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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reduced malodor on professional 

plaque control

Kim,Seo-yune,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ChosunUniversity.

Keyword:volatilesulfurcompounds,plaguecontrol,malodor
OOObbbjjjeeeccctttiiivvveeesss :Malodor,definedasanunpleasantoralodor,isacommonly
experiencedconditionwithavarietyofetiologicallyfactorsandmaycausea
significantsocialorpsychologicalhandicaptothosesufferingfrom it.Theaim
ofthisstudywasevaluatedtoeffect:reducedmalodorusingaprofessional
plaguecontrol
MMMaaattteeerrriiiaaalllaaannnddd mmmeeettthhhooodddsss :This sample has a visiting patientofDept.
preventive dentistry on the Chosun University dentalhospitalduring
2002-2004.Thesamplesare64selectedpatients(F:37,M:27)whocameto
the hospitalon account of malodor,have not physicaldisease and
medicationrecords.Thispatientshastreatedscaling,TBIespeciallytooth
pickmethod withvolatilesulfurcompounds(VSC)andvisited3timesper
2weeks.

RRReeesssuuullltttsss:
1.InSeriousmalodorgroup,Hydrogensulfidewasreducedabout10times
after2weeks(p>0.05).

2.Inmiddlemalodorgroup,Dimethylsulfidewasreducedmoreabout10
times after 4 weeks(p<0.05) and in week malodor group,Methyl
mercaptanwasreducedabout10timesafter4weeks(p<0.05).

3.TherewasnodifferenceofVSCinallgroup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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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fter4weeks,totalvolumeofVSCsreduced 18timesin serious
malodorgroup,1.2timesinmiddle-malodorgroup,3.5timesinweeks
maldor group, 2 times in threshold or malodor strangeness
group(p<0.05).

5.Themeanofreducedpocketdepthwas0.27mm,therateofreduced
bleedingonprobingwas16.54%.

IIInnn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From thisresult,thisstudysuggeststhatprofessional
plague controlmethod which is the reduction ofmalodor should be
reinforcedtoincreaseoral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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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취란 입을 통하여 나오는 호기의 냄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호기의 냄
새 중에서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냄새를 말한다.구취는 구강건
강 및 전신건강의 지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2).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의 경우
주관적으로 입냄새가 난다고 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평균연령 40세이상의 대
상자에서 약 60%정도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구취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대인관계가 다양화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구취를 해결하기 위한 구강
양치액,스프레이 등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구취의 원인은 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취의 원
인규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는데 구취환자 중 85%이상이 구
강내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된다고 밝혀졌다4).구강내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취는
일차적으로 세균성 부패 및 휘발성 황화물(VSC;volatilesulfurcompounds)
이 생성되는 기전을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펩타이드 그리고 단백질로 이
루어지는 기질에 대한 그람음성 혐기성 세균의 부패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특히,Tonzetich등6,7)은 아미노산의 세균대사에 의해 생
성되는 휘발성 황화합물이 구취의 주된 요소라고 하였고,Rosenberg등8,9)은
휘발성 황화합물은 임상적인 구강내 상태에 따라 구취 발생 정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구취를 야기할 수 있는 구강상태로는 불결한 구강위생,불량한 보철물,치

주질환,치아우식증,설태,타액분비율의 감소나 조성변화 및 타액선 질환,국
소염증,종양 등을 들 수 있고,구강외 원인으로서 인정되는 전신질환에는 비
인두장애,호흡기장애,탈수,당뇨병,간질환,신질환 등이 있다.이 밖에도 아
침 기상 후와 공복시,월경 기간 중에는 폐로 배출되는 약물이나 특정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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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섭취 후 등에도 구취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이러한 구취는 생리적 구취
라고 하여 병적인 구취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4,10,11).또한 혀배면 후방부의
설태는 구취의 주된 원인이 되며,구취감소를 위한 혀 솔질에 대한 효과도
보고되었다12).특히,치주질환은 구취발생과도 관련이 깊어서 구취의 심도와
치주질환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권 등14)은 치주질환이 구취의 심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 되었고,이 등15)은 치주질환의 처치가 구취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었으며,배 등16)은 fullmouthdisinfection이 치주질환자에서의 구취를
억제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치면세균막관리는 모두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진료실

