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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강건조증이란 입이 마르는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만성 질환에 

의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나 쇼그렌 증후군 등의 자가면역 질환, 두경부 

방사선 조사 등에 따른 타액의 양적 감소나 질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인체 타액은 구강 점막을 적시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며 발음, 음식물 

잔사 제거, 산의 중화, 맛, 윤활, 저작과 연하 기능, 소화 기능, 

조직성장과 상처치유, 항균, 항진균, 법랑질 재광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강건조증 환자는 말할 때, 씹을 때, 삼킬 때 어려움을 

호소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거나 치아 우식 

등 경조직 질환 및 구강세균 감염 등 연조직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타액 분비 촉진 약물인 pilocarpine은 콜린성 약물로 두경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적응증이다. 타액 

대체제는 약물 복용보다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사용 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Carboxymethylcellulose(CMC) 

등의 중합체 혹은 돼지의 소장 mucin 등이 타액 대체제의 주요 

성분으로 이용된다. 인체 타액과는 달리 타액 대체제는 구강 내 

유지시간이 짧아 구강 건조감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며, 구강 내 유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점도를 높일 경우 

끈적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시판 타액 대체제는 다양한 

제형 및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타액 분비 감소로 인한 구강 건조감과 여러 합병증을 

겪는 환자에게 적합한 타액 대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현존하는 타액 

대체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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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타액 대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강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인체 타액을 

모방하기 위한 타액 대체제의 다양한 성분에 대해 고려할 점을 제시하며, 

향후 타액 대체제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강건조증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타액 대체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타액 대체제의 점조도 등 

유동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타액 대체제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구강건조증 주관적 증상 

문항별 설문지에 대해 정리한 후 타액 대체제와 위약 대조군, 타액 

대체제 간, 혹은 타액 대체제와 기타 치료법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의 연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타액 대체제 

사용 시 구강세균 변화 및 항균 성분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고, 성분에 

따라 법랑질과 상아질의 탈회 혹은 재광화에 미치는 영향과 점막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물 혹은 전해질 수용액을 이용하는 것보다 타액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의한 구강 건조감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ucin이나 xanthan gum 등 특정 성분의 존재 유무가 타액 

대체제의 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타액 대체제끼리 비교한 결과 주관적 구강 건조감 완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 다른 제품 및 방법을 선호하였다. 타액 대체제의 

이용이 구강세균에 큰 변화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항균 성분이 포함된 타액 대체제를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연구가 있다. 타액 대체제의 성분 및 농도에 따라 구강 내 경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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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광화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일부 낮은 pH를 

가진 타액 대체제는 탈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타액 대체제의 이용은 구강 점막 병소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타액 대체제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제품이 특화된 기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구강건조증 환자를 세심히 관찰하여 

환자에게 맞는 타액 대체제 제품들을 권유하고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체 타액과 유사한 유동학적 성질을 가지고 

입안에서 오래 유지되며, 항균, 완충, 재광화, 점막 보호 등의 고유한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타액 대체제에 인체 타액의 성분을 

첨가하거나 실험적으로 연구된 성분을 첨가하여 보다 나은 타액 

대체제를 개발하고,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 등의 효과를 연구하여 적정 

농도를 결정하고 시험관 수준 및 임상 수준에서 적용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구강건조증, 타액 대체제, 인공타액 

학   번 : 2010-2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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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구강건조증이란 입안이 마르는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1 일반적으로 

타액의 양적 감소나 질적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유병률은 연구결과마다 

상이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  

타액은 안정타액과 자극 시 타액으로 나뉘는데, 안정타액은 구강 

점막을 적시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며 자극 시 타액은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과 씹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 외 기능으로는 발음, 음식물 

잔사 제거, 산의 중화, 맛, 윤활, 저작과 연하 기능, 소화 기능, 표피 

성장 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함유에 따른 조직 성장과 상처 

치유,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 및 무기질 함유에 의한 치아 

법랑질 유지 등이 있다.3-5 타액의 생성량이 정상의 절반 정도에 

다다르고, 특히 안정타액의 분비가 감소하면 구강이 건조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6 주관적 구강건조증(subjective xerostomia)이란 

구강건조 증상이 있지만 임상적 증거가 없는 것이고, 객관적 

구강건조증(objective xerostomia)이란 타액분비가 객관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이다. 항우울제, 고혈압 치료제, 아편제, 기관지 

확장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항정신병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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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600-700여종 이상의 약물이 구강건조증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연령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타액 분비 저하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감을 느낄 가능성이 증가한다.7 

구강건조증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생긴다. 쇼그렌 증후군은 

피로, 근육통, 관절통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하며 전신적으로 외분비 

기능을 수행하는 선조직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 선조직의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구강건조증과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 때로는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한다.8 

다른 주된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얼굴 및 목 부위의 악성종양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 타액선이 방사선 조사를 

받을 영역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혹은 방사선 조사를 받을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구강암에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는 최대 70 Gy의 

방사선 치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액선 조직의 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 역시 타액을 생성하는 타액선에 손상을 

입힌다.9,10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혈액투석 환자의 

제한된 수분 섭취 등은 신체의 탈수와 함께 구강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11,12 드물게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sarcoidosis도 타액선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AIDS 또한 침윤 림프구 증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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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9,13,14 

구강건조증의 치료요법으로는 기저 요인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복용중인 약물의 종류 또는 용량을 변경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물을 

자주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극이 되는 알코올, 

카페인 및 뜨겁고 매운 음식, 흡연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15 하지만 타액 

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타액선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있다면, 

전신적 타액촉진 약물을 고려해야 한다. Pilocarpine, physostigmine 

처방이 도움이 되며, 드물게 interferon 치료도 고려되고 있다. 이는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금기이며, 구강 

및 전신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16 기계적인 

방법으로 솔비톨 혹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어서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대화나 연하에 도움을 준다.17 

또 다른 방법은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공타액 스프레이, 

젤, 구강세정액, 구강 청결제 및 특수 성분을 함유한 치약 등 여러 

제품이 있으며, 인공타액을 사용하면 점막을 습윤하게 할 수 있다. 

스프레이의 경우 낮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주 사용해야 하고 밤 

시간에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 인공타액을 저장소로부터 천천히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타액분비촉진제를 국소적으로 

도포, 소타액선을 자극하는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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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 대체제로는 mucin 스프레이, mucin 정제, 점막 접착 원형 

제제(mucoadhesive disk), carbopol 스프레이, carboxymethyl-

cellulose 스프레이, xanthum gum 포함 스프레이 등이 이용된다. 기타 

oxygenated glycerol trimester(OGT), Saliveze(aqueous electrolyte 

solution)등이 있으며 linseed oil도 고려되고 있다.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study)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타액 

대체제가 위약 대조군에 비해 좋거나 나쁘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다. 또한 껌 씹기 등 기계적인 방법과 인공타액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제품이 낫다는 강한 증거는 없지만 

환자들은 대체로 껌을 선호하였다는 보고도 있다.18 

생활수준 향상과 의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만성 질환을 앓거나 혹은 만성 질환의 영향을 받아 

구강건조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타액 분비의 감소는 치아 

우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설탕을 포함하는 제제는 구강세균의 증식과 산 생성의 

증가를 유발하여 치아우식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구강건조증은 대화 시, 음식물 섭취 시, 수면 시 불편감을 

일으키며,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렇듯 구강건조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건조증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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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다양한 유발 원인을 가지며 타액 분비 감소로 인한 여러 합병증과 

구강 건조감을 겪는 환자에게 적합한 타액 대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현존하는 타액 대체제를 정리 및 비교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액 대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강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여 인체 타액을 모방하기 

위한 타액 대체제의 다양한 성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며, 

향후 타액 대체제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조증 치료 약물에 대해 정리하였고 타액 대체제의 

유동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타액 대체제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구강건조증의 임상 증상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주관적 증상 문항별 설문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타액 대체제를 위약 대조군이나 다른 타액 대체제 혹은 치료법과 

비교하는 임상 시험 연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타액 

대체제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구강 환경의 변화를 구강 미생물, 

경조직 재광화, 점막세포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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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구강건조증 치료 약물 및 타액 대체제의 성분 

 

(1) 타액 분비 촉진 약물 

타액 분비를 자극하는 콜린성 약물로는 pilocarpine과 cevimeline이 

있다. 이 두 약물은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에 속하는 타액선 내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장액성 타액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콜린성, 무스카린성 부교감신경 흥분제이다.  

