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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판 구강양치액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민지현†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치위생학과

Influence of Some Commercially Available Mouthwashes on Teeth
Ji-Hyun M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8503,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emical properties of some commercially available mouthwashes and to ascertain whether the
mouthwashes accelerated mineral loss in dental enamel. Five commercially available mouthwashes were selected from the three largest malls in
Korea: Perio Total 7 Aqua Cool Mint Strong FreshTM (PS;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Garglin Original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Garglin Zero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Listerine Naturals CitrusTM (LC; IDS Manufacturing Ltd.), and Listerine Cool MintTM (LM; IDS
Manufacturing Ltd.). The composition,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the mouthwashes were investigated. Six bovine teeth specimens were prepared
for each mouthwash group. Each of the six specimens was individually immersed in 30 ml aliquots of mouthwash for 1 minute, 30 minutes, 90
minutes, and 120 minutes, and the samples were placed in a 36.5oC stirred incubator. The degree of mineral loss (∆F) of the tooth surface area
exposed to mouthwash, compared with normal teeth, was analyzed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The difference in ∆F among
mouthwash groups was examined by the Kruskal-Wallis H test (=0.05). The contents of mouthwashes differed between Listerine and other
products, and the pH ranged from 4.09 to 6.75. The titratable acidity of PS was the lowest at 0.63 ml and highest at 9.25 ml for LM. Minor mineral
loss was observed when dental specimens were immersed in the Listerine products (LC and LM) for more than 90 minutes, but the degree of mineral
loss for Listerine produc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for groups without mineral loss. In conclusion, all five commercially
available mouthwashes showed no harmful effects on tooth 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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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받은 예방적 구강보건전문가로서1)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킴으로써 전반적
인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2). 미국치과위생사협회에서
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임상가, 기업인, 보건인, 교육자, 관
리자, 사업가로 정의하고 있다1). 특히 임상가로서의 치과위
생사는 대상자에게 구강질환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서비스, 구강질환의 정지 및 관리를 위한 치료서비스,
임상치위생 관리의 예방적이며 치료적인 면에 대한 교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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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2). 교육서비스에는 구강질환 및
건강과 관련된 개념 설명과 칫솔질 및 치실질과 같은 교육
에 있어 자가구강관리 기술 시연, 학습 강화, 이해도 평가,
수행능력 평가가 해당된다2).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의 요구와
구강상태에 맞는 구강관리용품을 근거에 기초하여 선택적
으로 추천해줄 수 있어야 한다3). 이를 통해 대상자의 구강건
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
사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보다 앞서서는 시판 구강관리용품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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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주제에 대한 검색 엔진인 PubMed
에서 ‘oral care products’의 주제어로 검색되는 논문의 편수
4)
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일 뿐만 아니라 국내 구
5)
강관리용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구강관리용품
에는 칫솔, 치실, 치간칫솔과 같은 물리적으로 치면세균막
을 제거하는 용품과 치약과 구강양치액과 같은 화학적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용품이 있다. 특히 구강양치액은 대
표적인 화학적 치면세균막 제거 용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의해 제조기준 및 허가기
5)
준 등이 관리되고 있다 . 구강양치액은 성분에 따라 효능의
6)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pH 4.0 이하의 낮은 산도를 가지는
구강양치액은 치아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이 이전 in
7)
situ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 3.45의 낮은 pH를 가지는
구강양치액이 치아의 경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
8)
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구강양치액에 대한 화학적
인 특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일부 구강양치액의 화학
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 일부 시판 구강양치액이 치아의 무
기질 소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구강양치액의 선정
국내 3대 대형마트에서 공통으로 시판되는 구강양치액 5
개 제품을 연구 재료로 선정하였다. 제품명은 페리오토탈7
스트롱후레쉬(PS;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Cheongju, Korea), 가그린 오리지널(GO; Dong-A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 가그린 제로(GZ;
Dong-A Pharmaceutical Co., Ltd.), 리스테린 시트러스
(LC; IDS Manufacturing Ltd., Bangkok, Thailand), 리스
테린 쿨민트(LM; IDS Manufacturing Ltd.)였다.

