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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evaluation dental plaque and halitosis removal of mouthwash
containing sod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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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mouthwash containing sodium chloride on dental plaque, gingival
inflammation index, and bad breath through clinical trials. Materials and Methods: This trial was designed as 12 weeks and subjects
were instructed to put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provided standard detergent on a toothbrush and brush their teeth 3 times
a day. They were instructed to gargle a mouthwash provided to each group after brushiung. Efficacy was evaluated by performing
gingival and periodontal-related index tests, dental plaque changes, and bad breath tests a total of 5 times. Al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2-sample t-test, paired t-test to compare between groups at 95% significance level using IBM SPSS Statistics 24.0.
Results: As a result of the PMA index measurement, the gingivitis improvement effect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as 107.63% after 8 weeks and 73.08% after 12 weeks. As a result of the PHP index measurement, the plaque
improvement effect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as 79.37% after 8 weeks and 74.06% after 12
weeks. As a result of measuring volatile sulfur compounds using Oral Chroma, th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 in bad breath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65.06% after 8 weeks and 99.33% after 12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ffective gingivitis alleviation, plaque removal effect and bad breath removal effect can be expected
when a mouthwash containing sodium chloride, green tea extract, and sodium monofluorophosphate is used.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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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따라 칫솔질 외에 추가적인 구강용품 사용에 대한 요구
도가 증가하고 있다.1 이에 구중청량제 즉 마우스워시의

최근 바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관
1

효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구강 위생을 더욱 쉽

심 대상이다. 이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

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잇몸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기

해 수많은 맞춤형 건강 유지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

존의 구중청량제에 항균 물질을 첨가하는 연구가 많이

직도 구강건강 유지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적은 편이다. 즉,

이루어지고 있다.3-12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2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칫솔질은 치면세균막 즉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가장
1

오늘날의 개인 구강 건강관리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특정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중청량제가 본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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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효과가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인 60명을 1차로 선정하였다.

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도중 중도 탈락자 9명을 제외한 총 51명을 최
종 대상자로 하였다(Table 1).

기존 연구에서는 일불화인산나트륨과 녹차 추출물
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13,14

연구 대상 구중청량제는 시험 구중청량제(시험군용 구

녹차 추출물은 치아우식증뿐만 아니라 잇몸 염

중청량제) 및 대조 구중청량제(대조군용 구중청량제) 2

증 예방 및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녹차의 대부

종류의 구중청량제로 진행되었으며, 시험대상 구중청량

분 성분은 카테킨(catechin)이다. 또한 중요한 카테킨

제의 성분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대조군용 구중청량제

은 EGCG [(-)- epigallocatechin-3-gallate], EGC [(-)-

는 습윤제, 기포제, 향 등 기본적인 제형 성분만 적량 포

epigallocatechin], ECG [(-)- epicatachine-3-gallate], EC

함하며, 시험군용 구중청량제는 추가로 염화나트륨 및

[(-)- epicatechin]가 구성되어 있다.

녹차 추출액, 일불소인산나트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

또한 최근에는 법랑질에 대한 작용기전이 다른 불화나

제공된 표준세치제를 칫솔모 길이의 4분의 1(콩알 크

트륨과 일불소인산나트륨의 복합사용 및 일불소인산나

기)로 칫솔에 묻혀 3분 동안 칫솔질을 하루에 총 3회를

트륨과 용해성 칼슘을 첨가하여 불화물의 우식예방 효과

실시하도록 하고, 칫솔질 후에 군별로 제공된 각각의 구

를 증진함과 함께 불화물의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

중청량제 10 cc 정도를 1분간 사용하여 입안에서 가글하

15-17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 뱉어내도록 교육하였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염화나트륨 및 녹차 추출물

또한, 시험기간 동안 칫솔질 횟수 및 구중청량제 사용

의 잇몸 염증 감소 효과가 보이는지 연구를 함께 진행하

횟수를 채우지 못한 날이 주 평균 1회를 초과하면, 시험

고자 하였다.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설명하였다.
시험 시작일, 시험 시작 3일 후, 시험 시작 4주 후, 시험
시작 8주 후, 시험 시작 12주 후, 총 5회에 걸쳐 구강 검사

연구 재료 및 방법

를 시행하였다. 이때 구강 검사는 잇몸 염증, 치면세균막,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만

구취 관련된 항목들을 검사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Group
Total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rimary study subjects
60
30
30

