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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 매스틱 PDO(원산지명칭보호) 제품
1992년에 유럽 연합은 농산물의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2081/92를 제정하였다
(510/2006으로 대체됨).

"원산지명칭보호 - PDO"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명칭, 혹은 드문 경우에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서, 특정 농산 식품이 그 곳 혹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제품의 품질과 특성이 자연적 인적 요인과 함께 본질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그곳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과 그 지역의 명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조정 및
가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997 년부터 키오스 매스틱은 유럽 연합 법규 No.123/1997(LO224/24-1-97)에 따라
원산지명칭보호 제품(PDO)으로 분류되어, PDO 제품의 공동체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모든 보호원산지명칭 제품에는 PDO 마크가 부착된다.
농산식품의 PDO 선정은 재배인들 에게는 제품 홍보를 더욱 쉽게 해주며 소비자들에게는 생산,
가공, 원산지가 보장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PDO 제품으로 등록된 이름들은(PDO 제품의) 명세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제품의
직간접적인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징발, 모방, 암시로부터, 또한
원산지나 기원 혹은 제품의 본질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에
더하여, 등록된 이름들은 대중에게 제품의 실제 원산지에 대해 오보하는 기타 모든
행위로부터 제품을 보호해 준다.
유럽 연합은 PDO 제품 외에도 PGI(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와
TSG(전통특산품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제품도 규정하였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표시보호 - PGI" 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명칭, 혹은 드문 경우에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서, 특정 농산식품이 그 곳 혹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제품의 품질, 명성 및 특성이 그곳의 지리적 기원에서 기인한다는 것과 그 지역의
명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조정 및 가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특산물보증제품 - TSG" 은 조정 제품으로서 그것의 구성이나 제조 양식이 특징을
이룬다. 본 제품들의 구성과 제조 양식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관습과 전통을 통합한다. 본 제품들은 유럽 시민들의 전통과 영양
문화에 근거하며 재배 지역의 토양기후 조건과 특별한 생산 및 조정 조건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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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키오스 매스틱의
유익한 성질에 관한 과학 문헌들을 살펴봄

서론
키오스 매스틱: 기쁨과 향기와 위안을 주며 치유해 주는 눈물!
키오스 섬의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매스틱 나무이어야 할
것이다. 자연이 선사한 이 독특한 선물은 과거 각 시대의 권력가들 사이에서 자주 분쟁과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매스틱 나무는 상록관목으로, 옻나무 과의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L.(Pistacia lentiscus
L.)종에 속하며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주로 자생한다. 같은 과의 나무들 중에서도 오직
키오스 섬 남부에서 체계적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Chia 변종(Pistacia
lentiscus var. Chia)만이, 치유 성분으로 독특하게 구분되는 최상의 매스틱을 생산해낸다.
나무의 변종과 이 지역의 토양, 미기후, 풍토 등이 우리 행성의 이 외딴 섬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매스틱 나무 독점의 "비결"이다.
키오스 매스틱은 매스틱 나무의 수지성 삼출물이다. 날카로운 연장으로 나무 몸통과 굵은
가지들의 표면에 상처를 내면, 천연 아로마 수지가 눈물 모양으로 분비되어 나온다. 흘러
떨어진 수지들은 나무아래서 굳을 때까지 두는데, 이 지역 여름의 날씨 상황(주위환경의
일조량과 습도를 고려하여 결정함)에 따라 대략 20 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건조시킨
제품이 바로 키오스 매스틱이다. 매스틱은 수집되어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매스틱 생산자들이 매스틱을 씻고 세정하고 나면, 매스틱은 각 마을별로
모아들여진 후, 키오스 매스틱 재배인 협회로 보내진다.
