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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강건조증에 대한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 

 

목적: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농도인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를 주관적 구강건조증 개선정도, 비자극성 전타액 분

비율,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약 3개월 이상 매일 지속되는 구강건조증을 가진 만 20세 이

상의 자원자 60명을 대상으로 필로카핀 양치액(0.1 % 필로카핀 양치액 : 필로카

핀 + 0.9% 생리식염수)을 사용하는 실험군과, 필로카핀이 포함되지 않는 양치액

(0.9% 생리식염수 양치액)을 사용하는 대조군에 각각 3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여 

구강양치액을 사용하기 전 기준치를 측정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

험군 및 대조군 모두 진료실 내에서 각각 배정된 양치액 10ml를 1분간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게 한 후 주관적 증상(사용 전,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소타액선 분비율(사용 전,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비자극성 전타액 분

비율(사용 전, 1시간 후)을 측정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

주간 양치액 10ml를 하루 3회 1분간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도록 지시하고 사

용 4주 후 동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주관적 증상, 소타액선 분비율, 비자극성 전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여 양치액 사용 전과 비교하였다. 

결과: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주관적인 개선정도는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할만한 구강건조증 완화 효과를 보였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타액선 분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협점막의 경우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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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군 모두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하게 증가하였고 두 군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순점막의 경우 실험군 및 대조군(구강양치액 

사용 30분 후 제외) 모두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할 증가를 보였으며 또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구개점막의 경우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달리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분비율의 증가

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비

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또한 실험군은 시간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할만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장기적인 효과 중 주관적인 구강건조증 개선 여부 확인

을 위해 시행한 타액선 분비율 측정 당시의 구강건조증 정도에서는 시간 및 군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치액 사용 전 작성한 

설문지와 양치액을 4주간 사용한 후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여러 항목에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의 개선을 보였으며 두 군 간

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소타액선 분비율,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은 시간 및 군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은 0.9% 생리식염수에 비해 단기적으로 소타액선 

분비율 및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주관

적 불편감 감소의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도의 조절을 통해 

주관적, 객관적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최적의 농도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구강건조증, 필로카핀 구강양치액, 소타액선 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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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에 대한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 

 

김 지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안 형 준> 

 

I. 서론 

 

구강건조증이란 주관적인 구강 내 건조감으로 타액선 기능감소가 객관적

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Napeñas et al, 2009).  

일반적으로는 타액분비가 감소된 환자들이 구강건조증을 호소하지만 

(Screebny, 1988; Fox et al, 1985) 타액분비가 정상으로 관찰되는 환자의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Billings et al, 

1996; Thorselius, 1988; Spielman et al, 1981).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약물 부작용(Butt, 1991; Bassuk E 

and Schoonover S, 1978) 두경부암의 방사선치료(LeVeque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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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et al, 1993) 쉐그렌 증후군 (Jonsson et al, 1993)등의 자가면역

질환, 타액선 질환 및 심리적 원인 등을 들 수 있다(Fox, 1996). 

현저한 타액선 기능의 감소가 존재하는 경우 구강캔디다증,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미각변화, 구취 등의 병발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Screebny et 

al, 1992) 타액선 기능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Dirix et al, 2008; Gerdin et al, 2005). 이

러한 구강건조증은 전체 인구의 64.8%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 노

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수가 더욱 증가하여 65

세 이상 인구에서는 그 유병률이 30%에 이른다고 한다(Orellana et al, 

2006; Ship et al, 2002). 

구강건조증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유발 원인을 찾아내어 조절하는 것

이지만, 원인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타액선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감소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 섭취, 인공타액제제 등 대증요법으로 관리

하게 된다(Wiseman et al, 1995). 또한 타액선 기능이 현저히 감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로카핀(pilocarpine)등과 같은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LeVeque et al, 1993; Johnson et al, 

1993). 

