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구강질환의 발생은 복잡한 요소가 상호작용하여야 하며 구강

질환의 발생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구강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

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

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 위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구취란 입을 통하여 나오는 호기의 냄새로서 이로 인해 불쾌감

을 야기하는 냄새를 일컫는다[1]. 구취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나는 냄새로 인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구취는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의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전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구취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구취는 주로 음식물 잔사, 타액, 탈락된 

구강점막 세포에서 유래되는 입안에 있는 단백질을 구강 세균이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기체인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 VSC)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이 외에도 구강 질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혀 질환), 타액 분비 감소, 편도 질환, 

축농증 등과 같은 비강질환, 위역류 질환, 당뇨, 신장⋅폐⋅간질환

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BB Checker(Bad Breath Checker)는 비교적 간편하여 휴대용으

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3], 휘발성 황화합물(VSC)를 포함한 

구강 내 여러 가지 구취가스를 복합적으로 측정해 수치화하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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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목적으로 타액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4], 최근에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취와 관련된 7가지 타액 인자

를 쉽고 간편하게 구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타액 다중 검사 

시스템인 SILL-Ha ST-4910이 개발되어 타액을 이용한 종합적

인 구강 건강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5]. 타액을 이용한 수소이온 

농도, 유출량, 점조도, 완충작용 등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간편하며 효율적인 장점이 있으며, 이는 구강환경

관리능력을 예측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으며, 

치아우식활성도와 구강청결도, 치은건강상태까지 예측이 가능

한 방법이다.

구강건강행위가 중요하여, 구강질환 예방법 및 관리법에 대한 

실용적 물질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약 

물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화학적 물질을 

대신할 차세대 항생제로 천연 추출물을 적용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 가시오가피(Acanthopanax senticosus)는 한

반도와 시베리아 및 중국의 고지대에 자생하는 다년생 낙엽관목

으로서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불리며 약용으로 사용되어왔다. 

효능으로 정장작용과 항산화 작용, 방부 효과, 피로회복, 면역기

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9]. 현재 가시오가피 우리나라에서 

식품원료로 고시되어 있으며 최근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

에도 응용되고 있다[10]. 구강질환의 관련된 연구로는 염증성 

질환인 구강칸디다증의 원인균인 Candida albicans(C.albicans)

에 대한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확인한 연구[11]는 

있으나 임상적 효과를 근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병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를 

활용하여 화학성분에 함유하고 있는 구강 가글제와 천연성분인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적용한 구강 가글제 사용에 따른 구취의 

변화 및 타액분석을 통한 구강환경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가시오가피 추출물 획득

본 연구에 사용된 가시오가피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재배되었

으며 (주)청명약초에서 구입하였다. 분쇄한 가시오가피 100g에 

70% 에탄올을 첨가한 후 60°C에서 12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

은 여과지(Advantec No. 2, To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하였

고, 가시오가피 추출물은 회전식 진공 증발기(N-1300E.V.S. 

EYELA C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농축된 가시오가피

는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South Korea)를 이용하여 동결건

조하여 가시오가피 분말을 얻었다. 최종 샘플은 사용할 때까지 

-20°C에서 보관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K대학 치위생학

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관한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구강 환경을 위하여 가벼운 스케일링을 수행하였다. 스케

일링을 마친 후 회복기간으로 1주일 후 연구가 개시되었다. 동일

한 칫솔과 치약을 제공하고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교육하였

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양파나 마늘과 같은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 및 가글 이후에는 어떠한 음식 섭취를 금지하

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구강세정제 종류를 알지 못하게 

라벨링하여 제공하였고 아침에 기상 직후와 잠들기 직전에 가글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총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1은 멸균증류수 

5ml 적용, 그룹2는 리스테린 가글제 5ml 적용, 그룹3은 0.2mg/ml 

가시오가피 추출물 5ml을 적용하여 30초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

에 2번 가글을 시행하고 총 4일간 반복하였다.