키오스 매스틱의 정확한 구성물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독특한 수지는 여러
탁월한 치유 성분과 아로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다음 성분들로
구성되어있다: 천연 폴리메르,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휘발성 아로마 성분들, 매스틱 오일,
테르펜 산, 피토스테롤, 폴리페놀 분자 및 자연에서 처음 발견된 것들이 포함된 기타
수많은 강력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80 가지가 넘는 성분들의 조합이 매스틱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식품으로서만이 아니라 건강과 의료 제품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대에 키오스 매스틱은 치유 역할 만큼이나 그 독특한 맛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문헌들은 매스틱이 고대 세상의 최초의 추잉 껌이었으며,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구취를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얼굴과 보디 클렌징에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매스틱은 또한 여러 가지의 약품과 특효약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가지 경우가 국제 약전들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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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s

Chios Mastiha. The tear that gladdens

시실리아의 내과 의사이자 식물 학자였던 디오스쿠리데스(기원 1 세기)는 "약학의 아버지"라
여겨지는데, 그는 약물을 5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의 저서 "의학 원료에 관하여(on
medical material)"보다 더 나은 책은 16 세기가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 디오스쿠리데스는
키오스 매스틱의 치유 성분을 예찬하며 말하기를, 매스틱이 소화 불량, 혈액 재생, 만성
기침에 도움이 되며, 또한 정신 안정제의 효과도 있다고 하였다. 그에 더하여, 그는
매스틱을 씹는 것이 구강 위생과 상관없이 구취를 깨끗하고 상쾌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점으로서, 그는 매스틱의 에센셜 오일인 매스틱 오일이 자궁 질환에 여러
용법으로 활용되는데, 부드러운 찜질에, 또는 수렴제 및 안정제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원 1 세기부터 7 세기까지 의학계 종사자들이나 식물학자들은 매스틱을 주로
위장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스틱이 위장계의 원활한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더욱 자세히 여러 출처들을 살펴보면 매스틱이 위장의
통증을 달래고,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리바시우스, 아이티우스, 갈레노스, 필렌).
그 이후 시대에, 많은 의사들과 약사들 및 식물학자들은 매스틱의 치유 성분들을 염두 하여
여러 가지의 조제품과 특효약들을 만들었다. 매스틱의 사용은 비잔틴 시대에 성공적으로
확산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 대륙에서 매스틱 교역이 번창하였는데, 주로
의약계에서의 활용 때문이었다. 기원 16 세기에서 18 세기에 기록된 유럽의 많은
약전들(당시의 약학자들의 많은 지식들을 포괄하여 상호참조 할 수 있게 한 책)은 인체의
여러 장애에 대한 매스틱의 유익한 작용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언급한다.
우리 시대에 과학계에서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스틱의 치유 활동을 확증하고
문서화하고 있다. 키오스 매스틱이 소화 장애에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며 구강 위생에
기여하고, 항균 및 소염작용을 하며 천연 항산화제이고, 외상 치료와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점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국제 의학 저널지들에 실리는 여러 보고들은
오랜 역사동안 기록된 키오스 매스틱의 효과를 확증한다. 이런 보고들은 그리스 안팎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임상실험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키오스 매스틱이 독특하며 유익한
치유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의학 및 제약분야에서의 키오스 매스틱의 효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본 소견들은 국제적인 과학 잡지들에 발표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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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s Mastiha. The mastiha-yielding tree shed
its tears only on the island of Chios.

키오스 매스틱 에센셜 오일의 항균 작용
매스틱 오일(매스틱 에센셜 오일)의 항균 작용에 대하여 의미 깊은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들은 주로 그람양성균(+)이나 그람음성균(-)과, 진균과 같은 기타 병원균에 대한
매스틱 오일의 시험관 내(인위적인 환경) 활동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발생 기질에 매스틱 오일 - 키오스 매스틱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 하였을
때의 증식 억제율을 검토하였고 미생물, 박테리아 및 병원균 박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들은 매스틱 오일이 중대한 항균 작용과 진균 작용을 함을 확증하는데, 이 점은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제약품과 같은 여러 물질의 원료로 매스틱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보다 자세하게 말해서,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review 에서 발표된
C. Tassou, & G. Nychas 의 연구는(1) 황색포도상구균, 식물락트산간균, 녹농균, 그리고
식중독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균과 박테리아 기질에 대한 매스틱 오일의 효과를 보여준다.