Tokyo, Japan)를 5 l씩 첨가하여 neutral pH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NaOH 양을 계산하였다. 이때 구강양치액에
NaOH가 잘 혼합되도록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였으며, 제품
별로 2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3. 구강양치액이 치아의 무기질 소실 정도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소의 영구 절치(bovine
anterior teeth)를 선별하여 5 mm×8 mm로 저속 핸드피스와
다이아몬드 디스크(NTI-Kahla, Kahla, Germany)를 이용
하여 절단한 뒤 탄화규소 종이(Allied High Tech Products
Inc., Rancho Dominguez, CA, USA)를 단계적으로 600
grit까지 사용하여 편평하게 하였으며 총 30개를 제작하였
다. 이후 법랑질 표면 5 mm×4 mm를 제외한 나머지 표면에
는 내산성 바니쉬를 도포하였다.
각 군의 구강양치액 30 ml에 6개씩의 우치(bovine tooth)
시편을 1분, 30분, 90분, 120분간 침적하였다. 이때 우치를
o
침적시킨 구강양치액은 36.5 C의 100 rpm으로 작동하는
교반 배양기에 위치시켰다. 1분, 30분, 90분, 120분 후 각각
시편의 표면을 세척하고 완벽히 건조한 후에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QLF-D) (QLF-Digital
TM
Biluminator ; Inspekotr Research Systems, Amsterdam,
The Netherlands)을 이용하여 정상치아 대비 구강양치액 노
출 부위의 무기질 소실 정도(∆F)를 분석하였다. QLF-D는
1600 ISO 감광도, 1/45초 셔터 스피드와 3.2의 조리개 값의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4. 통계분석
Shapiro-Wilk test 결과 구강양치액군 간의 ∆F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Kruskal-Wallis H검정을 시행하
여 군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0.05). 모든 통계분
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결 과
2. 구강양치액의 화학적 특성
선정한 구강양치액의 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고자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제품의 산도(pH)와 적정산도(titratable acidity)를 조사
TM
하였다. pH는 calibration을 진행한 pH meter (Orion
3-Star Benchtop pH 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제품별로 2회 반복 측정
하였다. 적정산도는 100 ml의 양치액에 1 M NaOH
(sodium hydroxide; Tokyo Chemical Industr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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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양치액의 화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5종류의 구강양치액의 구성성분은
Table 1과 같았다. 리스테린을 제외한 3개의 제품 내에는 불
화나트륨(sodium fluoride)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첨가되
어 있었으며, GO제품에만 에탄올이 8% 함유되어 있었다.
리스테린 LC제품, LM제품의 주성분은 에센셜 오일
(essential oil)이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조사한 5종류의
구강양치액의 pH는 4.09∼6.75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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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Components of the Mouthwashes

Product
name
PS
GO
GZ
LC
LM

Major components
Sodium fluoride, cetylpyridinium chloride
Sodium fluoride, cetylpyridinium chloride, ethanol 8%
Sodium fluoride, cetylpyridinium chloride
Eucalyptol, thymol, methyl salicylate, menthol
Eucalyptol, thymol, methyl salicylate, menthol

PS: Perio Total 7 Aqua Cool Mint Strong FreshTM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GO: Garglin Original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GZ: Garglin Zero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LC: Listerine Natural
CitrusTM (IDS Manufacturing Ltd.), LM: Listerine Cool MintTM
(IDS Manufacturing Ltd.).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the Mouthwashes

Product name
PS
GO
GZ
LC
LM

pH
6.75±0.03
6.29±0.16
6.28±0.00
4.15±0.18
4.09±0.14

Titratable acidity (ml)
0.63±0.18
1.56±0.27
2.81±0.44
5.75±0.35
9.25±0.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itratable acidity was determined as the volume of 1 M NaOH
required to raise the pH of 100 ml of the mouth rinse to pH 7.0.
PS: Perio Total 7 Aqua Cool Mint Strong FreshTM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GO: Garglin Original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GZ: Garglin Zero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LC: Listerine Natural
CitrusTM (IDS Manufacturing Ltd.), LM: Listerine Cool MintTM
(IDS Manufacturing Ltd.).