Pilocarpine은 두경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나 쇼그렌 

증후군을 앓는 환자가 적응증이다. 평균적인 성인 용량은 5.0 mg 정을 

1~2개씩 하루에 3~4회 복용하는 것이다. 하루에 30 mg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이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90일간 복용하여야 

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땀이 많이 나는 것으로, 5.0 mg을 하루 세번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 30%에서 나타난다. 약 10%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구역질, 비염, 오한, 잦은 배뇨, 현기증, 두통, 눈물, 

인두염 등이 있다. Pilocarpine은 협우각 녹내장(narrow-angle 

glaucoma) 환자 혹은 조절되지 않는 천식을 가진 환자에게는 

금기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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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carpine의 안정성과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 치료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유발된 환자에게 전향적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시험이 

실시되었다. 40 Gy 이상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2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위약이나 pilocarpine을 환자에게 5 mg 혹은 10 

mg 씩 하루에 3번 경구투여한 결과 pilocarpine을 투여한 군이 위약 

대조군보다 전반적 구강건조증 증상, 입안의 편안함, 말하기 등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효능과 부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5 

mg의 용량이 가장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다.20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시험이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Pilocarpine을 투여 받은 

환자는 대조군보다 전반적 개선, 구강 건조감의 정도, 입안의 불편감, 물 

없이 대화하거나 잠들거나 음식을 삼킬 수 있는지 여부, 타액 대체제의 

사용 감소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21 373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이중 맹검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22 

유사한 기능을 하는 cevimeline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구강 건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30 mg씩 하루 3회 복용한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pilocarpine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항우울제 등 약물에 의한 

구강건조증을 겪는 환자에게 pilocarpine을 타액 분비 촉진제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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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pilocarpine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19 

구강건조증은 원인이 매우 복잡 다양 하므로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의 

성공 여부도 평가하기 쉽지 않다. 임상가들은 타액선 분비 자극제인 

pilocarpine과 cevimeline을 처방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선 치료 혹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만 사용이 승인되었다. 약물을 

이용할 경우 때로는 내과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전신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보아야 한다.19  

 

(2) 타액 대체제에 이용되는 주성분 

타액 대체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환자가 꾸준히 사용하면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타액 젤, 

수용액 및 스프레이와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한 껌, 치약, 양치액 등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보다 문제를 덜 일으킨다. 다양한 제품들이 전해질 

균형 및 타액과 비슷한 점조도 등 각각의 장점 및 특징을 내세우고 

있으나, 환자의 선호도 또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맛이나 느낌, 환자가 타액 대체제를 흔쾌히 자주 쓰려고 하는지 여부, 

입이 마를 때 제품을 이용하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등이 타액 대체제의 

선택에 기반이 될 수 있다.19 

타액은 구강상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구강을 습윤하게 하고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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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며 투과성을 조절하며 외부 자극과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구강 

점막 표면을 보호한다.23 타액의 윤활 및 습윤 기능, 유동학적 성질을 

모방한 다양한 타액 대체제가 개발되어져 왔다. 일부 제품은 구강 내 

경조직의 탈회를 방지하는 기능 혹은 재광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24 

하지만 이러한 경조직의 재광화는 시험관 내(in vitro) 실험에서 얻어진 

것으로, 실제로 법랑질을 재광화하는 능력이 있는지 임상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타액 대체제는 carboxymethylcellulose(CMC), 

polyethylene oxide(PEO), 또는 소 혹은 돼지의 소장 mucin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다. 시험관 내 및 임상 연구에서 일부 좋은 결과를 

얻긴 하지만, 이러한 중합체 기반의 타액 대체제는 인체 타액의 모든 

주요 성질을 모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5 

대부분의 인공타액의 공통적인 주요 결점은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25  

이는 중합체가 구강 내에서 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CMC 함유 

제품의 경우, 점막 점착성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낮은 점도를 가지고 

있다. Mucin이나 고무(gum)를 함유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점도가 높다. 

저점도의 제품은 구강 점막에 한정된 양의 중합체를 제공하며 이는 

비교적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증상 완화 시간이 짧다. 

구강 내 지속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합 제품은 점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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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높은 점성으로 인해 비교적 맛이 좋지 

않으며 구강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입 안에서 끈적끈적하고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3개의 스프레이와 젤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적용한 

교차 연구에서 일부 매우 심한 구강건조증 환자만이 높은 점도의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6 

CMC는 알칼리셀룰로스에 클로로아세트산염을 반응시켜 만드는 흰색 

고체로, 셀룰로오스 구조물을 구성하는 글루코피라노오스(gluco-

pyranose) 단량체의 수산기 그룹 일부에 카르복시 메틸기(-CH2-

COOH)가 결합한 셀룰로오스 유도체이다. 물에 녹이면 점성을 증가시켜 

끈적끈적해지며 부패를 방지하는 성질이 있다. 여러 가지 식품에 점도 

조절 성분으로 이용되며 윤활제, 치약, 변비약, 다이어트 약, 수성 

페인트, 세제, 각종 종이 제품 및 비휘발성 인공 눈물에서 윤활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시판 중인 CMC 기반 타액 대체제는 대체로 1% 

농도의 CMC 수용액에 몇 가지 이온을 첨가하여 인체 타액을 모방하고 

있다. Hydroxyethylcellulose(HEC) 역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Mucin은 대부분의 다세포생물의 상피조직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 

군을 뜻한다. 물과 중성염 용액에는 잘 용해되지 않고, 산성에서는 녹지 

않고 침전되나 알칼리성에서는 점성질의 액이 된다. 점액의 기원에 따라 

여러 당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악하선, 위 점막, 소장, 기관지, 

자궁경관 등에서 분비된다. 타액의 점탄성 및 점착성 성질,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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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능력은 대부분 mucin 당단백질에 의한 것이다. 

27,28 인간의 타액선에는 oligomeric mucin 당단백질(MG1, 분자량 > 1 

MDa)과 단량체형 mucin 당단백질(MG2, 분자량 200-250 kDa)의 두 

종류의 mucin이 분비된다. 고분자량인 oligomeric mucin 당단백질은 

단량체 당단백질이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된 큰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29  

다양한 저작 작용, 혀의 움직임 등에서 적절히 작용할 수 있는지 타액 

대체제의 기반이 되는 중합체의 유동학적 성질(rheological property)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다. Mucin을 기반으로 한 제제가 인체의 

전타액(whole saliva)과 가장 비슷한 점도를 보였다. 시판중인 다섯 

종류의 CMC 기반 타액 대체제와 mucin 기반의 타액 대체제의 

윤활(마찰 실험) 및 점도를 측정 및 비교하는 실험에서, CMC는 점도는 

높지만 단단한 표면을 윤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조증 

환자에서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교모 현상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30  

Mucin 함유 시판 제품은 돼지의 소장 mucin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는 타액 항균성분인 lysozyme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31 

근래에는 식물인 참마 덩이줄기(yam tuber)로부터 추출된 mucilage가 

타액 대체제의 주성분으로써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성분으로 만든 

실험적인 타액 대체제는 일반적인 구강 기능 시의 전단속도에서 비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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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과 점도가 유사하며, hydroxyapatite 표면에서 lysozyme의 효소 

활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3) 시판 타액 대체제 

CMC 또는 HEC 기반의 시판 타액 대체제로는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 형태의 Entertainer's Secret(KLI Cooperation, Carmel, IN), 

Glandosane(Fresenius, Bad Homburg, Germany) 스프레이, Moi-

Stir(Kings-wood Laboratories, Inc., Columbus, OH), 

Optimoist(Colgate-Palmolive Company, NY), Salivart(Gebauer 

Company, Cleveland, OH), Xero-Lube Artificial Saliva(Scherer 

Labs., Dallas, TX) 등과 액체 형태의 Saliva Substitute(Roxane 

Laboratories, Inc. Columbus, OR), V.A. Oralube(Or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 V.A. Hospital, Houston, TX), Biotene Oral 

Balance Gel(Laclede Pharmaceuticals, Gardena, CA), 면봉 형태의 

Moi-Stir Oral Swabsticks(Kings-wood Laboratories, Inc., 

Columbus, OH) 등이 있다. Mucopolysaccharide 기반의 타액 

대체제로는 MouthKote(Parnell Pharmaceuticals, San Rafael, CA)이 

있다. 정제된 돼지의 mucin을 기반으로 한 타액 대체제는 A.S. 

Orthana(Nycomed Ltd, Buckinghamshire, UK)가 있다. 

새로운 점도 증가제를 이용하여 점막 표면에서 더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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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도록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Linseed polysaccharide를 

기반으로 한 Salinum(Miwana AB, Gallivare, Sweden)과 xanthan gum 

polysaccharide를 기반으로 한 제품인 Xialine(Lommerse Pharma BV, 

Oss, Netherlands) 등이 개발되었다. 

 

2. 타액 대체제의 평가 및 비교 방법 

 

(1) 구강건조증의 임상 증상 평가 

어떠한 타액의 변화도 구강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불균형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구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약물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일어난 환자는 치아 우식 위험 증가, 치아 부식 및 마모, 

치태 침착 증가, 치근 우식, 치은염, 치은 퇴축 및 상아질 과민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구강건조증은 환자에게 기회 감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특히 Candida에 의한 진균 감염이 흔하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증가한다. 치과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 

헤르페스 감염, 재발성 헤르페스 감염, 대상포진, HIV 등이다.33 

환자의 구강건조증 증상을 평가하는 데에는 우선 면밀한 병력 청취를 

통해 구강건조증 위험 인자를 식별 및 평가해야 한다. 타액선 기능 

저하증의 주된 요인들 중 하나는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의 경우 종종 약 20-40%의 타액 분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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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보인다. 600-700종류 이상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가장 빈번히 처방되는 약물 200종류 중 

63%정도가 이에 포함된다.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은 입이 마르는 

증상 외에도 트고 마르고 갈라진 점막, 구각미란, 홍반, 백반, 궤양 형성 

등의 점막 병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34 

타액선의 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심하게 구강 위생을 하는 환자는 구강 점막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구강저에 타액이 고여 있지 않다던가, 이하선을 

부드럽게 자극해도 개구부에서 투명하고 묽은 타액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검진 시 라텍스 장갑 혹은 설압자가 점막에 달라붙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립스틱이 전치부에 달라붙어 있는 ‘립스틱 

사인’이 있을 수 있다. 타액의 질감 역시 하얗고, 거품이 많으며 양이 

적거나 끈적거리게 변화한다. 캔디다증이 자주 재발하거나 위축성 설염, 

흑모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악 전치부, 치은 경계부위에 치아 

우식이 잘 생기며 전반적으로 증가된 치아 우식 위험 및 치아의 부식, 

마모 등이 관찰될 수 있다. 매일 잇솔질을 하는데도 치태가 과다한 

경우가 종종 있고 만성적인 구강 통증이나 타는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구강의 정상적인 구조물도 갑자기 환자가 자각하여 어색해하거나, 

볼을 씹는 빈도가 늘어나고 볼이 부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입안 혹은 

치아에서 모래같이 거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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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구취가 날 수 있다. 종종 목마름을 호소하고, 대화나 삼키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35 

 

(2) 타액 분비율 측정  

구강건조증 환자를 평가할 때에는 객관적 임상적 검사인 비자극 타액 

분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타액 분비율 검사는 간단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일반적인 임상에서 주기적인 구강 검진 시 제공될 수 있다. 