매스틱 오일의 첨가는 미생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미생물수의 신속한 박멸이 확실시 되었다.
아테네 대학교 제약 학부에서 실시한 비슷한 연구는(2) 키오스 매스틱 에센셜 오일의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등과 같은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이나 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증해 준다. 매스틱 오일의 항균성은 강한 항균 효과를 지닌
것으로 증명된 알파-피넨(alpha-pinene)의 고농도와 관련이 있다.
이탈리아의 카타니아 대학교의 미생물학 연구소의 비슷한 발표는(3) 박테리아(팔연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나 진균(칸디다 알비칸스,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 토룰롭시스
그라브라타, 크립토코쿠스 네오프로만스)에 작용하는 매스틱의 항미생물/항균추출물
유기용제에 관하여 매우 흥미로운 소견을 제시한다.
그에 더하여, 캐나다 퀘벡의 식품과학 & 농업화학회의 최근(2004 년) 연구가(4)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에 발표되었는데, 본 연구는 키오스 매스틱과 주로 그것의
에센셜 오일(매스틱 오일)가 영양 기질의 보톡스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좀더 자세히 말해서, 이 실험
결과들은 매스틱 오일을 최저농도 0.3% 등으로 첨가 하는 것이 보톡스 발생의 원인이 되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누스균의 성장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키오스 매스틱과 매스틱 오일이 익힌 음식에 천연 방부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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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국 코벤트리의 워윅 대학교에서 2005 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5)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고초균과 같은 병원균에 작용하는 키오스 매스틱 오일의 중대한
항균효과를 확증해 준다. 이번 연구의 가장 의미심장한 결론은, 매스틱 오일의 항균 작용이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매스틱 오일의 2 차 구성성분들의 독특한 조합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좀더 자세히 말해서, 실험실 연구들에서 매스틱 오일의 항균
효과는 다른 독립적인 구성성분들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더욱 강하였고, 이 점은
매스틱 오일의 항균 작용이 그것을 구성하는 50 가지가 넘는 성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발표된 연구들:
1. “액체배지와 표본식품계의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대한 매스틱 검(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chia 변종)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동(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ssential
Oil of Mastic Gum (Pistacia lentiscus var. chia) on Gram Positive and Gram Negative
Bacteria in broth and in Model Food System)”, Chrysoula C. Tassou and G. J. E.
Nychas,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1995), 36, 3-4, p.411.
2.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chia 변종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성과 항균 활동(Chemical
Composi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ssential oil of Pistacia lentiscus var.
chia)”, Magiatis, P; Melliou, E; Skaltsounis, A L; Chinou, I B; Mitaku, S, Planta
Medica(1999), 65, 8, p. 749.
3.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L. 추출물의 시험관 내 항균 활동(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of Pistacia lentiscus L. extracts)”, Iauk L, Ragusa S, Rapisarda A, Franco S, Nicolosi
VM. Journal of Chemotherapy (1996), 8, 207-209.
4. “매스틱 수지와 에센셜 오일이 단백분해 보툴리누스균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mastiha resin and its essential oil on the growth of proteolytic Clostridium botulinum)”,
Daphne Phillps Daifas, James P. Smit, Burke Blanchfield, Greg Sanders, John W.