구강보건인력의 환자관리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강 등17)에서 toothpickmethod를 이용한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는 구취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Mortia 등18)은 Bass법보다 toothpick
method을 사용하였을때 인접면 의 치면세균막이 상당히 제거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취를 주소로 가진 대상으로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법을 이

용한 구취감소효과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구취로 인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에
게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구강보건전문인력이
개별구강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시행한 사례
를 수집․분석할 목적으로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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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222...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예방치과에서 2002년 10월 21일부터 2004년 9월21일

까지 구취를 주소로 내원한 자,전신질환이 없고,약물복용을 하지 않는 환자
를 추출한 결과 총 64명(여:37명,남: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명에 따른 분포는 총 64명 중에서 치은염 40명(62.3%),성인형 초기 치

주염 24명(37.7%)이었고,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22±14.46(여:36.73±13.71,
남성:37.89±15.66)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은 29세 이하는 28명(여성 16명,남성 12명)으로

43.68%, 30세이상부터 49세이하까지는 23명(여성 13명, 남성10명)으로
35.88%,50세이상은 13명(여성 8명,남성 5명)으로 20.44% 이었다(표1).

표표표 111...연연연령령령층층층별별별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평평평균균균연연연령령령과과과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수수수
단위 :평균연령(명)

연령 여성 남성 합계
합계 36.73±13.71(37) 37.89±15.66(27) 37.22±14.46(64)

29세 이하 23.56±3.93(16) 24.58±3.14(12) 24.00±3.59(28)
30세-49이하 40.92±5.36(13) 41.30±6.60(10) 41.09±5.79(23)
50세 이상 56.25±4.55(8) 63.00±11.02(5) 58.85±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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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초진시 구강측정기(OralChromaⓇ AbilitCo.Japan)로 구취를 측정하여 나

타낸 수치를 확인하고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인 Toothpickmethod으로 시행
하였다.다시 2주간격으로 OralChroma을 동일한 방법으로 구취측정을 시행
하였다.

 1)OralChroma측정 2)

OralChroma를 측정시작 30분전에 전원에 연결시켜 예열하였고,구강내의
휘발성황화물을 모으기 위해 대상자가 측정전 최소 3분간 입을 다물게 하였
다.OralChroma전용 시린지를 연구대상자 입안 깊숙이 놓고 가볍게 입을
다물게 한 후 이 때 혀가 시린지에 닿지 않도록 하였다.또한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시린지를 통해 바람을 불거나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분 후 시린지 피스톤을 밀고 당기는 동작을 2회 반복하여 시린지 안의 잔여
가스를 없앤 후 최종적으로 구강내 가스를 시린지에 채운 상태로 입에서 꺼
냈다.시린지에 묻은 타액을 닦은 후 가스 주입침을 시린지에 꽂고 시린지
내의 가스를 0.5cc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다.본체 가스 주입구에 샘플링한
가스를 주입하고,이 때 가스 주입침의 끝을 본체의 가스주입구 끝에 닿을
때까지 삽입하여 시린지 안의 가스를 단번에 주입하였다.그 후 신호음이 나
고 자동적으로 측정이 시작된다.그 후에,피스톤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시
린지를 빼내었다.8분에 나온 측정결과를 기록하였다.