환자에게 비자극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이전에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식사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물이나 음료수 등을 마시지 않아야 하고 껌을 씹거나, 

이를 닦거나 치실질을 해서도 안 된다. 금식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치과에서 의자에 앉아 한 시간 정도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측정 시에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고 

허벅지를 지면에 평행하게 앉도록 한다. 양 팔과 팔꿈치는 편안한 

위치에, 손은 다리나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고개를 지면을 향해 

부드럽게 숙인 다음 작은 깔때기와 눈금이 있는 시험관을 얼굴에 가져다 

댄다. 깔때기가 입술을 전체적으로 덮을 정도여야 한다. 환자에게 입을 

벌리고 모든 분비된 침이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깔때기를 통해 

시험관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다. 타액을 수집하기 전에 혀를 위로 젖혀 

올려 보면, 구강저의 전방부에 타액이 약간 고여 있을 수 있다. 입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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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모두 뱉어내거나 삼킨 뒤 타액 분비율 검사를 시작한다. 모든 

구강건조증 환자에서 정확한 비자극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5 

정상 타액 분비율은 변동이 심하며 24시간의 주기적인 리듬을 가진다. 

잠든 동안에는 가장 낮은 타액 분비율을 보인다. 정상적인 타액 

분비율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0.25 ml/분이며 이보다 낮은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36 

타액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Schirmer's test strip을 구강저의 

악하선 개구부에 올려 놓는 것이다.37 정상인 41명과 두경부 방사선 

조사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 10명,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modified Schirmer test를 시행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3분간 평균 29.5 mm 정도 적셔지나, 구강건조증 

환자는 평균 6.9 mm 가량 적셔지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38 

타액의 pH는 타액분비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혼합타액의 

pH는 약 6.2~7.6이다.  타액 분비가 감소된 환자들은 이따금씩 타액이 

산성을 띄며 이는 점막을 따끔거리게 하고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면 정상적인 타액의 pH를 유지할 수 있다.35 

구강건조증 환자의 비자극 타액 분비율 측정 결과값이 0.1 ml/분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자극 시 타액 분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이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파라핀을 씹게 하거나, 구연산을 이용하거나 타액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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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극 시 타액 분비율이 1.0 ml/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0.5~0.7 ml/분 미만이면 타액 분비가 

감소한 상태라 할 수 있다. Pilocarpine을 이용하여 이 검사를 재차 

시행하여 약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 시험 용량인 5 mg의 

pilocarpine을 복용한 후 20~30분 후 타액 분비율을 측정한다. 만일 

타액 분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는 타액선 조직의 기능이 

일부 정상적이며 타액 분비 촉진 약물에 잘 반응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39 5 mg의 pilocarpine이나 30 mg의 cevimeline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용량을 늘려 7.5 mg의 pilocarpine을 시도해볼 수 있다. 

 

(3) 구강건조증 주관적 증상 문항별 설문지 

타액선 기능의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타액 분비량 및 성분에 대한 

조사와 포괄적인 치의학 및 의학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는 건강한 성인에게서 타액분비율은 측정 시마다 그 양이 

50%까지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40 구강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액 양이 필요한 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즉, 한 개인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인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타액 분비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41 

타액선의 장애를 주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타액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증상에 대한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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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구강건조증 관련 질문이 이용되었고, 4개의 질문이 이하선과 

악하선의 분비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타액선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측정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연구되었다.42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객관적인 

측정 항목 중 입술의 건조한 정도, 협측 점막의 건조한 정도, 

우식경험치아수(DMFT), 타액선 촉진 시 타액 분비량의 변화 등 4가지 

항목이 타액선의 장애에 대한 유의한 지표라고 연구되었다.43 

타액선 장애를 평가할 때 각종 연구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진단 

도구는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질문지 

형태가 이용된다. 36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건조증에 관련한 

질문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18명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이었으며 18명은 60대, 70대의 노인이었다. 첫 방문에서, 전반적인 

신체 검진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방문에서 약물에 의한 인위적인 

타액분비량의 감소에 대해 구강건조증 증상을 얼마나 호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타액 분비를 억제하는 glycopyrrolate를 투약 받은 

그룹과 아무것도 투약 받지 않는 대조군 그룹으로 무작위로 분리되었다. 

타액을 채취하고 8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지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혈압, 맥박, 심전도가 측정되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두 번째 방문의 

시험이 반복되어 유효성과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8가지 질문은 입이 

마름에 따라 대화에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는지, 삼키는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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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지, 입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타액이 있는지, 각각 입안, 목, 입술, 

혀의 건조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및 갈증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시 얻어진 자료의 

유사성을 조사하여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삼키는 데 어려움 및 입술의 

건조한 정도에 대한 항목이 유의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입안 타액 

양에 대한 질문은 신뢰도가 낮았다. 타액 분비율을 기반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한 유효성이 측정되었다. 말하는데 어려움, 삼키는데 어려움, 

구강 내 타액의 양, 입술의 건조한 정도, 혀의 건조한 정도에 대한 

5가지 질문이 비자극 타액 분비율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말하는데 어려움, 입술의 건조한 정도 등 오직 두 가지 항목이 자극 시 

악하선 타액 분비율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삼키는데 어려움에 대한 항목 

한 가지만 자극 시 이하선 타액 분비율과 유효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44 

 

(4)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는 아주 간단하게 

다양한 통증의 강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수단이다.45 환자에게 자신이 

느끼는 통증에 대해 연속적인 100 mm의 직선 상에 자신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이며, 한쪽 끝에는 통증이 

없음에 해당하며 다른 편 끝에는 상상 가능한 가장 심한 고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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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만성적인 통증의 가늠 시 이 방법의 

유용함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검증되었다.46,47 VAS는 불연속적인 

등급을 이용한 수치적 통증의 평가 혹은 언어적 통증 평가 척도 보다 

선호되고 있다. 또한 VAS와 언어적 혹은 수치적 통증 평가 척도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48 

만성 통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VAS의 효력은 그 값을 한 사람의 

환자를 다른 환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검증할 수는 없으나, 

약물학적 치료법에 의한 동일 환자의 통증의 변동과 VAS와의 연관성은 

연구되었다. VAS는 언어적(서술형) 통증 평가 척도보다 효력이 작지 

않다는 연구가 있으나49-51 반대로 주의 깊은 안내 및 연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VAS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52 

VAS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민감도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다른 

척도보다 미세한 통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49-51  반면 

VAS의 단점은 통증의 강도만을 기술하는 일차원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인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의 통증 상태를 비교하여 수직선 상에 나타내는 ‘통증 완화 

척도’라는 ‘비교(comparative)’ VAS 도 도입되었다.  

구강 건조 증상에 대해 VAS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의 신뢰성과 

효력에 대한 연구가 지역 사회 의료 센터에서 취약 계층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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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코호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에 구강건조증이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었다.53 과거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조증은 나이가 많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결정적인 인자로 확인되었다.54 구강 건강과 관련된 기능인 

음식 섭취, 타인과 대화 및 상호작용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 스웨덴 서부의 도시에서 치매 환자 

및 심각한 질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요양시설의 노인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50명에게 설문 및 직접 구두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41명이 응하였다. 이 중 78%는 여성, 22%는 남성이었으며 평균적으로 

85세였다. 구강건강 평가를 위해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가 

이용되었다. 14개 질문이 있는 OHIP14가 이용되었으며 통증,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제한 및 장애가 모니터링 되었고 총점의 최대치는 

70점이었다. 주관적인 구강건조증 증상의 정도를 VAS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말하는 데의 어려움, 삼키는 데의 어려움, 타액의 양, 입안, 

입술, 목구멍, 혀의 건조한 느낌 및 갈증의 정도가 각각 VAS 척도로 

0(문제가 없음)에서 100(지속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됨)까지 측정되었고 

합산되었다. VAS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 2주 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VAS 측정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Fox의41 3개의 질문인 ‘당신은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 물(액체)를 마십니까?’ ‘당신은 음식을 삼킬 

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식사를 하실 때 입안이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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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듭니까?’ 에 대한 응답이 수집되었다. 응답의 형태는 

언제나(2점), 종종(1점), 전혀 그렇지 않다(0점)으로 기록되었다. 