타났으며, 가장 낮은 산도를 보이는 제품은 LM이었으며, 가
장 높은 산도를 보이는 제품은 PS였다. 적정산도는 PS제품
이 평균 0.63 ml로 가장 적었으며 LM은 9.25 ml로 조사 제
품 중 가장 높은 적정산도 값을 보였다(Table 2).

2. 구강양치액이 치아의 무기질 소실 정도에 미치는 영향
구강양치액에 1분, 30분, 90분, 120분간 침적한 치아시편
의 표면 무기질 소실 정도를 QLF-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 PS, GO, LM에 침적한 시편에서는 120분의 침적시간
동안 무기질 소실이 관찰되지 않았다. LC와 LM제품에 침
적한 시편은 90분 이상의 침적에서 무기질 소실이 관찰되었
으나, 이는 무기질 소실이 발생하지 않은 PS, GO, GZ의
∆F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3).

Table 3. Mineral Loss of Tooth Specimen according to
Immersion Time of the Mouthwashes

Product
name
PS
GO
GZ
LC
LM
p-value

1 min
0
0
0
0
0
1.000

30 min
0
0
0
0
0
1.000

∆F value
90 min
120 min
0
0
0
0
0
0
−0.93±2.29 −0.85±2.08
−0.97±2.37 −0.88±2.16
0.540
0.5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obtained from the Kruskal-Wallis test.
PS: Perio Total 7 Aqua Cool Mint Strong FreshTM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GO: Garglin Original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GZ: Garglin ZeroTM
(Dong-A Pharmaceutical Co., Ltd.), LC: Listerine Natural
CitrusTM (IDS Manufacturing Ltd.), LM: Listerine Cool MintTM
(IDS Manufacturing Ltd.).