2)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17)

Toothpick method 잇솔질로 치은연상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Columbia
Hutchinson#1/2Curette(Hu-FriedyCo.USA)과 miniCuretteset(Hu-Friedy
Co.,USA)을 이용하여 치은연하치면세균막과 치은연하치석제거를 전 치면에
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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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주낭 탐침 및 출혈유무17)

대상자의 전체 치아 둘레의 근심협면,중앙협면,원심협면,원심설면,중앙설
면,근심설면에서 CP-10periodontalprobe(Hu-FriedyCo.,USA)를 사용하
여 측정하고,치주낭 깊이는 1mm 단위의 자연수로 측정하였으며,탐침 후 출
혈(BOP,Bleedingonprobing)은 치주낭 탐침 후 30초 경과 시점에서 출혈유
무를 판정하여 피검부위에 대한 출혈부위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222...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SPSS Version12.0을 이용하여 휘발성황합물(volatilesulfurcompounds;

VSC)의 군별 측정기간별에 따른 성분별의 측정결과는 Friedman의 비모수검
정,군별 측정기간별 성분별의 성별에 따른 측정결과는 Mann-whitheytest,사
후검증은 Wilcox's부호순위검정과 bonffenoill의 수정법으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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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성적

333...111...구구구취취취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333...111...111...구구구취취취측측측정정정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Oral Chroma의 제조회사인 판정치와 구취 인지기준치와를 비교하여,구취

강도의 판정(녹색점등)을 표시한 기준을 1군에서부터 4군까지 분류 하였다
(표 2).판정기준에 따라 성별로 분류시 1군은 7명,2군은 19명,3군은 17명,
4군은 21명으로 나타내었다(표3).

표표표 222...구구구취취취강강강도도도의의의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구취발생상태* 구분 판정
명확한 구취가 있으며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음 심한 경우 1군

중등도 이하의 구취가 존재함. 중등도인 경우 2군

구취를 거의 느끼지 않음. 약한 경우 3군

구취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향이 있는
음식의 대사과정에 의한 것일 수 있음.

역치 또는
그 이상인 경우

4군

*:ThehalitosismeasuringdeviceOralchrom TM

표표표 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

구분 1군 2군 3군 4군 합계

합계 7(100) 19(100) 17(100) 21(100) 64(100)

여 4(57.12) 10(25.66) 11(64.68) 12(57.12) 37(57.72)

남 3(42.88)  9(47.34)  6(35.32)  9(42.88) 2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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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황황황화화화수수수소소소의의의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Oral Chroma 구취측정치에서 황화수소의 2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73Ng/10ml에서 2주후는 0.50Ng/10ml에서 4주후는 0.28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황화수소의 3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4.97Ng/10ml에서 2주
후는 3.96Ng/10ml에서 4주후는1.21Ng/10ml으로 나타났다(p<0.05)(표4).

표표표 444...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황황황화화화수수수소소소의의의 측측측정정정농농농도도도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1군 3.65±5.70 0.47±0.88 0.74±1.48 0.568
2군 1.73±2.79 0.50±0.98 0.28±0.47 000...000222444***

3군 4.97±5.58 3.96±6.73 1.21±3.42 000...000000000***

4군 2.28±2.70 2.41±4.73 0.92±1.53 0.075

Friedman의 비모수검정 *p<0.05

333...111...333...메메메틸틸틸머머머캡캡캡탄탄탄의의의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OralChroma 구취측정치에서 메틸머캡탄의 1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2.10Ng/10ml에서 2주후는 1.43Ng/10ml에서 4주후는 0.51Ng/10ml으로 나타
났다(p>0.05).메틸머캡탄의 2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49Ng/10ml에서 2주
후는 1.03Ng/10ml에서 4주후는 0.28Ng/10ml으로 나타났다(p<0.05).메틸머
캡탄의 3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71Ng/10ml에서 2주후는 1.55Ng/10ml에서
4주후는 0.29Ng/10ml으로 나타났다(p<0.05).메틸머캡탄의 4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55Ng/10ml에서 2주후는 1.32Ng/10ml에서 4주후는 0.70Ng/10ml
으로 나타났다(p<0.05)(표5).



