10 20 30 45 60 0 5 10 20 30 45 60

C 1

S 
 0.38 0.43 

 0.51 0.63 0.46 1

G 0.16 
 0.71 

 0.48 0.77 0.72 0.17 0.54 0.53 0.70 0.44 0.66 0.52 1

*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t α=0.05

C: Control, S: Sucrose, G: Glucose, Time: after sugar rinsed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r) between control saliva and experimental saliva after sucrose, glucose rinse.

마토그램을 보여준 것이며, (1)은 대조군인 설탕물 양치 전, (2)는 

설탕물 양치 직후, (3)은 설탕물 양치 20분 후이다.

<Fig. 3>는 포도당을 사용한 연구대상자 타액의 이온 크로마

토그램을 보여준 것이며, (1)은 대조군인 설탕물 양치 전, (2)는 

설탕물 양치 직후, (3)은 설탕물 양치 20분 후이며, (1, 2, 3) 

모두 retention time 15분에 계측된 peak가 칼슘 이온이다.

3. 대조 타액과 설탕물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

도의 상관계수

<Table 4>는 대조 타액(Control)과 설탕물(자당, 포도당) 양치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대조 타액과 자당 용액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양치 후 즉시 채취한 타액(r=0.52)과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r=0.53)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대조 타액과 포도당 용액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양치 후 5분 뒤에 채취한 타액(r=0.35)와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

(r=0.52)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자당과 포도당 양치 간의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성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Ⅳ. 고찰

타액이 생성되는 기전은 부교감신경 자극으로 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막(apical membrane)에 있는 


 

channel이 열리고 세포 내부에서 타액선 관으로 

와 


 

이온이 전기화학적 농도 경사에 따라 타액선 관으로 유출된다. 

그 후 


 이온이 세포 간극을 통해 타액선 관으로 유입되고, 

이들 이온의 이동에 의해 타액선 관내 삼투압이 증가하면 혈액과 

타액선 세포 내부로부터 물이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타액이 형성된

다[23],[24]. 즉, 부교감신경 자극 시 선세포 내에 고농도로 축적되

는 


 및 


 이온을 타액선관 내로 유출시켜 타액을 분비하

는 과정에는 세포 내 칼슘 이온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5]. 

또한 타액선의 약 70%는 설하선에서 분비되며 약 20%만이 이하선

에서 생성되지만, 이하선 타액 분비는 미각 자극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자극성 타액 분비 메커니즘의 중요한 중재자는 

칼슘 이온 임이 선행논문들을 통해 연구되었다[25].

또한 칼슘 이온은 타액의 분비 촉진 뿐만 아니라 인체 내 

경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부분은 뼈와 

치아 등 경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저장되나, 그 외의 칼슘 이온은 

세포 내에 존재하며 호르몬 분비와 혈액 응고 과정 및 효소와 

신경전도 조절 등의 다양한 생체 신호 또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생체표식(biomarker)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16],[17].

이와 더불어 칼슘 이온은 타액선 세포를 자극하여 타액 분비를 

촉진하며, 계속적으로 치면에 접촉함으로써 법랑질의 재광화와 

치아우식증 유발 세균의 치아면 부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신호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타액의 완충 능력

과 구강 내 pH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도 있다[26-29].

이렇듯, 타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타액 칼슘 농도와 전신질환의 상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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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일반

인 군에서의 타액 내 평균 칼슘 농도는 35-108mg/L로 측정되었

으나, 환자군인 흡연자[14], 당뇨병 환자[21], 임신[18],[30], 폐

경기 골다공증[16], 강심제 독성 환자[16]에서는 높았다고 한다.

또한 선행연구 중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를 분석한 방법으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26], 칼슘 전극법[30], 광도계법[17]과 원자 

흡수 분광법[8],[14],[16],[30]으로 측정하였으나, 선행 연구들의 

칼슘 이온 농도 측정값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부교감신경 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자극성 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설탕 및 탄수화물은 

자극성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나, 이는 개인의 구강 환경과 전신상

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연구한 이 등의 논문 결과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15].

그러나, 부교감신경 자극에 의하여 증가한 세포 내 칼슘 이온

은 전체의 40%가 단백질에 결합하고, 10%는 음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하며, 전체의 50%만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검출할 수 

있는 자유 이온화 칼슘으로 알려져 있다[31]. 따라서, 타액 내 

칼슘 이온을 검출하는 방법의 일종인 칼슘 전극 법은 불화물 

분석에서 자유 이온 뿐만 아니라 복합 이온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전극법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방법과 비교될 필요

가 있으며, 타액은 습도 및 건조 조건에 따라 이온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액 내 칼슘 이온을 이온 크로마토그

래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칼슘 이온의 단위 또한 무게 

비율인 ㎎/ℓ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고자 하며, 

칼슘 이온은 양이온 중의 하나이기에 음이온 관능기의 고정상 

및 황산(




) 이동상을 사용하여 분리한 후 양이온 억제 전도

도 검출기(cation suppressed conductivity detector)로 이동하여 

칼슘 이온의 전도도 및 감도를 높여 최적화 시킨 후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로 분석하였고, 1-50㎎/ℓ 범위 내에서 0.9996 이상의 

우수한 선형성과 0.047㎎/ℓ의 검출한계(LOD), 0.141㎎/ℓ의 

정량한계(LOQ)를 보였다.

