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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치제(dentifrice)란 치아 표면을 닦기 위하여 칫솔질을 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보조적 재료로서 

비누나 세제와 같은 분류인 의약부외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약리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용세치제에 한해서는 의약품에 속하고 치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따르

면 세치제(dentifrice)라는 용어는 dens (tooth, 치아)와 fricare (to rub: 문지르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치제사용의 기본목적은 치면에 부착된 획득피막(acquired pellicle)과 치면세균막(dental 

Original Article 글리세로인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 
배합세치제의 치은염 감소효과

김상선ㆍ조자원1ㆍ이천희2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본부 치과의무실ㆍ1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ㆍ2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Gingivitis reducing effect of calcium 
glycerophosphate, cetylpyridinium chloride and 
dipotassium glycyrrhizate containing dentifrice 
Sang-Sun KimㆍJa-Won Cho1ㆍCheon-Hee Lee2

Departmen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on Govement Complex Sejong Management 

Headquarters Office Of Dental Surgeon
1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Received: 25 August 2017

Revised: 8 November 2017

Accepted: 10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Cheon-Hee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189 Seosun-gil, 

Seohu-myeon, Andong 36616, Korea, Tel: +82-54-851-3676, Fax: +82-54-852-9907, E-mail: arisu0515@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to compare measuring gingival and peridontal indices and changes in dental 

plaque per period using a three mix types of dentifrice and to investigate dental diseases preventive effects 

depending on gingivitis reducing effect of dentifrice through a clinical experiment. Methods: This study 

targeted adult females and males with mild to moderate gingivitis from age 20 to 60. The Calculus index, 

Papillary Marginal Attached Gingival (PMA) index, Gingival index,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 

index, and Plaque index were measured at pre-experiment and at 1, 2, 4 weeks post experiment. Results: 

The PMA, Gingival index, PHP index, plaque index of experimentla group decreased after 4 weeks 

(p<0.05). Conclusions: A three mix types of dentifrice for relieving tooth sensitivity was verified to be 

effective in removing dental plaque and reducing gingiv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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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que)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세정과 연마하는 세마작용이라 할 수 있고[1]. 1940년대까

지는 세치제의 사용 목적을 심미작용에 국한하고 있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기본작용 이외에 치아

우식증 예방작용과 최근에는 치은염 감소, 구취제거, 치석형성억제, 시린이 예방, 특정 구강세균의 

감소 등의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추가성분을 배합하여, 추가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2-4] 

구강건강상태에 맞게 처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합세치제들이 개발되고 있어 구강병 예방치료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5,6]. Chen[7]과 Lynch 등[8]은 글리세로인산칼슘을 포함한 세치제 사

용이 치아우식을 예방하고 치면세균막의 완충능을 증가시키며 법랑질의 용해를 감소시킨다고 하였

고, Shields[9]와 Bowen 등[10]의 논문에서도 글리세로인산칼슘은 치면세균막의 감소와 치아우식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0.13% 농도의 세치제에서 칼슘농도와 인산염농도를 증가시키

는데 유효성이 입증되어, 현재 의약외품 치약제 표준 제조기준에 0.13% 농도로 사용가능하도록 안

전성이 검증되어 있다[11-13]. Bowen 등[14]은 1% 설탕용액에서 글리세로인산칼슘이 pH 감소현

상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글리세로인산칼슘의 치아우식증예방 효과를 주장한 바 있고, Forward 

등[15]은 글리세로인산칼슘이 일불소인산나트륨(Sodium monofluorophosphate)에 의한 법랑질 내

산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김 등[16]은 트라넥사민산(tranexamic acid)과 알란토인클로로히

드록시알루미늄(allantoin chlorohydroxy aluminum)과 초산디엘알파토코페롤(dl-c tocopherol acetate) 

