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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리톨의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성장력과 

산생성능의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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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체 감미료로서 당알코올과 합성감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원료로 효모에 의해 생산되는 포도당 발효감미료로서 과실류, 버섯, 포도주, 청주, 간장등의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
는 천연당질로 C4H10O4의 분자구조를 가지는 4탄당의 당알코올이다. 구강내에서 산생성균인 Streptococcus mutans의 
증식과 산생성, 치면세균막 형성 및 치아우식증 등은 여러 종류의 영양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구강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본 연구는 에리스리톨과 다른 감미제에서 S. mutans의 성장력과 산생성력을 분석하여 에리스리톨이 치아
우식증의 예방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전을 밝혀내어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활용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에리스리톨은 우식활성균의 성장
을 억제시키고 산생성능을 감소시켜 치아우식을 유발하지 않으며 우식예방효과가 있는 자당 대체 감미제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주제어 : 에리스리톨, 치아우식증, Streptococcus mutans, 산생성능, 성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sely examine the inhibitive effect of erythritol on growth and 
acidogenic ability of Streptococcus mutans. As expected, the growth of S. mutans was comparabl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sucrose. However, xylitol and erythritol remarkably reduced the growth of S. mutans. 
Growth inhibition was detected at more than 5% of erythritol although xylitol showed growth inhibition effect 
at all concentrations tested. Growth inhibition effect was monitored with the combination of same concentration 
of erythritol and other carbohydrates. Combination of 5% or 10% erythritol with xylitol showed effective 
growth inhibition. Addition of 2.5%, 5%, or 10% erythritol with sorbitol also showed growth inhibition. From 
these results, erythritol showed potency of growth inhibition of S. mutans, which is involved in dental caries, 
and was confirmed to be an excellent sugar substitute, which has effect on preventing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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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체 감미료로서 당알코올과 합성감미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알코올은 당류의 

aldehyde기나 ketone기가 alcohol기로 환원된 물질로 모

든 산소가 hydroxyl기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구조를 갖고 

있다. 당알코올은 주로 식물계에 존재하며 단당류 알코

올로는 4탄당인 에리스리톨, 오탄당인 리비톨, 자일리톨

이 있으며 육탄당인 솔비톨, 만니톨, 갈락티톨 등이 있다

[1]. 자일리톨은 항우식효과가 잘 알려져 있으며, 비우식

성 감미료로 천연당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에리스리

톨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4].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원료로 효모에 의해 생산되는 포도당 발효감미

료로서 과실류, 버섯, 포도주, 청주, 간장등의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당질로 C4H10O4의 분자구조를 가지는 

4탄당의 당알코올이다[5]. 에리스리톨은 자당과 비교하

여 70-80%의 감미를 가지며 체내에서 에 지원으로 사

용되지 않고 부분 배출되므로 낮은 흡수율로 인해 

당치  인슐린 분비에 향을 미치지 않는 칼로리 감

미제로 알려져 있다[6].

Kawanabe 등[7]은 에리스리톨이 mutans Strepto 

cocci와 다른 구강세균에 의한 유산생성과 치면세균막 

형성의 기질로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하 으며 동물

실험에서 분을 섭취한 그룹보다 에리스리톨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우식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한 Makinen 등[3]은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로 만들어

진 타액자극제를 사용하여 치면세균막 형성과 mutans 

Streptococci의 조 을 비교한 결과 자일리톨이 에리스리

톨보다 치태형성과 세균성장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 이

지만 에리스리톨도 세균성장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사람의 구강내에는 다양한 종의 세균이 존재하지만 

치아우식증과 한 련이 있는 것은 mutans 

Streptococci(MS)종으로 특히 S. mutans가 표 이다

[10]. 한 S. mutans는 자당으로부터 GTF(glucosyl 

transferase)를 이용하여 세포외부에 glucan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면에 집락화를 증진시켜 치면

세균막의 양을 증가시키고 탄수화물로부터 생성된 산과 

지속 으로 하게 되면서 법랑질 탈회를 가속화시킨

다[11,12,13,14,15].

