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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detergents containing a centella quantitative
extract and dipotassium glycyrrhizinate and potassium nitrate on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gingivitis index, gingival bleeding index, EPT, and halitosis.
Methods: A parallel comparison,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for 8
weeks with 60 adult men and women as participants.
Results: According to the PMA index, gingival index of Talbott, gingival hemorrhage index, Turesky’s
plaque index, and bad breath measurem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fter 4 weeks (P <0.05).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bad breath reduction effect, gingival bleeding improvement
effect, gingivitis inflammation effect, removal of the gingival microbial membrane, and syringin can
be expected to relie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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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며, 칫솔질은 세치제를 사용하여 치아 및 치은의 표면에 존재하는

서 론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림세치제의 주요 성분은 연마제, 세정제, 결합제, 습윤제이다. 기타 성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구강관

분으로 물, 향미제, 감미제, 방부제, 치료제, 예방제 등이 포함된다. 근

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되면서 개인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래에는 약리작용이 나타나는 성분을 포함한 약용 세치제가 개발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구강 위생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

구강병 예방 효과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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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서 일반 세치제와 특수 세치제로 분류하는데 특수 세치제는

Table 1 . Ingredients and content of dentifrice

구강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특수한 약물을 배합한 것으로, 세치

Ingredients

E

C

제의 기본 성분 이외에 구강병 예방제나 구강병 치료제를 배합한 세치

Centella asiaticca extract
Potassium nitrate
Dipotassium glycyrrhizinate
Formulation component

0.01%
2%
0.05%
appropriate
amount

appropriate
amount

제다2,3).
현재의 세치제는 과거의 단순한 세정기능의 이행이 아닌 구강질환
을 예방할 수 있는 충치예방, 치석형성방지, 치은질환의 개선을 얻을
수 있고, 특수작용을 하는 세치제는 구취감소, 지각과민감소, 치아미
백효과 등의 다양한 구강환경 개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치약의 사
용이 증가하고 여러 화학물질의 부작용으로 세치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한약재나 생약의 성분을
4)

함유시키는 새로운 세치제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

3. 연구방법
본 시험은 8주 동안 평행비교,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 시험으
로 디자인하였으며, 제공되는 세치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1일 3회

그중에서도 병풀 추출물로 알려져 있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Cen-

3분 동안 8주간 이를 닦도록 하였고, 대조세치제와 실험세치제를 각각

tella asiatica)은 창상치유 효과와 홍반 개선 효과, 혈액순환 촉진, 진

8주 사용 후, 실험군 대상자는 실험세치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조군

정작용, 항염효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로 치은 및 치주질환 예방과 관련

과 동일하게 대조세치제를 하루(24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한 구강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5-10).
본 연구에 사용된 센텔라는 미나릿과의 다년생 표본 덩굴식물로서

본 시험은 단국대학교 임상시험위원회(Dankook University IRB,
DKU)의 승인(승인번호 DKU 2020-01-017) 하에 진행하였다.

주로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인도양의 열대지방에서 기
원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및 일부 남부 도서지역에서 자생하고
11)

3.1. 관찰검사방법

있다 . 병풀의 주성분은 a-myrin acid group에 속하는 pentacyclic

(1) 방문 1 (baseline visit, day 0)

triterpene glycoside인 asiaticosise와 madecassosid이며12), 특히

이 방문은 스크리닝으로 군배정을 받은 후 7일 이상의 간격을 두

asiaticoside의 경우 항박테리아 및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상

고 이루 어지며, 우선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고, 평소 식사 섭취 패턴

처, 위궤양은 물론 다양한 피부질환, 결핵, 정맥질환, 치매 등의 치료에

을 조사한 후, 회전법으로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이후에 제공되

13)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는 해당세치제와 칫솔을 이용하여 칫솔질을 시행하도록 교육하였다.

글리시리진산이칼륨은 감초 뿌리 성분으로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궤양 작용으로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 있고14), 질산칼륨은
15)

(2) 방문 2 (1st experimental visit, day 3)
이 방문은 방문 1 (0일)로부터 3일 뒤에 이루어졌으며, 이상반응의

화학적 신경 탈감작 효과를 유도하는 성분으로 이것의 지각과민 완

유무를 확인 후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화 기전은 화학적 신경 탈감작 효과를 유도하는 칼슘이온의 탈분극 현

(3) 방문 3 (2nd experimental visit, day 7)

16)

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질산칼륨이 치수에 존재하는 신경
에 작용하여 신경을 탈감작시켜 과민증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17).