필로카핀은 부교감신경 효현제(parasympathetic agonist)로 무스카린성 

수용체(muscarinic receptor)에 비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위장관계, 비뇨기

계 및 호흡기계 등의 평활근에 작용하며 침샘 및 땀샘의 분비 기능을 촉진

한다. 하지만 발한, 비뇨기계 및 위장관계의 비정상적인 기능 유도,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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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호흡기계의 위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식, 

만성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주의 깊은 사용이 요구되며 급성 천식 

발작, 협전방각녹내장, 홍채염 등은 필로카핀의 절대적 금기증으로 사용이 

금지된다(Wiseman et al, 1995). 이처럼 필로카핀은 구강건조증의 원인 조

절이 불가능하거나 대증요법으로 증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약물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그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강건조증을 조절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적용한 연

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실제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타액 분비율 감소 소견

이 항상 동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이는 입술, 협점막, 구개부위, 혀 

등의 소타액선이 구강건조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Inamura et al, 2001; Eliasson et al, 1996,2003; Niedermeier et 

al, 1989; Greaves et al, 1986). 따라서 구강양치액, 껌, 스프레이 등의 

국소적 적용 방법을 통해 필로카핀을 적용하여 소타액선 분비율을 증가시

킴으로써 구강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ikhail 등(1980)은 0.025-1%의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을 구강건조증 환자

에게 사용하여 주관적인 불편감 감소 효과를 보고한 바 있고 Ferguson 등

(1991)도 실제적으로 타액 분비가 감소된 환자에게 0.02-0.3% 구강양치액

을 경험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Davies 등(1994)은 방사선 

조사로 인해 유발된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타액제제와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이 인공타액제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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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필로카핀 구강양치액

의 효과를 객관적인 타액 분비율의 측정 없이 경험적, 주관적으로 평가하

였으며 농도 또한 다양하여 그 한계가 있다. 이 등 (1994)은 필로카핀이 

함유된 껌을 타액 분비가 저하된 환자에게 하루 3번 20분간 저작하도록 한 

후 주관적인 건조감 완화 및 객관적인 타액 분비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다. 

Hamlar 등 (1996)도 방사선 조사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필로카핀 정

제(pilocarpine pastille)를 하루 3번 구강 내에서 30분간 녹이는 방법으

로 적용하였을 때 타액 분비는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았으나 주관적인 건조

감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고 Frydrych 등 (2002)은 필로카핀 스프레이를 

방사선 조사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사용하여 주관적 증상 개선 효과

가 있음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필로카핀을 국소적

으로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필로카핀의 국소적 효과 뿐 아니라 복용에 의한 

전신적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Bernardi 등 (2002)은 건강

한 환자를 대상으로 1% 와 2%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을 1분간 적용한 후 전

타액 분비율 증가를 보고한 바 있으나 고농도의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을 조

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신 흡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연구 대상 또한 건강한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가

능한 농도인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를 주관적 구강건조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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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6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약 3개월 이상 매

일 지속되는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만 20세 이상의 자원자 60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필로카핀 복용 금기증에 해당하는 급성천식발작, 급성 홍

채염, 협우각 녹내장, 필로카핀 과민증,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제외하였다. 

또한 인공타액제제를 사용하거나 필로카핀을 복용하는 등 구강건조증 치

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집된 60명의 

자원자를 필로카핀 양치액(0.1 % 필로카핀 양치액 : 필로카핀 + 0.9% 생

리식염수)을 사용하는 실험군과, 필로카핀이 포함되지 않는 양치액(0.9% 

생리식염수 양치액) 사용하는 대조군에 각각 3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군(N=30): 0.1% 필로카핀 양치액(필로카핀 + 0.9% 생리식염수) 

대조군(N=30): 필로카핀이 포함되지 않는 양치액(0.9% 생리식염수 양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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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구강건조증 및 타액분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구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면담 시 흡연, 음

주, 수면시간, 스트레스, 약물의 변화 등 구강건조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기간 동안 기존 생활 양식 및 약물 복용 