에리스리톨이 치아우식증을 방하는 것에 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

약한 실정이며 다양한 감미제에 혼합했을 때 농도에 따

른 성장 억제력이나 산생성능을 연구한 것은 없다. S. 

mutans의 증식, 산생성, 치면세균막 형성  치아우식증 

등은 여러 종류의 양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구강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리스리톨과 다

른 감미제에서 S. mutans의 성장력과 산생성력을 분석하

여 에리스리톨이 치아우식증의 방에 여하는 요한 

기 을 밝 내어 치아우식 방을 한 제품을 생산하거

나 활용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실험균주와 실험용액

Streptococcus mutans ATCC 31989는 남 학교 치

의학 문 학원 구강미생물학교실에서 보 인 것을 

사용하 으며, 동결건조로 보 인 것을 brain heart 

infusion(BHI) 액체배지에 종하여 37℃ 배양기에서 24

시간동안 수차례 계  배양하 다. 실험에 사용된 S. 

mutans의 종농도는 하룻밤동안 종배양한 S. mutans 

배양액 1%를 사용하 다.

실험용액인 자일리톨(xylitol, Sigma), 에리스리톨

(meso-erythritol, Sigma), 솔비톨(D-sorbitol, Sigma), 

자당(sucrose, Sigma)은 각각 증류수에 용해한 후 멸균

시켜 사용하 다.

2.2.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의 성

장력 측정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 각 시간별 세균의 성장력을 

측정하기 하여 10% 자당, 10% 자일리톨, 10% 에리스

리톨, 10% 솔비톨이 함유된 BHI 액체배지에 S. mutans 

배양액을 종하 다.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면서 2시간 간격으로 꺼내어 600nm의 장에서 분

도계(spectrophotometer, Solar 989M, UK)로 배양액

의 흡 도를 측정하 으며 각 3번의 실험을 반복하여 평

균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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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

Group
p-value

Erythritol Xylitol Sorbitol Sucrose

0
0.451± 

0.001

0.461± 

0.001

0.514± 

0.004  

0.480± 

0.002
0.08

2.3 다양한 탄수화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

의 성장력 측정

탄수화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력을 측정

하기 하여 BHI 액체배지에 1%, 2.5%, 5%, 10%, 15%, 

20% 농도의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솔비톨, 자당을 넣고 

S. mutans를 종하여 37℃에서 16시간동안 배양한 후 

600nm의 장에서 배양액의 흡 도를 분 도계로 측

정하 으며 3번의 실험을 반복하여 평균을 구하 다. 

조군은 증류수를 사용하 다. 

2.4. 다양한 탄수화물의 존재하에 에리스리톨

을 첨가시 S. mutans의 성장력 측정

다양한 탄수화물의 존재하에서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S. mutans의 성장력을 측정하기 하여 2.5%, 5% 는 

10% 농도의 자일리톨, 솔비톨, 자당이 함유된 BHI 액체

배지에 같은 농도의 에리스리톨을 1:1로 혼합한 뒤 S. 

mutans를 종하여 37℃에서 16시간동안 배양한 뒤 

600nm의 장에서 배양액의 흡 도를 분 도계로 측

정하 다.

2.5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의 산

생성력 측정

각 10% 자당, 10% 자일리톨, 10% 에리스리톨, 10% 

솔비톨이 함유된 BHI 액체배지에 S. mutans를 종한다. 

37℃ 배양기내에 pH meter(920A pH meter, Thermo 

Orion, USA)를 장치한 후 24시간동안 배양하면서 0, 1, 2, 

4, 8, 12, 24시간마다 pH를 측정하여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의 산생성력을 측정하 다. 모든 실험은 

3번 반복하 으며 조군으로 증류수를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균의 

성장력 측정

다양한 탄수화물의 종류에 S. mutans 를 종한 후 배

양하면서 2시간마다 꺼내어 600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결과 자당 첨가시 조군과 비교하여 성장이 증가하 으

며 솔비톨의 경우 조군과 유사한 성장을 보 고 자일

리톨과 에리스리톨은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은 8시간에 가장 높은 성장력을 보 으며 솔비톨

은 12시간에 높은 성장력을 나타냈다. 자일리톨은 12시

간부터 천천히 증가하 다(Table 1). 에리스리톨과 자일

리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조군과 솔비톨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자당은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

<Table 1>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in 
different sugars(10%)  

unit : A600nm
Time

(hr)