Austin and John Koukoutisis, Int. J. of Food Microb. Vol.94 2004, p.313-22
5.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chia 변종의 에센셜 오일과 수지의 화학 구성과 항균
활동(Chemical Composi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ssential oil and the gum
of Pistacia lentiscus var. chia)”, Koutsoudaki C, Krsek M, Rodger A, J Agric Food
Chem. 2005 Oct 5; 53(20), p 7681-5

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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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s Mastiha. One of the wonders

that nature is still offering

죽상동맥경화증의 방어제로서의 매스틱
오늘날, 죽상동맥경화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과학계의 관심은 특히 열렬하다. 죽상판이 형성되는 것을 방어해 죽상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구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들을 말하는 것이다. 키오스
매스틱에서 페놀 분자, 타이테르펜 결합 및 피토스테롤이 발견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본
성분들은 저밀도지질단백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작용을 방어하기 때문이며, 이점은
매스틱의 잠재적 항산화 효과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키오스 매스틱의 페놀 추출물이 죽상동맥경화증 발생의 커다란 기여
요인인 LDL 산화작용에 대하여 중대한 방어 작용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몇 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 활동은 아직 실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매스틱
페놀 추출물의 방어 작용에 관한 시험관 내 연구, 즉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연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소견들은 아주 고무적이며 매스틱을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좀더 자세히 말해서, 2004 년 Atherosclerosis 에 발표된 G. V. Ｚ. 데두시스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6,7) 산화저밀도지질단백(oxLDL)으로 인한 부하 조건에서 말초혈액단핵세포
(BPMC)들의 생존에 극성 추출물이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실험 연구 과정에서
산화 LDL 에 노출된 세포들에는 신속한 세포 자멸과 괴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키오스
매스틱의 극성 추출물은 위 현상에 의미심장한 지연을 발생시켜 산화 LDL 의 세포독성을
상당히 저지하였다. 본 연구는 키오스 매스틱이 지중해 지역의 새롭고 중요한 항산화제 및
항죽종형성제라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2003년에, N.안드리코풀로스, A.칼리오라, A.아시모풀루와 V.파파페오르기우가 실시한 한
실험실 연구가(8) 식물요법 조사(Phytotherapy Research)지에 발표되었는데, 본 연구는
저밀도지질단백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작용에 대한 천연 수지들과 천연 껌들의
방어활동을 시험관 내 연구 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서, 인간 LDL 샘플들을 구리 이온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산화시키고 키오스 매스틱의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산화작용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들은 키오스 매스틱이 실험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P.테레빈투스 수지, 다마르 수지, 트래거캔스 껌, 때죽나무 껌) 중에서 인간 LDL의
산화작용을 방어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제품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교할
만하게도, 키오스 매스틱의 방어 활동은 총체적인 억제를 의미하는 99.9%까지 이르는 반면,
다른 제품들의 방어 활동은 27%에서 78.8%사이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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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02 년 Italian Journal of Food Science 에 발표된 또 다른 실험실 연구에서(9),
위에 언급된 연구팀은 키오스 매스틱을 씹을 때와 상업 껌들(합성 향료와 인공항산화제인
BHT 첨가)을 씹을 때 생성되는 타액의 저밀도지질단백(oxLDL)의 산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생물학적 활동을 검토하였다. 결과들은 시험관 내 LDL 산화를 가장 잘 방어해주는 것은
키오스 매스틱을 씹을 때 생성되는 타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이 것의 방어 효과는
심지어,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던 비타민 E 의 효과보다도 약간 더 높았다.

발표된 연구들:
6.

“GSH 회복과 CD36 mRNA 발현의 하향조절을 통한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의
항죽종형성 효과(Antiatherogenic effect of Pistacia lentiscus via GSH restoration and
downregulation of CD36 mRNA expressions)" G.V.Z. Dedoussis, A.C. Kaliora, S.
Psarras, A. Chiou, A. Mylona, N.G. Papadopoulos, N.K. Andrikopoulos,
Atherosclerosis 174 (2004) 293-303.
7. “Η Μαστίхα Хίου αναστέλλει την απόπτωση μονούρηνων κυττάρων περιψεριού
αίματος σε συνθήκες οξειδωτικού στρες”, A. Kaliora, G. Dedousis, N.