등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검사 시 내원 전날의 음주상태, 수

면량, 스트레스 정도, 약물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다. 구강 양치액 사용 횟

수 부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구강양치액 사용 횟수를 지키도록 

지도하였고 4주 후 내원 시 구강 양치액 평균 사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모든 검사는 오전 8-12시 사이에 시행하였으며 일주기 (circadian 

rhythm)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4주 후 동일한 시간에 검사를 시행

하였고 측정 장소 및 주변 환경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측정 전 1시간 동

안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을 포함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지키고 내원하였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구강양치액을 사용하기 전 기준치를 측정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 진료실 내에서 각각 배정된 양치액 10ml를 1

분간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게 한 후 주관적 증상(사용 전,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소타액선 분비율(사용 전, 사용 직후, 30분 후, 1시

간 후),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사용 전, 1시간 후)을 측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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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주간 양치액 10ml를 하루 3회 1분간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도록 지시하고 사용 4주 후 동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주관적 증상,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소타액선 분비율을 측정하여 양치

액 사용 전과 비교하였다(그림1). 

 

그림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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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적 증상 평가 

주관적 증상 평가는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당시 구강 건조증 정도를 

숫자등급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로 표시하게 하고, 구강건조증

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강양치액 사용 전과 4주 사용 후 

6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이정윤 등, 2005)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

였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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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구강건조증 평가를 위한 설문지 

설문지 문항 NRS(0~10) 

최근 1개월간 평균적인 구강건조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

니까? (Dry-1M) 
 

밤 시간에,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

끼십니까? (Dry-PM) 
 

평소 낮 시간에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Dry-day)  

식사를 하실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Dry-eat)  

입안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드십니까? (Dif-swal)  

입안에 있는 침의 양이 적다고 느끼십니까? (Am-sal)  

그렇다면,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은 전

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Eff-life) 
 

NRS; Numeric Rating Scale (0~10, 0 – 전혀 없다, 10 - 최고로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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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소타액선 분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페리오트론(Periotron 8000, 

Oraflow, New York, USA) 을 이용하여 Eliasson 등(1996)의 방법에 따라 

협점막 1부위, 하순점막 1부위, 구개점막 3부위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전 구강 내 고인 침을 삼키고 측정 직전 cotton pad를 이용하여 측정 부

위 점막을 건조시킨 후 Sialopaper Strip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접

촉시켰다(그림2, 그림3). 

협점막 소타액선 분비율은 좌측 이하선 개구부 높이에서 개구부의 2cm 

전방에서 5초간 측정하고, 하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은 정중부 홍순경계

(vermillion border)에서 3mm 떨어진 점막 부위에서 15초간 측정하며, 구

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은 양측 제1대구치로부터 5mm 떨어진 부위, 연구개

와 경구개의 경계 부위 내측에서 30초간 측정한 후 이 세 값의 평균치로 

결정하였다(소타액선 분비율 = ㎕/㎠ per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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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eriotron 

 

 

그림3. Sialopaper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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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측정 

동일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5 분 정도 쉬도록 한 후 

시작하기 직전에 입안에 고인 타액을 삼키게 하였다.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전방으로 숙이고 눈을 뜬 채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타액을 구강저에 모으도록 하여 입안에 고인 타액을 1 분마다 측정 용기에 

가볍게 흘려서 뱉게 하는 Sp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10 분간 채취하였으며 

채취하는 동안 악안면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10 분간 모은 타액의 무게를 측정하여 

분비량(ml/min)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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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작용 

부작용 존재 여부는 혈압, 맥박 측정 및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표2). 