및 일불소인산나트륨(monofluorophosphate)을 배합한 세치제의 치은염완화효과를 측정보고 하였

다. 글리시리진산이칼륨(Dipotassium glycyrrhizate)은 glycyrrhetinic acid와 2분자의 glucuronic 

acid로 된 glycyrrhizin이다. glycyrrhizin은 항염증작용[17-20]이외에도 만성간염[20-22], 알레러기 

질환(allergic disorder)[23] 등에 치료효과가 있으며 사포닌 성분으로 인하여 구강 내 박테리아의 부

착(adhesion)을 방지하여 구강국소치료제의 운반체로 사용된다. 최근 치약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

고 연마제 중의 하나인 덴탈타입실리카(Dental type silica)는 ‘덴탈실리카’, 또는 ‘덴탈연마실리카’

라고도 불리고 무수규산(SiO2· 2H2O)이라고도 하며 치약제에 사용하는 덴탈 타입의 경우 고순도의 

비결정질 이산화규소를 주성분으로 만들며 짠맛이 없고 pH가 중성이라 구강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세치제의 기본성분으로 들어가며 적정 사용량은 20%이내이

고 일반치아는 10~15% 잇몸이나 치아가 약한 경우 10%이내, 치석이 많은 경우 15~20%를 첨가하

여 치약에 첨가하며, 치면세균막과 치면의 외인성착색을 제거하는 역활을 한다[24]. Haps 등[25]은 

염화세틸피리디늄(Cetylpyridinium chloride, CPC)은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성등급 I와 

유효성등급 I로 분류되며, 구강영역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의 오랜 역사를 지닌 양친성 4급화합

물이 라고 보고 하였고 Lim 등[26]은 이 분자의 양전하는 음전하를 띠는 박테리아 표면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항균작용을 촉진시키며, Allen 등[27]은 6개월 동안 단기간 임상연구를 통해 CPC가 

치면세균막과 치은염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중등도의 치은염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린이 감소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글리세로인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

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 배합세치제를 사용 후 기간 별 치은·치주관련지표 및 치면세균막 변화

를 측정하여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간 배합세치제의 치면세균막제거효과 및 치은염 감소효과를 확인

하고자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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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D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방문자 중 본연구의 취지

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동의한 대상자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중등도 치은염 증

상을 가지고 있으며, 1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는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고, 실험 전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치은염이 관찰되지 않은 자, 치열교정장치 혹은 부분틀니, 완전틀

니 장착자, 최근 1년간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자 등 연구조건에 불필요한 구강조건을 가진 대

상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4주간, 평행비교(comparative paralellism), 무작위배정(randomi-

zation process), 이중맹검(double-blind trial), 대조시험(controlled trial)으로 디자인되었다. 자발적

으로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지원자가 등록되면 방문평가를 통하여 선정/제외기준 적합여부를 판정

받고, 선정된 시험대상자는 1주간의 실험준비단계(run-in period)를 둔 후, 등록된 순서에 따라 실험

군, 대조군 중 한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군당 60명씩의 연구대상자가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대상

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Gender
Age group

Total 20s 30s 40s 50s

Total 120 69 20 12 19

Male 66 40 8 6 12

Female 54 29 12 6 7

2. 연구세치제

실험군세치제는 글리시리진산이칼륨(Dipotassium glycyrrhizate), 염화세틸피리디늄(Cetylpyri-

dinium chloride), 덴탈타입실리카(Dental type silica), 글리세로인산칼슘(Calcium Glycerophos-

phate)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치제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세치제는 실험세치제의 주성분 중에서 덴

탈타입실리카만 함유하고 나머지 주성분을 삭제한 세치제를 사용하였으며, 실험군 및 대조군의 세

치제의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Table 2. Components of the ingredient for the dentifric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dentifrice (P dentifrice) Control dentifrice (T dentifrice)

Ingredient Content (%) Ingredient Content (%)

Dental type silica 15.00 Dental type silica 15.00

Calcium glycerophosphate 0.13

Cetylpyridinium chloride 0.05

Dipotassium glycyrrhizat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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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B 승인

본 연구는 D대학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DKU 2015-10-012-001)하에 진행하였으

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에 대한 목적을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4. 세치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피실험자에게는 기본적인 회전법 칫솔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실험과정 중에는 각 군 별 

해당세치제를 사용하여 회전법칫솔질을 1일 3회, 3분 동안 4주(28일)동안 시행하도록 하였다.