Group p-

valueControl
a
Sucrose

c
Erythritol

b
Xylitol

b
Sorbitol

a

0
0.014± 

0.007

0.013± 

0.005

0.010± 

0.002

0.013± 

0.007

0.015± 

0.007
0.000

*

2
0.051± 

0.001

0.015± 

0.003

0.027± 

0.005

0.036± 

0.001

0.035± 

0.001

4
0.072± 

0.001

0.040± 

0.007

0.038± 

0.001

0.040± 

0.001

0.041± 

0.007

8
0.823± 

0.002

0.274± 

0.005

0.102± 

0.002

0.129± 

0.002

0.196± 

0.003

12
0.774± 

0.001

0.998± 

0.007

0.414± 

0.003

0.392± 

0.004

0.734± 

0.002

24
0.717± 

0.007

1.101± 

0.001

0.601± 

0.007

0.509± 

0.007

0.795± 

0.001
* : p<0.01, by repeated measured ANOVA
a.b,c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3.2 다양한 탄수화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

의 성장력 및 성장억제효과 측정

다양한 탄수화물의 1%, 2.5%, 5%, 10%, 15%, 20%의 

농도에서 16시간 배양후 S. mutans의 성장력을 측정해 

본 결과 자당을 첨가시 조군에 비해 모든 농도에서 높

은 성장을 나타냈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조군에 비하여 에리스리톨은 5%이상의 농도에서 감소

하 으며 자일리톨은 모든 농도에서 낮은 성장력을 나타

내었고 솔비톨은 15%이상부터 조군보다 낮은 성장력

을 나타냈다(Table 2).

<Table 2> Final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after 16h incubation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different sugars 

unit : A6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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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98± 

0.001a
0.391± 

0.001b 

0.580± 

0.004c 

1.270± 

0.024d
0.00*

2.5
0.480± 

0.002a 

0.358± 

0.004b 

0.571± 

0.001c 

1.209± 

0.012d
0.00

*

5.0
0.439± 

0.001
a

0.339± 

0.001
b
0.573± 

0.005
c
1.134± 

0.004
d 0.00

*

10.0
0.317± 

0.001a 

0.290± 

0.001b
0.521± 

0.002c
0.960± 

0.002d
0.00*

15.0
0.297± 

0.004a
0.225± 

0.004b
0.470± 

0.003c
0.750± 

0.002d
0.00

*

20.0
0.134± 

0.001
a

0.097± 

0.005
b
0.448± 

0.010
c
0.579± 

0.002
d 0.00

*

* : p<0.01, by Kruskal-Wallis test
a.b,c,d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Mann-Whitney test

3.3. 다양한 탄수화물의 존재하에서 에리스리

톨을 첨가시 S. mutans 성장력과 성장

억제효과 측정

다양한 탄수화물의 존재시 동일한 농도의 에리스리톨

을 첨가하여 16시간동안 배양 후 S. mutans의 성장력을 

비교한 결과 조군과 에리스리톨을 첨가하 을 경우 

5%, 10%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Fig. 1, A) 자일리

톨 단독과 비교하여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5%, 10%의 농

도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Fig. 1, B). 솔비톨((Fig. 

1, C)과 자당((Fig. 1, D)에서 단독일 경우와 비교하여 에

리스리톨을 첨가시 2.5%, 5%, 10%에서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A.

B.

C.

D.

[Fig. 1] Final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after 16 hours incubation in erythritol 
and different sugars.

* : p<0.05, **: p<0.01, by Mann-Whitney test

(A : control(dw) + erythritol, B : xylitol + erythritol, C : sorbitol 

+ erythritol, D : sucrose + erythr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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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의 산

생성력 측정

다양한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 24시간동안 배양하면

서 S. mutans의 산생성력을 측정한 결과 자당, 에리스리

톨, 솔비톨, 조군은 12시간부터 pH 5.5이하로 감소하

고 자일리톨은 24시간이후에 pH 5.5이하로 감소되었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최종 pH

는 자당(4.545± 0.502)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솔비톨 

(5.135± 0.007), 조군(5.180± 0.084), 에리스리톨(5.245± 

0.049)순이었으며, 자일리톨(5.580± 0.4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cid production of Streptococcus 
mutans in different sugars

unit : pH
Time

(hr)