3. 구취측정

구취 측정은 BB Checker(mBA-21, Plustech, Korea)을 사용

하여 구취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강내 가스 측정(OG)은 OG버튼

을 눌러 18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이때 마우스피스(종이관)

를 프로브에 씌운다.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거나 

입을 열지 않도록 한다. 카운트다운 5초 전 ‘삐’ 소리가 울리며, 

0이 되면 다시 15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 때 마우스피스를 

씌운 프로브를 입에 물게 한 후, 15초간 입으로 숨을 쉬지 않도록 

하여 OG 측정을 시행하고 화면에 출력되는 측정값을 기록하였

다. 호기 가스 측정(EG)은 EG버튼을 누른 후 3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거나 입을 열지 

않도록 한다. 카운트다운 5초 전 ‘삐’ 소리가 울리면 프로브를 

꺼내고 0초일 때 프로브를 구강 내에 삽입한다. 마우스피스를 

씌운 프로브를 입에 물게 한 후, 15초간 길게 숨을 내뱉도록 

하여 호기 가스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구취 정도의 판정기준은 

BB checker의 측정 구취 값 정의에 의해 분석하였다 <Table 

1>. 구취 측정은 가글 사용 전과 직후, 그리고 사용 1일 차, 

2일 차, 3일 차 총 5번 변화를 양치나 수분이 없는 공복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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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직후 관찰하였다.

4. 타액측정

타액측정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각 참가자는 3ml의 증류수

로 10초간 멸균증류수로 구강 내 전체를 가볍게 헹구고 멸균 

튜브에 뱉고 측정스트립 7개 패드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시료

를 채취하여 각 패드에 한 방울씩 점착한다. 측정스트립 홀더에 

장착하고 나서 커버를 닫아준다. 측정 시간인 5분 후 자동으로 

측정 결과를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액측정 시스템인 

Sill-Ha ST-4910(Arkray Inc., Kyoto, Japan)의 검사시스템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진다. 측정 결과는 치아 건강도(우식성 박테

리아, 산성도, 완충능), 치은 건강도(혈액, 백혈구, 단백질), 구강 

청결도(암모니아)와 관련된 3단계로 판정이 가능하며, 7가지 

항목을 한 번에 측정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평균수치는 치아건강도인 우식성 박테리아는 37, 산성도 43, 

완충능 36이고 치은건강도인 혈액은 22, 백혈구는 49, 단백질은 

43이며 구강청결도인 암모니아는 53으로 정상표준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구강양치액 종류에 따른 BB 

checker를 통한 구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법

(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 Tukey’s test를 시행하였다. 

구강양치액 종류에 따른 치아건강, 치주건강, 구강청결 및 구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test)을 시행하였다. 또한, 처치 전과 후의 치아건강, 

치주건강, 구강청결도, 구취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구강세정제 적용에 따른 구취변화

OG, EG에 대한 구취측정의 결과는 멸균증류수 가글에 비하여 

리스테린과 오가피 추출물 구강양치액으로 가글 시 분명한 효과

가 나타났다<Table 2, 3>. 화학성분을 함유한 리스테린과 천연성

분을 함유한 가시오가피 구강양치액은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구취측정에 따른 수치상 가시오가피 구강양

치액은 그룹에서 분명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2. 타액측정 통한 치아건강 변화 분석

시간에 따른 치아건강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Quality Classify Halitosis degree

Numerical 

value

0-50BBV Normal

50-70BBV A bit of air breath

70-90BBV A quite strong air breath

90-100BBV A very strong air breath to the extent 

of needing a treatment

<Table 1> B/B checker criteria

Group Baseline After gargling After 1day After 2days After 3days

Distilled water EG 88.25± 4.27a 87.50± 5.57a 90.50± 7.33a 85.25± 5.12a 80.50±13.63a

Listerine(Natural green tea) EG 86.50± 7.23b 97.25± 4.65b 96.25± 6.24b 93.5± 6.42b 84.00± 4.24b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EG 62.75±14.59b 42.75±27.44b 44.25±15.69b 16.25±17.95b 17.00±20.96b

*

p-value 0.023* 0.031* 0.001* <0.001* 0.001*

*p-values are determined by one-way ANOVA and Tukey tests (p<.05).

<Table 2> EG valu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BB checker

Group Baseline After gargling After 1day After 2days After 3days

Distilled water OG 65.00±42.02a 78.00± 3.16a 85.75±12.12a 76.50±11.00a 75.00±6.53a

Listerine(Natural green tea) OG 86.25±5.74a 96.50± 3.51b 95.75± 9.18b 94.5 ± 6.56b 74.25±8.18b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OG 33.00±22.99a 30.50±10.38b 20.75±23.66b 15.75± 7.04b 9.25±9.03b

*

p-value 0.284 <0.001* 0.002* <0.001* 0.000*

*p-values are determined by one-way ANOVA and Tukey tests (p<.05).

