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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졸업을 앞두고 배움의 마지막 과정이라 아쉬운 마음과 해방이 된다는 기쁨의
감정이 교차하는 요즈음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교실을 둘러보시는 김경남 교수님.가끔 교실에서 밤새울

때면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하시며 중간 중간 체크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요.치과위생사가 서울에 있는 치과대학 대
학원에서 기초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자리매김된 것은 교수님께서 받아주신
덕분입니다.방송인 손석희 같이 간결하고 정확한 말과 행동으로 지도해주신 김광
만 교수님,세미나와 교실발표를 통해 조언을 해 주셨던 이용근 교수님과 오근택
박사님,구강위생용품 세미나를 통하여 구강양치액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권호근 교수님과 김백일 교수님,구강병리학교실의 김진 교수님,석사과정동안 도
와주셨고 YESBIO의 CTO이신 이덕연 박사님과 이상배 선생님,항상 끊임없이 치
과재료를 개발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김인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실에서 치과위생사로서는 첫 번째 졸업이며,신구대학 학과장이신 강재

경 교수님,경복대학의 최은미 교수님,한양여대 김수화 교수님,연세대학교 치위
생학과 연구강사인 장선옥 선생님,이주혜 선생님,대학원생 노지연 선생님,예방
치과의 송윤신 교수님,김영숙 교수님,박현선 교수님,유자혜 선생님,김해선 선생
님,민지현 선생님 -같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의국장인 김우현 선생님과 2년 동안 교실생활을 동거동락했던 강동국,김동현,

김민철,이병현,이세호,임기형,오영일 선생님,그리고 언제나 교실의 든든한 버
팀목이 되어 주는 김남이 선생님과 예쁘고 유머 있는 회영이와의 추억은 제 마음
에 항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최명준 (주)참존 소

장님,건국대학교 총장님과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호권 교수님,건국
대학교 미생물 교실의 오철 선생님,박동훈 선생님,권우제 선생님,서원상 선생님,



이한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임상의 경험을 쌓게 해주신 유원희원장님,노상호원장님,

이혜영원장님,이시철원장님,송규원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원장님들의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배움이 가능했고,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기
간들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위생과의 어머니 김숙향 교수님과 김재옥 선생님,

장남숙 선생님,김혜영 선생님,우장우 선생님,이현애 선생님,김지영 선생님,김
주미 선생님.이외에도 저의 기억 속에 수많은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그러기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희의료원에 가면 항상 훈훈합니다.그곳에서 모
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귀금속공예를 전공하여 갤러리를 오픈한 큰언니,서울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으

면서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둘째언니,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셋째
언니,미국에서 교수가 된 남동생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줘서 고맙고,무엇보
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학계에 몸담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
시던 아버지와 어머니께 엎드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공부를 하는 데에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압니다.이 달

란트를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 양성에 힘쓸 것을 다시 한 번 다
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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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 함함함유유유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의의의 항항항균균균 및및및 항항항암암암 효효효과과과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의 구강양치액은 알코올이나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제품들이다.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강건조
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치아우식증의 원인
균인 S.mutans를 선택적으로 억제 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치아변색 또는
미각상실이나 구강점막의 통증을 야기 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이를 해결하고자
항균 및 항암 활성을 지닌 파이토스핑고신을 함유한 무알코올 구강양치액을 제조
하여 시판되고 있는 치카치카 (CK,삼일제약,한국),헥사메딘 (HM,부광약품,한
국),크레스트 (CR,Procter & Gamble,U.S.A.),뉴스코프 (NS,Procter &
Gamble,U.S.A.)등 4개 제품과 항균력,세포 독성,세포 항암능,산도 등을 비교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0.1% 파이토스핑고신은 항균활성시험에서 S.mutans와 A.actinomycetemcomitans
에 대한 IC50농도는 각각 5.06㎍/㎖와 0.79㎍/㎖로 나타나 클로로헥시딘 및
염화세틸피리디늄과 비교하여,중간 정도의 항균 활성을 보였다.

2.파이토스핑고신을 함유한 구강양치액의 접촉 항균력은 S.mutans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A.actinomycetemcomitans에 대하여는 헥사메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대조군에 비하여 99%의 신뢰도를 보였다.

3.세포 독성 시험에서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중간 정도의 세포독성
을 나타내었다.

4.구강 암 세포주에 대한 항암 활성을 측정한 결과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
양치액이 기존의 양치액보다 가장 높은 항암 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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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이토스핑고신 구강양치액의 산도는 6.40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0.1%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기존 구강양치액의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항균력을 가져 실용화 가능성이
높으며,또한 구강암세포인 KB세포에 선택적으로 높은 항암능을 보이기 때문에
구강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산산산도도도,,,세세세포포포 독독독성성성,,,세세세포포포 항항항암암암능능능,,,염염염화화화세세세틸틸틸피피피리리리디디디늄늄늄,,,
클클클로로로르르르헥헥헥시시시딘딘딘,,,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항항항균균균력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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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 함함함유유유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의의의
항항항균균균 및및및 항항항암암암 효효효과과과