Dropout
9
5
4

Final study subjects
51
25
26

Table 2. Main ingredient combination of mouse wash
Division

Effect

Ingredient

Mouthwash for
control group

Mouthwash for
experimental group

sodium chloride

-

3%

Effective
ingredients

- gingival bleeding suppression
- prevention of gingivitis
- plaque removal
- bad breath removal

green tea extract

-

0.04%

Sodium
monofluorophosphate

-

0.76%

other ingredients

appropriate
amount

appropriate
amount

- prevention of caries
(early caries)
Formulation
ingredients

2

- wetting agent
- foaming agent
- fragr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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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잇몸 염증과 관련된 구강검사항목은 Schour

시험군은 10.69, 대조군은 10.88, 시험 8주 후에 시험군은

와 Masslar의 유두변연부착치은염지수(PMA index)

8.85, 대조군은 11.20, 시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7.54, 대

와 Talbott, Mandel and Chilton의 치은지수(Talbot’s

조군은 9.96로 나타났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유

18-20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시험군

Gingival Index, GI)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치면세균막 관련된 구강 검사항목은 치면세
균막관리능력지수(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HP index)와 Turesky의 치면세균막 평점(Turesky’s
18-20

plaque index)을 사용하여 구강 검사를 진행하였다.

의 경우 시험 4주 후부터 시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3).
Talbott’s Gingival index의 경우 시험 4주 후에 시험군
은 2.19, 대조군은 2.42, 시험 8주 후에 시험군은 1.72, 대

마지막으로 구취 관련된 구강 검사는 오랄크로마를 이

조군은 2.40, 시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1.30, 대조군은

용하여 구강 내 가스 중 휘발성 황화합물 농도를 측정하

2.06로 나타났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유의한 차

였고, 추가로 VAS법(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한 구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시험군의 경우

취 자각 정도를 측정하는 관능검사가 시행하였다.

시험 4주 후부터 시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4.0 (IBM Inc, Armonk,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단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4).
치면세균막지수 검사 결과치의 변화량은 Table 5 및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을 위한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를 사용하였다. 통계 프

PHP 지수의 경우 시험 4주 후에 시험군은 2.50, 대조

로그램 SPSS 24.0은 그룹 간 비교를 위한 2-sample t-test

군은 2.49, 시험 8주 후에 시험군은 1.88, 대조군은 2.47,

와 그룹 내 비교를 위한 paired t-test로 분석되었습니다.

시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1.79, 대조군은 2.41로 나타났
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12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05), 시험군의 경우 시험 8주 후부터 시

결과

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잇몸 염증 지수 관련 검사 결과치의 변화량은 Table 3
및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PMA 지수는 시험 4주 후에

되었다(P < 0.05) (Table 5).
Turesky plaque 지수의 경우 시험 4주 후에 시험군은

Table 3. Changes of PMA index
Group
CG
EG
P-value

Base
11.00 ± 1.85
11.62 ± 2.19
0.285

PMA index (means ± SD)
After 3 Ds
After 4 Ws
After 8 Ws
10.88 ± 2.09
10.88 ± 1.81
11.20 ± 1.63
11.00 ± 2.24
10.69 ± 2.13*
8.85 ± 2.69*
< 0.001
0.737
< 0.001

After 12 Ws
9.96 ± 1.59*
7.54 ± 2.16*
< 0.001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4. Changes of Talbott’s Gingival index
Group
CG
EG
P-value

Base
2.41 ± 0.52
2.58 ± 0.85
0.378

Talbott’s Gingival index (means ± SD)
After 3 Ds
After 4 Ws
After 8 Ws
2.51 ± 0.59
2.42 ± 0.57
2.40 ± 0.55
2.35 ± 0.78
2.19 ± 0.66*
1.72 ± 0.57*
< 0.001
0.193
< 0.001

After 12 Ws
2.06 ± 0.53*
1.30 ± 0.75*
< 0.001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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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대조군은 1.60, 시험 8주 후에 시험군은 1.20, 대조

ng/10 ml로 나타났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12주

군은 1.56, 시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1.18, 대조군은 1.55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05), 시험군의 경우

로 나타났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8주 후에 유의한

시험 8주 후부터 시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차이가 나타났고(P < 0.05), 시험군의 경우 시험 8주 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7).

부터 시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6).

관능검사에 의한 구취 지수는 시험 4주 후에 시험군은
5.04, 대조군은 5.48, 시험 8주 후에 시험군은 4.58, 대조

구취 관련 측정치의 변화량은 Table 7 및 Table 8과 같
이 나타났다.

군은 4.84, 시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2.85, 대조군은 4.44
로 나타났으며, 시험군과 대조군은 시험 유의한 차이가

휘발성 황화합물의 양은 시험 4주 후에 시험군은 0.747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시험군의 경우 시험 4

ng/10 ml, 대조군은 0.789 ng/10 ml, 시험 8주 후에 시

주 후부터 시험 전에 비해 유의한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

험군은 0.552 ng/10 ml, 대조군은 0.758 ng/10 ml, 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8).

