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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ooth erosion potential of liqueur and to
confirm the anti-erosive effect of calcium.
Methods: After purchasing commercially available liqueur in Korea and measuring the pH, products
with low pH and high consumption were selected and used as experimental beverages. Calcium (1%)
was added to the selected beverages. Chamisul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and Coca Cola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Healthy bovine teeth samples were soaked in the selected beverages for
1, 3, 5, 10, 15, and 30 minutes. The changes in the tooth surface after beverage treatment were
observed and analyzed using microhardness (VHN, Vickers hardness number)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Results: Jinro Grapefruit (-88.03±13.05) had the highest surface microhardness difference (ΔVHN)
before and after 30 minutes of treatment in each group, followed by Coca Cola (-61.31±21.90)
(P <0.05), Jinro Grapefruit+Calciu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25.46±4.43)), and
Chamisul (-3.53±27.79) (P >0.05). When comparing changes in surface microhardness over time,
Jinro Grapefruit+Calcium (pH 3.75) had slightly lower surface microhardness than Chamisul,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Jinro Grapefruit+Calcium has a lower surface microhardness change value than Coca-Cola and grapefruit dew group (P <0.05), so it is thought that the risk
of tooth erosion is lower than that of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consumption of liqueur with a low pH may increase
the risk of tooth dec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sk of tooth decay when ingesting liqueur and seek dietary guidance that can minimize damage. It was also determined that
manufacturers need to consider ways to lower the risk of tooth decay, such as adding appropriate
amounts of calcium to the beverages.
Key Words: Erosion, Incipient dental caries, Liqueur

는데, 최근 주류업계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맛의‘과일소주’는 분류 상

서 론

일반 증류주인 리큐르에 해당하며 그 중 과일을 이용하여 생성해 낸
과일소주는 주정(에틸알코올)에 과일 향과 액상과당 등 섞은 혼합

과일 리큐르라고 할 수 있다2). 과일소주 열풍은 국내 전체 소주 매출의

주(리큐르)라고 할 수 있다1). 리큐르의 종류는 약초 리큐르, 과일 리큐

약 20%를 차지할 만큼 독한 소주를 꺼리는 계층인 젊은 여성에게 순한

르, 종자 리큐르, 크림 리큐르, 브랜드 리큐르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

술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도수 주류 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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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폭음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3)

또한, 치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과일소주는 산성 제품 으로 지나

조군으로 일반소주를 양성대조군으로는 콜라를 사용하였다. 모든 음
료는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제품으로 구입하였다.

친 섭취는 치아부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일로 만든 주
류의 대표급인 와인에 관한 연구에서 pH는 3.02±0.01로 나타났는데

2. 실험방법

이는 치아 부식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pH 4.5이하의 값으로 와인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4). 치아부식 연구에서 Oh와 Lee5)는 pH가

2.1. pH 및 적정산도 측정

낮은 에너지음료에 치아를 30분 동안 처치한 결과 치아의 표면미세경

음료는 동일한 조건에서 냉장 보관하며 pH를 측정하기 6시간 동

도가 감소하여 치아부식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고, Attin 등6)도 pH가

안 실온에 방치하였고 실험재료의 pH 측정은 pH meter (920A pH

낮은 산성음료의 섭취는 치아의 법랑질을 부식시킬 수 있어 치아부식

Meter, Thermo Orion,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 전 표준

증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achez 등7)의 연구에서도 낮은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보정 후 과일소주 30 ml를 비커에 분주하여 측

pH 값을 가진 음료를 마시는 경우 아이들의 치아부식을 더욱 증가시

정하였다. 칼슘이 첨가된 군은 교반 하에 측정하며, 탄산이 있는 경우

킨다고 하였다.