이 방문은 방문 1 (0일)로부터 1주일 뒤에 이루어지고, 방문 2와
동일하게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4) 방문 4 (3rd experimental visit, week 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센텔라 정량 추출물과 글리시리진산이
칼륨 및 질산칼륨을 배합한 치약의 치면세균막, 치은염지수, 치은출혈

이 방문은 방문 1 (0일)로부터 4주일 뒤에 이루어지고, 방문 2와
동일하게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지수, 시린이지수, 구취에 대한 효과를 임상실험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5) 방문 5 (4th experimental visit, week 8)

한다.

이 방문은 방문 1 (0일)로부터 8주일 뒤에 이루어지고, 방문 2와
동일하게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으며, 8주간의 실험세치제 및 대조

연구대상 및 방법

세치제 사용 이후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대조세치제를 배포하여
24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연구대상

(6) 방문 6 (closing visit, week 8+24시간)

만 20세 이상-만 50세 이하의 성인 남, 녀로 1일 3회 아침 저녁으

이 방문은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로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치관치경부 우식증이나 수복물이 없는

세치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방문 5 (8주)로부터 24시간 뒤에 이루어지

잔존치아수가 24개 이상인 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명동

고 방문 2와 동일하게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의서에 시험대상자(또는 법정 대리인)가 자의로 서명한 자를 선정하였
다.

3.2. 구강검사항목
(1) 치은염 관련 지표

2. 대상세치제
실험세치제(E)와 대조세치제(C)의 상세정보는 Table 1과 같다.

치은염 정도는 유두변연부착치은염지수(PMA index)를 측정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Talbott의 치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lbott의 치은염지수는 Talbott, Mandel and Chilton이 변형한 Lö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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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 평점 기준10-12)에 따라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협설측 치은연

여 측정하였다. 또한 Visual analogue scale (0~10)법을 이용한 관능

을 각각 근심, 원심, 중앙 치은염으로 구분하여 6개 부위를 측정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개인의 치은염지수는 각 부위별 측정치의 합계를 검사대상치아수로

(6) 시린이 관련 지표

나누어 구하였으며, 측정대상치아를 #16, #11, #26, #46, #31, #36번

Air blow를 이용하여 지각반응이 있는 특정 치아에 대해 0-10

18,19)

치아로 하였다

점 척도별 주관적 측정으로 상아질지각과민반응 검사를 시행하였으

.

(2) 치은출혈 관련 지표

며, 전기치수검사기기(Digitest II Pulptester & Accessories, Parkell

치은출혈지수는 Sulcus bleeding index를 적용하였다. SBI는

Inc., USA)를 이용하였다.

0.5mm 직경의 팁을 갖는 치주 probe를 사용하여 4개의 치은 유닛(근
심측, 원심측, 순측 및 설측 변연 유닛)으로부터 출혈을 측정하는 치은

4.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염증의 지수이다. 8개의 전치부에 측정하며, 점수 범위는 0점(건강한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외관 및 탐침시 출혈 없음)에서 5점(눈에 띄는 부기 및 자발적인 출혈

(IBM Inc, Armonk,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

로 인한 자연적인 출혈)까지이다.

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기준으로 하였

(3) 치석지수

다. 군간 비교는 2-sample t-test 및 Mann-Whitney test 등으로 분

간이치석지수(simplified calculus index)를 사용하여 구강내의

석하였으며, 군내 비교는 paired t-test, Wilcoxon’s signed rank test

치석상태를 측정 기록하였다. 이때 치석 형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스

등으로 분석하였다.

크리닝시에 치은연상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실시하였다. 대상
치아는 #16, #11, #26, #36, #31, #46 하며, 점수는 0~3점(0점: 치석

연구 성적

없음, 1점: 치은연상치석이 치면의 1/3미만, 2점 치은연상치석이 치면
의 1/3이상, 2/3미만 또는 점상의 치은연하치석이 존재하는 경우, 3

1. 치은염지수의 변화

점: 치은연상치석이 치면의 2/3 이상 또는 환상의 치은연하치석이 존
20)

재하는 경우)으로 한다 .

PMA index 결과에서는 실험 전 실험군 10.52±5.60, 대조군
11.43±7.94에서 8주 후 실험군 6.84±3.93, 대조군 10.18±7.42 으
로 통계적으로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났다(P<0.05). 실험군은 사전

(4) 치면세균막(plaque) 관련 지표
치면세균막(치면세균막)부착정도는 치면세균막관리능력지수
(PHP index,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와 Turesky의 치

조사(base) 때와 사용 3일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면세균막 평점기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1-23).

