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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시판 청량음료가 법랑질 표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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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most of the beverages on sale contain acid. Among these beverages, one of the most
typically purchased products is Coca-Cola (Coke®), which affects the demineralization of the tooth enamel surface.
However other beverages also affect the erosion of the tooth enamel surfac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influence that acid containing beverages have upon the tooth enamel surface. In this study, 30 enamel
specimens were obtained from extracted maxillary third molars without cracks. The study measured the pH concentrations
and the Ca and P concentration levels of the acidic beverages. The control without exposure was kept in distilled water,
and each enamel specimen was stored for 30-min, 60-min, and 120-min. The erosion effect of the enamel surface was
observed by SE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H concentration of acidic
beverages, without milk, was 3.105 on average. The beverages eroded the enamel surface and the erosion degree was
determined by the pH concentration of beverages. 2. The erosion degre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s the exposure time
increased. The difference in the erosion degree between the 30-min group and the 60-min and the 120-min group was
significant, but the erosion degree of the 120-min group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initial group. 3. When
compared with the beverages containing similar pH concentrations, the demineralization degree of the beverages
containing higher concentrations of Ca and P was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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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우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치아의 경조직이 소

실되는 것은 침식, 교모, 마모 그리고 이 원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1). 이 중 치아 침식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개입하며, 크게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

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인 원인 중 대표적인

신경성 식욕부진의 경우에는 위산이 구강으로 역류하여

치아침식을 유발한다. 외부적인 원인요소로는 과일 등의

산성 음식물 섭취와 산성 음료의 음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특수 화학공장 등 작업장의 산성 환경에 지속적으

로 노출됨으로써 공기 중의 산성 물질이 흡기를 통해 구

강으로 유입되면서 치아 침식을 유발할 수 있고2), 염소로

소독된 실내수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침식

이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

치아 침식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최근에는 산성 음료와 음식이 새롭게 중요한 관심사로 부

각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산성 과일이나 야채 등의 음

식물을 과량 섭취하여 심각한 치아의 침식을 나타내고 있

고 또한 각종 상업용 음료수, 스포츠 음료수 등이 널리

음용되고 있는데 이들 음료수의 산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4-7).

음료로 인한 치아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로는 Grenby

등8)이 콜라와 과일주스에 의한 인공 수산화인회석의 탈회

정도를 용해된 칼슘과 인을 양적으로 측정하였으며, Dincer

등9)도 콜라, 과일음료 그리고 탄산수에 의한 소구치의 탈

회정도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윤 등10)은 콜라와 오렌지주스에 의한 우치의 표면경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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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측정하였으며, 서 등11)도 탄산음료, 오렌지주스, 스

포츠음료, 요쿠르트에 의한 인공 수산화인회석의 시간에

따른 구강 내 치태 및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현재 시판중인 대부분의 음료가 산성을 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와 신12)의 연구에서

158종의 각종 시판 식음료의 pH를 측정한 결과 우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료가 pH 4.0 이하의 산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발표된 소비자보

호원13)의 조사에 따르면 42종 조사대상 음료의 pH는

2.4~6.2이고 대부분(90.5%)의 음료가 pH 5.5 미만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 pH는 3.5였다. 탄산음료는 1998년도 국민

다소비식품 순위(식품의약품안전청) 중 우유 다음으로 2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4), 과실·채소류음료가 설탕에 이어

4위에 올라있어, 우리의 식생활에서 음료가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15). 따라서 음료의 섭취빈

도와 산도 때문에 치아에 유해한 탈회작용을 나타내어 결

국 치아우식증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

직 시중에 많이 시판되는 음료수의 치아에 대한 탈회증의

발생빈도나 정도, 처치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료 내 pH를 측정하여 시판음료

의 치아침식 가능성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즐겨 마시

는 청량음료들을 대상으로 치아 법랑질 표면이 pH 및

Ca, P 농도에 따른 탈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광광도

계를 사용하였고, 음료 처리 전후의 법랑질 표면을 관찰

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음료의 노출 시

간에 따른 형태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1) 치아

치아우식증이 없고 마모가 적은 건전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후, 생리식염수에 보관하였던 30개 치아를 선택하

였다. 이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초음파세척을 시행한 후, 법

랑질에 균열이나 파절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2) 음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 5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음료명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시편제작

선택된 상악 제 3대구치를 생리식염수에서 꺼내어, 증

류수로 세척한 후, 건조시켰다. 이후, 경조직 절단기를 사

용하여 치근을 잘라낸 뒤, 치관을 협·설 방향으로 절단하

고 근·원심면을 선택하였다.

