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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헥시딘과 에센셜 일  항우식 효과에 대한 합 

연

남 울 학  치 생학과

Convergence study on anti-caries effect of chlorhexidine and essential 

oils

Su-Young Lee
Dep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약 본 연 는 클로 헥시딘 양치액과 에  양치액  항우식 과  평가하고  하 다.  42  연

상  무 로  로 나누고, 각  양치액  하루 1  15ml씩 1주 간 사용하 다. 우식원 균 평가는 

CRT bacteria kit  사용하 고, 강내 산생  변 는 Cariview 검사  시행하 , 4주후에 재검사  실시하고 평

가하 다. 료  PASW 18.0 프로그램  용하여 하 다. 연 결과, 강내 산생 능   강양치액 

 사용 에 해 4주후에 통계 로 한 로 감 하 나 간 차 는 없었다. 또한 MS  LB도 강

양치액 사용후에 고 험  9~15% 지 감 하여,  양치액  우식 항균 과  하 고, 특  에   

강양치액  항균  “gold standard”  클로 헥시딘 양치액  체할 만한 항균 로 상생 에  사용  간편

하고 과  우식 항균 로 용할   것 다.

주 어 : 에  , 산균, 연쇄상 균, 캐리뷰, 클로 헥시딘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caries effect of the essential oils and chlorhexidine 

mouth rinse. 42 subjects were randomized allocated to the chlorhexidine (n=22) and essential oils group (n=20). 

Subjects were instructed to rinsing each mouthwash by 15 ml once a day during the 7 days. The CRT and 

Cariview scores were recorded at baseline and 4 weeks after treatment. Data was analysed by using PASW 

18.0 program with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After 1 month, Cariview score was shown reducing 

compare to baselin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High risk level of MS 

and LB was decreased to 9~15% after treatment in two groups. Both of the chlorhexidine and essential oils 

mouth wash showed an antiplaque effect. Although chlorhexidine continues to be the “gold standard” in terms 

of antiplaque effect, essential oils could be considered a reliable alternative antimicrobia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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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치아우식증은 가장 표 인 치과질환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다빈도 상 10 질환 2 가 치주질환, 7 가

치아우식증 이 해당될 정도로 유병율이 높다[1].

치아우식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다인성 질환이며, 국소 요인으로는 치면세균막이 가장

직 인 향을 미친다. 치면세균막을 리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 인 제거방법과 화학 제거 방법으로 나

수 있고, 일반 으로 칫솔질을 통한 물리 제거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물리

제거 방법은 개인의 손기술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구강용품 사용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을완벽하게 제거

하기 어렵다[2,3]. 이러한 경우, 화학 제거방법을 병행

하여 치면세균막을 리하고 있으며, 주로 essential oils,

cetylpyridinium chloride, chlorhexidine 성분이 함유된

항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4,5]. 구강양치액 사용은 표

인 화학 치면세균막 조 방법이며, 특히 클로르헥

시딘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항균 작용이뛰어나 구강양

치액의 “gold standard”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클로르

헥시딘은 뛰어난 항균작용, 항치은염 효과를 나타내지만,

맛이쓰고 장기간 사용 시치아와연조직변색과미각 변

화를 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7]. 이러한 문제 을 보

완하기 해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에션션오일이 함유된

새로운 구강양치액이 개발되었고,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항균 효과를 입증받았다. 선행연구에서는 In Situ 연구

와 무작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 에션셜오일과 클로르헥

시딘 양치액이 각각 74%, 77%치면세균막 형성이감소되

었다고 보고하 다[8].

그동안 이러한 항균제들은 주로 치주질환 치료 수

술 후에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치아우식 방 처

치를 해우식원인균 (mutans streptococci, Lactobacilius

spp.)의 항균효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10]. 한 미국캘리포니아치과의사 회(CDA)에서는

체계 인 치아우식 리 로그램인 CAMBRA (caries

management by risk assessment) 로토콜에서 치아우

식 험, 고 험, 고 험군에게 클로르헥시딘 양치액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11].

치아우식 방법으로는 불화물을 이용한 방법이 표

이고, 그 에서도 5% NaF의 고농도 불화물이 함유되

어 치면에 유지력이 뛰어난 불소바니쉬가 치과임상에서

도 주로 이용되고 있다.

Sajjan 등[9]은 3개월간 임상연구를진행한 결과, 클로

르헥시딘 바니쉬가 불소바니쉬에비해 S. mutans 감소효

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치과에서 처치받아야 하는 문가 리법에 해

당하는 클로르헥시딘 바니쉬와 불소바니쉬의 우식 방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있지만, 자가 리법으로 일상에서

사용이 간편한 구강양치액의 우식 방 효과에 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더군다나 클로르

헥시딘 양치액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에센션

오일 함유 양치액은 문가 처방없이 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양치액이므로, 일상 리 측면에서 에센셜오

일 양치액의 우식 항균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로르헥시딘 양치액과 에센셜오

일 양치액의 항우식 효과를 평가하는데 목 을 두었다.