<지도교수 김 경 남>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오 상 환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치아우식증 (dentalcaries)은 병원체요인,숙주요인,환경요인이 동시에 복합적
으로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병원체 요인으로는 Streptococci,Lactobacilli,
Actinomyces등이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숙주요인으로는 치아요인,타
액요인,구강 외 신체요인 등과 환경요인으로는 구강청결정도,음료수 불소이온 농
도,기후,생활환경,음식,구강보건의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치주질환의 병
인균으로는 Actinobacillusactinomycetemcomitans,Porphyromonasgingivalis및
Prevotellaintermedia가 관여하고 이러한 세균의 존재가 질환의 예측자 및 표식
자로서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구강양치액 (oralrinses)은 구강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사멸

시켜 구강청결과 구취제거 및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
용한다 (Herrera등,2003).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구강양치액의 조성은 주로 알
코올 (alcohol)과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또는 염화세틸피리디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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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ylpyridinium chloride), 불소 (fluoride), 계면활성제 (surfactants), 향료
(flavoringagents)등이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강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클로르헥시딘은 1940년대 후반에 개발된 항균제로 (Dystein과 Rober,
1986)치아우식증의 원인균인 Streptococcusmutans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치은
염과 만성치주염 개선에 효과적이며 (Addy,1986;Jolkovsky등,1990),구강상주
균 세포막의 음이온에 강한 친화력이 있어 치아면에 대한 세균의 부착력을 감소
시키고 집락형성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Axelsson,1993).그러
나 장기간 사용 시 치아변색 또는 미각상실이나 구강점막의 통증을 야기 시키는
단점이 있다.
파이토스핑고신 (phytosphingosine)은 세라미데이즈 (ceramidase)에 의해 세라

마이드가 분해 (김,2005;유,1999)되면서 생성되며,사람의 피부 각질층에 약 1～
2%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이는 외부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피부의 염
증 완화 및 피부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배,1997).특히,몇몇 미생물
에 대해서는 페니실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보다도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항생제와는 달리 내성균이 발생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뛰어나다.
더불어 파이토스핑고신은 콜라젠의 합성 및 표피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험동물을 이용한 여러 실험에서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효과가 입증되
었다 (Chung 과 Joseph,2001).현재 사용되는 파이토스핑고신은 피카 시페리
(Pichaiciferrii)라는 효모에서 추출한다 (배,1997;배,2003).
본 연구는 항균 및 항암 활성 외에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진 파이토스

핑고신을 구강양치액의 항균 성분으로의 사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조한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과 국내 및 국외에
서 시판되고 있는 각 2종의 구강양치액의 항균력,세포 독성,세포 항암능,pH 등
을 비교분석하여,파이토스핑고신을 함유한 구강양치액이 기존의 구강양치액을 대
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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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클로르헥시딘과 염화세틸피리디늄은 구강양치액의 조성 중 항균작용의 역할을
한다.본 연구에 사용한 구강양치액은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치카치
카 (CK,삼일제약,한국)와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는 헥사메딘 (HM,부광약
품,한국),또 염화세틸피리디늄이 함유되어 있는 크레스트 (CR,Procter &
Gamble,U.S.A.)와 뉴스코프 (NS,Procter& Gamble,U.S.A.)를 선정하였다
(Table1).
그리고 천연항균제인 파이토스핑고신 (두산 바이오텍,한국)을 이용하여 구강

양치액을 제조하였다 (Figure1).
항균시험을 위해 아가(BactoTM agar,Becton,Dickinson,Co.,MD,U.S.A.)와

BHI배지(BrainHeartInfusion,Becton,Dickinson,Co.,MD,U.S.A.)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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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uuusss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PPPrrroooddduuuccctttsssnnnaaammmeee CCCooodddeee MMMaaannnuuufffaaaccctttuuurrreeerrr MMMaaaiiinnncccooonnnttteeennnttt
ChikaChikaLiq. CK Samil,Korea NaF,Xylitol
Hexamedin HM Bukwang,Korea Chlorhexidine

Crest CR Procter& Gamble,U.S.A.Cetylpyridinium Chloride
New Scope NS Procter& Gamble,U.S.A.Cetylpyridinium Chloride

FFFiiiggguuurrreee111...TTThhheeeppphhhoootttooogggrrraaappphhhooofff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pppooowwwddd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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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세세세균균균 및및및 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본 연구에 사용된 S.mutans(SM,KCTC 5123)와 A.actinomycetemcomitans
(AA,KCTC 3698)는 20㎖의 BHI배지에 넣어 37℃에서 12시간 배양하고 4000
rpm에서 흔들어 주었다.세균의 농도는 phosphate-bufferedsaline(PBS)용액에 희
석하여 S. mutans는 4.8 × 106 colony forming unit (CFU)로, A.
actinomycetemcomitans는 4.4×107colonyformingunit(CFU)로 만들었다.L929
세포주 (mousefibroblast),KB 세포주 (KCLB No.10017)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HDF (HumanDermalFibroblast)세포주는 MCTT사에
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세포 배양을 위해 FetalBovineSerum (FBS,Gibco
BRL,U.S.A.)배지를 사용하였다.

나나나...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 함함함유유유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 제제제조조조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을 제조하기에 앞서 천연항균제인 파이토스핑
고신이 구강미생물에 대해 항균력이 있는지 실험하였다.또,시판되고 있는 구강
양치액의 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이나 염화세틸피리디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먼저 시판 제품의 항균제 함유량을 측정한 후,구강미생물에 대하여
파이토스핑고신이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농도를 알아보았다.