1시간 이상 교반하여 탄산가스를 방출 시킨 후 측정하였다. 또한 적정

치아부식증은 화학작용에 의한 비가역적 경조직의 손상을 의미하

산도 측정은 실험재료에 1M NaOH를 0.1 ml씩 첨가하여 교반 후 pH

는데 다양한 원인 중 탄산음료, 과실주스, 이온음료, 발효유, 와인, 맥

가 5.5와 7.0이 도달할 때까지 들어간 NaOH의 양을 측정하였다. 모

주, 숙취음료 등으로 인한 부식유발이 보고되고 있다8). 이와 같이 다

든 측정은 3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인성 질병이지만 산성 음식과 같은 식이 요소가 주된 외인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9) 치아부식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치아부식 예방 물질로는 치아부식증의 예방과 관련하여 Larsen와
10)

2.2. 시편제작
육안으로 보아 우식 및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질 노출이 없는

Nyvad 는 pH 4에 해당하는 오렌지주스에 칼슘과 인을 첨가한 후 7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소의 전치를 선택하여 5 mm의 원통형 시

일 동안 치아시편을 침지하였을 때 치아부식이 발견 되지 않음을 보고

편을 취득한 후 자가 중합형 acrylic resin을 이용하여 아크릴 봉에 포

11)

하였고, Jensdottir 등 도 청량음료에 칼슘과 인을 첨가하였을 경우

매하였다. 시편을 아크릴 봉에 포매한 후 #60, #240, #600번 연마지

치아부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Kim12)의 유산균발효유에

(Carbimet®, Buehler, USA)와 산화감마알루미나(Gamma Micropo-

다양한 농도의 칼슘을 첨가하여 치아부식 예방에 유의한 적정 칼슘농

lish® Alumina B, Buehler, USA)를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0.5%의 함량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게 치아부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관찰했다.

2.3. 시편의 인공 초기 치아우식 형성

2015년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주류 구매 및 소비경험이 있는

시편은 탈회용액을 이용하여 인공 초기 치아우식의 상태를 재현

20-50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일소주를

하였다. 인공 탈회 용액은 Ca(OH)2 (Calcium Phosphate; tribasic,

마셨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81.4%에 달하였고3) 제조사에 따

Sigma, USA)이 50% 포화된 0.1 M 젖산(lactic acid, Sigma, USA)

라 과일소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인다.‘과일소주’로

을 50% NaOH (Sigma , USA)와 50% HCl (Sigma, USA)용액을 이용

알려진 일부 리큐어 제품들은 발효되지 않은 과실이 첨가되어 있으며
구연산과 향미제가 첨가된 과일 리큐어의 치아부식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30분간 pH 5.0을 계속 유지시킨 후 0.55 μm 여과지(Whatman
No.42)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용액은 0.2% carbopol 907

한 연구에서 리큐어 6종의 평균 pH는 2.77±0.14로 비교적 낮은 pH

(ETD 2050, Noveon Inc., USA)을 첨가한 후 50% NaOH를 이용하여

3)

를 보여 치아 부식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과일소주의 강한 치

최종 pH를 5.0으로 맞추었다. 초기 선정된 모든 시편을 탈회용액 20

아부식능력과 꾸준한 소비 및 생산에도 불구하고 과일소주 섭취에 따

ml에 넣어 37℃ 항온기에서 24-48시간 처리하여 인공 초기 우식 병소

른 치아 부식 예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일소주가 초기우식을 가진 치아에 미
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치아부식증 예방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과일소
주의 치아부식 가능성을 평가하고 칼슘 첨가 시 치아부식 발생 감소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4. 표면 미세 경도 측정
연마 후 표면경도계(Fm-7, Future-tech Corp,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 경도를 Vickers hardness number (VHN)로 측
정하되, 측정 시에는 시편의 상·하·좌·우 가장자리에서 1 mm 떨어진

연구대상 및 방법

곳에서 법랑질이 표면경도계의 압의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위치한 후
200 gf의 하중으로 10초간 압인하여 계측현미경 400배의 배율에서
압흔의 크기를 계측하고 법랑질 표면경도를 측정한 후 4 부위의 평균

1. 실험재료
국내에서 일부 시판중인 과일소주를 구입하여 pH를 측정한 뒤 세
13)

값을 정하였다. 정상 법랑질 표면경도는 220-240 VHN 범위의 시편

pH가 낮은 제품을 선정하여 실험

을 선정하고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도록 분배하였다. 220-

음료로 사용하였고 칼슘 첨가 부식 억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

240 VHN 범위를 갖는 시편 40개를 선정하여 각 군당 10개씩 4군으

된 과일소주에 1%의 칼슘을 첨가하여 실험음료로 준비하였다. 음성대

로 배정하였다.