5. 관찰검사방법(방문별)

1) 방문 1 (Baseline visit, week 0)

이 방문은 스크리닝으로 군을 배정 받은 후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며, 우선 구강검사지

표를 측정하고, 평소 식사 섭취 패턴을 조사한 후, 회전법으로 칫솔질방법을 교육하였다. 그 후 해당 

세치제를 배부하고 이후에는 해당 세치제를 이용하여 칫솔질을 시행하도록 설명하였다.

2) 방문 2 (Closing visit, week 1)

이 방문은 방문 1 (0주)로 부터 1주일 뒤에 이루어졌으며,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3) 방문 3 (Closing visit, week 2)

이 방문은 방문 1 (0주)로 부터 2주일 뒤에 이루어졌으며, 방문 2와 동일하게 이상반응을 확인하

고,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4) 방문 4 (Closing visit, week 4)

이 방문은 방문 1 (0주)로 부터 4주일 뒤에 이루어졌으며, 방문 2와 동일하게 이상반응을 확인하

고, 구강검사지표를 측정하였다.

6. 구강검사 

모든 대상자들은 치약의 사용 전, 사용 1주 후, 사용 2주 후, 사용 4주 후 총 4회에 걸쳐 치석지수

(Calculus index), 유두변연부착치은염지수(Papillary Marginal Attached Gingival index, PMA 

index), Talbott, Mandel and Chilton의 치은지수(Gingival Index, GI), Loe와 Silness의 치은지수

(Gingival Index, GI),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atient Hygiene Perfomance index, PHP index)와 

Turesky가 변형한 Quigley와 Hein의 치면세균막 평점기준(Plaque index)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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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군간 비교는 2-sample t-test 및 Mann-Whitney test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군내 

비교는 paired t-test, Wilcoxon’s signed rank 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치은, 치주 관련 검사 결과

치은, 치주 관련 검사 결과치의 변화량은 <Table 3>과 같다. PMA index결과에서는 실험 전 실험

군(P) 6.92, 대조군(T) 7.13에서 1주후 6.25, 6.88, 2주후 5.70, 6.60, 4주후 5.25, 6.58로 감소하였으

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Calculus index는 실험 전 실험군(P) 0.27, 대조군(T) 0.30에서 4주후 0.27, 0.32로 변화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Loe 등의 Gingival index 결과에서는 

실험 전 실험군(P) 2.20, 대조군(T) 2.23에서 1주후 1.83, 2.18, 2주후 1.65, 1.92, 4주후 1.22, 1.75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5), Talbott 등의 Gingival index는 실험전 실험군(P) 3.67, 대조군(T) 3.84에서 1주후 

3.18, 3.16, 2주후 2.79, 3.13, 4주후 2.14, 2.86으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3. Changes in gingival and periodontal results Unit : Mean±SD

Value Group N Base After 1 week After 2 weeks After 4 weeks

PMA P 60 6.92±3.56 6.25±3.53 5.70±3.69 5.25±3.62

T 60 7.13±3.94 6.88±4.08 6.60±3.51 6.58±3.66 

p
* 0.753 0.365 0.174 0.047 

CI P 60 0.27±0.36 0.29±0.38 0.29 ±0.38 0.27±0.35 

T 60 0.30±0.37 0.29±0.40 0.30 ±0.41 0.32±0.40 

p
* 0.586 0.907 0.817 0.517 

LGI P 60 2.20±2.11 1.83±1.83 1.65±1.71 1.22±1.26

T 60 2.23±2.22 2.18±2.05 1.92±1.73 1.75±1.56

p
* 0.939 0.323 0.401 0.043 

TGI P 60 3.67±3.07 3.18±2.85 2.79±2.38 2.14±1.73**

T 60 3.84±3.18 3.63±2.92 3.13±2.37 2.86±2.13

p
* 0.763 0.397 0.440 0.043 

P: experimental group, T: control group 

PMA: papillary marginal attached gingival index

CI: calculus index by oral hygiene index

LGI: gingival index by Loe and Silness

TGI: gingival index by Talbott, Mandel and Chilton
*by 2-sample t-test
**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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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면세균막 검사 결과