(((111)))구구구강강강미미미생생생물물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측측측정정정

S.mutans와 A.actinomycetemcomitans에 대한 파이토스핑고신의 최소 억제 농
도 (MinimalInhibitoryConcentration,MIC)는 Murray와 Jorgensen(1981)의 방
법에 의한 액체 배지 희석법으로 측정하였다.먼저 BHIbroth에 동결보존된 균주
들을 loop를 사용하여 접종하고 37℃에서 24∼48시간 동안 액체 배양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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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배양 (seed)으로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할 구강양치액의 농도를 정하
기 위하여 파이토스핑고신을 최종 농도 0.2%에서부터 절반의 농도로 즉,0.2％,
0.1％,0.05％,0.025％,0.0125％,0.0063％까지 BHImedia로 희석하여 10㎖
에 전배양된 균주 S.mutans(SM)와 A.actinomycetemcomitans(AA)에 0.1㎖ 씩
접종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생육 정도를 660㎚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Figure2).IC50은 배양액의 생육도가 50%인 지점의 농도값 (%,V/W)
을 도출하였다.MIC의 경우 stepwise-2fold방법을 사용했으며 세균 도말 시
CFU의 수치를 산출하여 대조군 대비 사멸율을 구하였다.

FFFiiiggguuurrreee222...TTThhheeeppphhhoootttooogggrrraaappphhhooofffssspppeeeccctttrrroooppphhhoootttooommmeeettteeerrr(((CCCeeeccciiilll,,,111000000000ssseeerrriiieeesss)))fffooorrr
cccooouuunnntttiiinnngggooorrraaalllmmmiiicccrrroooooorrrgggaaannniiisssmmm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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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HHHPPPLLLCCC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시시시판판판 제제제품품품의의의 항항항균균균제제제 함함함유유유량량량 측측측정정정

천연항균제인 파이토스핑고신 (두산 바이오텍,한국)을 함유한 구강양치액의
조성을 위해 실험한 4가지 제품 중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클로르헥시딘과 염화세
틸피리디늄의 함유량을 알아보기 위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하였다.본 연구에 사용한
HPLC기기는 Dionex사의 Timebase를 이용하였고 (Figure3),구동 소프트웨어는
Chromeleon을,그리고 C18column으로는 XterraC18column(150×4.6㎜ ×5
㎛)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H2O /Acetonitrile/TFA 조성으로 30/70/0.1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전개속도는 1.0㎖/min으로 하였다.Detector의 UV
파장은 255㎚으로 사용하였으며 염화세틸피리디늄의 Retentiontime은 5.9～6.0
min사이에서 검출되었다 (Figure4).
마찬가지로,헥사메딘과 치카치카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르헥시딘의 함유량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방법을 시행하였다 (Figure5).클로르헥시딘의 Retention
time은 5.1～5.2min사이에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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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333...TTThhheeeppphhhoootttooogggrrraaappphhhooofffHHHPPPLLLCCC(((HHHiiiggghhh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LLLiiiqqquuuiiidddCCChhhrrrooommmaaatttooogggrrraaappphhhyyy,,,
TTTiiimmmeeebbbaaassseee,,,DDDiiiooonnneeexxx)))tttooodddeeettteeerrrmmmiiinnneeettthhh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aaagggeeennnttt
ooofff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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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444... SSStttrrruuuccctttuuurrraaalll fffooorrrmmmuuulllaaa (((aaa))) aaannnddd WWWaaavvveeessscccaaannnnnniiinnnggg gggrrraaappphhh ooofff
CCCeeetttyyylllpppyyyrrriiidddiiinnniiiuuummm CCChhhlllooorrriiidddee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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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555... SSStttrrruuuccctttuuurrraaalll fffooorrrmmmuuulllaaa (((aaa))) aaannnddd WWWaaavvveeessscccaaannnnnniiinnnggg gggrrraaappphhh ooofff
ccchhhlllooorrrhhheeexxxiiidddiiinnnee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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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클클클로로로르르르헥헥헥시시시딘딘딘,,,염염염화화화세세세틸틸틸피피피리리리디디디늄늄늄,,,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비비비교교교

시판되고 있는 구강양치액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제인 클로로헥시딘이나 염화세
틸피리디늄에 대한 최소 억제 농도도 파이토스핑고신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구강양치액에 들어있는 항균제에 대한 50% 균 억제 농도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각각의 항균제를 2단계 희석하여 균 배양액에다 넣고서 24시간 이후
균 배양액을 96well에 옮긴 후 microplatereader를 이용해 660㎚에서 흡광도를
관찰하므로 MIC와 IC50을 측정하였다 (Soothill등,1992,Champney 와 To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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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 함함함유유유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의의의 조조조성성성

연구에 사용한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0.1% 파이토스핑고신에 항
염 작용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탄피 (Botanpi,박 등,2005)와 루이보스 (Rooibos,
Joubert등,2005)를 첨가하였다.보탄피는 1% 보탄피 추출액의 2.5%를 사용하
였고,루이보스는 10% 루이보스 추출액을 2.5% 사용하였다.또한 입안의 청량
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멘톨 (Mentol)과 자이리톨 (Xylitol)을 사용하였으며,일반
구강양치액에 많이 사용되는 polymer(가용화제)인 폴록사머 (Poloxamer)를 첨가
하였다 (Table2).파이토스핑고신이 첨가되지 않은 제형을 음성대조군으로 사용
하였으며 이에 의한 항균력 및 항암력은 없다는 것을 예비실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였다 (Figure6).