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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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commercial fruit soju

Brand name

pH

Classification

Fruit ingredient

Chum-Churum Flavored-Citron
Chum-Churum Flavored-Peach
Chum-Churum Flavored-Calamansi
Jinro Grapefruit
Jinro Green Grape
Joh-Eundei Sukryu
Joh-Eundei Beullubeli
Joh-Eundei Kkallamanssi
Bogbad-Eunbuladeo
Sunhancham

2.70±0.01
2.59±0.08
2.47±0.00
2.47±0.00
2.53±0.03
2.56±0.01
2.57±0.02
2.65±0.05
3.10±0.02
2.64±0.04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Liqueur

Citron juice 0.1%
Peach juice 0.1%
Calamansi juice 0.1%
Red grapefruit extract 0.015%
Green grape extract 0.017%
Pomegranate juice 0.1%
Blueberry juice 0.1%
Calamansi juice 2.5%
Bokbunja juice 0.77%
Green grape juice 0.3%

2.5. 실험음료 준비 및 시편 침지
칼슘의 부식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과일소주에 첨가한 칼슘
은 젖산칼슘(Calcium Lactate Pentahydrate, Junsei Chemical Co,
Ltd. Japan)을 사용하며 실험음료 100 ml에 젖산칼슘 1 g을 첨가하여
1% 농도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40개의 시편을 4개군으로 분배하고 준
비한 실험음료를 40 ml씩 동일 용기에 분주하고, Oh와 Lee5)의 연구
를 바탕으로 1분, 3분, 5분, 10분, 15분, 30분 동안 침지 시킨 후 증류

Manufacture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Hitejinro CO., LTD.
Hitejinro CO., LTD.
Muhak CO., LTD.
Muhak CO., LTD.
Muhak CO., LTD.
Bohae yangjo CO., LTD.
Kumbokju CO., LTD.

Table 2.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experimental drinks

Drink

pH

Chamisul
Coca Cola
Jinro Grapefruit
Jinro Grapefruit+1% Ca

7.66±0.08
2.41±0.00
2.47±0.05
3.75±0.00

Titratable acidity (ml)
pH 5.5

pH 7.0

0.14±0.00
1.06±0.05
1.27±0.02

0.28±0.03
1.42±0.08
1.41±0.02

수로 30초 동안 세척하였다. 칼슘을 첨가한 그룹은 칼슘이 충분이 용
해될 수 있도록 200 pm 교반 하에 침지를 시행하였고 탄산이 있는 경

한 자몽에이슬군은 2.47로 양성대조군인 코카콜라군과 유사한 낮은

우 또한 교반하여 탄산가스를 제거한 뒤 침지하였다.

pH를 보여준다. 칼슘을 첨가한 경우 pH 값이 3.75로 조금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나 치아에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pH 4.0 이하로
여전히 낮은 pH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적정산도는 양성대조군인 코카

2.6. 시편 처리 후 평가
실험군에 시간별로 처리 후 시편은 표면경도계를 이용하여 표면
의 미세경도 변화를 측정하고, 주사전자현미경(JSM-7500F, JEOL,

콜라군에 비해 실험음료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
다(Table 2).

Japan)을 관찰함으로써 표면의 형태 변화를 비교하였다.