- 8 -

표표표 555...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메메메틸틸틸머머머캡캡캡탄탄탄의의의 측측측정정정농농농도도도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1군 2.10±3.19 1.43±3.10 0.51±0.66 0.280
2군 1.49±1.82 1.03±2.07 0.28±0.46 000...000000000***

3군 1.71±1.39 1.55±1.94 0.29±0.75 000...000000111***

4군 1.55±1.79 1.32±1.39 0.70±1.06 000...000444000***

Friedman의 비모수검정,*:p<0.05

333...111...444...황황황화화화디디디메메메틸틸틸의의의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OralChroma 구취측정치에서 황화디메틸의 1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08Ng/10ml에서 2주후는 0.79Ng/10ml에서 4주후는 0.70Ng/10ml으로 나타
났다(p>0.05).황화디메틸의 2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58Ng/10ml에서 2주
후는0.88Ng/10ml에서 4주후는 0.16Ng/10ml으로 나타났다(p>0.05).황화디
메틸의 3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10Ng/10ml에서 2주후는 1.08Ng/10ml에서
4주후는 0.93Ng/10ml으로 나타났다(p>0.05).황화디메틸의 4군 측정치가
초진시는 1.34Ng/10ml에서 2주후는 1.15Ng/10ml에서 4주후는 1.23Ng/10ml
으로 나타났다(p>0.05).(표6)

표표표 666...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황황황화화화디디디메메메틸틸틸 측측측정정정농농농도도도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1군 1.08±1.41 0.79±1.33 0.70±1.31 0.250

2군 1.58±1.86 0.88±1.43 0.16±0.30 000...000000444***

3군 1.10±1.61 1.08±1.22 0.93±2.84 000...000333222***

4군 1.34±1.21 1.15±1.63 1.23±2.29 0.230
Friedman의 비모수검정,*: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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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555...황황황화화화수수수소소소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황화수소의 성별에 따른 측정결과는 1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0.46Ng/10ml,남성은 7.91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0.17Ng/10ml,남성은
0.88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06Ng/10ml,남성은 1.65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 2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05Ng/10ml ,남성은
2.49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0.35Ng/10ml,남성은 0.66Ng/10ml에서 4주
후 여성은 0.10Ng/10ml,남성은 0.48Ng/10ml으로 나타났다(p>0.05).3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3.44Ng/10ml,남성은 7.77Ng/10ml에서 2주후 여
성은 1.42Ng/10ml1,남성은 8.62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22Ng/10ml,
남성은 3.04Ng/10ml으로 나타났다(p>0.05).4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2.06Ng/10ml,남성은 2.31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2.12Ng/10ml,남성은
2.73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1.25Ng/10ml,남성은 0.28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표7).

표표표 777...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황황황화화화수수수소소소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여 남 여 남 여 남

1군 0.46
±0.60

7.91
±7.02 .229 0.17

±0.26
0.88
±1.35 .857 0.06

±0.12
1.65
±2.11 .229

2군 1.05
±1.05

2.49
±3.88 .968 0.35

±0.52
0.66
±1.35 .905 0.10

±0.21
0.48
±0.60 .211

3군 3.44
±2.89

7.77
±8.26 .350 1.42

±1.91
8.62
±9.86 .098 0.22

±0.46
3.04
±5.55 .350

4군 2.06
±2.60

2.31
±2.74 .972 2.12

±2.12
2.73
±6.71 .211 1.25

±1.83
0.28
±0.52 .277

Mann-whithey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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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666...메메메틸틸틸머머머캡캡캡탄탄탄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메틸머캡탄의 성별에 따른 측정결과는 1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11Ng/10ml,남성은 3.41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0.21Ng/10ml,남성은
3.06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30Ng/10ml,남성은 0.79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 2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16Ng/10ml ,남성은
1.84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1.40Ng/10ml,남성은 0.62Ng/10ml에서 4주
후 여성은 0.20Ng/10ml,남성은 0.38Ng/10ml으로 나타났다(p>0.05).3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52Ng/10ml,남성은 2.07Ng/10ml에서 2주후 여
성은 1.16Ng/10ml,남성은 2.27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03Ng/10ml,남
성은 0.77Ng/10ml으로 나타났다(p>0.05).4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46Ng/10ml,남성은 1.57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1.77Ng/10ml,남성은
0.82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91Ng/10ml,남성은 0.25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표8).