 

  표 2. 부작용 설문지 

부작용 없음 약간있음 있음 심함 매우심함 

땀분비 증가      

증가된 빈뇨      

홍조      

구토 및 메스꺼움      

두통 장애 및 

어지러움 
     

위장관계 장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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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계 분석 방법 

실험군 및 대조군 각각의 집단에서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대한 사용 직

후, 30분 후, 1시간 후의 결과 비교를 위해 Linear Mixed Model for 

longuitudinal data 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집단 내에서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대한 사용 4주 후의 결과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대한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4주 후 차이에 

대한 군간 평균 값 비교를 위해 two-sample t-test를 시행하여 검정하였

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software를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95% 신뢰 구간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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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의 분포 

 

모집된 60 명 자원자중 7 명은 중도 탈락되어 53 명이 임상시험을 

종료하였다. 실험군은 총 27 명 중 여자가 23 명(85.1%), 남자가 

4 명(14.9%)이었고, 평균 나이는 53.6 세(22 세-70 세)였으며, 구강건조증이 

지속된 평균 기간은 16 개월이었다. 대조군은 총 26 명 중 여자가 

22 명(84.6%), 남자가 4 명(15.4%)이었고, 평균 나이는 50.2 세(25 세-

61 세)였으며, 구강건조증이 지속된 평균 기간은 22 개월이었다(표 3). 

 

  표 3. 연구 대상 

 실험군 대조군 

여성 23 명 22 명 

남성 4 명 4 명 

구강건조증 지속 기간 16 개월(±22.84) 22 개월(±28.42) 

연령 53.6 세(±9.57) 50.2 세(±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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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인 효과  

가.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당시 구강건조증의 정도 

측정 당시 구강건조증의 정도를 숫자등급척도로 평가한 결과로써 

실험군에서는 구강양치액 사용 전 5.1(±2.00)이었고, 사용 직후, 30 분 

후, 1 시간 후에 각각 3(±1.93), 3.7(±2.02), 3.9(±1.93)로 모든 측정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강건조증의 감소를 보였다. 대조군에서도 

구강 양치액 사용 전 5.7(±1.73)이었고, 사용 직후, 30 분 후, 1 시간 

후에 각각 4.2(±1.76), 4.1(±1.75), 4.5(±2.16)로 모든 측정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강건조증의 감소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4). 

  그림4. 구강건조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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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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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타액선 분비율  

(1) 협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실험군의 경우 구강양치액 사용 전 12.17(±4.42) 이었고 사용 직후, 30

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18.9(±7.69), 15.84(±6.98), 15.42(±7.63)로 

모든 측정 시간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대

조군에서도 구강 양치액 사용 전 11.74(±4.94) 이었고,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16.68(±6.83), 14.42(±5.18), 14.42(±7.32)로 모

든 측정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5). 

 

  그림5. 협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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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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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실험군의 경우 구강양치액 사용 전 4.73(±1.59) 이었고 사용 직후, 30

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6.55(±2.33), 5.9(±2.26), 6.3(±2.34)으로 모

든 측정 시간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대조

군의 경우 구강 양치액 사용 전 4.4(±1.21)이었고,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5.43(±1.63), 4.51(±1.47), 5.21(±1.90) 로 30분 후를 

제외하고는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그림6). 

그림6. 하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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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 ; 각각의 측정 시간에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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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실험군의 경우 구강양치액 사용 전 0.83(±0.24) 이었고 사용 직후, 30

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1.11(±0.30), 1(±0.29), 0.99(±0.32) 로 모든 

측정 시간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대

조군에서는 구강 양치액 사용 전 0.89(±0.19) 이었고,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에 각각 0.94(±0.39), 0.92(±0.35), 0.89(±0.30)로 모든 

측정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그림7). 

그림7. 구개점막 소타액선 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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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 ; 각각의 측정 시간에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21 

 

다.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실험군에서는 구강 양치액 사용전 0.2에서 1시간 후 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할 증가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사용전 0.18에서 1시간 후 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1

시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표4). 

 

  표4.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사용 전(m±s.d.) 1시간 후(m±s.d.) 