고 찰
개인 소비자의 행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개
9)
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 소비자들이 구강관리용품 중
치약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전 경험, 불소의 함량, 치과의사
10)
의 권유, 맛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치약 선
택기준 중 치약의 기능이 브랜드, 맛, 가격보다 만족도에 미
11)
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 또한 보조구
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치과에서 권장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나 자신의 판
12)
단, 광고나 홍보, 주변 사람의 권유 등의 비율도 높았다 .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대상자 구강 상태뿐만 아니라 앞서 기
술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최선의 구
강관리용품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시판 구강양치액의 경우, 성분의 종류
는 공개하고 있으나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그 효과를 파악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구강양치액의 성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불화나트륨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강양치액 중 3개의 제
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구강양치액 내
불화나트륨의 함량이 높으면 치아 부식을 줄이는 것으로 나
13)
타났다 . 또한 염화에틸파라디늄(cetylpyridinium chloride)
은 4급 암모늄 화합물로 세균의 세포막이나 세포질을 파괴
14)
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계면활성제이다 . 유칼립톨
(eucalyptol), 티몰(thymol), 살리실산메칠(methyl salicylate),
멘톨(menthol)은 에션셜 오일의 한 종류들로서 식물에서 추
15,16)
출한 방향성 또는 항균성을 가지는 정유이다
. 에센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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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은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 구강양치액 성분으로 사용하
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그람음성 혐기성
균 및 휘발성 황화합물 생성 박테리아를 줄이는 효과가 있
17)
었다 . 에탄올은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세균의 외벽막을 구
18)
성하는 지질을 녹여 살균작용을 한다 . 그러나 구강 내 세
균에 살균작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40%의 농도를 가져야 하
19)
며 10%의 농도는 효과가 없다 .
구강양치액의 pH는 치아의 무기질 소실에 영향을 미칠
20,21)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 보통 치아에 무기질 소실
21)
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 pH는 5.5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
에서 이용한 시판 구강양치액 5종 중에 pH가 5.5 이하인 제
품은 리스테린 두 개의 제품인 LC와 LM이었으며, 이 두 개
의 제품에서만 시편 침적 90분 후에 무기질 소실이 나타났
다. 그러나 임계 pH는 구강양치액을 사용하는 구강 내 타액
내 칼슘(calcium) 및 인산염(phosphate) 등의 농도, 또는 구
강양치액 내 함유되어 있는 칼슘, 인산염, 불소의 성분에 따
13,21,22)
라 변화한다
. 즉 용액 내 무기질 포화도가 치아의 구
성 성분인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보다 높으면 낮은
pH에서도 치아는 무기질 소실이 없거나 적게 일어날 수 있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시판 구강양치액 5종의
pH는 4.09∼6.75의 범위를 가졌으며, 이전 연구에서 조사
한 다양한 시판 구강양치액의 pH 범위인 3.45∼6.37보다
8)
약간 높은 편이었다 .
적정산도는 치아의 무기질 소실 및 치아부식에 주요한 영
20)
향 인자 중 하나이다 . 적정산도란 실험용액이 중성 pH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염기성 물질의 양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를 실제 구강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구강에 외부의 산성물
질이 영향을 주었을 때 구강의 pH가 다시 중성화되는 데 필
요한 상대적 시간을 의미한다. 즉 적정산도 값이 크면 구강
이 중성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구강 내 치아는 낮
은 산도에 오래 머물게 되므로 무기질 소실이 발생할 수 있
다. 본 연구결과 LM제품이 적정산도 값이 가장 높았고 PS
제품이 적정산도 값이 가장 낮았다. 또한 적정산도 값이 큰
리스테린 두 제품, LC와 LM에서 무기질 소실이 확인되었
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치아의 무기질 소실의 양과 QLF상에
23-25)
서의 형광소실 정도(∆F)에는 강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
이전 연구에서 pH 3.87의 리스테린 제품(Warner Lambert,
Morris Plains, NJ, USA)에 사람 치아를 15시간 동안 침적
한 경우 치아에 무기질 소실(∆Q=9.3±7.2; ∆Q는 병소의
2
범위[mm ]를 통합한 ∆F 값)이 발생됨을 QLF로 확인하였
26)
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의 pH는 4.15, LM의 pH는
4.09로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리스테린 제품보다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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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침적 시간도 120분으로 이전 연구보다 적었다. 따라서
치아에 무기질 소실이 이전 연구보다 적게 확인된 것으로
26)
생각된다 .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실상에서 우치를 이용하여 이루
어진 연구로 실제 사람의 구강에 실험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강양치액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성분
만을 확인하였으며, 화학적 특성과 치아 무기질 소실에 대
해서 제한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판 구강양
치액의 화학적 성분 및 특성과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
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시판되는 5종류의 구강양치액 제
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제품보다 리스테린 제품군들은 낮은 pH와 높은 적정
산도를 가졌다. 리스테린 제품, LC와 LM에 90분 이상 치아
시편을 침적하였을 때 매우 적은 무기질 소실이 확인되었으
나 통계적으로는 무기질 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05). 따라서 시판 구강양치액
5종 모두 치아의 법랑질에는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시판 구강양치액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
고, 구강양치액이 치아에 무기질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 3대 대형마트에서 공통으로 시판
되는 구강양치액 5개 제품을 선정하였다(페리오토탈7 스트
롱후레쉬[PS], 가그린 오리지널[GO], 가그린 제로[GZ], 리
스테린 시트러스[LC], 리스테린 쿨민트[LM]). 구강양치액
의 구성 성분과 pH와 적정산도를 조사하였다. 각 구강양치
액 군별로 6개의 우치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구강양치액 30
ml에 우치 시편 6개씩을 1분, 30분, 90분, 120분간 침적하
o
였으며, 이때 36.5 C 교반 배양기에 위치하였다. 이후 치아
의 무기질 소실 정도는 QLF-D를 이용하여 정상치아 대비
구강양치액 노출 부위의 무기질 소실 정도(∆F)를 분석하였
다. 구강양치액군 간의 ∆F의 차이를 Kruskal-Wallis H검
정을 시행하여 알아보았다(=0.05). 구강양치액의 성분은
리스테린 제품과 그 외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pH는
4.09∼6.75의 범위를 보였다. 적정산도는 PS 제품이 평균
0.63 ml로 가장 적었으며 LM은 9.25 ml로 조사 제품 중 가
장 높은 적정산도 값을 보였다. 리스테린 제품, LC와 LM에
90분 이상 치아 시편을 침적하였을 때 매우 적은 무기질 소
실이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무기질 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05). 결론
적으로 시판 구강양치액 5종 모두 치아의 법랑질에는 위해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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