2) 산성도 측정

음료를 개봉한 후 바로 pH Meter(P25, istekco, Korea)

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3) 칼슘, 인 농도 측정

각 음료들의 칼슘과 인 농도측정을 위해 마이크로파 시

료전처리 장치(Microwave, CEM Mars-X, CEM, USA)를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

출분광광도계(ICP-AES, Optima 4300DV, Perkin Elmer,

USA)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4) 시편의 음료 노출

청량음료는 치아시편을 담그기 직전에 개봉하였고, 음

료 30 ml에 치아를 넣어 37oC incubator에서 각각 30분,

60분, 120분간 노출시켰다.

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노출된 시편을 incubator에서 꺼내어 멸균된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각 시편을 70%, 90%, 95%, 100% 알코올

에 단계적으로 15분간씩 탈수시킨 후, isoamyl acetate로

치환하여 임계점 건조기(HCP-2, Hitachi, Japan)로 건조

시켰다. 건조가 끝난 시료를 aluminum stub에 부착하여

이온증착기(E-1030, Hitachi, Japan)에서 Pt-Pd 합금으로

증착하였고, 이후 주사전자현미경(S-4700, Hitachi, Japan)

으로 10 kV하에서 관찰하였다.

결 과

1. 음료의 분석

1) 산성도

실험 대상 음료들의 산도는 평균 pH 3.812 이었다. 코

카콜라 pH 2.39, 박카스 pH 2.69, 이오 pH 3.49, 썬키스

트 오렌지쥬스 pH 3.85, 서울우유 pH 6.64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2) 칼슘, 인 농도 측정

서울우유와 이오 요구르트의 칼슘 농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썬키스트 오렌지 쥬스, 코카콜라, 박카스의 순이

었다. 인 농도는 서울우유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오 요구르트, 코카콜라, 썬키스트 오렌지 쥬스, 박카스

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1. Beverages used in the experiment

Beverages Manufacturer

Coca Cola Coca Cola co.

Bacchus Dong-A co.

E-5 yokult Nam yang co.

Sunkist fresh 100 Haitai co.

Seoul milk Seoul mil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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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현미경적 소견

1) 대조군

음료에 노출시키지 않은 법랑질 표면은 주사전자현미경

상에서 정상적인 법랑소주의 구조를 보였고, 균열 및 파

절이 보이지 않았으며 굴곡의 형태도 보이지 않는 매끈한

법랑질 표면이 관찰되었다(Fig. 1). 

2) 코카콜라

pH가 가장 낮았던 콜라에 30분간 노출시킨 시료의 경

우 부분적으로 법랑소주의 핵심부분이 탈회되고 주변의

거친 면을 볼 수 있었다(Fig. 2A). 60분 노출시킨 시료는

더 많은 법랑 소주의 탈회를 볼 수 있었고, 일부 표면의

경우 다른 부분보다 탈회가 많이 진행되어 표면에서의 균

열과 탈락을 볼 수 있었다(Fig. 2B). 그리고 120분간 노출

된 시료에서는 30분, 60분간 노출시킨 시료에 비해 전반

적으로 탈회가 더 진행된 거친면을 보였으며, 탈회된 법

랑질은 무기질의 손실로 인해 크고 작은 구멍들이 형성되

어 다공질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2C).

3) 박카스

두 번째로 낮은 pH를 나타내지만, 칼슘과 인의 함유량

은 거의 없는 박카스의 경우, 30분간 노출시킨 시료는 탈

회가 진행되어 법랑소주의 핵심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목

한 형태가 관찰되었고, 오목한 부위의 주변에서는 탈회가

진행되는 거친 표면을 나타내었다(Fig. 3A). 60분간 노출

시킨 시료는 30분에 비해 더욱 심한 탈회현상을 나타났으

며, 시료의 대부분에서 거친 표면과 함께 심한 균열이 관

찰되었다(Fig. 3B). 한편, 120분간 노출시킨 시료의 경우

는 탈회가 진행되어 표면이 매우 거칠었고, 표면의 균열

Table 2. PH and concentrations of Ca, P in specimen

PH
(16)

Concentration (ppm)

Ca P

Coca Cola 2.39 12.37 0.58

Bacchus 2.69 0.66 0.01

E-5 Yokult 3.49 533.88 1.19

Sunkist fresh 100 3.85 60.64 0.55

Seoul milk 6.64 1059.66 3.21

average 3.812 333.442 1.108

Fig. 1. Normal enamel surface. The surface was flat.

Fig. 2. Enamel surface treated with Coca Cola after 30 min (A), 60 min (B), and 120 min (C). On the surface, holes of variable sizes by
demineralization were observed. 

Fig. 3. Enamel surface treated with Bacchas after 30 min (A), 60 min (B), and 120 min (C). The surface was observed to have cracks
and to be 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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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찰되었다. 그러나 60분간 노출시킨 시료와 큰 차

이는 없었다(Fig. 3C). 