입안의 통증 여부와 씹기, 말하기 및 미각에 대해서도 질문되었다. 이 

코호트 연구에서 각각의 항목의 VAS를 모두 합한 수치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AS 항목 중 말할 때 어려움과 

입안의 건조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x의 질문지를 표준으로 하여 VAS의 방법으로 주관적인 

건조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통계적으로 계산되었다. 

VAS 총합과 Fox 총합의 상관 계수는 0.80이었고 P < 0.01이었다. 

추가적으로, 입이 건조한 느낌이 드는지 묻는 동일 항목에서 VAS 

척도와 Fox 척도는 상관 계수 0.68 및 P < 0.001으로 매우 상관 

관계가 높았다. Fox 척도에서 ‘언제나’(2점) 라는 항목에 응답한 

사람은 41%정도로, 이를 기반으로 VAS값의 분포에서 추정하였을 때 

Fox 척도에서 ‘언제나’라는 응답은 VAS 척도로 환산 시 약 54 mm 

(/100 mm)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타액 대체제와 기타 구강건조증 치료법 간 비교 

 

(1) 타액 대체제와 위약 대조군의 비교 

1) 항균 물질 포함 타액 대체제(Biotene Or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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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ne은 GlaxoSmithKline사의 구강건조증 증상 완화를 위한 

제품군명이며, 치약, 스프레이, 액체, 양치액, 껌, 젤 등 다양한 성상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Biotene Oral Balance gel은 점성이 있는 타액 

대체제로서, 물과 hydrogenated starch, polymethacrylate, HEC, 

potassium thiocyanate, aloe vera 및 자일리톨 등의 성분에 

lactoperoxidase, lysozyme, glucose oxidase, lactoferrin 등의 

효소계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 타액 항균 성분 단백질인 

lactoperoxidase, lysozyme, lactoferrin을 소의 우유에서 추출하여 

구강 건강 관리 제품에 적용시켜 구강건조증 환자의 감소된 타액에 의한 

항균 기능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55 특히 lactoperoxidase는 

다른 두 성분과 달리 치약에 포함되었을 때에도 활성 상태로 남아 

기능을 하며, 산화 항균 작용을 하는 hypothiocyanite의 농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증거가 있다. 임상 시험에서 항균 치약이나 양치액, 습윤 젤 

등은 구강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는 항균 

단백질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러한 항균 

단백질을 구강 건강 용품에 적용하였을 때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체 타액에 존재하는 성분이며 

따라서 아프타성 궤양 혹은 구강건조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매일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치액의 pH가 너무 낮거나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치아의 탈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강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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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적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차성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비자극 타액 분비율이 15분에 

1.5 ml 미만인 21명의 환자에게 Biotene Oral Balance gel을 하루 4회 

이상 사용하게 한 예비 연구에서, VAS 측정 시 입이 마르는 느낌, 

구강건조증에 의한 삼키기 불편한 정도, 대화에 불편한 정도, 맛의 변화 

혹은 감소, 의치의 유지력 등 5가지 항목에 있어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비자극 타액 분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56 

두경부 암을 원인으로 방사선 조사를 받아 구강건조증이 생긴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Biotene 치약, 양치액, 껌과 Oral Balance gel를 

환자에게 2달간 제공한 후 구강건조증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해 VAS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제품군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 시 28명의 환자 

중에서 구강 건조 증세가 현저한 개선(> 10 mm VAS)이 있는 환자가 

15명, 매우 개선(> 25 mm)된 환자가 10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구강 

불편감의 개선이 매우 현저하였으며 수면, 말하기, 씹기, 삼키기 등의 

항목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언급한 두 연구의 경우 위약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57 

방사선 치료를 받은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Oral Balance 젤과 Biotene 

치약을 이용하는 실험군과 CMC 젤과 통상적 치약을 이용하는 대조군을 

비교한 이중 맹검 교차 연구가 진행되었다. 2주간의 제품 사용 후 VAS 

측정 시 휴식 상태에서 구강건조증 증상, 제품의 맛이나 제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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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식사 시, 밤 중, 

대화, 삼킬 때 등의 불편감 항목에서 위약 대조군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식 시 전타액을 채취하여 치료 전, 후 Candida 

군과 Lactobacillus 군, S. mutans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8 

 

2) Mucin 스프레이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35명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mucin을 

함유한 스프레이형 타액 대체제 Saliva Orthana가 mucin을 함유하지 

않은 스프레이에 비해 구강건조증 증상을 더 잘 완화시켜주는지에 대한 

위약 대조군 이중 맹검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환자들은 2주간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 시험 시작 시, 7일째 및 

14일째에 필요한 정보 및 구강 미생물 환경이 조사되었다. 7일 후에는 

31명이 남았으며, 2주 뒤 최종적으로는 26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다. 7일째에는 Saliva Orthana 사용 그룹 15명 중 9명이 낮 

동안 구강 건조감이 완화되었다고 하였으며 위약 대조군은 16명중 

10명이 개선되었다고 답하였다. 14일째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밤 

동안 구강 건조감 완화에 대해서는 7일째 Saliva Orthana 사용군은 

15명 중 8명이, 대조군은 16명 중 8명이 개선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렇듯 구강 증상에 대해서는 mucin 함유 타액 대체제와 muc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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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하지 않은 타액 대체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스프레이 모두 구강 미생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두 치료군 모두 환자들이 임상시험 후에도 계속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길 원했다.59  

비슷한 연구로, 30명을 대상으로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인 Saliva 

Orthana를 동일한 성분으로 mucin만 제외하여 만든 타액 대체제 및 

물과 비교한 이중 맹검 교차 연구에서는 구강건조증 완화 정도를 

VAS로 측정한 결과 mucin 스프레이인 Saliva Orthana를 이용한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입안의 건조한 느낌을 완화하는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mucin 스프레이와 

대조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들은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 

혹은 mucin 성분을 제거한 타액 대체제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선호하였으며 물에 비해서는 훨씬 큰 선호도를 보였다.60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 mucin을 함유한 lozenge(입안에서 사탕처럼 

녹여서 사용하는 정제)를 이용할 때의 효과가 연구되었다. 대조군은 

mucin이 함유되지 않은 lozenge를 사용하여, 교차 시험이 실시되었다. 

42명의 환자에게 2주간 lozenge를 사용하도록 한 뒤, 약간의 휴지 

기간을 거친 후 첫 번째 이용했던 것과 다른 lozenge를 2주간 사용하게 

하여 각각의 환자가 mucin을 함유한 lozenge와 함유하지 않은 lozenge 

모두를 이용해보게 하였다. 구강 건조감에 대한 VAS 척도는 두 



 

 27

lozenge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76%의 환자는 

mucin lozenge를 선호하였으며 10%는 대조군인 lozenge를 선호하였고 

나머지 14%는 선호하는 것이 없었다. 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mucin lozenge를 입안에서 녹이는 것이 구강 건조감을 줄이고, 

대조군에 비해 더 오랫동안 구강을 적시는 것으로 나타났다.61 

 

3) 점막 접착형 디스크 

적절하게, 좀더 오랫동안 구강을 적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타액 

대체제가 개발되었다. 양치액처럼 이용하는 액체, 뿌리는 스프레이, 

사탕처럼 입안에서 녹이는 정제 이외에도 점막에 붙이는 디스크 형태의 

타액 대체제가 개발되었다. 윤활 성분인 carbomer homoploymer와 

triglyceride, 맛과 향 성분 및 항균 성분을 포함한 점막 접착 디스크인 

OraMoist(Axiomedic, Zurich, Switzerland)와 이러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인 단순 점막 접착 디스크의 효과가 비교되었다. 27명의 

참여자에게 하루에 3번씩 일주일간 점막 접착 디스크를 이용하게 

하였다. 구강 내 건조한 느낌이 VAS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이 

디스크는 환자의 입안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최대 2시간까지 남아있었다. 