치면세균막 검사 결과치의 변화량은 <Table 4>와 같다. PHP index결과에서는 실험전 실험군(P) 

2.48, 대조군(T) 2.58에서 1주후 2.13, 2.43, 2주후 2.06, 2.09, 4주후 1.61, 1.98로 감소하였으며, 4주

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Plaque index는 실험 전 실험군(P) 4.89, 대조군(T) 5.55에서 1주후 4.34, 5.16, 2주후 3.98, 4.41, 4주

후 2.93, 4.01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4. Changes in dental plaque results Unit : Mean±SD

Value Group N Base After 1 week After 2 weeks After 4 weeks

PHP P 60 2.48±0.87 2.13±0.81 2.06±0.95 1.61±1.11**

T 60 2.58±0.76 2.43±1.02 2.09±0.89 1.98±0.87

p
* 0.503 0.076 0.869 0.042 

PI P 60 4.89±3.09 4.34±2.76 3.98±2.55 2.93±2.27**

T 60 5.55±4.14 5.16±4.11 4.41±3.36 4.01±3.12

　 p
*

　 0.328 0.199 0.428 0.032 

P: experimental group, T: control group 

PHP: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I: plaque index
*by 2-sample t-test
**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총괄 및 고안

치은염(gingivitis)은 가장 흔한 염증성 치은질환으로 치아치은경계에서 시작하여 치주조직의 기

능적 단위인 치은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과정이며, 치면세균막(dental plaque)이 주요원인이다[11]. 

치면세균막은 구강 내 치아, 치은 및 다른 구강조직 표면에 부착하여 치면세균막(biofilm, dental 

plaque)을 형성하는 연성참착물로 치면세균막이 수일 내에 제거되지 않으면, 치은의 발적, 부종, 출

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28]. 치은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과 병행된 치

은염예방 세치제 사용으로 초기에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치은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세치제의 기본성분으로는 연마제, 계면활성제, 결합제, 습윤제이며, 이러한 성분들이 작

용하여 세치제의 기본역할인 치아세정이나 치면활택을 수행하여 치면세균막(dental plaque)을 관리

할 수 있으며[29], 이러한 세치제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효

과적이고 향상된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세치제를 특정용도의 사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세치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Stallard[30]과 Harris[31]등은 약물배합여부에 따라 세치

제를 일반세치제와 특수세치제로 분류하고 일반세치제를 사용하여 칫솔질을 하더라도 특수세치제

를 사용할 때처럼 치아우식증 예방과 치주병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구강병을 예방하는 성분이나 치

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배합한 세치제를 사용하여 칫솔질을 한다면 구강병예방과 치료효과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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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글리세로인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을 포함한 배합세치제의 치은염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가 미미하고 최근, 치면세균막제거 

및 치석형성억제 그리고 상아질지각과민증과 치은염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특수목적의 배

합세치제의 관심과 개발로 다양한 세치제가 제조 및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저자는 본 연

구에서 실험세치제 사용군(글리세로인산칼슘, 염화세틸피리디늄, 글리시리진산이칼륨 덴탈실리

카)과 대조세치제 사용군(덴탈타입실리카만 포함) 각각 군에게 배부한 해당세치제를 4주간 사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합세치제의 성분 중 글리세로인산칼슘(calcium glycerophoshate)은 Brook 

등[32]의 연구에서는 1975년에 1% 글리세로인산칼슘을 식품에 첨가하여 11세 아동에게 복용시킨 

결과, 치면세균막내 인산염농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1972년에 Bowen 등[33]은 30개월 동

안 고당사료와 글리세로인산칼슘(calcium glycerophoshate)을 함께 먹인 원숭이에서 치면세균막 

내 칼슘농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34]의 연구에서도 글리세로인산칼슘을 함유한 