3. 음료 처리 후 표면미세경도의 변화 비교
30분간 음료 섭취 전후의 표면미세경도의 비교 시 같은 군내에서

2.7. 통계처리
법랑질 시편을 침지 전과 침지 30분 후의 표면 미세경도를 비교하

표면미세경도는 음성대조군인 참이슬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에서 초기

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각 군간 표면 미세경도 변화 차이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 음료에 의해 표면

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사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미세경도가 약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 test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 경과에

또한 군간 비교 시 자몽에이슬군이 가장 표면미세경도 변화 값이

따라 표면미세경도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높고 코카콜라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0.05)

ANOVA를 사용하고, Tukey test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

치아에 부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몽에이슬-칼

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0, Chicago,

슘첨가군의 경우 음성대조군인 참이슬군보다 조금 더 표면미세경도가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또
한 코카콜라군과 자몽에이슬군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면

연구 성적

미세경도 변화 값이 낮아(P<0.05) 두 군에 비해 치아에 부식을 유발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Table 3).

1. 국내 일부시판 과일소주 제품의 특성

각 군별로 시간경과에 따른 법랑질 표면경도 변화 양상에는 참이

시판되고 있는 일부 과일소주 제품들을 구입하여 pH를 측정한 결

슬의 경우 어떠한 시간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과 모두 pH 4.0 이하의 값을 보여 섭취 시 치아에 부식을 유발할 가능

코카콜라군과 자몽에이슬군은 노출 1분에서 표면경도가 감소하기 시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작하여(P<0.05), 그 이후부터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표
면경도의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자몽의이슬군은 노출 5분 이후로 표

2. 실험음료의 pH와 적정산도

면경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모든 군 중 가장 큰 표면경도차가 관찰되었

참이슬군은 pH가 7.66으로 중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실험에 사용

다. 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은 코카콜라군과 자몽에이슬군에 비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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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urface microhardness after treatment for 30 minutes

Experimental drink

N

Chamisul
Coca Cola*
Jinro Grapefruit*
Jinro Grapefruit+1% Ca*

10
10
10
10

Unit : VHN

Treatment
Before (0 min)

After (30 min)

236.87±10.89
237.32±11.07
235.85±9.75
235.34±9.73

233.34±22.48
166.61±23.25
147.79±14.77
209.87±9.61

Difference**
a

―3.53±27.79
b
―61.31±21.90
c
―88.03±13.05
a
―25.46±4.43

Values are mean±SD.
*P<0.05, by Paired t-test, **P<0.05, by one-way ANOVA.
a,b,c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a=0.05.

260
240

VHN

220
200
180

Group*
a

160
140

1Gb
2Gb
3Gc
4G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ime (min)

1a

1 15.0 kV 10.6 mm 10.0 k SE(U)

1b

5.00 um

3a

3 15.0 kV 11.4 mm 10.0 k SE(U)

1 15.0 kV 10.6 mm 50.0 k SE(U)

2a

1.00 um

3b

5.00 um

3 15.0 kV 11.4 mm 50.0 k SE(U)

Fig. 1. Difference in enamel surface
microhardness by treatment time (1G:
Chamisul, 2G: Coca Cola, 3G: Jinro
Grapefruit, 4G: Jinro Grapefruit + 1%
Ca). *P ＜0.05, by Repeated measures
ANOVA. a,b,c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α=0.05.

2 15.0 kV 11.0 mm 10.0 k SE(U)

2b

5.00 um

4a

1.00 um

4 15.0 kV 11.0 mm 10.0 k SE(U)

2 15.0 kV 11.1 mm 50.0 k SE(U)

1.00 um

4b

5.00 um

4 15.0 kV 11.0 mm 50.0 k SE(U)

1.00 um

Fig. 2. SEM image of enamel surface after 30 min treatment (1a, 1b: Chamisul, 2a, 2b: Coca Cola, 3a, 3b: Jinro Grapefruit, 4a, 4b: Jinro Grapefruit+1% Ca, a: ×10,000, b: ×50,000).

면경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Fig. 1).