표표표 888...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메메메틸틸틸머머머캡캡캡탄탄탄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p-value
2주후

p-value
4주후

p-value
여 남 여 남 여 남

1군 1.11
±1.42

3.41
±4.79 .629 0.21

±0.43
3.06
±4.65 .400 0.30

±0.61
0.79
±0.75 .400

2군 1.16
±1.79

1.84
±1.89 .661 1.40

±2.80
0.62
±0.67 .905 0.20

±0.34
0.38
±0.59 .315

3군 1.52
±1.38

2.07
±1.47 .525 1.16

±1.18
2.27
±2.88 .525 0.03

±0.06
0.77
±1.17 .256

4군 1.46
±1.97

1.57
±1.38 .464 1.77

±1.63
0.82
±0.91 .182 0.91

±1.27
0.25
±0.43 .345

Mann-whithey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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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777...황황황화화화디디디메메메틸틸틸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황화디메틸의 성별에 따른 측정결과는 1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0.53Ng/10ml,남성은 1.81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0.41Ng/10ml,남성은
1.29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09Ng/10ml,남성은 1.52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 2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25Ng/10ml ,남성은
1.94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0.87Ng/10ml,남성은 0.90Ng/10ml에서 4주
후 여성은 0.12Ng/10ml,남성은 0.21Ng/10ml으로 나타났다(p>0.05).3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29Ng/10ml,남성은 2.07Ng/10ml에서 2주후 여
성은 1.16Ng/10ml,남성은 2.27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0.03Ng/10ml,남
성은 0.77Ng/10ml으로 나타났다(p>0.05).4군 측정치가 초진시 여성은
1.46Ng/10ml,남성은 0.76Ng/10ml에서 2주후 여성은 1.42Ng/10ml,남성은
0.84Ng/10ml에서 4주후 여성은 1.40Ng/10ml4,남성은 0.74Ng/10ml으로 나
타났다(p>0.05)(표9).

표표표 999...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황황황화화화디디디메메메틸틸틸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여 남 여 남 여 남

1군 0.53
±0.43

1.81
±2.08 .629 0.41

±0.49
1.29
±2.07 .857 0.09

±0.18
1.52
±1.83 .229

2군 1.25
±1.20

1.94
±2.42 .905 0.87

±1.58
0.90
±1.35 .661 0.12

±0.20
0.21
±0.40 .842

3군 1.29
±1.98

0.76
±0.47 .808 1.26

±1.38
0.75
±0.88 .525 0.22

±0.50
2.23
±4.72 .525

4군 1.25
±0.83

1.32
±1.61 .422 1.42

±1.67
0.84
±1.64 .156 1.40

±2.74
0.74
±1.22 .862

Mann-whithey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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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888초초초진진진시시시와와와 222주주주후후후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의의의 평평평균균균차차차
초진시와 2주후 경과간의 평균차는 1군에서 3군까지 수치가 감소하였다

(p>0.016).초진시와 2주후 경과간의 평균차는 4군에서 황화수소는 0.13Ng/10m
만 증가하였고,메틸머캡탄은 0.23Ng/10ml,황화디메틸은 0.19Ng/10ml으로 감
소하였다(p>0.016)(표10).

표표표 111000...군군군별별별 휘휘휘발발발성성성황황황합합합화화화물물물의의의 성성성분분분별별별 초초초진진진시시시와와와 222주주주후후후 평평평균균균차차차
단위:Ng/10ml

분류 H2S p-value CH3SH p-value (CH3)2S p-value

1군 -3.18 0.345 -0.67 0.345 -0.29 0.612

2군 -1.23 0.020 -0.46 0.088 -0.7 0.140

3군 -1.01 0.249 -0.16 0.657 -0.02 0.721

4군 +0.13 0.520 -0.23 0.506 -0.19 0.257

Wilcox's부호순위검정과 bonffenoill의 수정을 이용함

333...111...999...222주주주후후후와와와 444주주주후후후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의의의 평평평균균균차차차
2주후와 4주후 경과간의 평균차는 1군에서 황화수소는 0.27Ng/10ml,으로