<Table 3> OG valu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BB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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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균차이는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아(p<.05) Huynh-Feldt

로 확인하였고, .04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제조사

에서 제공하는 우식성 박테리아 평균수치 37, 산성도 평균수치 

43, 완충능 평균수치 36이 정상표준기준이다. 치아건강의 3가지 

하위항목 모두 반복측정 시점에 따라 평균 차이는 집단의 구분 

없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아건강의 변화 양상도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4>.

3. 타액측정 통한 치주건강 변화 분석

치주건강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차

이는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아(p<.05) Huynh-Feldt로 확인하였

고, .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제조사에서 제공하

는 혈액 평균수치 22, 백혈구 평균수치 49, 단백질 평균수치 

43이 정상표준기준이다. 치주건강의 3가지 하위항목 모두 반복

측정 시점에 따라 평균 차이는 집단의 구분 없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주건강의 변화 양상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5>.

4. 타액측정 통한 구강청결 및 구취변화 분석

구강청결 및 구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차이는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아(p<.05) Huynh-Feldt

로 확인하였고, .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제조사

Group Ingredient Baseline After gargling After 1 day After 2 day After 3 day Source F p

Distilled water Blood 34.90±7.87 23.70± 3.69 26.85± 5.14 34.45± 3.56 28.25±19.01 Blood

Leukocyte 56.40±15.68 58.10±10.12 57.75±17.46 58.10±23.38 61.10±12.66 group

time

group*time

21.217

7.954

4.953

<.001

<.001

<.001Protein 67.20±10.48 52.80±19.50 22.95±17.49 35.15±13.84 36.60±11.11

Listerine

(Natural green tea)

Blood 17.10±11.44 12.55± 8.61 15.60± 5.75 22.90±7.83 19.05± 5.73 Leukocyte

Leukocyte 37.35± 6.22 63.05±13.58 68.45±18.65 80.95± 8.55 33.30±29.95 group

time

group*time

15.088

20.789

13.235

<.001

<.001

<.001Protein 28.35±14.28 15.40±12.32 14.00±13.82 29.15±16.75 33.70±14.97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Blood 11.15±11.41 17.95± 9.58 22.50±14.72 21.60± 7.95 19.60±11.29 Protein

Leukocyte 31.50±33.21 31.65±25.45 23.80±23.42 66.20± 9.75 44.25±20.61 group

time

group*time

22.554

23.405

18.690

<.001

<.001

<.001Protein 27.05±13.93 23.30± 7.03 27.65±15.61 27.30±13.09 35.10± 6.48

*p-values are determined by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p<.05).

<Table 5> Comparison of average levels of periodontal health status of blood, white blood cells and protein

Group Ingredient Baseline After gargling After 1 day After 2 day After 3 day Source F p

Distilled water Carious 

bacteria
37.95±21.25 37.45± 6.91 29.90±14.39 26.30±12.34 35.85± 2.08 Carious bacteria

Acidity 35.20±31.47 22.55±14.65 66.80±18.09 74.15± 8.55 79.35± 8.71 group

time

group*time

13.092

6.555

11.488

<.001

.013

<.001
Buffering 

capacity
80.15±33.09 77.00±23.32 16.85± 7.60 21.90± 6.69 20.50± 8.14

Listerine

(Natural green tea)

Carious 

bacteria
18.35± 9.07 26.20±24.34 20.35±18.89 16.55±17.85 7.65±12.33 Acidity

Acidity 55.45±15.36 58.75±13.16 61.55±10.84 87.00±16.27 62.80±25.12 group

time

group*time

15.140

50.013

52.633

<.001

<.001

<.001
Buffering 

capacity
24.75±25.99 34.70±21.96 18.05±10.19 22.30±14.14 32.65±17.54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Carious 

bacteria
37.00±24.82 10.45±17.87 13.60±22.79 25.90±22.38 37.00±27.98 Buffering capacity

Acidity 52.55± 9.48 50.90±15.50 41.65±12.98 51.35± 8.51 34.85±13.10 group

time

group*time

14.968

21.350

53.170

<.001

<.001

<.001
Buffering 

capacity
21.80±12.27 18.05±21.28 26.45±18.31 28.00±11.15 38.65± 3.17

*p-values are determined by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p<.05).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levels of dental health status of carious bacteria, acidity, buffer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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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암모니아 평균수치 53이 정상표준기준이다. 구강청

결 및 구취의 3가지 하위항목 반복측정 시점에 따라 평균 차이는 

집단의 구분 없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강청결 및 구취의 

변화 양상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6>.