윤활, 항균 등 타액의 기능 및 성분을 모방한 점막 접착 디스크와 

대조군 점막 접착 디스크의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두 

그룹 모두 참가자들이 디스크를 입안에 적용한 뒤 한 시간 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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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굉장히 구강 내가 습윤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점막 

접착 디스크 적용 후 60분 뒤의 타액 분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참가자들은 디스크를 점막에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다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다른 부작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점막 접착 디스크 형태는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타액 대체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62 

 

4) CMC 포함 스프레이 

CMC 기반의 타액 대체제 Saliment(Moi-stir의 다른 이름)을 

10명의 건강한 사람과 11명의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쇼그렌 

환자에게서 적용하였을 때 이하선 타액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15명의 쇼그렌 환자에게서 CMC를 포함한 

Saliment와, CMC만 제외하여 만든 동일 성분의 타액 대체제를 

대조군으로 이중 맹검 시험으로 비교하였을 시 구강 건조감 개선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타액 대체제 모두 물과 비교 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CMC 포함 타액대체제를 선호하는 환자 수와 CMC를 

포함하지 않는 타액대체제를 선호하는 환자의 수는 비슷하였다.63 

 

5) Xanthan gum 포함 스프레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야기된 구강건조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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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than gum polysaccharide를 기반으로 한 제품 Xialine과 xanthan 

gum 성분만 제외한 대조군간의 이중 맹검 교차 예비 연구가 

실시되었다. 환자들은 무작위로 Xialine을 1주일간 이용한 뒤 

휴지기간(washout)을 1주일 가진 다음 대조군을 1주일간 이용하거나, 

혹은 반대의 순서로 두 종류를 모두 이용하게 하였다. 각각의 제품은 

하루에 4회 이상 사용하게 하였으며 휴지 기간에는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Xialine 혹은 대조군을 이용한 환자 모두는 

구강건조증 증상 및 타액의 끈끈한 정도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Xialine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들은 대화 시 어려움 및 미각을 포함한 구강 내 감각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서 대조군보다 Xialine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차이는 방사선 조사로 야기된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xanthan gum 기반의 타액 대체제가 다른 타액 대체제보다 유리하다는 

증거로 충분한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4 

 

(2) 타액 대체제 간 비교 

1) CMC 성분 타액 대체제와 다른 타액 대체제의 비교 

CMC 기반의 타액 대체제와 linseed oil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인 

Salinum을 비교하기 위해 두경부 방사선 조사로 인해 구강건조증을 

겪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교차 연구가 실시되었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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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서 구강건조증에 관한 주관적 설문지와 plaque index, 치은 

출혈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단일 맹검으로, 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첫 3주간 Salinum 혹은 CMC 대조군을 이용하며, 한 주간 

휴지기를 거친 뒤 3주간 반대의 제품을 사용하게 하였다. Salinum 사용 

기간 중 15명이, CMC 기반 대조군 제품 사용 기간 중 9명이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심한 불편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Salinum 

이용 3주 뒤 plaque index 및 치은출혈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65 또한 

Salinum과 Salinum 제품에 추가로 chlorhexidine을 섞었을 때의 효과 

비교가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이중 맹검 교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Chlorhexidine을 섞은 경우에는 전체 혐기성 세균수 

및 S. mutans 수가 감소하였으나 섞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Chlorhexidine의 유무와 무관하게 구강 건조 증상이 개선되었다.66 

CMC 스프레이와 HEC 스프레이(구연산 첨가), HEC 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이용되는 마가린 등 총 4종류에 대하여 단일 맹검 4단계 

교차 시험이 이루어졌다. 0.20 ml/분 이하의 타액분비율을 보이는 

구강건조증 및 타액선 분비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제품을 

10일간 사용하고 4일간 휴지기간을 가졌으며 제품 사용 후 첫 날과 열 

번째 날에 어느 정도 구강 건조감을 느끼는지 조사되었다. 젤을 

이용하였을 때 다른 제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강 건조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환자들은 젤이 마가린보다 편리하고 오랫동안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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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므로 선호하였으며, 이 외의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67 

CMC 타액 대체제와 glycerin 양치액의 효과 비교가 연구되었다. 

108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맹검 연구를 실시한 결과 

CMC 타액 대체제를 이용 시 밤 동안의 구강 불편감 해소 항목에서 

유의하게 glycerin 양치액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CMC 타액 

대체제를 사용한 환자의 21%, glycerin 양치액을 이용한 환자 중 5%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구강건조 증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환자는 각각 21%, 35%였다.68 

솔비톨이 첨가된 CMC 기반 용액인 Moi-Stir에 적신 면봉과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레몬-glycerin에 적신 면봉을 구강 내에 

문질렀을 때 효과에 대해서 비교되었다. 20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연구에서 구강 건조감 감소 측면에서 Moi-Stir가 더 효과적이었다.69  

CMC 스프레이, aloe vera 젤, mucin 스프레이, canola oil 스프레이 

등 네 종류의 다른 타액 대체제를 비교하는 교차 연구가 실시되었다. 

120명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각각의 제품을 한 주 

동안, 무작위 순서로 사용하게 하였다. 네 종류 모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구강 건조감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강건조 

증상 측면이나 환자의 선호도에서 제품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많은 환자가 CMC 스프레이를 맛이 좋고 

이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호하였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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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xygenated glycerol triester 스프레이와 전해질 수용액 타액 

대체제의 비교 

점막 표면에 지질막을 형성하는 oxygenated glycerol 

triester(OGT)를 기반으로 만든 타액 대체제 스프레이 Aquoral(Bi-

Coastal Pharmaceutical Corp., Red Bank, NJ)과 전해질 수용액 

스프레이 제품인 Saliveze(Wyvern Medical, Ledbury, UK)의 비교가 

장기 입원 중인 노인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2주간 무작위 

병행집단연구(parallel-group study)로 이루어졌다. 구강 건조감이 10 

cm VAS 및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구강 조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강 건조감, 삼키기 및 말하기 어려움, 전반적 증상 

완화 측면에서 OGT 스프레이가 더 효과적이었다.70 동일한 연구가 

항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구강건조증이 유발된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71 

 

3) xanthan gum 타액 대체제와 실험적 타액 대체제의 비교 

Polyvinyl pyrollidone을 기반으로 한 중합체를 CMC, xanthan gum에 

배합하여 개발된 OASIS Moisturizing Mouthwash(GlaxoSmithKline, 

Weybridge, UK)와 실험적인 배합의 양치액, 시판중인 타액 대체제인 

Saliveze와의 비교를 위한 이중 맹검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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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12개월 이상 구강건조증으로 불편함을 겪던 49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제품을 3일간 이용하게 하였다.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전에는 3일간의 휴지기간을 두었다. 모든 제품이 구강 건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으며 OASIS는 시판 제품에 비해 유의하게 더 오랜 시간 

구강 건조감을 완화하였다. 한편 120명을 대상으로 OASIS를 이용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60% 이상이 매우 좋음(very 

good) 이상의 등급을 주었다.72 

 

4) 타액 대체제를 방출하는 구강 내 장치와 다양한 방법 간 비교 

입안에 타액 대체제를 방출하는 장치를 장착하여 구강건조증 증상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타액 대체제를 방출하는 장치와, 

환자들이 평소에 구강건조증 완화를 위해 이용하던 방법과 비교하는 

교차 연구가 실시되었다. 장치는 마우스가드와 유사하게 환자의 구강 내 

인상 채득 후 만든 석고 모델에 EVA 레진을 진공으로 압착해서 만든 

형태였다. 평소에 구강 건조감으로 인해 물을 머금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 10명과, 타액 대체제를 즐겨 쓰는 9명,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 10명이 각자 지금까지 이용하던 방법과 장치를 이용해서 

타액 대체제를 방출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환자들은 구강 건조감, 

말하기 삼키기 등의 측면에서 장치를 이용했을 때 평소에 이용하던 

방법보다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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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던 환자 10명중 9명이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해본 뒤 구강 내 

장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물을 머금거나, 타액대체제를 

이용하던 환자들의 경우 기존 방법과 구강 내 장치 사용 간의 선호도 

차이가 없었다.73 

 

(3) 타액 대체제와 기타 치료법 간 비교 

1) 타액 대체제 이용과 껌 씹기 비교 

 엄격한 수분 섭취량 통제로 인해 구강 건조감을 겪는 혈액 투석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껌 씹기와 타액 대체제 이용의 효과가 무작위 교차 

연구로 이루어졌다. 2주간 솔비톨이 함유된 껌을 씹게 하거나 타액 

대체제 Xialine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2주간 휴지 기간을 가진 뒤 번갈아 

다른 제품을 이용하였다. 구강건조증 정도와 갈증의 정도가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인 xerostomia inventory(XI), dialysis thirst 

inventory(DTI)로 측정되었다. 껌을 씹은 경우 XI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구강건조증 완화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나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았다. 두 방법 모두 투석에 의한 갈증 

해소에는 효과적이었으며, 타액 분비율은 변화되지 않았다. 혈액 투석 

환자들 중 72.3%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맛이 좋다는 이유로 타액 

대체제보다 껌을 씹는 것을 선호하였다.74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적인 구강건조증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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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톨과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 솔비톨 함유 레몬 정제, 솔비톨과 

자일리톨이 함유된 타액 대체제 스프레이 MouthKote의 효과에 대한 

교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제품은 2주간 사용되었고 1주간 

휴지기간을 가졌다. 구강건조증 증상에 대한 설문지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환자들의 각 제품에 대한 구강건조증 완화 효과 및 맛에 

대한 평가가 VAS로 이루어졌다. 비자극 타액 분비율 측정 결과 세 가지 

방법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품 이용 전과 후의 유의한 

임상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선호도도 비슷하였다.75 

45명의 진행된 암 환자를 대상으로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인 

Saliva Orthana와 점착성이 낮은 무설탕 껌이 구강건조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지 무작위 교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강건조증 완화 

측면에서 두 제품 모두 효과적이었다. 8명의 환자가 타액 대체제를 

선호하였고, 18명의 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껌 씹는 것을 

타액 대체제보다 선호하였다. 암 환자들 중 일부는 껌을 씹을 때 구강 

혹은 턱의 불편감, 치아의 민감함 등을 부작용으로 보고하였다.76 

장기간 동안 구강건조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 106명에게 씹는 껌, 

타액 분비 촉진 캔디, 연고, 녹여 먹는 비타민 C 정제, 니코틴아미드 

정제 등 5종류의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과 타액 대체제 3종의 

비교를 위한 8단계 교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모든 방법이 

어느 정도 구강건조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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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모든 제품이 자극 시 타액 