증가하였고,메틸머캡탄은 0.92Ng/10ml,황화디메틸은 0.09Ng/10ml으로 감소
하였다(p>0.016).4군에서 황화수소는 1.49Ng/10ml,메틸머캡탄은 0.62Ng/10ml
으로 감소하였지만,황화디메틸은 0.08Ng/10ml으로 증가하였다(p>0.016).2군에
서황화수소는 0.22Ng/10ml, 황화디메틸은 0.72Ng/10ml으로 감소하였고
(p>0.016),메틸머캡탄도 0.75Ng/10ml으로 감소하였다(p>0.016)(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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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군군군별별별 휘휘휘발발발성성성황황황합합합화화화물물물의의의 성성성분분분별별별 222주주주후후후와와와 444주주주후후후 평평평균균균차차차
단위:Ng/10ml

분류 H2S CH3SH (CH3)2S

1군 +0.27 0.686 -0.92 0.715 -0.09 0.500

2군 -0.22 0.346 -0.75 000...000111555*** -0.72 0.068

3군 -2.75 0.017 -1.26 000...000000555*** -0.15 0.086

4군 -1.49 0.121 -0.62 0.079 +0.08 0.552
Wilcox's부호순위검정과 bonffenoill의 수정을 이용함,*:p<0.016

333...111...111000...초초초진진진시시시와와와 444주주주후후후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의의의 평평평균균균차차차
초진시와 4주후 경과간의 평균차가 1군,2군,3군,4군 모두 감소하였다.2

군에서는 황화수소 1.45 메틸머캡탄 121 황화디메틸은 1.42로 감소하였다
(p<0.016)(표12).

표표표 111222...군군군별별별 휘휘휘발발발성성성황황황화화화합합합물물물의의의 성성성분분분별별별 초초초진진진시시시와와와 444주주주후후후 평평평균균균차차차
단위:Ng/10ml

분류 H2S CH3SH (CH3)2S

1군 -2.91 0.249 -1.59 0.173 -0.38 0.271

2군 -1.45 000...000000555*** -1.21 000...000000333*** -1.42 000...000000111***

3군 -3.76 000...000000999*** -1.42 000...000000444*** -0.17 0.327

4군 -1.36 0.027 -0.85 0.053 -0.11 0.408

Wilcox's부호순위검정과 bonffenoill의 수정을 이용함,*:p<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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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111111...휘휘휘발발발성성성황황황화화화합합합물물물 총총총량량량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1군에서는 황화수소는 7.38,메틸머캡탄은 4.14,황화디메틸은 0.41으로 감소

하였다(p<0.016).2군에서는 황화수소는 7.78,메틸머캡탄은 8.76,황화디메틸은
6.07으로 감소하였다(p<0.016).3군에서는 황화수소는 5.17,메틸머캡탄은 2.00,
황화디메틸은 1.47으로 감소하였다(p<0.016).4군에서는 황화수소는 4.43,메틸
머캡탄은 3.76,황화디메틸은 2.18으로 감소하였다(p<0.016)(표13).

표표표 111333...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휘휘휘발발발성성성황황황화화화합합합물물물총총총량량량 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단위:Ng/10ml

분류 초진시 2주후 4주후 p-value
1군 7.38 4.14 0.41 ...000000222***
2군 7.78 8.76 6.07 ...000111111***
3군 5.17 2.00 1.47 ...000000000***
4군 4.43 3.76 2.18 ...000000000***

Friedman의 비모수검정,*:p<0.05

333...222...치치치주주주상상상태태태변변변화화화
초진시 치주낭깊이와 출혈지수의 평균은 각각 2.09mm과 40.97%이었으

며,4주후 치주낭깊이와 출혈지수의 평균은 각각 1.82mm과 24.43%이었다
(표14).