우 양성대조군인 코카콜라군와 유사하게 표면이 손상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코카콜라

4. 음료 처리 후 표면의 전자현미경 소견
음료 처리 30분 후 시편 표면의 상태는 음성대조군인 참이슬군의
경우 인공적으로 초기우식을 유발한 상태를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양성대조군이 코카콜라군에서 심한 표
면 손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음료로 사용된 자몽에이슬군의 경

군이나 자몽에이슬군에 비해 적은 표면손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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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관찰한 결과 같은 군내에서는 참이슬군(음성대조군)을 제외하

고 안

고 다른 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주류는 소비 지출의 12대 비목에 해당하고, 최근 통계청의 2021

적정산도는 용액이 pH 변화에 저항하도록 하는 특성으로22), 군간

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류 비목의 지출이 전년 동

비교 시 자몽에이슬군이 코카콜라군(양성대조군)에 비해 표면미세경

14)

일 분기 대비 12.3% 증가되었다 . 우리나라 만19세부터 59세 성인

도 변화 값이 유의하게 가장 높아(P<0.05) 과일소주의 높은 적정산도

을 대상으로 음주행태와 문화를 연구한 Ko 등15)의 보고에 따르면 일과

가 치아부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를 마치고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 많아, 주류는 우

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은 참이슬군보다 조금 더 표면미세경

리 생활에서 밀접한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과일소주는

도가 낮아졌으나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반소주에 비해 도수가 낮고 과일 향미가 첨가되어 알콜 냄새를 적게

(P>0.05), 코카콜라군과 자몽에이슬군에 비해서는 표면미세경도 변
화 값이 유의하게 낮아(P<0.05), 두 군에 비해 치아부식능의 위험도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 경험이 높다1).
한편 치아우식증은 치아 경조직의 미네랄이 손실되는 질환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우식증이 존재하는 구강환경에서 산성음료를 섭취하는 경우 우식

다른 연구들에서도 시판 음료에 칼슘 첨가 시 치아부식 위험성을

부위의 재광화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치아의 부식도 가속화될 가능성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Kim 등23)은 시판 매실음료

이 높다16). 이에 따라 과일소주가 초기 우식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에 칼슘 첨가 시 치아부식증을 억제하였음을 보고하였고, Attin 등21)은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연산(1%, pH 2.21)에 칼슘, 인산염, 불소를 첨가하여 치아 미세경도

국내 시판되는 일부 과일 리큐어의 치아 부식능을 평가하는 연구

손실 예방에 관해 연구하였다. Kim 등18)은 홍삼음료에 1%의 칼슘첨가

에서 과일 리큐어는 pH, 인산칼슘 용액의 pH 변화량(ΔpH)에서 소주

시 표면미세경도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Kim 등12)은 유산균 발효유에

와 오렌지 주스보다 큰 값을 보였지만, 적정산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칼슘을 첨가하여 그 함량이 높아질수록 음료의 pH가 조금씩 높아졌고

는 소주에 비해 오렌지 주스, 과일 리큐어 순으로 높은 수준의 적정산

칼슘 0.5% 이상의 농도부터 칼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유산균발효유에

도를 보였다3). 또한 Lussi 등17)은 사람의 소구치를 음료에 20분간 담근

비해 유의하게 높아짐을 관찰하였다.

후 음료 처리전과 후의 표면경도를 비교했을 때 음료처리 후 치아침식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법랑질 표면을 더욱 미세

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고 음료들 중 특히 과일 산을 함유한 음료에서

하게 관찰하였는데, 참이슬군의 경우 표면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반

침식이 더 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면 코카콜라군와 자몽에이슬군은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어있었고 자몽

본 연구에서는 일부 시판중인 과일소주 중 pH가 낮고 소비가 많

에이슬-칼슘첨가군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은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평균 pH는 2.47이었다. 이는 시판 음료 중 부

치아부식은 산의 종류와 노출시간 및 농도가 중요하다19). 과일소

식 문제성이 크다고 알려진 코카콜라의 pH (2.41)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에는 구연산이 첨가되어있고 West 등24)은 구연산이 인산보다 치아

18)

과일소주 역시 부식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Kim등

부식을 더욱 잘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Scheutzel25)는 산성음료에

은 낮은 pH를 가진 음료가 치아 부식에 미치는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치아를 노출시켰을 때 법랑질 부식이 60분 이내에 급격하게 나타난다

가장 낮은 pH값을 가진 제품은 2.98로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

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탈회된 시편을 실험음료에 침지시켰을

19)