5. 구강세정제 적용 전⋅후에 따른 타액변화와 구취의 

상관관계

치아건강은 치주건강과 관련성 있었고, 치주건강은 구강청결

도와 관련성 있었다. 가글 후에는 치아건강은 구강청결도와 구취

가 관련성이 있었고, 치주건강은 구강청결도와 구취가 관련성이 

있었다(p<.05)<Table 7>.

Ⅳ. 고찰

구강질환은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조기치료 및 질병 발생 자체

를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구강건강행위는 개인의 구강건강행

위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고 치아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전신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12].

현대인들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주 사용하

는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종류도 치약과 칫솔에서 구강양치액과 

치간관리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구강양치액은 구강질

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구취제거와 치아의 미백에

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13]. 구강양치액 시장 규모도 다른 구강용품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구강양치액의 판매 규모는 

2009년 200억원에서 2010년에는 20.3%정도 성장하였으며, 

2013년 430억원, 2014년도 48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였다[14]. 반면 구강양치액의 문제점으로는 화학제재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구강 내 미생물총 뿐 아니라 장관 미생물

총에도 혼란을 초래하여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 구토나 설사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15]. 이에 

천연물질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왔다. 천연물질을 활용한 구강양치액은 앞서 언급

한 화학 약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체에 친화적인 제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백 연구[16]에 의하면 천연물질인 몰약(myrrh), 

라타니아(ratanhi), 카모밀레(chamomilla)에 의한 구강 내 병원

균에 대한 항균효과나 항균작용이 관찰되었다. 또한, 인진쑥은 

Group Ingredient Baseline After gargling After 1 day After 2 day After 3 day Source F p

Distilled water Ammonia 83.20±34.47 80.35±20.89 60.10±16.86 63.00±23.06 38.25±12.74 Ammonia

EG 88.60± 3.50 87.55± 4.36 90.95± 5.94 86.60± 4.52 80.60±10.86 group

time

group*time

3.625

30.831

2.288

.033

<.001

.022OG 73.65±30.90 77.30± 2.75 83.70± 9.57 74.30±10.47 73.40± 5.57

Listerine

(Natural green tea)

Ammonia 80.35±20.89 67.35±32.36 49.10±21.38 42.90±23.75 50.50±33.78 EG

EG 87.45± 5.91 97.00± 4.46 95.80± 5.95 93.50± 3.10 83.40±3.84 group

time

group*time

457.872

48.194

28.829

<.001

<.001

<.001OG 85.45± 4.73 96.75± 3.21 94.75± 8.57 94.60± 6.38 74.95± 7.70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Ammonia 62.80±26.13 72.25± 8.98 44.95±31.41 48.20±12.66 33.65±16.29 OG

EG 61.15±13.47 38.55±22.43 42.15±13.57 12.45±13.31 14.50±19.08 group

time

group*time

512.653

14.323

6.214

<.001

<.001

<.001OG 32.30±21.11 28.50±10.19 17.95±21.76 15.95± 6.23 8.65± 8.10

*p-values are determined by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p<.05).

<Table 6>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according to changes in ammonia and bad breath

Dental 

health

Periodontal 

health

Oral 

cleaning 
Halitosis

Baseline

Dental health 1

Periodontal health .771** 1

Oral cleaning .178 .446* 1

Halitosis .047 .098 .071 1

After gargling

Dental health 1

Periodontal health .251 1

Oral cleaning .361** .774** 1

Halitosis .648** .281* .010 1

*p-values are determined by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p<.05).

<Table 7> Cor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periodontal health,

oral cleaning, and halitosis before and after gar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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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발생되는 다양한 구강질환의 원인균에 대해 항균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7]. 이처럼 천연물질은 구강 내에 존재하는 

유해균을 억제시킴으로 구강 내 질환을 포함하여 구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시오가피를 함유한 구강양치액 적용에 따른 구강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구취측정 결과, 리스테린과 가시오가

피 구강양치액은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화학적성분을 함유한 리스테린보다 천연성분을 함유한 가시오

가피 구강양치액은 구취 수치가 분명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천연물질인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활용한 구강양치액 

사용은 구취개선 및 제거에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천연물질과 구취개선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에서도 관찰해볼 

수 있다. 윤 연구[18]에 따르면 천연양치액(계피) 적용 실험 후 

사용 효과는 ‘구취제거’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량감’ 

25.0%, ‘건조감 해소’ 16.7%, ‘치태제거’ 8.3%, ‘치아우식예방’, ‘치주

병 예방’ 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연양치액(계피)을 사용 

한 실험군의 대부분에서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원인균의 현저

한 감소를 보여주어 천연양치액의 사용이 구취개선과 구강미생

물의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연구[19]에 따르면 매실추출물을 함유한 녹차 구강 스프레이