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7 

 

2) 타액 대체제와 pilocarpine의 비교 

방사선 조사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 20명에게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 Saliva Orthana와 pilocarpine을 포함한 양치액의 비교가 전향적 

무작위 교차 연구로 이루어졌다. Pilocarpine 양치액의 용량은 5 mg씩 

하루 3회였으며 모두 삼키도록 하였다. Pilocarpine 이용 시 환자들은 

구역질, 땀, 눈물 등 타액 대체제에 비해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Pilocarpine과 타액 대체제 모두 구강건조증 증상과 연하 불편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미각 이상의 개선에 pilocarpine이 타액 대체제보다 

유의하게 더 효과적이었다. Pilocarpine 양치액을 선호한 환자는 10명, 

타액 대체제를 선호한 환자는 3명이었다.78 

  

4. 타액 대체제 사용 시 구강 환경의 변화 비교 

 

(1) 타액 대체제와 구강 미생물과의 관계 

타액선의 기능 감소는 적절한 타액 분비량과 생화학적 성분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강 미생물간의 균형을 깨뜨리며 특정 세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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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i, Actinomycetes, 및 Lactobacilli가 더 번창하게 된다.79 

두경부 방사선 치료, 쇼그렌 증후군, 삼환계 항우울제를 포함한 

구강건조증 유발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구강건조증이 유발된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인, 타액 분비율,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인자와 구강 

미생물 환경간의 관계가 조사되었다.80 타액 분비량이 현격히 감소한 

환자는 Lactobacillus 종의 colony 수가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으나 S. 

mutans 및 Candida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서 높은 Candida 수가 관찰되었으나 삼환계 항우울제 복용 

환자 군 및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경우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서 높은 

Candida 수치가 관찰되었다. 한편 구강건조증에 이환된지 6달 이상 

지나지 않은 초기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높은 Lactobacillus 종, 

Candida의 수치가 높게 관찰되었다.  

구강건조증 환자는 인공타액을 잦은 빈도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구강세균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강건조증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가 구강 미생물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강건조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에게 자유롭게 

원할 때마다 타액 대체제를 사용하게 하거나 구강 내 저장 장치의 

형태로 타액 대체제를 사용하게 하였다. 치아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정상치열, 무치악, 총의치 등의 군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군 내에서 치열에 따른 소그룹 분류간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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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은 구강건조증 환자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Veillonellae, Actinomycetes, Streptococci 및 S. salivarius는 

전체적인 수 및 전체 세균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고, 

Lactobacilli, Candida 및 S. mitior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구강 내 

저장장치로 인공타액을 천천히 연속적으로 적신 경우 구강건조증으로 

인해 유발된 구강세균총의 변화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Lactobacilli 및 yeast 등 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비율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81 

구강건조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구강 내의 pH를 상승시켜 산을 

중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타액 대체제인 Profylin gel(Prophylactor 

AB, Stockholm, Sweden)의 완충성분인 sodium bicarbonate가 

구강세균 및 완충능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이중 맹검 시험이 

실시되었다. 요양원에 있는 평균 나이 76.6세의 14명의 주관적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무작위 순서로 완충 성분이 포함된 

Profylin gel, 완충성분을 넣지 않은 Profylin gel, 혹은 물 중에 한 

가지를 배정하여 16일씩 하루 4회 이용하게 하였다. 각각의 기간 

사이의 휴지기는 2주였다. 자극 시 전타액을 얻어 타액 분비율, 

완충능을 측정하였고 구강 점막의 Streptococci, Lactobacilli, C. 

albicans의 숫자가 측정되었다. 상악 또는 하악의 전치부 치간 사이의 

프라그에서 pH를 측정한 후 추가적으로 1분간 10 ml의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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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에 2, 5, 10, 15, 20, 30, 40, 50, 60분 

뒤의 프라그의 pH가 각각 측정되었다. 그룹 간의 S. mutans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타액 대체제 이용 전과 이용 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actobacilli는 Profylin gel을 이용한 뒤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조군과 물을 이용한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프라그의 pH를 측정한 결과 Profylin gel을 

사용한 실험군, 완충 성분을 제외한 Profylin gel을 사용한 대조군, 물을 

이용한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치료 

전과 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액의 완충능을 

측정한 결과도 그룹 간 혹은 치료 전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82 이는 같은 연구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12명의 구강건조증이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완충 성분을 포함하는 Profylin gel 을 이용한 그룹이 

나머지 세 그룹(완충성분을 제거한 Profylin을 이용한 대조군, 물로 

헹군 그룹,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nutrition solution에 

의한 pH 하강이 적고 빠르게 원래 pH로 완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타액 분비가 적은 사람이 주로 타액대체제를 

이용하게 되지만, 타액대체제에 포함된 완충 성분은 타액 분비가 정상인 

사람이 이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3 

높은 용량의 항암화학요법, 전신적 방사선 치료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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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암 환자의 구강건조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타액 대체제를 

사용해도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액대체제 Oralbalance가 

구강세균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조혈모세포 이식 기간 중에 

검출된 균에 대하여 타액대체제 Oralbalance의 항균 작용이 시험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조혈모세포 이식 진행중인 환자 28인의 구강 

점막에서 미생물 동정이 이루어졌다. 검출된 여러 종의 세균에 대해 

각각 한천 배지에 접종한 후 Oralbalance 0.1 g을 적용한 뒤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Oralbalance 주위에 억제대가 형성되는지 여부 

및 크기가 조사되었다. Oralbalance의 항균 효소 및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90℃에서 30분간 처리한 뒤 동일 실험을 반복하였다. 

조혈모세포 이식 기간 중인 환자의 구강에서는 정상 세균총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staphylococcus 종이 다수 검출되었으며, Oralbalance 

처리시 S. sanguis, S. salivarius, N. mucosa, S. mucilaginosus, 

S.epidermidis, S. aureus 등 모든 세균에 대해서 억제대가 형성되었다. 

열처리를 거친 Oralbalance는 항균 효과가 없었다. 진균류인 C. 

albicans 배지에서는 억제대가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Oralbalance를 

떨어뜨린 위치에서는 C. albicans가 자라지 않았다. Oralbalance의 

사용은 세균을 증식하게 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84 같은 연구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 중인 18명의 호중구 감소증 환자 및 대조군인 건강한 10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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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balance를 1주일간 사용하게 한 후 구강 점막의 세균수를 중합효소 

연쇄 반응 실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타액 대체제 사용 전후 세균수의 

유의한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서 측정된 세균수는 

정상인의 세균수 범위 내에 있었다. 면역력이 감소한 구강건조증 환자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Oralbalance를 이용해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85 

85명의 장기 입원중인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 Saliva Orthana가 구강 점막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었다. 이중 

맹검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대조군으로는 증류수에 약간의 

방부제를 첨가 후 색깔과 맛을 유사하게 만든 용액을 준비하였다. 10주 

동안 하루 세 번의 식사 전에 5 ml씩 각각의 용액을 적용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약 84세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장기 입원 중이었다. 

Saliva Orthana를 이용한 그룹은 시험 전 40명이 Candida의 국소적 

감염이 있었으나 임상시험 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임상시험 전 42명이 Candida에 감염되어 있었고, 종료 시점에서 

32명이 여전히 감염 상태로 남아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네 군데 

이상의 점막 병소를 가진 환자의 숫자가 Saliva Orthana 이용 

그룹에서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는 40명이었으나 임상시험이 끝난 후 

1명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조군에서는 시작 시 43명이 네 군데 

이상의 점막 병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료 시점에서 여전히 4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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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점막 병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점막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강 위생의 중요성 역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86 

타액 대체제에 histatin 유래 펩티드 성분을 이용하여 Candida의 

증식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Dhvar1은 histatin 5의 C-

말단 아미노산 14개 서열으로 만들어진 유도체로, 항균 기능을 가진 

양이온 펩티드이다. 이를 타액 대체제의 주성분이 되는 여러 가지 

용액에 첨가하였다. 전하가 없는 HEC 용액을 만들고, 음전하를 가진 

잔탄(xanthan)과 CMC 용액을 만들어 Dhvar1을 각각의 용액에 첨가한 

뒤, 4.0, 7.0, 8.5의 다양한 pH에서 Candida에 대한 killing assay 

실험을 진행하였다. 잔탄, CMC에서는 pH 4.0, 7.0에서 Dhvar1의 

작용이 감소하였다. Dhvar1과 가장 적절한 타액 대체제 주성분과의 

조합은 HEC였으며, 다른 주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타액 대체제에서 

유사한 정도의 Candida 억제 효과를 얻으려면 Dhvar1의 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7 

타액 대체제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S. mutans의 부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되었다. 검체는 의치상용 레진, 컴포지트 레진과 세라믹 

및 소의 법랑질이 이용되었다. 각각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 자유 

에너지가 측정되었다. Mucin 기반 타액 대체제인 Saliva natura(Me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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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Wedel, Germany), Saliva Orthana와 HEC 기반 