Talbott의 치은지수 측정결과 실험 전 실험군 5.94±1.59, 대조군

(5) 구취관련지표

5.80±1.52으로 4주 후부터 실험군 3.96±0.97, 대조군 5.44±1.39

구취 검사는 BB Checker (Plus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

으로 군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군의 경우

Table 2. Result of PMA index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Means±SD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11.43±7.94
10.52±5.60
0.636

11.29±7.90
11.16±5.78*
0.948

10.50±7.29
9.40±5.68*
0.546

10.43±7.5*
7.48±4.23*
0.089

10.18±7.42*
6.84±3.93*
0.050

10.25±7.79*
6.60±3.96*
0.040*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3. Result of Talbott’s gingival index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Means±SD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5.80±1.52
5.94±1.59
0.751

5.7±1.61
5.77±1.77
0.890

5.64±1.45
5.67±1.39
0.926

5.44±1.39
3.96±0.97*
0.001**

5.02±1.48*
3.87±0.54*
0.001**

5.09±1.43*
3.84±1.15*
0.001**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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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sky의 plaque index 측정결과 실험 전 실험군 1.99±0.57,

실험 4주일 후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의한 Talbott의 치은지수의 감소
가 나타났다(P<0.05) (Table 3).

대조군 1.93±0.43은 4주 후부터 통계적으로 군간 매우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군은 실험 후 3일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
의한 치면세균막 감소가 나타났다(P<0.05) (Table 7).

2. 치은출혈지수의 변화
치은열구출혈지수 측정결과 실험 전 실험군 0.73±0.35, 대조군
은 0.76±0.18으로 4주 후 실험군 0.53±0.16, 대조군 0.67±0.16으

5. 구취 지수의 변화

로 통계적으로 군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으며(P<0.01), 실험
군의 경우 실험 7일 후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의한 치은열구출혈지수

대조군 68.5±29.1에서 4주 후에 실험군 46.0±14.5, 대조군 65.4±

BB Checker 이용한 구취측정 결과 실험 전 실험군 72.2±30.9,

의 감소가 나타났다(P<0.05) (Table 4).

20.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
군의 경우 실험 1주일 후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의한 구취감소가 나타

3. 치석지수의 변화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Table 8).
관능검사는 실험 전 실험군 5.96±1.79과 대조군 5.46±2.85으로

치석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Table 5).

8주 후 실험군 3.44±1.04, 대조군 4.61±2.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4. 치면세균막 지수의 변화

한 감소가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3일 후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의한 구취감소가 나타났다(P<0.05) (Table 9).

치면세균막관리능력지수 측정결과 실험 전 2.80±0.57, 대조군
2.80±0.56 으로 4주 후부터 통계적으로 군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6. 시린이 관련 지표의 변화

나타났으며(P<0.01), 실험군은 실험 1주일 후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
의한 치면세균막 감소가 나타났다(P<0.05) (Table 6).

Air blow법을 이용한 시린이검사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군에서 실험

Table 4. Result of gingival sulcus bleeding index

Means±SD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0.76±0.18
0.73±0.35
0.705

0.76±0.43
0.70±0.33
0.598

0.73±0.18
0.63±0.26*
0.099

0.67±0.16*
0.53±0.16*
0.002**

0.69±0.17*
0.43±0.17*
0.001**

0.66±0.17*
0.41±0.22*
0.001**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5. Result of calculus score

Means±SD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0.36±0.35
0.66±0.43
0.008

0.36±0.35
0.66±0.43
0.008

0.36±0.35
0.66±0.43
0.008

0.36±0.35
0.66±0.43
0.008

0.38±0.35
0.67±0.42
0.008

0.38±0.35
0.67±0.42
0.008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2.80±0.56
2.80±0.57
0.988

2.74±0.7
2.65±0.57
0.611

2.73±0.64
2.43±0.58*
0.089

2.92±0.68
2.18±0.81*
0.001**

2.52±0.69*
1.97±0.74*
0.007**

2.51±0.68*
1.97±0.71*
0.007**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Table 6. Result of PHP index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Means±SD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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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turesky plaque index

Means±SD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1.93±0.43
1.99±0.57
0.632

1.94±0.5
1.80±0.58*
0.370

1.91±0.56
1.64±0.45*
0.063

2.05±0.5
1.50±0.46*
0.001**

1.69±0.45*
1.39±0.43*
0.019*

1.70±0.44*
1.40±0.36*
0.011*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8. Result of BB value

Means±SD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68.5±29.1
72.2±30.9
0.662

67.7±26.8
67.2±26.6
0.949

62.1±27.0
52.0±19.2*
0.127

65.4±20.0
46.0±14.5*
0.001**

54.8±21.5*
44.0±13.2*
0.035*

54.6±22.2*
42.5±17.3*
0.032*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9. Result of Hailtosis using visual analogue