실험군 0.2(±0.11) 0.27*†(±0.18) 

대조군 0.18(±0.13) 0.16(±0.12) 

m±s.d. ; 평균±표준편차 

*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 ; 각각의 측정 시간에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단위 ;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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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인 효과 

 

가. 주관적 효과 

       (1) 소타액선 측정 당시 구강건조증 정도 

  실험군에서는 구강양치액 사용전 5.1에 비해 4주간 사용 후 4.6, 대조군

에서는 사용전 5.7에 비해 4주간 사용 후 5.1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5). 

 

  표5. 구강건조증 정도 

m±s.d. ; 평균±표준편차 

 

 

 

 

 

 사용전(m±s.d.) 4주간 사용후(m±s.d.) 

실험군 5.1(±2.00) 4.6(±2.50) 

대조군 5.7(±1.73) 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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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건조증 평가를 위한 설문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비해 4주간 사용 후 

Dry 1M, Dry-PM, Dry-day, Am-sal, Eff-life 항목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Dry-day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ry-

eat, Dif-swal 항목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었으며 Dry-eat 항목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6). 

 

  표6. 구강건조증 평가를 위한 설문지 결과 

 Dry-1M Dry-PM Dry-day Dry-eat Dif-swal Am-sal Eff-life 

실험군 

사용전 5.2 5.5 4.9 2.2 2.1 4.4 4.7 

4주간 사용후 4* 4.9* 4.4 2.7* 2.6 3.1* 4.1* 

대조군 

사용전 5.4 6 5.6 3.4 3 5.3 5.4 

4주간 사용후 4.7* 5.3* 5.4 3.6* 3.6 3.8* 4.7* 

 

* ; 각각의 군 내에서 사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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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타액선 분비율 

실험군, 대조군 모두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비해 4주간 사용 후의 소타

액선 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7). 

 

  표7. 소타액선 분비율  

 사용전 (m±s.d.) 4주간 사용후(m±s.d.) 

협점막 

실험군 12.17(±4.42) 12.24(±5.73) 

대조군 11.74(±4.94) 12.2(±4.83) 

하순점막 

실험군 4.73(±1.59) 4.62(±2.29) 

대조군 4.4(±1.21) 4.69(±1.77) 

구개점막 

실험군 0.83(±0.24) 0.86(±0.27) 

대조군 0.89(±0.19) 0.76(±0.17) 

m±s.d. ; 평균±표준편차 

   단위 ; ㎕/㎠ per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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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실험군, 대조군 모두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비해 4주간 사용 후의 비자

극성 전타액 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8). 

 

  표8.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사용전(m±s.d.) 4주간 사용후(m±s.d.) 

실험군 0.2(±0.11) 0.25(±0.15) 

대조군 0.18(±0.13) 0.17(±0.14) 

m±s.d. ; 평균±표준편차 

   단위 ;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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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전타액분비율이 구강건조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다

(Bergdahl, 2000; Longman et al, 2000; Suh KI et al, 2007)는 이전의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상당수의 환자에 있어서는 전타액분

비율이 정상인 경우가 관찰되며 실제로 전타액의 분비가 상당히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구강건조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Ship et al, 1991).  

Wolff와 Kleinberg(1998) 및 Lee 등(2002) 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건조증

의 상태는 전타액분비율을 검사하기 보다는 잔존타액량으로 인한 구강점막

의 습윤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구강건

조증을 느끼는 잔존타액량의 임계치는 10µm이고(Wolf and Kleinberg, 

1998), 구개점막의 소타액선에서 분당 3µl/cm2  이하로 분비될 경우 구강

건조증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Niedermeier W and Hüber KH, 1989).  

이와 같이 구강건조증에 있어서 소타액선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필로

카핀을 국소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소타액선 분비를 자극하여 구강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동안 시행된 몇몇 연구에서

는 적용한 필로카핀 농도가 다양하고 그 효과를 주관적 증상으로만 평가하

거나 경험적인 효과를 보고한 정도이며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을 통해 검증

된 적은 없다. 또한 일부 연구는 국소적 적용 방법을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전신 흡수의 효과를 배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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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전타액 분비율의 차이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 보고된 필로

카핀 양치액의 농도는 0.025-1%로 편차가 매우 큰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개

선 정도가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전신 흡수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회 사용량인 10ml에 1회 복용시 최대량인 10mg

의 필로카핀이 포함된 농도인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을 이용하였다. 