TTTaaabbbllleee222...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cccooonnntttaaaiiinnniiinnnggg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uuusss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MMMaaaiiinnncccooonnnttteeennnttt %%%

Phytosphingosine 0.1
Botanpiextract trace

Rooibosextract trace

Mentol 0.05

Xylitol 1

Poloxamer 0.25

Wa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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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666... 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 eeeffffffeeecccttt ooofff 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 bbboootttaaannnpppiii,,, rrrooooooiiibbbooosss
aaagggaaaiiinnnssstttSSS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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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항항항균균균 시시시험험험

SM에 대한 항균력 측정은 구강양치액의 특성상 구강 내 미생물이 약제에 노
출되는 시간을 1분으로 계산하여 미생물의 사멸율을 측정하는 접촉항균법을 사용
하였다.배양된 SM 균주 seed를 균질화 시킨 뒤 살균된 튜브에 1㎖씩 분주하고,
분주된 tube는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뒤 상등액을 제거하고,멸균 생
리 식염수 1㎖를 첨가한 뒤 다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회수된 SM
균체에 샘플 1㎖를 첨가하여 1분 동안 반응시킨 후 멸균 생리 식염수 10㎖에
반응된 SM 균체액 0.1㎖를 첨가하였다.반응된 균체액이 첨가된 식염수 용액
0.05㎖를 평판배지에 도말한 후 각 균주의 특성에 맞게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
FormingUnit(CFU)를 측정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항균력을 계산하였다.

A= C-D
C ×100

A :항균력 (％)
C:증류수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균체 반응액의 균수 (CFU)
D:sample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균체 반응액의 균수 (CFU)

AA균주는 Murray와 Jorgensen(1981)의 방법에 의한 액체 배지 희석법으로
측정하였다.먼저 BHIbroth에 동결보존된 균주들을 loop를 사용하여 접종하고 37
℃에서 24시간동안 액체 배양하였으며 이를 전배양으로 사용하였다.BHImedia
10㎖에 전배양액 0.1㎖를 넣고 여기에 희석된 sample0.1㎖을 넣고 24시간동안
배양하여 생육정도를 66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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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세세세포포포 독독독성성성 시시시험험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2호에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정성 검
사 중 체외검사법에 의거하여 실험하였다.구강양치액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
해 L929와 HDF(humandermalfibroblast)세포주를 사용하였다.세포주의 배양
을 위해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 (DMEM,GibcoBRL,USA)에
sodium bicarbonate와 HEPES를 용해하여 pH를 7.4로 보정하였다.여기에 우태
혈청 (FBS)과 penicillin-streptomycin용액을 각각 전체 부피의 10% 및 0.1%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L929와 HDF세포주는 5%의 CO2농도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37℃로 배양

하였다.배지 5㎖가 담긴 25T-flask에 세포주를 접종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다
음 75T-flask로 옮겨 48시간 배양하였다.L929세포주의 증식을 확인한 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세포독성을 조사하였다.
Petridish(직경 35㎜)에 1.0×104cells/㎖로 보정한 세포 현탁액 0.4㎖를

dish의 중앙에 적하한 뒤 24시간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dish표면에 세포를
부착시키고,D-PBS(Dulbecco'sPhosphateBufferedSaline)2㎖를 첨가하여 세
척하였다.그 후,dish에서 D-PBS를 완전히 제거하고,신속하게 각 시료를 2㎖
첨가하여 세포에 시료를 10초간 반응시키고 완전히 제거한 다음 곧바로 D-PBS2
㎖를 첨가하여 잔존 시료를 제거하였다.D-PBS로 1회 더 세척 한 다음 10%
FBS가 첨가된 DMEM 2㎖를 첨가하여 CO2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배지를 제거하고 neutralred(NR)가 첨가된 DMEM을 2㎖ 첨가하여

3시간동안 CO2배양기에서 반응시킨 후,생존한 세포에서 용출된 NR의 양을 비색
정량법 (540㎚)으로 측정하여 세포의 사멸율을 측정함으로써 독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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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세세세포포포 항항항암암암능능능

구강양치액의 세포 항암능을 측정하기 위해 KB세포주 (한국세포주은행)를 사
용하였다.세포주의 배양을 위해 DMEM에 sodium bicarbonate와 HEPES를 용해
하여 pH를 7.4로 보정하였다.여기에 우태혈청 (FBS)과 penicillin-streptomycin
용액을 각각 전체 부피의 10% 및 0.1%가 되도록 첨가하였다.KB 세포주는 5
%의 CO2 농도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37℃로 배양하였다.배지 5㎖이 담긴
25T flask에 세포주를 접종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세포독성 및 항암능을 측
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험을 하였다.1×105cell/㎖로 보정한 세포
현탁액 150㎕를 중앙에 적하한 뒤 CO2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여 dish표면에
세포를 부착시키고,D-PBS(Dulbecco’sPhosphatebufferedsaline)에 적절량 희
석된 샘플 15㎕와 배지 150㎕를 넣고 3시간동안 반응하였다.이후 상등액을 제
거하고 새로운 DMEM 배지 150㎕로 바꾼 후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배지를 제거하고 Neutralred(NR)가 첨가된 DMEM을 2㎖을 첨가하여
3시간동안 CO2배양기에서 반응시킨 후,생존한 세포에서 용출된 NR의 양을 비색
정량법 (540㎚)으로 측정하여 세포의 사멸율을 측정함으로써 독성을 평가하였다.
세포생존도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세포생존도
대조군의의