Means±SD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5.46±2.85
5.96±1.79
0.458

5.36±2.75
5.60±1.68*
0.704

5.11±2.86
5.16±1.34*
0.933

4.82±2.64*
4.24±1.23*
0.319

4.61±2.56*
3.44±1.04*
0.038*

4.82±2.55*
3.56±1.04*
0.025*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10. Result of airblow test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Means±SD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1.71±2.62
2.44±3.12
0.362

1.71±2.62
1.80±2.84
0.910

1.61±2.56
1.60±2.53*
0.992

1.43±2.28*
1.28±2.3*
0.815

1.21±1.89*
1.08±2.23*
0.814

1.21±1.89*
1.04±2.26*
0.761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11. Result of Electro pulp test

Group
Control
Experimental
P-value

Means±SD
Base

After 3 Ds

After 7 Ds

After 4 Ws

After 8 Ws

After 8Ws+24Hs

18.61±3.49
16.64±6.99
0.194

18.18±4.66
15.88±7.11
0.166

18.29±4.27
16.48±7.24
0.268

18.11±4.81
18.72±6.55*
0.698

19.07±4.10
18.52±6.33*
0.705

19.2±3.93
18.88±6.34*
0.816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P-value by 2-sample t-test.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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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44±3.12에서 실험 7일 후 1.60±2.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린이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Table 10).

본 실험에서 전기치수자극검사법(EPT)을 이용한 시린이검사 측
정결과 실험군은 실험 전 16.64±6.99에서 실험 4주 후부터 18.72

과 대조군은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

±6.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린이 감소가 나타났고(P<0.05), Air
blow법을 이용한 측정결과는 실험군에서 실험 전 2.44±3.12에서 실

험군은 실험 전 16.64±6.99에서 실험 4주 후부터 18.72±6.55로 통

험 7일 후 1.60±2.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린이 감소가 나타난

계적으로 유의한 시린이 감소가 나타났다(P<0.05) (Table 11).

것으로 나타났다(P<0.05). 두 군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시

전기치수자극검사법(EPT)을 이용한 시린이검사 측정결과 실험군

린이 감소 효과를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8주간 실험 세치제 사
용 후 24시간 동안 대조세치제를 사용하여도 지각과민 완화효과가 지

고 안

속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질산칼륨이 함유된 치약이 상아세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사용되고 있는 세치제의 성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약용성
24-26)

분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의 세치제가 연구되고 있다

의 폐쇄에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34)에서와 같이 상아세관의 폐쇄로 인
해 지각과민완화효과가 지속된다고 사료된다.
치면세균막 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4주 후 부터 통계적으로 매

.

이러한 다양한 세치제 중 어떤 세치제의 사용이 구강질환의 예방

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 군에서 실험 1주 후 부

뿐 아니라, 구강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구강질환으로는 치주질환, 치아우

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대조군은 실험 전 2.80±0.56에
서 4주 후 2.92±0.68로 치면세균막 지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8주 차

식증, 상아질 지각과민증, 구취 등 이 있는데27) 이에 저자는 구강질환

2.52±0.69로 감소 되었지만 실험군 처럼 큰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

에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 함유된 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 구강질환

였고, 대조세치제에 세마제 성분이 불 포함되어 있어 오는 결과라고

의 포괄적 개선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사료된다.

14)

Shim 등 의 연구에서 글리시리진산이칼륨(dipotassium glycyr-

구취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4주 후

rhizate)은 항궤양 작용과 치은염예방 효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고,

부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실험군은 실

본 연구에서 GI지수가 실험 전 실험군 1.26±0.26에서 4주 후 실험군

험 7일부터 유의한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효

0.69±0.29로 감소효과가 나타나(P<0.05)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성분

과를 유지하고, 앞선 연구에 의하면 Rye 등35)은 잇몸질환과 구취와의

이 치은연상치면세균막과 치은염을 감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치은염 질환의 개선 시 구취의 감소를 보고

연구에서와 같이 치은염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 바 있다. 이는 센텔라 성분과, 글리시리진산이칼륨이 함유된 치약

본 연구에 사용된 센텔라는 실험 세치제의 주성분으로 병소가 있
는 피부 표면의 창상의 치유을 촉진하고, 궤양이나 염증치료에도 효과

을 사용하였을 경우 치은염 질환의 개선 및 치면세균막 감소가 구취지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가 있어 마데카솔의 주 성분으로 시판되고 있다. 치과영역에서는 치주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구강환경의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의 재생과 육아조직의 형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연구하였고, 각 주성분의 효능에 적합한 실험자에게 적용한다면 좀 더

가 있다28,29).