대조군에서는 0.9% 생리식염수 양치액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증류수를 

사용하는 경우 필로카핀의 쓴맛이 느껴져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구강양

치액 맛 차이로 인해 위약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약

한 맛 자극에 의해서는 소타액선 분비율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Shern 등(1990)의 연구에 의하면 2% 시트르산 1회의 적용으로는 소타액

선의 분비율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느끼는 맛 자극은 이보다 덜하기 때문에 약한 맛 자극을 통해 소타액선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는데

(Shern et al, 199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리식염수의 몰농도는 0.154M로 

2% 시트르산의 몰농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트르산과 비슷한 결과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신 맛과 짠 맛은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

로 짠 맛에 의한 소타액선 분비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

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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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단기 효과를 주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당시의 구강건조증 정도의 변화를 보면 구강양치액 사용 전에 

비해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모두 실험군 및 대조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료실내에서 구강양치액을 사용한 후 시간에 따라 소타액선 분비율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 대조군 모두 협점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할만한 소타액선 분비율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순 점막의 경우 실험군에서는 시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할만한 소타액선 분비율 증가가 관찰되었고 대조군 역시 구강

양치액 사용 30분 후를 제외하고는 사용 직후, 1시간 후 모두 소타액선 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구개점막에서는 실험군에서만 

소타액선 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하순점막, 구개

점막에서는 구강 양치액 사용 전에 비해 사용 직후, 30분 후, 1시간 후 모

두 실험군의 소타액선 분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협점막 및 하순점막의 경우 대조군에서도 시간에 따른 소타액선 분비율

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구강양치액을 사용할 때 협점막과 하순점막의 움

직임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으로 인해 소타액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peirs(1984)는 저작으로 인한 기계적 자극이 하순점

막의 소타액선 분비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고 Boros 등(1999)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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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대화 등의 기계적 자극은 근상피세포를 자극하여 소타액선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계적 자극을 배제하고 필로카핀 구

강양치액의 자극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강양치액을 사용할 때 볼과 

입술의 자극이 없도록 가만히 물고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양치액 사용 30분 후, 1시간 후의 반복 측정 시까지 최대한 대화 

등의 기계적 자극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협점막 소타액선의 경우에는 측정 위치가 좌측 이하선 개구부 높이

에서 개구부의 2cm 전방부이므로 협점막의 움직임 등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 

이하선에서 분비되는 타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며 측정시간 

또한 다른 점막 부위와 달리 5초로써 매우 짧아 1초 미만의 오차에도 측정

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협점막 소타액선

은 분비율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구강양치액 사용전에 

비해 사용 1시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비자극성 전타액은 주로 악하선에서 분비

되며 다음으로 이하선, 소타액선 순이고 설하선의 분비량이 최소이다. 소

타액선은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의 약 6%~10% 정도를 차지하는것으로 밝혀

져 있다(Dawes and Wood,1973). 하지만 기계적 자극이나 강한 맛 자극이 

있는 경우 분비율이 2-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필로카핀 

양치액에 의해 증가된 소타액선 분비율이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의 증가

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Boros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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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과는 필로카핀의 전신적인 흡수에 따른 대타액선 및 소타

액선의 분비자극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eaver등(1992)의 연구에서 살펴 보면 비글독의 협점막을 통해 필로카핀 

용액을 지속해서 접촉시켰을 때 평균 18.6분 만에 혈중농도의 변화가 나타

났고 타액 분비의 증가는 평균 49.2분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Weaver et al, 1992). 하지만 본 실험은 양치액 사용 시간을 1분으로 제

한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접촉시킨 Weaver 등의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신적 흡수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지 및 혈압, 맥박 측정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혈액 내 필로