4) 요구르트

30분간 노출시킨 시료에서는 많은 탈회현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다(Fig. 4A). 60

분간 노출시킨 시료는 부분적인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고,

30분간 노출시킨 시료에 비해 심한 균열이 관찰되었다

(Fig. 4B). 120분간 노출시킨 시료는 60분간 노출시킨 시

료에 비해 더 많은 법랑소주의 탈회현상을 보이며, 균열

의 형태가 심하게 관찰되었다(Fig. 4C).

5) 오렌지 쥬스

30분간 노출시킨 시료에서는 전반적으로 탈회가 진행되

어 마치 얼룩 무늬같은 거친면이 관찰되었다(Fig. 5A).

60분간 노출시킨 시료의 경우는 탈회가 더욱 진행되어 균

열과 함께 오목한 형태의 표면 탈락을 나타내었다(Fig.

5B). 120분간 노출시킨 시료는 부분적으로 더욱 심해진

표면 탈락을 관찰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60분간 노출시킨

시료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었다(Fig. 5C). 

6) 우유

탈회유발임계 pH인 5.5 보다도 높은 pH(6.64)를 가지

며, 가장 높은 칼슘과 인의 농도를 보였던 우유에서는 탈

회현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표면이

관찰되었다. 또한 우유 성분으로 보이는 원형의 미세 결

정들이 법랑질 표면에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6A-C).

Fig. 4. Enamel surface treated with Yokult after 30 min (A), 60 min(B), and 120 min (C). The surface was observed to have deep

cracks.

Fig. 5. Enamel surface treated with orange juice after 30 min (A), 60 min (B), and 120 min (C). The falled off surface was observed to

have a concave form.

Fig. 6. Enamel surface treated with milk after 30 min (A), 60 min (B), and 120 min (C). The micro-crystals attached to the enamel

surface seemed to resemble milk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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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치아침식증이란 세균의 활동과 무관하게 화학적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치아 경조직의 점진적인 소실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치아침식증은 교모와 마모 등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교모는 치아 사이의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

적 현상이며, 마모는 비정상적 기계적 작용에 의해 발생

되는 병적인 현상이다16). 치아 침식의 특징은 양측성으로

써 여러 치아에 나타나며 대개 탈회과정에 동반되는 백묵

화나 거친 표면을 나타내지 않고, 법랑질 표면은 활택하

며 그 변연부는 정상 치면에서부터 부드럽게 이행되며 색

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치아 침식은

치아표면이 산과 직접 접촉하여 탈회가 일어나며 표층하

병소의 형성 없이 법랑소주변연부가 연화된다. 따라서 침

식은 치아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반하여, 치아 우

식은 치태내의 미생물이 생성한 산의 작용으로 표층하에

서 탈회가 시작되어 와동이 형성되는 현상이라는 데에 차

이가 있다18,19). 

산성과일쥬스와 음료의 치아에 대한 침식효과에 관해서

는 오래전부터 알려져왔다. Levine20)이 70년대초 과일 쥬

스류 음료수의 섭취의 증가가 치아의 탈회를 야기시켜 임

상적으로 간과할 수 없음을 보고한 이래로 산성음료수는

각종 과일쥬스와 새로운 스포츠 음료의 출현으로 더욱 다

양화되고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런 음료수의 산도

가 대부분 pH2~pH4인 강한 산성을 나타내며21), Rytomaa

등22)은 법랑질의 용해가 발생하는 임계 pH가 pH 5.5이며

pH 4보다 낮은 산성식품은 침식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고 하였고, Gregory-Head와 Curtis23)는 구강 pH가 정상치

인 6.5로부터 한 단위(pH 1.0)씩 낮아질 때마다 치아의

용해도는 7~8배씩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콜라, 박카스, 요구르트, 오렌지쥬스 등의 pH는 각각 2.39,

2.69, 3.49, 3.85로 충분히 치아를 탈회시킬 수 있는 정도

로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가 일치하였다.

Xhonga와 Valdmanisd의24) 연구 결과에서 약 25%정도

의 치아가 침식양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Lussi 등25)의 연

구에서 성인의 16% 정도에서 협면침식을 보였다고 하였

으며, 외국의 여러 보고들26,27)에 의하면 어린이의 경우 약

25%에서 50%까지 침식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Johansson

등28)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의 약 28%정도가 침식을 보

였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가 측정대상 및 방법에서 차이

가 나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높은 유병율

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산성 음료

수의 섭취빈도 및 소비량이 많고 법랑질의 구조 또한 성

숙하지 못하여 유약하므로29) 침식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랑질 표면의 탈회와 재광화는 치면에 인접한 주변의

칼슘과 인의 농도, pH 등에 의해 결정되고, 불소도 법랑

질 표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같은 이유로 음료에 의

한 법랑질 침식에는 음료 내의 칼슘, 인, 불소의 농도가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산성 음료들에 있어서 이