명확하게 성분에 따른 효과율을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칫
6)

센텔라 성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는 센텔라의 성분이 치은출
혈 개선효과에 도움을 주고, Rye30)는 치은상피세포의 증식에 효과가

솔질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매 칫솔질 사용되는 세치제의 사용만으로
포괄적인 구강환경 개선에 대하여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센텔라 정량추출물 및 질산칼륨, 글리시리진산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 PMA index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8주 후부터

이칼륨 함유 치약의 사용이 구취감소효과와 치은출혈개선효과, 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염완화효과,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후 3일 후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PMA index의 감소가 나타났다

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24시간 후에도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P<0.05). Talbott의 치은지수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통계적으
로 4주 후부터 군간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치은열

결 론

구출혈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4주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후 7일부터 실험 전에 대
해 유의한 치은열구출혈지수의 감소가 나타났다(P<0.05).

주성분으로 배합한 실험세치제와 주성분을 제외하고 습윤제, 기포제,

8주간 실험세치제를 사용한 후 24시간 동안 대조세치제를 사용하
여도 치은염 완화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센텔라
에 치주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세포의 육아조직 형성을 도와주는
11,28)

역할을 한다는 연구의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질산칼륨, 글리시리진산이칼륨을

행하였다.
각각의 세치제를 사용하는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 총 60명의
자원자 중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실험군 25명, 대조군 28명 총 53명에

.

본 실험세치제의 주성분에 포함된 질산칼륨은 지각과민증에 효과
가 있는 성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질산칼륨을 배합한 세치제를
31-33)

사용하였을 때 지각과민 감소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향 등 제형성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대조세치제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

.

게 8주간 각각 실험세치제와 대조세치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추가 1일
간 두 군 모두 대조세치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 전, 실험 3일 후, 실험 7일 후, 실험 4주 후, 실험 8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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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및 8주일+24시간 후 총 6회에 걸쳐 Schour와 Masslar의 유두변연

ORCID

부착치은염지수(The P-M-A index), Talbott의 치은염지수(Talbott’s
gingival index), 치은출혈지수, 치석지수, 시린이검사, PHP index,

Keum-Sun Lee, https://orcid.org/0000-0002-0881-2279

Turesky의 plaque index를 측정하고, BB checker 검사 및 구취 자각

Da-Hui Kim, https://orcid.org/0000-0003-0226-0212

도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Ja-Won Cho, https://orcid.org/0000-0003-1458-0416

1. 치은염 관련 지표: PMA index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8

Chan-Ho Kim, https://orcid.org/0000-0003-0476-8538

주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경우 실험

Jin-young Lee, https://orcid.org/0000-0002-2470-9343

후 3일 후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PMA 지수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Talbott의 치은지수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4주 후 부터 군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군의 경우 실험 후
4주일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Talbott의 치은지수의 감소가 나타
났다.(P<0.05).
2. 치은출혈 관련 지표: 치은열구출혈지수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
조군은 통계적으로 4주 후 부터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후 7일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치은열구출혈
지수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3. 치석관련 지표: 치석지수 실험군과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4. 치면세균막 관련 지표: PHP index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은 4주 후 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실험
군은 실험 후 1주일 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치면세균막 감소효과
가 나타났다(P<0.05).
Turesky의 plaque index 측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4주후부터
통계적으로 군간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실험군은
실험 후 3일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치면세균막 감소가 나타났다
(P<0.05).
5. 구취 관련 지표: BB Checker 이용한 구취측정 결과 실험군
과 대조군은 4주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1), 실험군의 경우 실험 후 1주일부터 실험전에 대해 유의한 구
취감소가 나타났다(P<0.05).
관능검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8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의 경우 실험 후 3일후 부터 실험
전에 대해 유의한 구취감소 자각도가 나타났다(P<0.05).
6. 시린이 관련 지표: 시린이 측정 Air blow test결과 실험군은 실
험 후 1주일, 대조군은 4주 후 부터 시린이 감소효과를 보이고, 전기치
수검사(EPT)에서는 실험군에서 실험 후 4주부터 시린이 감소효과를
나타냈지만, Air blow test와 전기치수검사(EPT)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러한 연구결과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질산칼륨, 글리시리진산이
칼륨을 배합 세치제를 치은 및 치주질환 환자가 사용했을 경우 효과적
인 치은염완화효과, 치은출혈완화효과, 시린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및 구취제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24시간 후에
도 효과가 지속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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