2. 연 방법

2.1 연 디  및 연 상 

본 연구는 단일 맹검 무작 임상시험 연구이다.진행

하기 에 모든 참가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수

행하 다. 연구진행에 동의한 참가자는 45명이었으며, 제

외기 에 해당하는 2명과 도포기 한 참가자 1명을 제

외하고 최종 연구 상자는 42명이었다[Fig. 1].

[Fig. 1] Flow chart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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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선정기 ]

∙ 신질환이 없고, 신체 으로 건강한 경우

∙ 20개 이상의 자연치를 보유한 경우

[연구 상자 제외기 ]

∙ 최근 4개월 이내에 항균처치 경험이 있는 경우

∙ 교정환자, 임산부

∙ 클로르헥시딘 알러지가 있는 경우

2.2 연 방법

연구 상자들은 무작 로 1군은 클로르헥시딘

(Hexsamedin®, Bukwang, Korea), 2군은 에센셜 오일군

(Listerine natural green tea®, Johnson & Johnson,

Thailand)으로 나 어 진행하 다. 기에 구강내 수소

이온농도를 측정하기 해 GC plaque check kit (GC,

Japan)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표 인 치아우식원인균

인 mutans streptococci (MS) 와 lactobacilli (LB)검사는

CRT bacteria kit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를 사용하 다. CRT 검사는 kit에 들어있

는 bacitracin을 미리 배양에 넣어두고, MS와 LB배지가

있는 슬라이드에 자극성 타액을 충분히 신 후 37℃ 배

양기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결과는 검사 kit에서

제공하는 정표에 따라 CFU <105 ( 험군)과 CFU

>105 (고 험군)으로 정하 다[12].

치면세균막의 산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해서 Cariview

kit(Huneth,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

로 시행하 다. 멸균된 면 으로 구강내 치면세균막을

채취하여, 치면세균막이 묻은 면 을 배양액에 투입하고

48시간 배양후 지시약을 첨가하여 색변화를 학분석기

로 촬 하여 0∼100사이의 숫자를 수화하 다[13],

<Table 1>.

Risk Score pH

Low 0-39.9 5.5-7.0

Moderate 40-69.9 4.5-5.5

High 70-100 3.0-4.5

<Table 1> Cariview criteria

두 군의 연구 상자들에게 구강양치액을 각각 나 어

주고 하루에 1회 15ml씩 1주일간 사용하도록 교육하

다. 한 모든 상자들은 평소 이닦는 방법 로 칫솔질

하 으며, 별도의 보조구강 리용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달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를 시행하 다.

2.3 통계

수집된자료는통계분석용소 트웨어인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들의성별과연령, 구강내 pH를 악하

기 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 다. 구강내 산생성

능 분석은 구강양치액 사용 , 후 차이는 응표본

t-test을 실시하 고, 군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시

행하 으며, 유의수 0.05에서 검증하 다.

3. 연 결과

3.1 사 상  반  특

본 연구 상자 42명의일반 특성은 다음<Table 2>

와 같다. 총 42명 여자가 92.5% 으며, 남자는 7.5%

다.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2세 고, 평균 pH는

6.95로 정상 수 이었다.

Group 1 Group 2 Total

Sex
Female 21(95%) 18 (90%)

42 (100%)
Male 1 (5%) 2 (10%)

Age 20.8 21.6 21.2

pH 7.0 (0.50) 6.9 (0.36) 6.95(0.4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3.2 강내 산생 능  변

연구 상자의 산생성능 변화는 <Table 3>에 제시되

어 있다. Cariview 수는 기에두 군평균이각각 51.8,

64.6으로 험 수 이었다.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1군

은 4주후 score가 32.4로 나타나, 기에 비해 35% 감소

한 험 수 을 보 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2군도

기에 64.6에서 구강양치액 사용후 42.4 으로 35% 감

소하 다. 두 군 모두구강양치액 사용 에 비해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감소하 지만(p<0.001), 군 간 차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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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aseline 4 week *p

G 1 51.82±17.79 32.36±13.54 <0.001

G 2 64.59±13.56 42.36±13.36 <0.001

p 0.22 0.87

G: group, Mean±SD

p<0.05 value by independent t-test

*p<0.001 by paired t-test

<Table 3> Change of the Cariview score

[Fig. 2] Change of the Cariview score in both groups 

3.3 MS  LB  변

치아우식원인균인 MS와 LB의 변화는 Fig. 2와 Fig. 3

에 제시되어 있다. MS검사 결과, 클로르헥시딘 군은

기에 험(CFU<105)이 86%이었으나, 4주후 91%로 증

가하고, 고 험(CFU>105)은 9% 감소하 다. 에션설오일

군은 기에 95%가 험이었으나, 구강양치액 사용후

100% 모두 험 수 으로 변화하 다[Fig. 3]. 한

LB는 클로르헥시딘 군에서 기에 고 험이 27%에서

처치후 14%로 감소하 고, 에센셜오인군은 기에 우식

험과 고 험의 비율이 각각 50%, 50% 으나, 4주간

구강양치액 사용후에 고 험이 15%로 감소하 다[Fig. 4].