다. 코카콜라의 높은 치아부식능을 보고한 Youn 의 연구결과와 우치

때 30분의 시간이 부식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Song4) 등

시편을 일반 소주에 단순침적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은 2009년 19세 이상 성인 1인이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2시간이 소

4)

매끄럽고 손실된 곳이 없었다고 보고한 Song과 Choi 의 연구를 바탕

요됨을 보고하였고, Kim18)등은 구연산이 함유된 홍삼음료를 30분간

으로 코카콜라를 양성대조군, 참이슬을 음성대조군으로 선정하여 과

초기우식 치아에 침지시켰을 때 부식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위 연

일리큐어의 부식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아가 과일소주에 노출되는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선행연구들을 보면 산성 에너지음료에 nano-hydroxyapatite를
첨가하여 칼슘과 인을 보충하였을 때 부식능을 억제하였음을 보고하

있는 치아부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20)

였고 , 1% 구연산 용액에 다른 농도의 칼슘을 추가했을 때 용액의 치
21)

18)

과일소주 섭취 시 구강 내 잔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아 부식 위험성이 줄어듦을 보고하였다 . 또한 Kim 등의 pH가 가장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는 것이 치아부식

낮은 구연산이 포함된 음료(pH 2.98)에 칼슘 1%를 첨가한 실험에서

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 될 수 있겠으며, 음주 직후 양치를 할

는 음성대조군인 생수에 비해 칼슘을 첨가한 음료에서 표면경도 값이

경우 칫솔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부식되고 거칠어진 법랑질 표면에 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재광화 양상을 나타내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본

상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타액으로 적절히 재광화 된 이후에 칫솔질을

연구에서는 pH 2.47인 과일소주에 칼슘을 첨가하여 치아 부식능을 평

권장한다26). 또한 과일소주를 주로 섭취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아 부

8)

가하고자 하였다. 칼슘농도는 구연산이 포함된 음료 부식연구의 결과

식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음주는 치주질환의 위험지표로 간주될 수 있으며27), 전신 건

를 참고하여 1%로 정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이슬군은 pH가 7.66±0.08인데 비해 자몽에이슬
군은 2.47±0.05로 나타났으며, 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의 pH는 3.75
±0.00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치아부식에 취약한 상태이다. 표면미세

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음주 자체의 습관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는 우치시편을 이용해 1분, 3분, 5분, 10분, 15분, 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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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연계하여 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및 식품의 섭취량에 따른 치
아부식의 노출발생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우식치면에서 과일소주가 치아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칼슘첨가 시 발생하는 부식억제능력을 평가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재료의 pH는 코카콜라군 2.41±0.00, 자몽에이슬군 2.47
±0.05, 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 3.75±0.00, 참이슬군 7.66±0.08로
나타났다.
2. 각 연구재료를 30분 처리 전 후 표면미세경도차(ΔVHN)는 자
몽에이슬군(―88.03±13.05)이 가장 높았고, 코카콜라군 (―61.31
±21.90)순이었으며(P <0.05)자몽에이슬-칼슘첨가군(―25.46±
4.43)과 참이슬군(―3.53±27.79)은 유익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시간경과에 따른 표면미세경도 변화양상을 비교할 시 자몽
에이슬-칼슘첨가군이 코카콜라군과 자몽에이슬군에 비해 표면미세경
도가 높게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법랑질 표면을 관찰한 결과 참이슬군와 자
몽에이슬-칼슘첨가군의 순서로 표면의 거칠기가 비교적 부드러웠으
나 코카콜라군와 자몽에이슬군은 굉장히 거칠고 부서져있는 형태의
표면을 보여주어 많이 손상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초기우식을 가진 치아 경조직에 pH
가 낮은 과일리큐어의 섭취는 치아표면경도를 감소시키고 손상을 유
발해 치아부식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아우식 위험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pH
가 낮은 과일리큐어의 구입 또는 섭취시 이러한 치아부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이지도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회사에서는 제품을 제조와 관련하여 적정량의
칼슘 첨가 등과 같은 치아부식의 위험을 낮추어 소비자의 구강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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