실험군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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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pppHHH 측측측정정정

구강양치액의 pH가 5.5미만일 때,법랑질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자 0.1㎷의 민감도를 갖는 pH meter(Metrohm,Switzerland)를 사
용하여 구강양치액의 pH를 측정하였다.pH 보정 buffer는 Metrohm 사의 pH 4,
pH 7용액을 사용하여 pH 기기를 보정하였다.보정 후,상온에서 대상 구강양치
액을 넣고 10초간 교반한 후 pH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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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 함함함유유유 구구구강강강양양양치치치액액액 제제제조조조

(((111)))구구구강강강미미미생생생물물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측측측정정정

구강미생물에 대한 파이토스핑고신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0.0063％ 파이토
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에서는 AA만이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0.0125%에
서는 SM,AA가,0.025％ 이상의 파이토스핑고신은 두 가지 균주 모두에서 항균
효과가 나타났다.그러나 0.025％의 경우 AA의 효과가 높지 않아 0.1％를 최소
억제농도로 하였다 (Figu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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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777... 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 eeeffffffeeecccttt fffooorrr ooorrraaalll mmmiiicccrrroooooorrrgggaaannniiisssmmmsss tttooo
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 SSSMMM ::: SSStttrrreeeppptttooocccoooccccccuuusss mmmuuutttaaannnsss,,, AAAAAA ::: AAAccctttiiinnnooobbbaaaccciiilllllluuusss
aaaccctttiiinnnooommmyyyccceeettteeemmmcccooommmiiitttaaannn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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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HHHPPPLLLCCC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시시시판판판 제제제품품품의의의 항항항균균균제제제 함함함유유유량량량 측측측정정정

CR은 0.085%,NS는 0.052%의 염화세틸피리디늄이 함유되어 있었고 (Figure
8,Table3),HM은 0.103%의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었다 (Figure9,Table
4).CK에는 염화세틸피리디늄이나 클로르헥시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aaa))) (((bbb)))
FFFiiiggguuurrreee888...TTThhh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ccceeetttyyylllpppyyyrrriiidddiiinnniiiuuummm ccchhhlllooorrriiidddeeeiiinnn
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aaa)))CCCrrreeesssttt,,,(((bbb)))NNNeeewww SSScccooopppeee...

TTTaaabbbllleee333...TTThhh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ccceeetttyyylllpppyyyrrriiidddiiinnniiiuuummm ccchhhlllooorrriiidddeeeiiinnn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
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

mmmAAAUUU***mmmiiinnn %%%
CCCRRR 25.083 0.085
NNNSSS 15.18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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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FFFiiiggguuurrreee999...TTThhh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ccchhhlllooorrrhhheeexxxiiidddiiinnneeeiiinnn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ooorrraaalll
rrriiinnnssseeesss...(((aaa)))HHHeeexxxaaammmeeedddiiinnn,,,(((bbb)))CCChhhiiikkkaaaCCChhhiiikkkaaaLLLiiiqqq...

TTTaaabbbllleee444...TTThhh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ccchhhlllooorrrhhheeexxxiiidddiiinnneeeiiinnncccooommmmmmeeerrrccciiiaaalll
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

mmmAAAUUU***mmmiiinnn %%%
HHHMMM 228.386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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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클클클로로로르르르헥헥헥시시시딘딘딘,,,염염염화화화세세세틸틸틸피피피리리리디디디늄늄늄,,,파파파이이이토토토스스스핑핑핑고고고신신신의의의 항항항균균균력력력 비비비교교교

파이토스핑고신을 단계별로 희석하여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SM에 대한 IC50
값은 5.06(±0.14)㎍/㎖ 이고 (Figure10),AA 균에 대해서는 0.79(±0.11)㎍/
㎖ 로 나타나 (Figure11)SM에 비해 AA 균에 더 높은 항균력을 보였다.따라서
파이토스핑고신이 구강에 존재하는 균들에 대한 항균활성을 보이므로 구강양치액
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파이토스핑고신 외에 현재 구강양치액에 들어있는 항균제인 클로로헥시딘과

염화세틸피리디늄에 대한 IC50값도 측정하였다.SM 균에 대한 IC50값은 9.04(±
0.28)㎍/㎖ ,3.45(±0.38)㎍/㎖ 로 나타났으며,AA 균에 대해서는 0.41(±0.19)
㎍/㎖ ,0.19(±0.08)㎍/㎖ 로 나타났다.파이토스핑고신과 같이 SM에 비해 AA
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개의 항균제에 대한 IC50값만 비교해 보면,SM 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염