Group p

-valueControl Sucrose Erythritol Xylitol Sorbitol

0
7.085± 

0.007

6.805± 

0.007

6.910± 

0.056

6.885± 

0.148

6.975± 

0.035
0.076

1
6.965± 

0.012
c
6.610± 

0.084
a

6.805± 

0.091
b
 

6.830± 

0.084
b
6.900± 

0.070
b 0.034

*

2
6.880± 

0.042

6.560± 

0.127

6.770± 

0.098

6.815± 

0.077

6.850± 

0.028
0.061

4
6.765± 

0.148

6.515± 

0.134

6.675± 

0.120

6.670± 

0.113 

6.570± 

0.042
0.359

8
6.175± 

0.898

6.280± 

0.197

6.315± 

0.162 

6.605± 

0.176

5.580± 

0.025
0.353

12
5.380± 

0.084
b
5.025± 

0.572
a

5.415± 

0.148
b
5.990± 

0.975
c
5.285± 

0.134
b 0.048

*

24
5.180± 

0.084

4.545± 

0.502

5.245± 

0.049

5.580± 

0.466 

5.135± 

0.007
0.135

* 
: p<0.05, by Kruskal-Wallis test

a.b,c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Mann-Whitney test

4. 고찰

치아우식증은 세균이 생산한 산에 의해 치아가 탈회

되고 유기조직이 분해됨으로써 진행되는데 구강내 세균

 특히 Streptococcus mutans는 주로 인간의 타액과 치

아우식증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치아우식의 활성과 치주

질환의 발생  진행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한 련이 있다[16]. 따라서 치아우식증을 방하기 

해 식생활 개선과 함께 자당(설탕) 체 감미제를 이용

한 식품들이 리 사용되고 있다.

에리스리톨은 4탄당 당알코올 감미료(1,2,3,4- Butane 

tetrol, C4H10O4)로서 효모나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에 의

해 생산되며 단맛이 있고 낮은 용해성과 뛰어난 수분활

성 하능력  충치 방 등의 기능이 있다[6].

에리스리톨 함유껌은 우식 유발균인 S. mutans의 감

소효과가 우수하며 한 치면세균막내 산도의 강화를 억

제하는 효과도 뛰어나 치아우식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킨

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9]되고 있다. 

치아우식증의 발생은 여러 종류의 양물질이 혼합되

어 있는 구강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리스리톨과 다른 감미제에서 S. mutans의 성장력과 산

생성력을 분석하여 에리스리톨의 치아우식증을 방하

는 요한 기 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탄수화물에서 S. mutans의 성장

력을 확인한 결과 자당에서는 조군보다 높은 성장력을 

보 고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이 낮은 성장력을 나타났

다. 이것은 많은 임상연구에서 자일리톨의 섭취는 타액

과 치면세균막 내에서 S. mutans의 수 인 감소를 래

한다고 보고하 으며[18,19,20], Haresaku 등[21]은 6개

월간 자일리톨 껌을 섭취하는 경우 성인의 타액내 S. 

mutans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Holgerson 등[22]의 

연구에서도 자일리톨의 섭취는 타액이나 치면세균막 내의 

S. mutans의 숫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치면세균막 형

성 자체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 노 등[8]의 연구에서 에리

스리톨을 첨가하 을 때 S. mutans KCTC 3065의 성장을 

비교해 본 결과 자당을 첨가한 군보다 약 47% 성장억제가 

나타났음을 보고하 고 이것은 S. sobrinus KCTC 3308, 

S. cricetus KCTC 3292, A. actino mycetemcomitans 

TCTC 2581에서도 유사하 으며 솔비톨  자일리톨의 

polyol을 사용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23]. 

탄수화물의 농도에 따른 S. mutans의 성장력을 비교

해 본 결과 자당은 조군에 비해 모든 농도에서 높은 성

장이 나타났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성장억

제효과는 에리스리톨은 5% 이상의 농도에서 나타났고 

자일리톨은 모든 농도에서 나타났으며 솔비톨은 15% 이

상부터 나타났다.