구강검진과 전신질환 문진을 통하여 구강 및 전신질환자와 

흡연자를 제외한 건강한 20대 여성 3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여 설탕물(자당과 포도당)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탕물로 양치하기 전의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39.7±8.7㎎/ℓ와 41.1±3.7㎎/ℓ이었으나, 자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에는 38.4±12.1㎎/ℓ

로 약간 떨어졌으나, 5분 후 48.1±12.6㎎/ℓ로 급격히 높아졌고

(p<0.05), 10분 후 45.9±10.3㎎/ℓ(p<0.05), 20분 후 40.2±8.6㎎/ℓ

(p<0.05), 30분 후 39.0±9.4㎎/ℓ(p<0.05), 45분 후 38.1±8.1㎎/ℓ, 

60분 후 37.5±7.6㎎/ℓ로 서서히 감소되었다. 포도당 용액으로 양치

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 37.3±6.9㎎/ℓ

로 떨어졌으나, 5분 후 48.6±11.1㎎/ℓ로 자당과 같이 급격히 

높아졌고(p<0.05), 10분 후 43.1±7.1㎎/ℓ(p<0.05), 20분 후 

41.6±3.6㎎/ℓ, 30분 후 40.4±3.2㎎/ℓ, 45분 후 39.9±2.6㎎/ℓ, 

60분 후 38.7±8.3㎎/ℓ로 서서히 감소되었으나, 자당에 비해 

포도당으로 양치할 경우 더 빨리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즉,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설탕물(자당, 포도당) 양치 후 즉시 모두 

떨어졌으나, 양치 5분 후 빠르게 증가되었고, 양치 후 20분까지 

서서히 감소되어 설탕물 양치 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에 

근접하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p<0.05).

대조 타액과 설탕물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

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조 타액과 자당 용액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양치 후 즉시 채취한 타액(r=0.52)과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r=0.53)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대조 타액과 포도당 용액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양치 후 5분 뒤에 채취한 타액(r=0.35)와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

(r=0.52)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자당과 

포도당 양치 간의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성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구강 pH의 스테판 곡선과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설탕물 양치 5분 후에 얻은 타액에서 가장 

높았지만, 설탕물 양치 20분 후에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로 

회복되었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아의 탈회는 당 대사 후 

타액 산성화 및 무기질의 용해 과정 이후에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설탕물(자당과 포도당) 양치 전과 후의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함량은 선행연구와 같이, 엄청난 개체 간 변이를 나타내며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자극에 쉽게 변화되는 인체의 개별 특성으

로 칼슘 이온 함량을 표준화하거나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타액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온 농도와 

변이 및 각 화합물과의 관계 또는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20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별과 나이 변수의 비교가 불가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별에 따른 비교도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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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타액은 칼슘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암모늄 등의 양이온과 음이온, 무기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평가되지 않은 타액 내 성분에 의한 정성 분석과 

다각도의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논문은 

자극성 타액 내 칼슘 이온의 정량 분석만 연구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논문은 자극성 타액과 비 자극성 타액의 성분 비교와 

구강 및 전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설탕물(자당과 포도당) 양치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

한 20대 여성 3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타액 샘플은 4시간 

전 부터 음료 및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잇솔질을 삼간 채 

채취하였기에, 간섭 인자로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도록 설계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타액 샘플은 50㎎/ℓ까지 우수한 선형성

(

>0.9996)을 보였고, 선형 방정식의 기울기는 0.6264이며, 

검출한계(LOD)는 0.047㎎/ℓ, 정량한계(LOQ)는 0.141㎎/ℓ

로 분석되었다.

2. 타액 시료 샘플의 칼슘 이온 함량과 설탕물 양치 후의 평균 

농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탕물은 자당과 포도당을 

사용하였고, 자당으로 양치하기 전의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39.7±8.7㎎/ℓ이며, 포도당으로 양치하

기 전의 대조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41.1±3.7㎎/ℓ

이었다.

3. 자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에는 38.4±12.1㎎/ℓ로 약간 떨어졌으나, 5분 후 

48.1±12.6㎎/ℓ로 급격히 높아졌고, 10분 후 47.7±12.7㎎/ℓ, 

20분 후 45.9±10.3㎎/ℓ, 30분 후 43.5±9.4㎎/ℓ로 서서히 

감소되었고,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4. 포도당 용액으로 양치한 후 타액 내 칼슘 이온의 평균 

농도는 양치 직후 37.3±6.9㎎/ℓ로 떨어졌으나, 5분 후 

48.6±11.1㎎/ℓ로 자당과 같이 급격히 높아졌고, 10분 후 

43.1±7.1㎎/ℓ로 서서히 감소되었고,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자당에 비해 포도당으로 양치할 

경우 더 빨리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5. 대조 타액(Control)과 설탕물(자당, 포도당) 양치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

다. 자당 용액으로 양치 후 즉시 채취한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수는 r=0.52이며,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수는 r=0.53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6. 대조 타액(Control)과 포도당 양치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의 상관계수는 양치 후 5분 뒤에 

채취한 타액에서 0.35, 20분 뒤에 채취한 타액 내에서 0.52

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즉,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자당과 포도당 용액 양치 후 

즉시 떨어졌으나, 양치 5분 후 빠르게 증가되었고, 양치 후 20분까

지 서서히 감소되어 설탕물 양치 전 타액 내 칼슘 이온 농도에 

근접하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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