의 휘발성 황화합물 억제율은 1주후 79.91%, 2주후 91.92% 감소

로 천연물질의 구취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천연

물질을 활용한 구강세정제는 구취 개선 및 구취억제에 효과적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액은 수분 99%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미만의 유기 

및 무기성분으로 구성되어 구강 내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며

[20], 완충작용과 항균작용, 항바이러스작용, 항진균작용, 조직

코팅작용, 윤활작용, 석회화작용 및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

[21]. 최근에 타액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쉽게 구강상태을 

예측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었다[22]. 최근 간편하게 검사하는 

Sill-Ha ST-4910 타액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3]. 그러나 아직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타액 측정시스템을 통하여 구강환경관리 상태를 수치화하여 

구강병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구강세정제 적용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타액 분석을 통하여 

구강환경변화를 측정한 결과, 치아건강에 관한 분석은 증류수로 

가글 전, 가글 직후는 우식성 박테리아와 완충능 수치는 평균수치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산성도 수치는 평균수치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1,2,3일차에는 우식성 박테리아와 완충능 수치는 평균

수치기준 이하, 산성도 수치는 평균수치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리스테린 가글의 경우 우식성 박테리아와 완충능 수치가 연구기

간 동안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냈으며, 산성도 수치는 평균수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가글제 사용의 

경우, 우식성 박테리아 수치가 가글전과 3일차에는 평균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외에는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다. 산성도 

수치는 가글 전과 가글 직 후, 2일차에 평균수치 이상이였으며 

이외에는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다. 완충능 수치는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3일차 평균수치 이상을 나타냈다. 우식성 

박테리아와 산성도 수치가 높을수록 구강환경이 불량해지며, 

완충능 수치는 낮을수록 구강환경이 불량해지는데, 증류수 또는 

리스테린으로 가글 후 산성도와 완충능 수치가 불량구강환경을 

형성하는 수치였으나 가시오가피 추출물 가글 후에는 우식성 

박테리아, 산성도, 완충능의 수치가 불량구강환경을 형성하지 

않으며 구강청결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주건강에 관한 분석은 증류수로 가글 후 혈액 수치는 평균수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백혈구 수치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수치 이상

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수치는 평균수치 이상을 나타내다 가글 

1,2,3일차에 평균수치 이하를 보였다. 리스테린의 경우 혈액수치

는 2일차에만 평균수치 이상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는 평균수치 

이하를 나타냈고 백혈구 수치는 3일차에 평균수치 이하를 나타

냈으며, 이외에는 평균수치 이상을 나타냈다. 단백질 수치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다. 가시오가피 추출물 

가글은 혈액 수치가 1일차를 제외하고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

고 백혈구 수치는 2일차를 제외하고 평균수치 이하였으며 단백

질 수치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수치 이하로 나타났다. 혈액, 백혈

구, 단백질 수치가 높을수록 불량구강환경을 의미한다. 증류수로 

가글한 경우 혈액과 백혈구 수치가 평균기준 이상으로 불량구강

환경을 형성하였다. 반면, 리스테린으로 가글한 경우 혈액과 

백혈구 수치가 3일차에 평균수치 이하였으며, 가시오가피 추출

물로 가글 후 혈액은 1일차, 백혈구는 2일차에 평균수치 이하를 

나타냄으로써 청결한 구강환경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구강청

결에 관한 분석은 증류수 가글의 경우, 2일차까지 암모니아 수치

가 정상표준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일차에는 정상표준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리스테린과 가시오가피 추출물 가글의 경우, 

가글 직 후에는 평균수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2,3일차에 평균

수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시오가피 추출

물을 함유한 구강세정제는 타액분석을 통하여 치아건강, 치주건

강, 구강청결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액변화를 

통한 치아건강, 치주건강, 구강청결은 구취와 관련성이 있음을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10 No. 1 March 2022

68

보고하였고 이는 홍 연구[24]에서도 타액은 구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액은 구취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적용은 구강관리제제

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이며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구강양

치액의 사용은 효율적으로 구강건강수준을 증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타액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연구

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기를 통한 치아건강과 치주건강을 통한 

치아우식과 치주병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과 임상적 적용을 통하여 구강병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치과진료실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천연물질인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활용한 구강세정제 사용은 

구취제거 및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임으로 화학물질이 함유된 

구강세정제에 비해 구강에 유용한 구강건강관리용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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