험 12주 후에 시험군은 0.449 ng/10 ml, 대조군은 0.876

Table 5. Changes of PHP index
Group
CG
EG
P-value

Base
2.61 ± 0.56
2.54 ± 0.51
0.619

After 3 Ds
2.56 ± 0.54
2.54 ± 0.64
< 0.001

PHP index (means ± SD)
After 4 Ws
After 8 Ws
2.49 ± 0.81
2.47 ± 0.72
2.50 ± 0.52
1.88 ± 1.35*
0.9720
0.056

After 12 Ws
2.41 ± 0.76
1.79 ± 0.66*
0.003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6. Changes of Turesky plaque index
Group
CG
EG
P-value

Base
1.69 ± 0.63
1.66 ± 0.63
0.877

Turesky plaque index (means ± SD)
After 3 Ds
After 4 Ws
After 8 Ws
1.61 ± 0.54
1.60 ± 0.74
1.56 ± 0.65
1.59 ± 0.54
1.40 ± 0.46
1.20 ± 0.36*
< 0.001
0.264
0.019

After 12 Ws
1.55 ± 0.55
1.18 ± 0.44*
0.009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Table 7. Changes in Oralchroma results (volatile sulfur compounds)
Group
CG
EG
P-value

Base
0.879 ± 0.935
0.911 ± 0.722
0.892

(unit: ng/10 ml)

Volatile sulfur compounds (means ± SD)
After 3 Ds
After 4 Ws
After 8 Ws
0.777 ± 0.923
0.789 ± 1.43
0.758 ± 1.016
0.803 ± 0.705
0.747 ± 1.112
0.552 ± 0.662*
< 0.001
0.907
0.392

After 12 Ws
0.876 ± 1.003
0.449 ± 0.363*
0.047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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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in bad breath by Visual Analogue Scale
Group
CG
EG
P-value

Base
5.64 ± 1.38
5.54 ± 0.90
0.757

Bad breath (means ± SD)
After 3 Ds
After 4 Ws
After 8 Ws
5.36 ± 1.22
5.48 ± 2.06
4.84 ± 1.25
5.46 ± 0.99
5.04 ± 1.08*
4.58 ± 1.14*
< 0.001
0.340
0.435

After 12 Ws
4.44 ± 1.16*
2.85 ± 1.19*
< 0.001

CG: control groupl, EG: 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Ds: days, Ws: weeks
P-value: P value by 2-sample t-test
*: P < 0.05 by paired t-test between base and after

고찰

57.72%, 잇몸 염증 개선 효과자율은 88.5%로 나타났다.
두 가지 지수 모두 시험군에서 우수한 잇몸 염증 개선 효

본 연구는 효능 성분으로 염화나트륨 및 녹차 추출액,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불소인산나트륨 등을 포함하고, 습윤제, 기포제, 향 등

두 번째로 치면세균막(프라그) 관련 지표에서 PHP

기본적인 성분을 함유한 시험 구중청량제와 시험 구중청

index 측정 결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프라그 개선 효과

량제에서 주성분을 제외하고 습윤제, 기포제, 향 등 기본

율은 8주 후 79.37%, 12주 후 74.06%를 나타냈으며, 시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대조 구중청량제를 이용하여 연

험군의 프라그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84.6%, 12주 후

구를 진행하였다.

84.6%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각각의 구중청량제를 사용하는 시험군 30명과 대조군

대조군 대비 프라그 개선 효과율은 72.74%, 프라그 개

30명 총 60명의 자원자 중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시험군

선 효과자율은 84.6%로 나타났으며, Turesky의 Plaque

26명, 대조군 25명 총 51명에게 12주간 각각 시험 구중청

index 측정 결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프라그 개선 효과

량제와 대조 구중청량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추가 1일간

율은 8주 후 72.25%, 12주 후 71.37%를 나타냈으며, 시

두 군 모두 구중청량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험군의 프라그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73.1%, 12주 후

이때 시험 전, 시험 3일 후, 시험 28일(4주일) 후, 시

80.8%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험 56일(8주일) 후, 시험 84일(12주일) 후 총 5회에 걸

대조군 대비 프라그 개선 효과율은 69.46%, 프라그 개선

쳐 Schour와 Masslar의 유두변연부착치은염지수(The

효과자율은 73.1%로 나타났다. 치면세균막 즉 프라그

P-M-A index), Talbott의 치은염지수(Talbott’s gingival

개선 효과도 시험 구중청량제에서 높이 나타나는 것을

index), PHP index, Turesky의 plaque index를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랄크로마를 이용한 구취 검사 측정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보았다.