Andrikopoulos, Minutes of the 3rd Panhellenic Meeting on Free Radicals and Oxidant
stress, Athens, October 3-5, 2002.
8. “상업 추잉껌들을 씹은 후에 생성되는 타액의 LDL 산화작용에 대한 방어 활동(Biological
activity of saliva against in vitro LDL oxidation after chewing commercial chewing
gums)” N. Andrikopoulos, A. Kaliora, A. Assimopoulou, V. Papageorgiou. Ital. J. Food
Sci. (2002), 3, Vol.14, p.279-290.
9. “자연 발생하는 몇 가지 수지와 검과 안료들의 LDL 산화작용에 대한 방어 활동
(Biological activity of some naturally occurring resins, gums and pigments against in
vitro LDL oxidation)” N. Andrikopoulos, A. Kaliora, A. Assimopoulou, V. Papageorgiou.
Phytotherapy Research Vol. 17, (5), 2003, p.5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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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위생과 치과 연구에서의 매스틱
키오스 매스틱의 전통적 사용법과 관련하여, 대학 연구들은 매스틱이 씹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 특별히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스틱을 치아와 구강 문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려준다. 키오스 매스틱은 여러 해 동안 씹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상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매스틱은 그 조직이 천천히 변화하므로 씹는
정도(chewing rate)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적당한 치아구강 문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관련된 연구들은(10-13) 키오스 매스틱을 씹는 것이 잇몸을 마사지하고 운동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치아와 잇몸에 유익한 온갖 결과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더하여,
일반 추잉껌과는 다르게 키오스 매스틱은 독특한 맛과 적절한 강도를 지니는데, 이 것은 더
많은 양의 타액이 분비되게 하여 상쾌한 느낌과 구강의 청결함을 증진시키고, 그와 동시에,
특히 연로한 사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을 진정시키며 치료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립되었다. 위의 내용과 함께, 매스틱과 매스틱 추잉 껌의 세균막 형성을 억제하고
입안안뜰(볼 안쪽부분)의 세균 증식을 중지시키는 활동에 관한 여러 건의 연구들과 임상
조사들이 실시되었다.
이점과 관련하여, 1985 년 데살로니키 대학교 치과학부에서 실시된 한 임상 연구는(15,16)
키오스 매스틱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때 생성중이거나 이미 생성된 치면세균막의 양이
주목할 만큼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충치가 있는
10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에게는 열흘 동안
키오스 매스틱을 씹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속임약 추잉 껌을 씹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매스틱을 씹은 그룹에게서 세균막의 커다란 감소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매스틱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잇몸 장애와 입안안뜰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
일본 메이카이 대학교 치과학부에서 실시한 한 비슷한 임상 연구(17,18)가 2003 년 Journal
of Periodontology 에 발표 되었다. 본 연구는 타액 및 입안안뜰에 서식하는 세균과
관련하여 천연 키오스 매스틱을 씹는 것의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구강 건강이
좋은 20 명이 참여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은 키오스 매스틱을 씹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속임약 껌을 씹게 하였다. 껌을 씹기 전과 씹은 후의 농축된 타액에서 세균
집락의 수를 분별하여 비교하였다. 그와 동시에, 7 일간의 체계적인 껌 씹기 전과 후의
치은염 수준-치면세균막과 잇몸 염증 정도-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들은 키오스 매스틱이,
잇몸질환과 치면세균막 생성의 원인이 되는 입안안뜰의 세균 증식을 저지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와 동시에, 키오스 매스틱은 속임약 껌과 비교하여, 잇몸 염증이 극명히
낮아지게 함으로, 안전하고 철저한 구강위생 개선 수단임이 확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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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s Mastiha. Hard effort and solicitude,
care and tradition are required,
combined together so as for the tear
to become a sugarplum.