화세틸피리디늄 > 파이토스핑고신 > 클로르헥시딘의 순으로 나타나며,AA 균에
대해서는 염화세틸피리디늄 > 클로르헥시딘 > 파이토스핑고신의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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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111000... 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 eeeffffffeeecccttt ooofff eeeaaaccchhh rrreeeaaagggeeennnttt iiinnncccllluuudddiiinnnggg
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CCCHHHXXX,,,CCCPPPCCCaaagggaaaiiinnnssstttSSS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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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111111... 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 eeeffffffeeecccttt ooofff eeeaaaccchhh rrreeeaaagggeeennnttt iiinnncccllluuudddiiinnnggg
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CCCHHHXXX,,,CCCPPPCCCaaagggaaaiiinnnsssttt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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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항항항균균균 시시시험험험

앞에 서술한 항균력 시험방법으로 4개의 시판 제품과 0.1%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에 대하여 SM과 AA의 항균력을 3번씩 측정해 본 결과, PS의
경우 상용 양치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CFU값을 보여주었는데 Control이 106수
준을 보여주었을 경우 PS는 104수준으로 약 100배 이상 낮은 CFU 수치를 보여
주었다.(Figure12,13).
IC50값과는 달리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에서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이고 있다.이는 파이토스핑고신 외에 구강 양치액에 첨가된 성분이 어느 정도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CK는 항균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구강
양치액이므로 가장 낮은 항균 활성을 보이고 있다.염화세틸피리디늄을 함유하고
있는 CR과 NS에서 CR이 더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CR에서 염화
세틸피리디늄의 함량이 NS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
강양치액과 시판 구강양치액에 대한 접촉항균력을 비교하면,PS,CR,NS,HM,
CK의 항균력이 99.62%,98.92%,94.81%,89.98%,83.43%로 나타났다.파이
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이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 SM 균에 대한 접촉 항균력
은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파이토스핑고신이 구강양치액에 들어갈 천연 항균제로
좋은 재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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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SSS CCCKKK HHHMMM

                                        CCCRRR NNNSSS

FFFiiiggguuurrreee111222...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eeeffffffeeecccttt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aaagggaaaiiinnnssstttSSS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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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333...BBBaaarrrgggrrraaappphhhooofff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eeeffffffeeecccttt(((CCCFFFUUU)))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aaagggaaaiiinnnsssttt
SSS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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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균주에서의 항균능은 SM 균에 대한 접촉 항균력과 달리 HM이 가장 높은 항
균 활성을 보이고 있다 (Figure14).이 결과는 IC50값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
다.이는 구강양치액에 들어있는 항균제 함량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PS의 경우 CR과 NS와 같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CK가 제일 좋지 않았
다.이는 CK의 경우 특이적인 항균제제를 함유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SM 균과 AA 균에 대한 항균력 결과로 미루어 보아,파이토스핑고신이 구강양

치액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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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444...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eeeffffffeeecccttt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aaagggaaaiiinnnsssttt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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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세세세포포포 독독독성성성 시시시험험험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과 CR,NS,HM,CK와 세포독성을 비교한 결
과 CR>NS>HM =PS>CK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15,16).CK에서 세포
독성이 가장 낮았으며,전반적인 세포독성에 대한 결과로 보아,파이토스핑고신 함
유 구강양치액은 다른 상용화된 제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세포
독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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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555...CCCyyytttoootttoooxxxiiiccciiitttyyyooofff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LLL99922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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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666...CCCyyytttoootttoooxxxiiiccciiitttyyyooofff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HHHDDD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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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세세세포포포 항항항암암암능능능

파이토스핑고신은 항암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파이토
스핑고신이 구강암 세포주에도 항암활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KB세포주 (인
간 구강암 세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실험 결과 PS는 구강암 세포주에 대하여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다.PS와 NS의 IC50 값은 각각 0.14%와 0.28%이었다
(Figur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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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777...AAAnnntttiiicccaaannnccceeerrraaaccctttiiivvviiitttyyywwwiiittthhhKKKBBBccceee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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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pppHHH 측측측정정정

pH를 측정 결과는 Table5와 같이 CR이 4.29로 가장 낮았고,CK가 6.53으로
가장 높았다.

TTTaaabbbllleee555...TTThhheeerrreeesssuuullltttooofffpppHHH vvvaaallluuueee

Products pH

PS 6.40

CK 6.53

HM 6.41

CR 4.29

NS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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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구강양치액은 구취감소 및 구강 내 세균 감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한 부작용 없이 효과가 유지되어야 한다 (Addy등,1986).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구강양치액의 조성은 주로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
클로르헥시딘은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인 S.mutans를 선택적으로 억제 할 수 있으
나 (Sreenivasan과 Gittins,2004)장기간 사용 시 치아변색 또는 미각상실이나 구
강점막의 통증을 야기 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다 (Herrera등,2003).따라서 부작
용이 적거나 없는 구강양치액의 개발이 필요하다.알코올과 클로로헥시딘을 함유
하지 않은 구강양치액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알려
진 파이토스핑고신을 주목하게 되었고,이를 이용한 구강양치액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이토스핑고신은 스핑고신의 유도체로 피부에 존재하는