마지막으로 휘발성 황화합물을 포함하는 구취 가스를
분석한 구취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오랄크로마를 이용

우선 잇몸 염증 관련 지표에서 PMA 지수 측정 결과

한 황화수소 측정 결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잇몸 염증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효과율은 8주 후 -22.38%, 12주 후 82.03%를 나타냈으

107.63%, 12주 후 73.08%를 나타냈으며, 시험군의 잇

며, 시험군의 구취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65.4%, 12주

몸 염증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80.8%, 12주 후 92.3%

후 69.2%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

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대조

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9.77%, 구취 개선 효

군 대비 잇몸 염증 개선 효과율은 68.62%, 잇몸 염증 개

과자율은 69.2%로 나타났으며, 메틸머캅탄 측정 결과 시

선 효과자율은 92.3%로 나타났다. 또한 Talbott 등의

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25.13%,

Gingival index 측정 결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잇몸 염

12주 후 198.97%를 나타냈으며, 시험군의 구취 개선 효

증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98.77%, 12주 후 70.73%를 나

과자율은 8주 후 57.7%, 12주 후 46.2%로 나타났다. 12

타냈으며, 시험군의 잇몸 염증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

80.8%, 12주 후 88.5%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

선 효과율은 318.59%, 구취 개선 효과자율은 53.8%로

간 경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잇몸 염증 개선 효과율은

나타났다. 또한 이용한 디메틸썰파이드 측정 결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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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288.11%,
12주 후 87.15%를 나타냈으며, 시험군의 구취 개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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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를 나타냈으며, 시험군의 구취 개선 효과자율은
8주 후 76.9%, 12주 후 76.9%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107.67%, 구취 개선 효과자율은 80.8%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시험 구중청량제가 탁월하게 구취를 감소시키
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관능검사를 통한 구취 측정 결과 시험군
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18.18%, 12주
후 56.18%를 나타냈으며, 시험군의 구취 개선 효과자율
은 8주 후 65.4%, 12주 후 96.2%로 나타났다. 12주 사용
후 24시간 경과 시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
은 67.87%, 구취 개선 효과자율은 96.2%로 나타나, 시험
군 구중청량제 사용 시에 탁월한 구취 감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염화나트륨 및 녹차 추출액, 일불소
인산나트륨을 배합한 구중청량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적
인 잇몸 염증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및 구취 제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염화나트륨을 배합한 구중청량제의 치면세
균막, 잇몸 염증 및 구취 감소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연구대상자에게는 제공된 표준세치제를 칫
솔모 길이의 4분의 1로 칫솔에 묻혀 3분 동안 칫솔질을
하루에 총 3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칫솔질 후에 군별로
제공된 각각의 구중청량제 10 cc 정도를 1분간 사용하여
입안에서 가글하고 뱉어내도록 교육하고, 총 5회에 걸쳐
잇몸 염증 관련 검사, 치면세균막 변화, 구취 검사를 시행
하여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염화나트륨
및 녹차 추출액, 일불소인산나트륨을 배합한 구중청량제
를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잇몸 염증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및
구취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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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나트륨 함유 구중청량제의 치면세균막 및 구취 제거 효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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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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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염화나트륨을 배합한 구중청량제의 치면세균막, 잇몸 염증 및 구취에 대한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12주간 연구대상자에게 표준세치제를 이용하여 칫솔질을 하루에 총 3회를 실시하도록 하
고, 칫솔질 후에 군별로 제공된 각각의 구중청량제를 입안에서 가글하고 뱉어내도록 교육하였다. 총 5회에 걸쳐 잇몸 염
증 검사, 치면세균막 변화, 구취 검사를 시행하여 효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를 사용하였으며, 그룹
간 비교를 위한 2-sample t-test와 그룹 내 비교를 위한 paired t-test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 PMA 지수 측정결과 실험군의 대조군 대비 잇몸 염증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107.63%, 12주 후 73.08%를 나타냈
다. PHP index 측정 결과 실험군의 대조군 대비 프라그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79.37%, 12주 후 74.06%를 나타났다. 실
험군의 대조군 대비 구취 개선 효과율은 8주 후 65.06%, 12주 후 99.33%를 나타냈다.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 염화나트륨 및 녹차 추출액, 일불소인산나트륨을 배합한 구중청량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잇
몸 염증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및 구취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1):1-8)
주요어: 구중청량제; 치면세균막; 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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