모든 탄수화물에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양액의 

흡 도가 감소하 는데 이것은 S. mutans를 가지고 연구

한 김 등[24] 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Streptococcus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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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균주를 가지고 연구한 신 등[25] 연구와 일치하

다. 한 4%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이 존재시 S. mutans

와 S. sobrinus의 성장억제 효과가 13%에서 73%까지 나

타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26]. 

다양한 탄수화물에 같은 농도의 에리스리톨을 첨가한 

후 세균의 성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자일리톨 단독인 경

우와 비교하여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5%, 10%의 농도에

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솔비톨과 자당에서 단독인 

경우와 비교하여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2.5%, 5%, 10%에

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을 

10% 농도로 혼합시 가장 큰 성장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Kauko 등[1]의 연구에서 자일리톨 그룹과 자일리

톨에 에리스리톨이 혼합된 그룹에서 치태와 타액내에 S. 

mutans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났고 Kawanabe 등[7]의 연구에서 S. mutans에 감염된 

쥐에게 분 코렛, 자당 코렛, 에리스리톨 코렛을 

먹인 뒤 찰한 결과 자당 코렛을 먹인 쥐에서 우식

수가 가장 높았고 에리스리톨 코렛을 먹인 쥐에서 가

장 낮은 우식 수가 나타났다. 따라서 에리스리톨은 S. 

mutans의 주된 탄소  에 지원으로서 사용될 가능성

이 낮아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므로 치아우식 방을 

한 체당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일리톨 단독이나 에리스리톨 단독일 경우보다 자

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을 혼합하 을 경우 S. mutans의 성

장억제력은 더욱 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 mutans는 다른 어떤 그람 양성균보다 다양한 종류

의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과정에서 다량의 산을 생산한다[27]. S. mutans에 의한 

주요 발효산물은 젖산으로 특히 포도당이 풍부한 환경에

서 다량의 젖산을 만들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효소체계가 

연 되어 있다[17]. 탄수화물 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은 

치면세균막  구강내 pH를 낮추어 산성으로 만들고 치

아를 탈회시켜 치아우식을 유발하는 독력인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탄수화물의 산생성력을 비교해 

본 결과 자당, 에리스리톨, 솔비톨, 조군은 12시간이후

부터 pH 5.5이하로 감소하 고 자일리톨은 24시간이후

에 pH 5.5이하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최종 pH는 자당

이 가장 낮았고 조군에 비하여 엘리스리톨과 자일리톨

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Cock과 Bechert[6]의 연구에서 

다양한 Streptococci는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 그룹에서 

유산이나 다른 유기산이 생산되지 않았으나 솔비톨, 만

니톨, 락티톨, 말티톨에서는 산생성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 한 분유와 유당에 자일리톨과 에리스리

톨을 첨가할 경우 S. mutans와 다른 Streptococci종에 의

한 산생성을 감소시키는 것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28]. 따라서 에리스리톨은 자일리톨과 유사하게 S. 

mutans의 사에 의한 산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에리스리톨 역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3요소에 작용하여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산생성능을 억제

시켜 치아의 탈회를 감소시킬 수 있어 우식 방효과가 있

는 설탕 체 감미제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연구의 제한 은 에리스리톨에 한 항우식성을 S. 

mutans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 는데 실제 구강내에 존

재하는 다양한 균주에 용하여 항우식 효과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에리스리톨과 다른 감미제에서 S. mutans

의 성장력과 산생성력을 분석하여 에리스리톨의 항우식

과 련된 특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S. mutans의 성장력은 자당에

서 가장 크게 증가하 으며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은 

조군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탄수화물의 농도에 따른 성장억제효과는 에리스리톨

은 5% 이상의 농도에서 나타났고 자일리톨은 모든 농

도에서 나타났으며 솔비톨은 15% 이상의 농도에서 나

타났다. 

3. 다양한 탄수화물에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성장력은 감

소되어 나타났다. 자일리톨 단독인 경우에 비해 에리

스리톨이 첨가되었을 경우 5%, 10%의 농도에서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다. 솔비톨과 자당은 단독일 경우에 

비해 에리스리톨을 첨가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4. 에리스리톨, 솔비톨, 조군은 12시간부터 pH 5.5이하

로 감소하 고 자일리톨은 24시간이후에 pH 5.5이하

로 감소되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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