이온들의 농도는 낮지만 농도를 높여주면 침식이 억제된

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31). Attin 등32)은 구연산에 무기

질을 첨가하여 치아 침식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구연산

에 칼슘, 인 그리고 불소를 첨가한 경우에 침식이 유의할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무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

에는 침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우유를 제외한 음료의 평균 산성도가

pH 3.105 이었으므로 침식이 유발되기에 충분한 정도였

다. 침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였던 각 음

료의 칼슘, 인의 농도와 침식의 정도 사이에서, pH차가

크지 않았던 콜라와 박카스, 요구르트와 주스를 비교했을

때, Ca, P의 농도가 높은 시료에서 탈회가 감소되는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eurman과 Frank33)는 aprismatic surface enamel의 경

우 심하게 침식된 부위와 덜 침식된 부위가 불규칙하게

관찰되었고, prismatic enamel surface의 경우 초기에는

prism sheath 부위만 침식되지만, 더 오래 접촉되면 prism

core의 용해가 일어나고 뒤이어 interprismatic area의 용

해가 뒤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아의 구조적 특성 또

한 침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침식

작용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타액으로 알려져

있다34). 타액은 구강내로 들어온 산을 희석시키며, 연하에

의해 구강내에서 제거시키고, 완충작용에 의해 pH의 하

강을 억제하며 획득피막을 형성하고 재석회화에 필요한

Ca, P 등을 공급한다. 타액 분비율의 저하는 연하의 필요

성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구강내에서 산의 제거가 늦게 되

며 또한 타액 내 bicarbonate의 양도 적어서 낮은 pH와

낮은 완충능을 갖게 된다35). 또한 치아표면의 획득피막은

침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6). 그러나 2시간동안 형성시킨 획득피막은 침식

작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보고37)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박카

스, 콜라, 쥬스, 요구르트 그리고 우유의 순으로 탈회되는

결과를 얻었다. 가장 많은 탈회를 보였던 박카스는 pH

2.69로 pH2.39를 갖는 콜라보다 약간 높은 pH이지만 콜

라에는 12.37ppm의 칼슘과 0.58ppm의 인을 갖고 있는

반면 박카스는 칼슘과 인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 콜

라보다도 높은 탈회를 보였다고 사료되며, 쥬스와 요구르

트 또한 칼슘과 인의 함유정도에 따라 탈회의 정도 차이

를 보였다. 그리고 침식유발 임계 pH보다도 높은 pH

6.64를 나타내고, 칼슘과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우유에

서는 탈회의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유 내 성분으로

보이는 단백질이 다량 부착되어진 모습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한편, 산성음료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Tahmassebi

와 Duggal38)은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와의 접촉시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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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구강내에 산성음료수를

오랫동안 담고 있다거나39) 연하전에 치아를 린스하는것과

연관된 침식증의 보고40)도 있었다. 그러나 빨대를 비정상

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심한 치아침식의 보고41)도 있었으

며, 섭취방법보다는 섭취빈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42).

치아침식을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산과의

접촉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의 출처를 파악

할 수 없거나 만성 자발성 구토 등의 경우처럼 원인 요소

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침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마

모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하고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

는 물로 입을 헹구고 타액에 의한 재광화가 일어나도록

시간이 경과한 다음 잇솔질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불소가

첨가된 재광화용액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산성 음식의 섭취빈도를 줄이고 구강 내 잔류시간을

줄여야 하며 무설탕 껌을 씹어서 타액분비율을 높이는 것

이 침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콜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량음료가 산도가 낮아서 치아

침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섭취빈도가 높다거나 오랫동안

입안에 잔류시키면서 섭취한다면 상당한 치질의 소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물에 의한 치아침식증은 치

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고 산성 음식물의 섭

취를 줄이도록 산성 음료수의 유해성을 알려 대체 음료수

를 개발토록 홍보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입안에 오랫동안

음료수를 잔류시키면서 섭취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건전한 상악 제 3대구치 법랑질을 1군:콜라

(pH 2.39), 2군:박카스(pH 2.69), 3군:요구르트(pH 3.49),

4군:오렌지쥬스(pH 3.85), 5군:우유(pH 6.64)에 30분, 60

분, 120분간 노출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조군과 우유를 제외한 4종 음료의 pH는 평균 3.105

로서 치아 표면의 법랑질 탈회를 유발시키기 충분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시료에서 탈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산성음료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른 법랑질 탈회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났다. 30분 동안 노출된 치아보다 60

분, 120분 동안 노출된 치아에서 법랑질 탈회가 심하

게 나타났고, 60분과 120분 시료의 차이는 크지 않

았다.

3. 칼슘과 인의 함유량이 많은 제품에서는 유사한 pH를

갖는 음료와 비교해 볼 때, 법랑질표면의 탈회 정도

가 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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