세치제를 사용한 후 시린이에서 빠른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글리세로인산칼슘을 포함

한 세치제는 선행연구에서 시린이 감소효과와 치면세균막의 완충능증가와 치아우식증예방효과 

등과 같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Llwelyn[35]의 연구에서는 염화세틸피리디늄

(cetylpyridinium chloride, CPC)은 4차 암모늄화합물로서 치은연상치면세균과 치은염억제의 효과

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Witt[36]와 Mankodi[37] 등의 논문에서도 염화세틸피리디늄은 글루콘

산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gluconate)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치면에 대한 착색이나 구강점

막에 대한 자극이 적어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주장되었다. 심 등[38]은 글리시리진

산이칼륨(dipotassium glycyrrhizate)이 치은연상치면세균막과 치은염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 전, 1주후, 2주후, 4주후 총 4회에 걸쳐 PMA (papillary 

marginal attached gingival index), CI (calculus index by oral hygiene index), LGI (gingival index 

by Loe and Silness), TGI (gingival index by Talbott, Mandel and Chilton), PHP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I (plaque index)를 측정한 결과 CI (calculus index by oral hygiene index)만 

제외하고 <Table 2, 3>과 같이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Calculus index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p>0.05) 나타난 것

은 경성침착물인 치면세균막이 무기질화되면서 석회화된 딱딱하고 거친덩어리 형태로 자연치아나 

보철물에 부착되어 있어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면세마나 치석제거술로 가능하나 칫솔

질만으로는 부족하여 4주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글리세로인

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 배합세치제를 이용한 세치제 사용 시 특수 목적

인 시린이 완화 외에도 치면세균막제거와 치은염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D대학 치과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의 한계성이 있고, 실험세

치제가 덴탈타입실리카(dental type silica)외에 3가지 배합세치제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 향

후 글리세로인산칼슘, 글리시리진산이칼륨,염화세틸피리디늄의 단독 성분 별로 사용 시 효과입증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대 적용과 해당세치제의 사용 시기 및 횟수 등의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다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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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글리세로인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실험세치제를 

사용하여 치은염완화효과의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12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각의 세치제를 사

용하는 실험군 60명, 대조군 60명에게 4주간 해당 세치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실험 전, 1주후, 2주후, 

4주후 총 4회에 걸쳐 Calculus index, PMA index, Gingival index, PHP index, Plaque index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alculus index의 경우 실험전 실험군(P) 0.27, 대조군(T) 0.30에서 4주후 0.27, 0.32로 변화 하였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PMA지수측정결과 실험전 실험군(P) 6.92, 대조군(T) 7.13에서 1주후 6.25, 6.88, 2주후 5.70, 

6.60, 4주후 5.25, 6.58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Loe 등에 의한 Gingival index의 경우 실험전 실험군(P) 2.20, 대조군(T) 2.23에서 1주후 1.83, 

2.18, 2주후 1.65, 1.92, 4주후 1.22, 1.75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

하여 통계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Talbott 등의 Gingival index의 경우는 실험전 실험군(P) 3.67, 대조군(T) 3.84에서 1주후 3.18, 

3.63, 2주후 2.79, 3.13, 4주후 2.14, 2.86으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5. 치면세균막 검사 중 PHP지수의 경우 실험전 실험군(P) 2.48, 대조군(T) 2.58에서 1주후 2.13, 

2.43, 2주후 2.06, 2.09, 4주후 1.61, 1.98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

하여 통계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6. Plaque index의 경우 실험전 실험군(P) 4.89, 대조군(T) 5.55에서 1주후 4.34, 5.16, 2주후 3.98, 

4.41, 4주후 2.93, 4.01로 감소하였으며 4주후에서 실험군(P)이 대조군(T)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 사용한 글리세로인산칼슘과 염화세틸피리디늄 및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을 함유한 세치제는 특수 목적인 시린이 완화 효과 외에도 치면세균막 제거와 치은염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치면세균막 조절 대상자와 치주질환 환자에게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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