[Fig. 3] Quantities of mutans streptococci and before 

and after treatment in both groups

[Fig. 4] Quantities of lactobacilli before and 

after treatment in both groups 

4. 고찰 및 결론

클로르헥시딘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세계 으로 뛰

어난 항균제로 입증 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사용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에센셜오일이

함유된 항균제가 개발되었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항균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14]. 이러한 항균제는 부분치은

염 치주질환 치료에 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인

성 질환인 치아우식 처치에 우식원인균 억제를 목 으로

용되고 있다[8,10].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클로

르헥시딘 양치액의 우식 방효과에 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에센셜오일 함유

양치액의 우식 방효과에 한 비교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클로르헥시딘 양치액과 에센셜오일 양치액

을 이용하여 2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항우식효과를

평가한 무작 임상시험이다. 총 42명의 연구 상자는

클로르헥시딘 군(1군)과 에세셜오일 군(2군)으로 무작

나 고 각 항균제를 하루 1회씩 1주일간 사용하도록 하

으며, 4주후에 Cariview 검사와 CRT검사를 시행하

다. Cariview 검사는 치면세균막 내 산 생성능력을 비색

법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pH가 낮아질수록 푸른색-

녹색-노란색-주황색-붉은색으로 넓은 색상변화를 보이

며, 우식 고 험일수록붉은색으로나타난다[15]. 이 과정

에서 나타나는 색상변화는 산(acid)의 수 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균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3].

연구결과 클로르헥시딘 군은 Cariview 수가 험

(52 )에서 험(3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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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에센셜 오일군도 Cariview 수가 22.6 감소하

여 두 양치액의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항균제간에는 통계 유의한 차이라 없었기때문에 에센

셜오일 양치액은 항균제의 “gold standard”로 불리는 클

로르 헥시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있다. 이러

한 결과는 에센셜 오일 양치액과 0.2% 클로르헥시딘을

4일간 사용하여 항균효과를 보고한 Quintas[8]의 연구와

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클로르헥시딘은 치약, 젤, 바니쉬, 양치액 다양한 형태

의 제품이 있는데, 젤이나 바니쉬에는 2%나 3%의 고농

도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고, 구강양치액에는 0.1∼

0.3% 농도의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클로르헥시딘의 항균효과를 보

고하 다[16,17,18]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로르헥시딘의

농도는 0.12%로 국내에서 구강양치액 용도로 시 되는

부작용이 고 안 한 농도 제품이다.

한 본 연구는 치아우식원인균의 항균효과를 평가하

는 것이 주된 목 이었으므로, 표 인 우식원인균인

MS, LB를 평가하기 해 CRT bacteria kit를 이용하

다. CRT bacteria kit내 정표에 근거하여 CFU<105와

CFU>105으로만 구분하는데, 기존의 MS, LB 검사를

해 흔히 사용되었던 Dentocult 제품는 CFU 정표가 0,

1, 2, 3으로 표 score가 제시되었고, 선행연구에서는 0

∼1 을 구분하거나 [19] 2 ∼3 으로 구분하 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CRT bacteria와 Dentocult를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CFU<105를 험, CFU>105을 고 험으로 나 어 평

가하 다.

두 양치액을 1주일간 사용 후 검사한 결과, 클로르헥

시딘 양치액과 에센셜 오일 양치액모두 MS 고 험군이

각각 5% 감소하 고, LB 검사에서는 고 험군이 13%

감소된 클로르헥시딘 군에 비해 에션셜오일양치액을 사

용한 후에는 고 험군이 baseline에 비해 35% 감소되었

다. 그러나 에센셜 오일의 항균효과에 한 선행연구는

부분 in-vitro 연구결과이며, 에센셜 오일 양치액은 LB

균보다 SM균에 한 효과를 주로 보고하 다[21,22,23].

한 LB 균은 우식진행 후에주로 찰되는 우식원인

균인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에션셜오일 양치액이 LB균

에 해 항균효과가 다소 뛰어났지만 통계분석을 통한

군간의 비교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 으로유의미한 효과

라고는 볼 수 없다.

그동안 에센셜 오일의 항우식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

험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직 인 비교가 어

렵고, 본연구에서도 통계 분석을 통한군간의 비교가 없

었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로는 볼 수 없지

만, 고 험군 감소를 통해 에센셜 오일의 잠재 인 항우

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Sajjan[9]의 연구에서는 클로르헥시딘 바니쉬를 도포

한 결과, 한달 후 MS가 조군(불소바니쉬)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선행연구에

서는 1% 고농도의 바니쉬 제형이었지만, 본 연구는

0.12% 클로르헥시딘 양치용액에 한 결과이므로 농

도 제품의 우수한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에센셜 오일양치액과 클로로헥시딘양치

액은 유사한 수 으로 우식원인균 감소와 구강내 산생능

이 감소하여 두 양치액의 항우식 효과를 입증하 으며,

특히 문가 처방 없이 일상에서 사용이 간편한 에센셜

오일 양치액은 효과 인 우식 항균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항균제의 단기간 효과만을 평가하

는데, 치아우식증 방효과를 확인하기 해 항균제의

장기 인 효과를 악할 필요가 있으며, 한 연구 상

자를 성인이 아니라 우식 고 험군인 청소년기 학생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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