표표표 111444...군군군별별별 측측측정정정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주주주낭낭낭깊깊깊이이이와와와 출출출혈혈혈지지지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분류
치주낭깊이(mm)

p-value
출혈지수(%)

p-value
초진시 4주후 초진시 4주후

1군 1.76±0.80 0.53±0.90 .021 35.91±19.15 3.99±6.82 .003
2군 1.49±0.97 0.51±0.83 .001 31.50±25.51 7.24±13.34 .000
3군 1.61±0.94 0.32±0.73 .000 33.40±25.99 2.96±6.95 .000
4군 1.62±0.97 0.49±0.92 .000 30.22±20.93 7.36±15.70 .000
전체 2.09 1.82 40.97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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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안

구취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대부분
의 경우는 음식 섭취후의 구취나 구강질환에 의한 냄새 등과 같이 인과관계
가 분명한 일시적 현상이며,간혹 타인들이 느끼기에 역겨울 정도로 심한 구
취가 발생되기도 하나 적절한 구강관리나 치료,혹은 기타 원인요소의 제거
등을 통해 쉽게 다룰 수 있는 불편한 정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
직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실이다.그러나 구강내 휘발성 황화물의 농도를 측
정하는 구취측정기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별 달리 병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취가 하
나의 질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름대로는 적절한 치료를 찾게 된
다19).
현재까지 보고 된 좋지 않은 냄새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은 hydrogen

sulfide,methylmercaptan,dimethylsulfide,n-dodecanol,n-tetradecanol,
phenol, indole, diphenylamine, pyridine과 다른 물질20) 등이 있으나
Tonzetich와 Richter6)는 아민과 암모니아가 구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보고와는 다르게 휘발성 황화합물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또한
Tonzetich7)는 기체색충분광법을 사용하여 이중 hydrogen sulfide,methyl
mercaptan,dimethylsulfide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이 구취의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15).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에서 보면,전체적인 평균연령은 성별에 따

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전체적인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4명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1).Iwakura등21)은 구취로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여성이 구취에 더 민감한 결과라고 보고한 바,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구취발생상태를 구분하여 판정하였던 것은 oralchroma의 판정치와 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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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준치와 비교하여 관능적인 구취강도의 판정함으로써,기간별과 군별간
에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표2).
판정기준별에 따른 성별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1명에서 최고5명이

더 많으며,1군은 7명,2군은 19명,3군은 17명,4군은 21명으로 군별간의 표
본 수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3).이는 군별간의 일정한 비
율의 표본수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Halimeter또는 Gas-Chromotography를 이용하여 구취의 생성에 관여하

는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Gas
Chromotography는 Halimeter에 비해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22),Halimeter는 Gas
Chromotography에 비해 간편하나 특정 일부 기체만을 인지하기 때문에 구취
진단에 있어 그 한계성을 지닌다.최근에 소개된 간이 GasChromotography
인 OralChroma는 구취를 일으키는 휘발성 황 화합물중 90%이상을 차지하
는 황화수소,메틸 머캅탄 및 황화 디메틸의 각 값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서
보다 폭넓은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측정기간별 군별 황화수소의 측정농도에서 보면,1,4군 측정농도가 감소 또

는 증가 하였지만,2,3군은 초진시부터 4주후까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4).
측정기간별 군별 메틸머캡탄의 측정농도에서 보면,1,2,3,4군 모두 어느 정도
감소하였고,1군을 제외한 2,3,4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5).메틸머캡탄은
어느 정도 구취감소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측정기간별 군별 황화디메틸의 측정농도에서 보면,1,2,3군의 측정농도가

어느 정도 감소 하였지만,4군은 초진시에 비해 2주후의 평균값이 0.08증가
하였다(표6).
표 7,8,9에서 보면,모든 군별,기간별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Miyazaki등27)성별과 구취와의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였고,
Tonzetich23)는 월경 주기 동안 측정된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가 증식기에
비해 배란시에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휘발성 황 화합물의 증가가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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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겐의 증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향후 성별과 구취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군별 초진시와 2주후 경과간의 휘발성 황화합물의 성분별 평균차이에서 보

면,1,2,3군 모두 어느 정도 감소하였지만 4군은 황화수소 0.13로 증가하였다
가 메틸머캡탄은 0.23,황화디메틸은 0.19로 감소하였다(표10).
군별 2주후와 4주후 휘발성 황화합물의 성분별 평균차이에서 보면,1군에