카핀의 농도 측정 등을 통한 전신적 흡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구강 양치액 사용 후 1시간 까지의 주관적인 

건조감 개선 정도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했을 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하순 및 구개점막의 소타액선 분비율과 비자극성 전타액분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농도를 높일 경우 주관적

인 건조감의 개선정도가 더욱 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장기적인 효과 중 주관적인 구강건조증 개선 여

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당시의 구강건조증 정도에서

는 시간 및 군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

치액 사용 전 작성한 설문지와 양치액을 4주간 사용한 후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러 항목에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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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감의 개선을 보였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7가지의 문

항중 기능시 불편감(Dry-eat,Dif-swal)은 오히려 구강양치액을 사용한 후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항목(Dry-1M, Dry-PM, AM-sal, Eff-

life)은 시간에 따라 유의할 만 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 하지만 비기능시의 불편감이 줄어들면서 기능시 

불편감이 이전보다 크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소타액선 분비율, 비

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은 시간 및 군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국소적으로 적용한 0.1% 필로카핀 구강 양치액은 장기적

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며 혹은 타액분비율은 환자의 전신상태, 스트

레스, 주변환경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은 0.9% 생리식염수에 비해 단기적

으로 소타액선 분비율 및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 감소의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농도의 조절을 통해 주관적, 객관적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최적의 농

도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 하기 위해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잔존타액량에 대한 선행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구강점막의 습윤도가 저하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구강양치액 사용 중 강하게 볼과 입술을 움직이거나 사용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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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기계적 자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환자를 교

육해야 하고 전신 흡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혈중 농도 등의 측정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협점막은 측정부위 및 측정시간 등에 의한 제약으로 소타액선 분비율

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하순의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 위치는 소타액선의 분포가 적은 정중부이다(Alsaad et al, 

200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하순 부위에서 소타액선 분포가 많은 부

위로 변경하여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개점막의 

소타액선 분비율 측정시 환자의 호흡유형에 따라 측정치의 오차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호흡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위 선정 및 방법을 고

안하고, 환자의 타액 분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배제하

여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에 대해 연구 하였으나 추후에는 다양한 

농도의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농도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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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0.1% 필로카핀 구강양치액은 0.9% 생리식염수에 비해 단기적으로 소타액

선 분비율 및 비자극성 전타액분비율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자

의 주관적 불편감 감소의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도의 

조절을 통해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주관적, 객관적 효과가 모

두 나타나는 최적의 농도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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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 
 

 

Effect of pilocarpine mouthwash 

 

Ji Hyun Kim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Joon Ahn, D.D.S., M.S.D., Ph.D.)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0.1% pilocarpine mouthwash on 

subjective dryness, minor salivary gland secretion rate and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in xerostomia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was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randomized 

clinical trial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of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Sixty 

xerostomia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0.1% 

pilocarpine solution(pilocarpine + 0.9% saline),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0.9% saline. 

To investigate short term effects, subjective dryness(NRS), minor salivary gland secretion rate 

and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was measured before and rightafter 30 and 60 

minutes after mouth rinsing. Mouth rinsing was done for 1min with 10ml of pilocarpine 

solution or saline. To investigate long term effects, subjective dryness(NRS and 

Questionnaire), minor salivary gland secretion rate and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was measured after using pilocarpine solution or saline for 4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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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short term effect, subjective drynes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mouth rinsing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uccal secretion rat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mouth rinsing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ween two groups. Labial and palatal secretion 

rat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rinsing in experimental group,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rinsing in experimental group. 

In long term effect, the results were equal to the short term effect in subjective dryness. 

salivary gland secretion rate and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after using pilocarpine solution or saline for 4weeks. 

Conclusion: Mouth rinsing with 0.1% pilocarpine solution induced a significant objective 

increase in minor salivary secretion rate and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jective dryness compare to control group. Additional 

studies will b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ilocarpine solution in various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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