스핑고리피드의 전구 물질이다.동물세포에서는 스핑고신이 주된 스핑고리피드의
기본 골격을 이루지만 식물과 효모 등에서는 파이토스핑고신이 주된 골격으로 작
용하고 있다 (김현화,2005).파이토스핑고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하
나는 세라미데이즈에 의해 세라마이드의 분해 산물로 생성되며,다른 하나는
serine과 plamitoylCoA로부터 합성 (denovosynthesis)되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배재광,1997).생성된 파이토스핑고신은 피부의 각질층에 1-2% 존재하며,항균
및 항염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특히,몇몇 미생물에 대해서는 페니실린이나 에리
스로마이신보다도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드름균과 화농
균),항생제와는 달리 내성균이 발생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뛰어나다 (김현화,
2005).여드름 균 (Propionicbacterium acnes)과 화농균 (Staphylococcusaureus)에
대한 항균력은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보다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
고 있다.이런 효과를 이용해 여드름 관련 제품 및 아토피 관련 제품에 파이토스
핑고신이 이용되고 있다.이 외에도 파이토스핑고신은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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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를 유도해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항균 및 항
암활성을 보이는 파이토스핑고신은 균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구강양
치액에 사용하는 항균물질의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파이토스핑고신을 함유한 구강양치액을 만들어 기존의 제품과 비교
해 구강양치액의 항균물질로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 CK와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는 HM,또 염화세틸피리디늄이 함유되어 있는 CR과 NS등 4개 제품
을 천연항균제인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과 접촉 항균시험,세포독성시험,
항암활성 및 pH 등을 측정하여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의 제품화 가능성
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천연항균제인 파이토스핑고신 (두산 바이오텍,한국)을 함유한 구강양치

액의 조성을 위해 실험한 4가지 제품 중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클로르헥시딘과 염
화세틸피리디늄의 함유량을 알아보기 위해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였다.기존의 상용화된 제품은 클로르헥시딘이나 염화
세틸피리디늄과 같은 항균제를 함유하고 있으나 제품 스펙에는 이를 표기하고 있
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HPLC를 이용하여 클로르헥시딘이나 염화세틸피리디늄
을 정량할 필요가 있다.HPLC는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성능에 따라 다양한
colume을 사용하여,크로마토그래피 원리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하여 농도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Chromatography란 혼합된 시료성분이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를 흐
르면서 흡착,분배,이온교환 또는 분자크기 배재작용 등에 의해 각각의 단일성분
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주로 분리,정성,정량 등의 분석목적과 분리,
정제,분취의 목적에 이용된다.본 연구에 사용한 HPLC 기기는 Dionex사의
Timebase를 이용하였고,구동 소프트웨어는 Chromeleon을,그리고 C18column으
로는 XterraC18column(150×4.6㎜ ×5㎛)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H2O /
Acetonitrile/TFA 조성으로 30/70/0.1비율로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전개속
도는 1.0㎖/min으로 하였다.Detector의 UV 파장은 255㎚으로 사용하였으며 염
화세틸피리디늄의 Retentiontime은 5.9～6.0min사이에서 검출되었고,클로르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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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딘은 5.1～5.2min사이에 검출되었다.
또한,본 연구에서 사용할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의 농도를 정하기

위하여 0.2％,0.1％,0.05％,0.025％,0.0125％,0.0063％의 파이토스핑고신을
SM,AA로 항균시험을 하여 최소억제농도 (Minimum InhibitoryConcentration)를
정하였다.그 결과,0.0063％에서는 AA만이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0.025％
이상의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두 가지 균주 모두에서 효과가 나타났
다.그러나,0.025％의 경우 AA의 효과가 높지 않아,0.1％를 최소억제농도로 하
였다.
또한,시판되고 있는 구강양치액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제인 클로로헥시딘이나

염화세틸피리디늄에 대한 IC50값도 파이토스핑고신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세 개의 항균제에 대한 IC50값만 비교해 보면,SM 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염화
세틸피리디늄 >파이토스핑고신 >클로르헥시딘의 순으로 나타나며,AA 균에 대
해서는 염화세틸피리디늄 > 클로르헥시딘 > 파이토스핑고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을 함유한 구강양치액과 파이토스핑고신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에 대한
접촉항균력을 측정하였다.IC50값은 24시간 배양시간을 두고 측정하였지만 접촉항
균력의 경우 구강양치액으로 가글하는 시간이 30초에서 60초인 것을 감안해 구강
양치액과 균과의 접촉을 1분간으로 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1분간 접촉하여
실험하는 방법은 구강양치액의 항균 효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IC50값에서 예상되는 것과 달리 SM 균주에 대한 접촉항균력은 파이토
스핑고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AA 균주에 대해서는 클로로헥시딘을 함유한
HM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M 균에 대한 접촉항균력에서 파이토스핑고신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구강양치액의 조성으로 들어간 루이보스와 보탄피 추출물이
접촉항균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화농균에 대해서 루이보스와
보탄피 그 자체로는 항균활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파이토스핑고신 물
질 이외에 첨가되는 물질이 어느 정도 항균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AA
균에 대한 접촉 항균력의 결과에서도 IC50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이는
배양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세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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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세포독성 실험을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하였다.일반적으로 항균활성이 높
은 물질이 세포독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클로헥시딘이나 염화세틸피
리디늄을 함유하지 않은 CK의 경우 가장 낮은 항균활성을 보였고,세포독성에서
도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성에서는 CK가 가장 뛰어나다.그 다음
으로 파이토스핑고신이 낮은 세포독성을 보이고 있기에 안전성에서 기존의 제품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파이토스핑고신은 항암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파이토