서는 황화수소 0.27증가하였고,4군의 황화디메틸은 0.08증가하였다.하지
만,2,3군 황화수소,메틸머캡탄,황화디메틸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11).
표 10,11에서 보면 휘발성 황화합물의 어느 정도 증가하였던 것은 연구대상
자들이 구취측정 이전에 음식섭취나 흡연 등 환자자신의 관리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 바,앞으로 유사 연구가 시행할 경
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군별 초진시와 4주후 휘발성 황화합물의 성분별 평균차이에서 보면,모든

군별의 황화수소,메틸머캡탄,황화디메틸 모두 감소하였다(표 12).
군별,측정기간별 휘발성 황화물의 전체 총량은 초진시 비해 4주후에서 심

한 구취발생군 18배,중등도 구취발생군 1.2배,약한 구취발생군 3.5배,역치
또는 구취 이상군 2배로 모두 감소하였다(표13).
표 12,13을 보면 휘발성 황화합물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은 휘발성 황화

합물의 약 90%를 차지하는 황화수소와 메틸머캡탄은 많은 연구에서 치주질
환과 높은 상관성이 보고 되었고24,25),Awano등26)의 연구에서 세가지 Gas
중 큰 연관성이 입증된 메틸머캡탄이 이번 연구에서 어느 정도 유의하게 감
소된 바,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를 이용한 구취감소되었다고 사료된다.이처럼
구취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뿐 아
니라 구취의 주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 황 화합물 자체가 치주질
환의 진행에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취의 정확한 평가와 치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결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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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 측정기관별 치주낭깊이와 출혈지수의 차이에서 보면,치주낭 깊이는
평균값 2.09mm에서 1.82mm,출혈지수는 40.97%에서 24.43%으로 감소하였다
(표14).치은염 및 치주염 환자의 상당수가 구취를 호소하며,실제로 치주질
환과 구취의 관련성이 Tonzetich12)은 치주낭깊이와 출혈지수가 증가함에 따
라 VSC도 증대 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Miyasaki등5)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검사시 구취가 치주질환과 함께 설태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언
급하였으며,구취 원인으로 젊은 층에서는 주로 설태가 작용하나 노년층에서
는 치주질환과 함께 설태가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본인 연구에는 설태
에 관한 검사가 없으므로 향후 설태지수,치석지수,치은염 지수,치태지수
등 체계적인 임상관련지수와 함께 필요함을 사료된다.



- 19 -

Ⅴ. 결  론

구취란 입을 통하여 나오는 호기의 냄새다.구취는 복잡하고 다양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미치
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개별구강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내원하
는 환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법을 이용한 구취감소효과를
확인하고자 조선대학교 예방치과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구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 전신질환이 없고,약물복용을 하지 않는 환자 총 64명
(여:37명,남: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구취측정과 치석제거를 포함한 전문
가 치면세균막관리,개별 잇솔질 교습,치주낭탐침과 출혈유무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심한 구취군에서 황화수소는 초진시 비해 2주후에서 약10배(p>0.05),중등
도 구취군에서 황화디메틸은 초진시 비해 4주후에서 약10배(p<0.05),약한
구취군에서 메틸머캡탄은 초진시 비해 4주후에서 약 6배 감소하였다(p<0.05).

2.모든 군별,기간별에서 휘발성황화합물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05).

3.군별,기간별 휘발성 황화물의 전체 총량은 초진시 비해 4주후에서 심한
구취발생군은 18배,중등도 구취발생군은 1.2배,약한 구취발생군은 3.5배,
역치 또는 구취 이상군은 2배정도 감소하였다(p<0.05).

4.평균 치주낭깊이의 감소는 초진시 2.09mm 에서 4주후 1.82mm,출혈지수
감소는 초진시 40.97%에서 4주후 24.43%정도 감소하였다(p<0.05).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개별직접잇솔질교습이 포함된 계속관리
제도를 이용한 결과 구취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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