Aldiamed(Biomedica GmbH, Rodgau, Germany) 및 linseed 추출물을 

이용한 Salinum 등 총 4종류의 타액 대체제에 검체를 노출시켰다. 음성 

대조군으로 Phosphate-buffered saline을 이용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단백질 혼합물이 이용되었다. 이후 S. mutans에 노출시키고 

fluorometric assay를 이용하여 부착된 세균의 양을 검사하였다. 양성 

대조군과 음성 대조군, Saliva Orthana, Aldiamed에 노출된 검체의 S. 

mutans 부착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aliva natura, 

Salinum 두 제품에 노출된 검체는 유의하게 많은 형광 강도가 검출되어 

Streptococci의 부착이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타액 대체제에 포함된 

항균 성분의 영향은 S. mutans의 초기 표면 부착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88 같은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C. 

albicans의 부착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의치상용 레진과 컴포지트 레진 

검체 중 절반은 thermal cycling을 통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먹을 

때 구강 내의 온도 변화에 따른 수복물의 환경에 의한 변화를 

모방하였다. 두 종류의 레진 모두 thermal cycling 후 표면 자유 

에너지가 증가하여 소의 법랑질 검체의 표면 자유에너지 값과 

유사해졌다. Thermal cycling을 거치지 않은 레진 검체의 경우 타액 

대체제 Salinum으로 수세했을 때 유의하게 많은 C. albicans가 

부착되었다. Thermal cycling을 거친 레진 검체는 Saliva natur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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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한 경우 C. albicans의 부착이 증가하였다. Salinum 및 Saliva 

natura에 노출된 경우 검체의 종류에 따라 C. albicans의 부착 정도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반면 Aldiamed에 노출시킨 경우 모든 검체에서 

비슷하게 C. albicans의 부착이 낮게 측정되었다. Mucin 성분의 유무는 

C. albicans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타액 대체제에 

포함된 항균 성분은 법랑질 및 다양한 수복재료의 표면 상에서 C. 

albicans의 부착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89 

 

(2) 타액 대체제가 법랑질, 상아질에 미치는 영향 비교 

타액 대체제 개발 단계에서 다른 타액 대체제와의 차별화 등을 위하여 

타액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치아 법랑질의 재광화 기능을 모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두경부 방사선 조사로 인한 심한 구강건조증의 

경우 타액의 본래 기능을 타액 대체제에 의존하게 된다. 치아의 

관점에서 보면, 타액 대체제는 건전한 구강 내 경조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해선 안된다.90 또한 심한 구강건조증 환자는 치아 우식에 매우 

취약하므로, 인공타액이 경조직의 초기 병소를 재광화시킬 수 있으면 

이상적일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 타액 대체제의 불소 농도와 법랑질간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타액 대체제 V.A. OraLube를 기반으로 불소 농도를 각각 

1.0, 2.0, 3.0, 4.0, 5.0 ppm 으로 다양하게 조절한 용액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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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탈회된 법랑질 표면을 각각의 용액에 담궈둔 후 Knoop 

hardness test를 실시하였다. 1.0 ppm의 경우 약 5%의 경도 증가 

있었으며, 2.0 ppm은 약 12.5%의 경도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불소 농도를 증가시키더라도 경도를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Oralube의 불소 함유량인 2.0 ppm은 가장 

적절한 재광화 잠재력을 가진 농도로 평가되었다.91 법랑질을 인공타액 

Oralube에 15분, 30분, 60분간 적용한 결과 3.1%, 4.0%, 5.5% 의 경도 

증가를 보였다. 타액대체제의 칼슘, 인, 불소 중 어느 한 성분만 

제외하더라도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대조군으로 신선한 전타액의 

경도 증가량을 비교한 결과 약 7.3%으로, 타액 대체제가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았다.24  

56개의 갓 발치된 소의 견치를 이용한 224개의 법랑질 검체를 

대상으로, Artisial(Jouveinal Laboratoires, Fresnes, France), 

Glandosane, Oralube, Saliva medac(medac, Wedel, Germany), 

Biotene, Meridol(Wybert, Lorrach, Germany) 등의 다양한 시판 타액 

대체제 및 광천수의 영향이 연구되었다. 검체 중 절반은 탈회시킨 후 

정상 법랑질과 탈회된 법랑질 군을 여러 종류의 타액 대체제에 14일간 

37℃에 노출시켰다. 대조군으로 불소가 함유된 광천수를 이용하였다. 

검체의 무기물 양을 방사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정상 

법랑질 검체를 Biotene, Glandosane에 담가 놓은 경우 탈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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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된 검체를 Biotene, Glandosane에 담가 놓은 경우 역시 추가적인 

탈회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머지 모든 타액 대체제의 경우 

담가 놓은 검체의 유의한 수준의 무기질 양의 증가가 있었다. 특히 

Oralube 및 광천수의 경우 칼슘, 인, 불소를 포함하고 있어 무기질 양의 

증가가 현저하였다.90 

타액 대체제의 주성분인 mucin과 CMC의 농도에 따른 법랑질 

재광화능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었다. 여러 가지 농도의 인, 칼슘, 불소 

농도에 추가적으로 솔비톨 혹은 자일리톨을 섞은 10종류의 타액 

대체제를 만들어 사람의 법랑질을 대상으로 재광화능을 측정하였다. 

전해질 농도는 시판중인 Saliva Orthana 및 V.A. Oralube을 기반으로 

하여 주성분인 mucin의 양을 두 배로 늘린 용액, 주성분을 mucin 대신 

CMC를 이용한 용액, 전해질의 농도를 3배 증가시킨 용액, 자일리톨 

혹은 솔비톨을 추가적으로 첨가한 용액 등 다양한 종류의 실험 군을 

만들었다. 그 결과 칼슘, 인, 불소를 함유한 전해질 용액은 기본적으로 

재광화능이 있으며 솔비톨, 자일리톨, mucin, CMC의 첨가 시 모두 

재광화능을 감소시켰다. 특히 주 성분의 경우 mucin이 CMC에 비해, 

첨가 성분의 경우 솔비톨이 자일리톨에 비해 재광화 능력을 현격히 

감소시켰다. 높은 농도의 mucin 혹은 CMC 성분은 점도를 높이고 

칼슘이온과 결합하여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 타액 대체제의 

재광화능을 감소시켰다. 자일리톨이나 솔비톨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47

타액 대체제의 재광화능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었다.92 

CMC를 기반으로 octacalcium phosphate의 포화도를 다양하게 만든 

타액 대체제가 탈회된 법랑질 검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이론적 

octacalcium phosphate 포화도 SOCP 값이 각각 0, 0.5, 1, 2, 4, 8이 

되도록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octacalcium phosphate, 

hydroxyapatite, calcium fluoride의 농도를 조절한 6종류의 CMC 기반 

타액 대체제를 준비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시판 타액 대체제인 

Glandosane과, CMC를 넣지 않은 SOCP가 각각 0, 1인 두 개의 용액이 

이용되었다. Glandosane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의 pH는 6.5로 

조정되었다. 탈회된 소의 법랑질 검체를 각각의 용액에 10주간 보관한 

결과 SOCP가 2인 포화되지 않은 CMC 용액에서만 유의한 재광화가 

이루어졌다. 과포화된 SOCP가 4, 8인 용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탈회되었다. 포화도가 너무 낮으면 칼슘이 CMC에 주로 결합하거나, 

너무 높으면 heterogeneous nucleation이 일어나 법랑질의 재광화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3 

 

(3) 타액 대체제가 구강 점막세포에 미치는 영향 비교 

두경부 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타액의 보호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막 손상이 흔히 

일어난다.94 점막은 먼저 붉어지고 부종이 일어나며 궤양이 생기고, 점차 



 

 48

하얗게 변색되는 순차적인 변화를 보인다. 점막의 손상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필수적인 영양 섭취를 어렵게 하며 삶의 질을 크게 감소시킨다. 

점막의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심하게는 패혈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구강 점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성 종양 환자는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95 

많은 타액 대체제들이 구강건조증 증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높은 수분 보유력을 가지며 더 좋은 보습 효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CMC를 점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하거나 mucin을 보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xanthan gum을 

점탄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인체 타액의 기능 

중 세포 보호 기능을 모방하기 위한 성분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trehalose는 세포막의 지질과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며, 각막 

상피세포가 건조함으로 인해 세포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6  

여러 가지 타액 대체제 성분을 건조한 점막 세포에 적용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타액 대체제의 보습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최근에 개발되었다.97,98 사람의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기반한 Ca9-22 세포를 96-well plate에서 이틀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한 뒤 25℃, 30% 습도 하에 6~8분간 건조하였다. 

이후 보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타액 대체제 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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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노출시켰다. 이용된 성분으로는 다당류 ethylcellulose, 

methylcellulose, hydroxyprophylmethylcellulose, CMC, HEC, 

양이온화된 HEC 등 합성물과, alginate, hyaluronate, chondroitin, 

xanthan gum, gellan gum 등의 자연적인 성분이 이용되었다. 