그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이즈미르 에게 대학교 치과학부에서 실시된 한 연구가 2004 년
Journal of Clinical Pediatric Dentistry 에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산화시킨
치면세균막의 pH 값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면에서 세 가지 타입의 추잉 껌(a.설탕첨가 껌,
b.자일리톨과 소르비톨 배합 껌, 그리고 천연 매스틱)의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폴리올을 첨가한 껌이 세균막 pH 값을 증가시키지만, 천연 매스틱을 씹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더 높은 값에 이르게 하여 정상적 수준의 값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주 최근(2005 년)에 터키의 세 대학교의 연구가들이 실시한 한 연구가 Archive of Oral
Biology 에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충치와 구강 내의 일반적 질환들을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와의 병원균에
대한 매스틱의 시험관내 및 생체내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매스틱의(시험관내) 항균 활동에
대한 실험실연구를 위하여 표준형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 샘플들이 사용되었다. 25 명의
치주가 건강한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매스틱을 사용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속임약 껌을 사용하게 하여 비교되게
하였다. 매스틱이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의 증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두 그룹의 지원자들의 타액 샘플을 매스틱과 속임약을 씹기 전, 그리고
씹기 시작한 후 15, 45, 75, 105, 135 분에 채취하여 비교하였다. 위에 언급한 다섯 번의
간격에서 매스틱 그룹 지원자들의 타액에서는 박테리아 수가 현저히, 점차적으로
감소(15 분:37%, 45 분:48.5%, 75 분:56.7%, 105 분:62.7%)하였고 135 분에는 전체
박테리아 수의 62.1%가 감소하였다. 그 반대로, 속임약 껌 그룹의 경우에는 박테리아 수를
전혀 억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하여 매스틱이 이례적으로 흥미로운 항균
활동을 나타내며, 특히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항생제
(vancomycin)에 견줄만하다는 점이 확립되었다. 매스틱의 이런 효과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것이 입에서 쉽게 발생하는 위험한 박테리아인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는 치아 에나멜의 탈회와 의치 표면
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균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언제나 잦은 칫솔질과 함께 매스틱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구강 위생 개선의 중요한 부분(천연 추잉 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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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w an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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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의 소화기 계통 장애 예방 및 치료효과
매스틱의 소화기 계통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와 관련된 현대 과학 연구들의 결과가 특별히
흥미롭다. 이미 고대로부터 키오스 매스틱은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들의 통증, 위장 장애,
소화 불량, 복통, 소화기 궤양을 치유하는 강력한 원료임이 알려져 있다. 당시의 의사들과
식물학자들이 남긴 문헌들과, 고대와 중세의 조제학 참조문들은 매스틱을 위장계통 질환과
장애에 유익한 것으로 추천한다. 우리 시대에 과학 연구들과 임상 조사들은 위에 언급된
매스틱의 중대한 효과들을 확증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연구 활동은 매스틱이 특히 널리 사용되며, 특효약과 실용약품의 조제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지역인 아랍 지방의 대학교 연구기관들과 임상기관들에서 이루어졌다.