스핑고신이 구강암 세포주에도 항암활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KB세포주 (인
간 구강암 세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특이할 점은 PS는 L929,HDF에서는 다
른 그룹에 비해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는데 구강암 세포주에는 높은 세포독성
을 보이고 있다.PS와 NS의 IC50값은 각각 0.14%와 0.28%이였다.PS의 항암능
은 다른 그룹 (NS,CR,HM,CK)에 비해 2배에서 4배정도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
는 다른 구강양치액보다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이 구강암 환자의 구강
양치액으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항균활성 및 세포독성의 결과로 살펴보면,0.1％의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

양치액은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99.62％의 가장 높
은 접촉항균력을 가지며,81.8％ 정도의 중간 정도의 세포독성시험 결과를 나타내
었다.파이토스핑고신의 세포독성 결과는 81.8%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파이토
스핑고신 자체가 항암제의 목적으로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결과로,0.1%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기존 구강양치액의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항균력을 가져 실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구강암세포인 KB세포에 선택적 항암능을 보이기 때
문에 특히 구강암 환자에게 적절한 사용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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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현재 국내 구강양치액은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강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클로르헥시딘은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인 S.mutans를 선택적으로 억제 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치아변색 또는 미각상실이나 구강점막의 통증을 야기
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이를 해결하고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서 항
암력을 지닌 파이토스핑고신을 이용하여 위 두 가지 역할을 대체 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0.1% 파이토스핑고신은 항균활성시험에서 SM 균과 AA 균에 대한 IC50농도
는 각각 5.06㎍/㎖과 0.79㎍/㎖로 나타나 클로르헥시딘 및 염화세틸피리디늄
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항균 활성을 보였다.

2.파이토스핑고신을 함유한 구강양치액의 접촉 항균력은 SM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AA 균에 대하여는 HM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대조군에 비하여
99%의 신뢰도를 보였다.

3.세포 독성 시험에서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중간 정도의 세포독성
을 나타내었다.

4.구강 암 세포주에 대한 항암 활성을 측정한 결과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
치액이 가장 높은 항암 활성을 보였다.

5.파이토스핑고신 구강양치액의 산도는 6.40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0.1%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양치액은 기존 구강양치액의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항균력을 가져 실용화 가능성이
높으며,또한 구강암세포인 KB세포에 선택적으로 높은 항암능을 보이기 때문에
구강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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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nnntttiiibbbaaacccttteeerrriiiaaalllaaannndddAAAnnntttiiicccaaannnccceeerrrEEEffffffeeeccctttsssooofffOOOrrraaalllRRRiiinnnssseeesss
CCCooonnntttaaaiiinnniiinnngggPPPhhhyyytttooosssppphhhiiinnngggooosssiiinnneee

Sang-HwanOh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oung-Nam Kim,D.D.S.,M.S.D.,Ph.D.)

Nowadays, oral rinses in Korea have some amount of alcohol or
chlohexidineasantibacterialreagents.Oralrinsesaretobeusedinconjunction
with brushing and flossing toimprovebetteroralhealth andtoclean oral
areasunreachablebybrushing.Theymusthaveantibacterialeffects,alasting
effectafteruse,compatibilitywithoralcavityandnon-toxiceffect.Butoral
rinsescontainingchlorhexidinehavesomesideeffectssuchaslosingtasteand
extrinsic tooth staining.Itwas known thatalcohols sometimes cause oral
xerosis.Forsolvingtheseproblems,wemanufacturedtheoralrinsecontaining
phytosphingosine(PS)whichhadthefeatureofantibacterialandanticancer,
and compared antibacterialeffect,cytotoxicity,anticancereffect,and acidity
with 4 controlgroups.Controlgroups consisted oftwo Korean products
[Chikachika(Samil,Korea,CK),Hexamedine(Bukwang,Korea,HM)]andtwo
foreignproducts[Crest(Procter& Gamble,U.S.A.,CR),(New Scope(Pro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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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ble,U.S.A.,NS)].Theresultswereasfollows:

1.ThevaluesofIC50 inPS were5.06㎍/㎖ (S.mutans)and0.79㎍/㎖ (A.
actinomycetemcomitans),respectively.

2.PSoralrinsehadmorecontactantibacterialeffectthanothergroupsincase
ofS.mutans.

3.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PS oralrinseandothersin
cytotoxicity.

4.TheanticancereffectsofPSoralrinsehadtwotimesmorethanothers.
5.TheacidityofPSoralrinsewas6.40.

Becauseoralrinsecontaining0.1% PShasmoreantibacterialthanother4
controlgroupsaccording totheseresults,weconsideredthedevelopmentof
oralrinsewithoutalcoholandchlorhexidinecouldbepossible.Moreover,PS
oralrinsehadselectivecytotoxicityinKB cell(oralcancercellline),andit
wassomepossibilityofusingPStooralcancerpatientsascleaningoralarea.

���������������������������������������������������������������������������

Key words:oralrinses,pH,cytotoxicity,anticancereffect,cetylpyridinium
chloride,chlorhexidine,phytosphingosine,antibacterial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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