대조군으로는 건조 처리를 하지 않은 인 완충 식염수에 보관된 세포의 

생존율이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 건조된 세포에 gellan gum 성분을 

처리했을 시 세포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의 약 0.8배 정도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Methylcellulose, xanthan gum, ethylcellulose, 

hydroxypropylmethylcellulose는 다른 성분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를 건조한 후 인 완충 용액에 여러 가지 종류의 

polyhydric alcohol을 10 mM 농도로 첨가하여 3일간 배양하여 

첨가물이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Glycerin, 

propylene glycol, trehalose, 솔비톨, 말티톨, 자일리톨 등의 성분이 

실험되었다. Glycosyltrehalose, trehalose, 자일리톨, 말티톨, 솔비톨 

등을 첨가하였을 때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조군인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인 완충 용액에서 배양한 세포의 생존율보다 약 

1.5배 가량 높았다.98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gellan gum-glycerin-glycosyltrehalose를 

주성분으로 하여 마이크로 젤 스프레이를 개발, 시판중인 타액대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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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점막세포의 생존 및 건조 방지 기능 측면에서 비교가 이루어졌다. 

동일하게 Ca9-22 세포를 96-well plate에서 이틀간 배양 후 흡인하여 

식염수로 세척 후 15분간 여러 종류의 타액 대체제를 적용하였다. 

마이크로 분광계(microplat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Alamar Blue 

assey를 실시, 형광을 측정하여 세포의 상대적인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인 완충 식염수에 보관된 세포의 생존율이 이용되었다. 그 

결과 인 완충 식염수에 보관한 세포의 생존율을 1이라 할 때, 

hyaluronate 기반 타액 대체제, CMC 기반 타액 대체제, 새로 개발한 

gellan gum-glycerin-glycosyltrehalose 기반 마이크로 젤 스프레이가 

약 0.7~0.8의 가장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Xanthan gum, aloe 

vera, polyglutaminate 등을 기반으로 한 기타 여러 종류의 다른 시판 

타액 대체제의 세포 생존율은 0.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조군 

및 높은 세포 생존율의 결과를 얻은 세 종류의 타액 대체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로 세포가 습윤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측정되었다. 세포에 각각의 타액 

대체제를 15분간 적용한 후 샘플을 완벽히 흡인하여 세포를 20℃, 

30%의 습도에서 6~8분간 건조시킨 후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건조를 하지 않고 인 완충 식염수에 보관 시 세포 생존율을 1이라고 할 

때, 인 완충 식염수에 보관한 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세포의 생존율은 

약 0.4~0.5였으며, hyaluronate 기반 타액 대체제에 보관 후 건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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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은 0.3으로 더 낮았다. CMC 기반 타액 대체제와 gellan gum-

glycerin-glycosyltrehalose 기반 타액 대체제에 보관 후 건조된 

세포는 0.6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 타액 대체제를 적용한 후 세포가 

다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더 많은 세포가 생존함을 알 수 

있었다.99 

 

 

III. 결    론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건조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체 타액의 

느낌과 기능을 재현 및 모방하기 위한 타액 대체제의 개발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타액 대체제의 특정 성분의 유무가 구강 건조감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주관적인 구강 건조감 

완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액선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타액 분비 촉진 약물에 잘 

반응하거나 혹은 껌 씹기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타액선 

기능이 심각하게 감소한 경우, 약물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거나 턱관절 불편감 등 여러 원인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타액 분비 증가가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타액 대체제 이용을 

고려하게 된다. 타액 대체제 주 성분의 유동학적 성질에 따라 구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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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시간이 다르며 구강건조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타액 대체제의 제형 및 주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 구강건조증 환자들이 

타액 대체제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측면은 맛, 구강 내에서 끈적이는 

정도, 지속시간, 사용의 편리성 등 다양하다.  

타액 대체제는 단순히 구강건조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이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액의 본래 기능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타액 분비가 감소된 환자는 완충능 감소로 인해 치아 우식 또는 산에 

의한 부식에 취약하게 된다. 적당량의 불소를 함유한 타액 대체제는 

법랑질이 탈회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타액 대체제의 점도를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 넣는 주 성분 및 감미료, 보존제 등 여러 성분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구강 내 경조직의 재광화에 최적인 타액 대체제를 만들기 

위한 인, 칼슘 등의 적절한 농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너무 낮은 pH의 타액대체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경조직 탈회를 

불러일으키므로 피해야 한다. 

타액의 항균 성분을 첨가한 타액 대체제는 면역력이 감소하여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 구강건조증 환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항균 성분은 진균류 C. albicans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가철성 의치를 착용하는 환자들은 의치상용 레진에 C. albicans의 

초기부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타액 대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구강 

캔디다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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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구강 점막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점막 

점막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성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연구지만 시험관 수준에서 점막 세포가 특정 성분이 포함된 타액 

대체제에 노출된 후에는 다시 건조되더라도 더 오랜 시간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액대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점막 병소 감소에 효과적이며,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액 대체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각의 제품이 특화된 기능을 

내세우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구강건조증 환자를 세심히 관찰하여 

환자에게 맞는 타액 대체제 제품들을 권유하고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체 타액과 유사한 유동학적 성질을 가지며 구강 

내에서 오래 유지되며, 항균, 완충, 재광화, 점막 보호 등의 고유한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타액 대체제에 인체 타액의 성분을 첨가하거나 

실험적으로 연구된 성분을 포함시켜 보다 나은 타액 대체제를 개발하고,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 등의 효과를 연구하여 적정 농도를 결정하고 

시험관 수준 및 임상 수준에서 적용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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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stomia(dry mouth) is the subjective feeling of dryness in 

the mouth,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either hyposalivation or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saliva due to long-term medication, 

Sjögren's syndrome, or radiotherapy involving the head and neck 

area. The presence of saliva helps to moisten the oral mucosa, 

lubricate, swallow, speak, taste, flush away food debris, neutralize 

acids, chew, promote tissue growth, and maintain the enamel. The 

saliva also contains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agents. Dry mouth 

patients have difficulty in speaking, eating and sleeping, and if the 

condition is allowed to persist, they encounter an increased risk of 

dental caries and oral soft lesions. Sialogogues such as pilocarpine 

can help treat xerostomia that has been caused by head and neck 

radiation or Sjögren's syndrome. Saliva substitutes can also be used 

to relieve the symptoms of xerostomia if used regularly, an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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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exhibit fewer side effects than sialogogues. Polymers 

such as carboxymethylcellulose(CMC) or pig gastric mucin are the 

main ingredients of saliva substitutes. Unlike the human saliva, 

however, saliva substitutes have limited duration within the oral 

cavity. Although increasing the viscosity of saliva substitutes can 

help to increase this duration, it can also cause more discomfort to 

the patient. Therefore, in order to select the optimal saliva 

substitute for a pati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rticles that 

summari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saliva 

substitutes. Furthermore, by reviewing the effects of long-term 

saliva substitute use in the oral environment, we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various factors to consider when selecting the 

components of saliva substitutes. All this is expected to aid the 

future development of saliva substitutes.  

We organized the symptoms and treatment methods of 

xerostomia with a focus on the use of saliva substitutes. First, we 

investigated the active ingredients that determine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saliva substitutes. We then gather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omparing saliva substitutes with placebos or other 

treatments. Researches about the changes in oral bacteria when 

using saliva substitutes and the effects of antibacterial ingredients 

were then analyzed. We collected studies about saliva substitute 

components that could demineralize or remineralize oral hard 

tissues, and also introduced in vitro studies about the influ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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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va substitutes on oral mucosal cells. 

Var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aliva substitutes are more 

effective for treating xerostomia than water or electrolyte solutions. 

Certain ingredients, such as mucin or xanthan gum, do not seem to 

play a crucial role for the effectiveness of saliva substitutes. There 

is also no strong evidence that some saliva substitute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in improving the symptoms of xerostamia, and 

different patients seem to prefer using different products for 

various reasons. In addition, saliva substitutes do not seem to caus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umber of oral bacteria. There has also 

been research which shows that even patients with a weak immune 

system can safely use saliva substitutes that contain antibacterial 

agent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saliva 

substitute components, there can be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remineralization. Some saliva substitutes with a low pH can cause 

demineralization during long-term use. It also seems to be the case 

that appropriate saliva substitutes may be able to relieve oral soft 

tissue lesions. Each saliva substitute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o 

dentists are able to recommend the suitable saliva substitute for 

each dry mouth patient. In order to develop an ideal saliva 

substitute that possesses not only rheological properties similar to 

the human saliva, but also the antibacterial and buffering capacities, 

and the ability to remineralize hard tissues and protect the mucosa, 

we need to conduct more in vitro or clinical level research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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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the human saliva and the experimental ingredient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between each component in the saliva 

substitutes. 

 

Keywords : dry mouth, xerostomia, saliva substitute, artificial saliva 

Student Number : 2010-2246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본    론
	1. 구강건조증 치료 약물 및 타액 대체제의 성분
	(1) 타액 분비 촉진 약물
	(2) 타액 대체제에 이용되는 주성분
	(3) 시판 타액 대체제

	2. 타액 대체제의 평가 및 비교 방법
	(1) 구강건조증의 임상 증상 평가
	(2) 타액 분비율 측정
	(3) 구강건조증 주관적 증상 문항별 설문지
	(4)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3. 타액 대체제와 기타 구강건조증 치료법 간 비교
	(1) 타액 대체제와 위약 대조군의 비교
	(2) 타액 대체제 간 비교
	(3) 타액 대체제와 기타 치료법 간 비교

	4. 타액 대체제 사용 시 구강 환경의 변화 비교
	(1) 타액 대체제와 구강 미생물과의 관계
	(2) 타액 대체제가 법랑질, 상아질에 미치는 영향 비교
	(3) 타액 대체제가 구강 점막세포에 미치는 영향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