1984 년 Clinical & Experimental Pharmacology & Physiology 에 발표된 첫 번째 임상
연구는(21,22) 이라크 모술 대학교 대학 클리닉의 알-하발 MJ, 알-하발 Z, 휴이즈 FU 에 의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 38 명의 지원자가 참여하였다. 지원자들은 십이지장 궤양의 증상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십이지장 궤양이 있음을 확증 받았다. 키오스 매스틱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키오스 매스틱을 2 주간
사용하게 하였고(하루 1g),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용량의 속임약 파우더(유당)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였다. 2 주간의 실험 기간 후에 모든 지원자들을 내시경 검사하여 궤양의
진행을 살폈다. 결과들은 매스틱을 사용한 그룹의 80%에서 증상 완화가 일어났고, 내시경
검사 결과 70%에게서 궤양이 치유가 확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임상 실험의 결과는
매스틱을 궤양 증상의 완화와 치유의 강력한 요소로서 추천한다. 본 연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매스틱의 사용이 아무런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일한 연구팀이 양성 위궤양환자들에게 실시한 새로운 임상 연구의 소견이 1986 년
일본의 Gastroenterologia Japonica 에 발표되었다(23). 연구를 위해,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위궤양 진단을 받은 여섯 명의 환자들에게 키오스 매스틱을 하루 2g 의 용량으로
처방하였다(아침식전에 1g, 잠자기 전에 1g). 모든 환자들은 임상 실험 시작 전, 적어도 두
달 동안 다른 아무런 종류의 약품 치료도 받지 않았다. 매스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내시경검사와 함께 혈액, 소변 및 기타 생화학 지표를 치료 시작 전, 매스틱 투여 2 주
후, 4 주 후, 2 달 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매스틱의 투여가
시험에 참가한 6 명 환자 모두의 증상을 완화시켰으며, 그 중 5 명에게서는 내시경
검사에서도 그 치료 효과가 확증되었다. 연구 기간 중에, 그리고 연구 완료 후 2 달 동안의
실험실 분석에서 어떠한 종류의 원치 않는 부작용이나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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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1986 년),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에 만수르 S. 알-사이드와 동료들의
연구결과가(24) 발표되었다. 본 실험은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에 대한 매스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니 픽(쥐)에 실시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서, 적절한 화학물질들을 이용하여
쥐들의 위에 궤양을 형성시켰다. 그런 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기니 픽의 체중 1kg 당
500mg 의 매스틱을 투여하였다. 연구 결과들은 매스틱의 투여가 기니 픽들의 위 막에
형성된 궤양의 분포와 정도에 중대한 감소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점은 매스틱이
국부적으로 형성된 궤양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1998 년에 저명한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지에 영국 노팅험 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가(25)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키오스 매스틱이 HP 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논문의 제목이 유난히 특징적임을
주목하라: “매스틱 껌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인다(Mastic Gum Kills Helicobacter
pylori)”. 본 연구는 하루 1g 의 매스틱이라도 2 주 동안 사용했을 때 소화기 궤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놓는다. 이 유익한 작용은 매스틱이 대부분의 소화기 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박멸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소화기 궤양 사례의 75%의 원인이 되며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90%에
이른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로부터 분리해낸 신선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표본을 이용하여 매스틱의 최소 항균 농도(MBC)를 측정하였다. 최소 항균 농도란 24 시간
안에 박테리아의 99.9%를 제균하는데 필요한 최소 농도를 말한다. 매스틱은 검토한 모든
표본들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그 세균 수에 상관없이 박멸하였다. 매스틱의 최소 항균
농도는 60 ㎍/ml 이었으나, 그 보다 더 낮은 농도들에서도 매우 중대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
2001년에 미국의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와 Journal of Chemotherapy에
발표된 세라피노 G. 보나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26,27)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매스틱의 효과를 확증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로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표본들을 분리해내어 매스틱 추출물의 최소 항균 농도(MBC)를 측정하였다. 결과들을
살펴보면 125㎍/ml 농도의 매스틱이 검토한 샘플들의 50%에서 헬리코박터를 죽였으며,
500㎍/ml의 농도에서는 샘플들의 90%에서 헬리코박터를 박멸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표본들에서 박테리아의 형태, 변화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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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들은 위에 언급한 연구가들의 발표와 조화를 이루며, 매스틱이 HP 에 대하여
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2002 년 5 월에 그리스 파스퇴르 대학교의 의학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실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28)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기니 픽(쥐)에 매스틱을 투여한 결과 박테리아
이주율에 실질적인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동반하는 위염의 정도나 활성도에
중대한 감소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2002 년에 한국 위장병학회지에 한 임상 연구가(29)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인한 위염에 대한
매스틱의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본 실험에 48 명의 지원자가 참여하였는데, 모든
참여자들은 UBT-요소 호기 검사(UREA BREATH TEST) 결과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에게는 90 일간 키오스
매스틱 추잉껌을 씹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속임약 껌을 씹게 하였다. UBT 테스트를
연구 시작 전에 실시하였고,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30 일, 90 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매스틱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농도와,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염을
억제하는데 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었고, 매스틱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그것의 작용을
근절하는 추가적 요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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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1998), Vol.339, No.26, 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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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검 매스틱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살균 활동
(Bactericidal activity of pistacia lentiscus gum mastic agianst Helicobacter pylori)”, S.
Bona, L. Bono, L. Daghetta, P. Marone,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01), Vol.96, 9, p.s49.
27. “피스타치아 렌티스커스 검 매스틱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살균 활동
(Bactericidal activity of pistacia lentiscus gum mastic agianst Helicobacter pylori)”, P.
Marone, L. Bono, E. Leone, S. Bona, E. Carretto, L. Perversi, J. Chemotherapy
(2001), Vol.13, 6, p.611-614.
28.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매스틱의 항균 효과(Antibacterial action of
mastic agianst Helicobacter pylori)”, D. Sgouros, A, Mentis, (2002) 발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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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성 위염에 대한 매스틱 검의 효과(Effect of mastic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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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병학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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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치료용 붕대의 원료와
피부 역형성제로서의 매스틱의 사용
키오스 매스틱의 뛰어난 점착성질과, 외상과 수술 후 절개부위를 치유하는 유익한 작용이
연구가들에 의해 지금껏 최소한 20 년간 증명되고 연구 되어오고 있다. 이미 이 독특한
천연 수지는 반창고, 붕대, 압박붕대 및 외상과 수술절개 부위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다른 종류의 치료제의 원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키오스 매스틱을 상처와 절개부위의 덮개나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이례적으로
강력한 접착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피부재생과 상처치료에 기여하며, 전통적
치료제로서 피부에 원치 않는 부작용(자극, 가려움, 염증, 피부 색소탈실 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986 년부터, The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 에 발표된 한 관련된
연구는(30,31) 세 가지 종류의 붕대의 접착성질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종류는 접착 붕대에
아무런 성분도 추가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접착에 널리 사용되는 벤조인,
USP 를 추가한 붕대, 세 번째는 붕대에 키오스 매스틱 용액을 접착 강화제로서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벤조인, USP 를 사용한 결과 붕대의 접착성질이 향상되긴
하였으나, 매스틱의 사용은 더욱 인상적인 접착성질 향상을 보여 매스틱이 이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증되었다.
1992년에 The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에 발표된 한 관련된
연구는(32) 접착붕대의 성분으로서의 매스틱과 벤조인, USP의 접착성질과 원치 않는
부작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성형 수술을 받은 300명의 지원자(남자100명과
여자200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에게는 벤조인, USP를 첨가한 붕대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키오스 매스틱
성분을 첨가한 붕대를 사용하였다. 지원자들을 수술 후 6일째, 1달, 3달, 6달, 12달째에
검사하였다. 평가는, 외상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 감염 발생, 외상의 유출, 피부의
색소탈실과 자극, 붕대 접착성질의 조기 상실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키오스 매스틱이, 벤조인, USP와 비교했을 때, 치료제에 훨씬 더 뛰어난
접착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염증, 자극, 색소탈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는 면으로도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05년에 또 다른 연구팀의 관련된 연구 결과가(33)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에
발표되면서 확증되었다. 외상과 절개부위의 덮개로 자가 접착붕대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스틱을 함께 사용할 때 접착성질 실질적으로 증가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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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케페 “데모크리토스” 생물학 협회의 세포 증식 및 노화 연구소에 진행한 한
관련된 연구를(34)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소견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소견에 따르면
키오스 매스틱과 매스틱의 추출물들은 주목할만한 치료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피부 재생과 콜라겐의 합성에 기여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콜라겐의 합성이 조직 반흔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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