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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 of oral health care on primary school 

children including dental caries activity test

EEEuuunnn---yyyuuunnngggSSSooonnn...,,,RRR...DDD...HHH...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DDDooonnngggkkkiiieeeKKKiiimmm...,,,DDD...DDD...SSS,,,MMM...SSS...DDD...,,,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hhheeeaaalllttthhh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hhheeeaaalllttthhh,,,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keyword:cariesactivitytest,primaryschoolchildren,oralhealthcare

: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dtheeffectiveness
oforalhealth careincluding some ofdentalcaries activity testprimary
schoolchildrenofdentalclinics.

:Thedentalsurveysandinitialcariescontroland
some of dental caries activity test ( , ,
un-stimulationsalivatest)wereperformedbytraineddentalhygienistswith
dentistfrom on6to13yearsoldpatientsofS dentalclinicinGwangju
MetropolitanCities.Thesamplesizeof 39children(18inoralhealthcare
group,21incontrolgroup)andhasacceptedtotheirparents.

:
1.The results ofcaries activity testscore(
test)wasreducedto1.4-1.6timesinoralhealthcaregroup(OHCG).

2.OralHygieneSimplifiedIndexofOHCG wasreducedto1.6timesduring
sixmonthsand1years.

3.DMFT index ofOHCG was reduced more 1.4 times than Control
Group(CG)after1years.

4.DT indexofOHCG wasreducedmore12timesthanControlGroup(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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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1years.
5.DentalhealthcapacityofthefirstpermentmolarofOHCG wasreduced

more1.02timesthanCGafter1years.

:From theabovetheresults,longliferelatedincrementaloral
healthcaresystem hasreinforcedtoprimaryschoolchildrenindentalclinic
withoralhealthprofessional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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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과진료영역에서도 cure에서 care로 그리고 maintenance
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1)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치과진료는 아직도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치과진료체계상 계속구강건강관
리를 시도하려고 하여도 환자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고,치과진료기관에서도 별로 선
호하지 않고 있다.2)

과거에 비해 치과 병

�

의원이 증가하였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수가 급증하였
으며,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제반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상태의 개선은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3)

건강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4)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급여비 중 치과관련
요양급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10위 안에 우리나라 국
민들의 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5)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아
수가 1972년에 0.6개,1979년에 2.5개,1990년에 3.1개,2003년에 3.25개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2.2개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12세 아동
의 구강건강은 OECD국가 중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구강상병인 치
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구강보건진료체계가 이루
어져야 하며 특히 평생구강건강유지에 중요한 연령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
강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관급수불화사업,불소
용액수구사업,집단 잇솔질사업,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차 구강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치과기관에서는 주로 치료위주의 진료
가 행해질 뿐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간
치의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보나,경제적 측면에서 보
나,보건학적 입장에서 보나 구강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되,가급적이면 3차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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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2차 예방법으로 관리하고,2차 예방법보다는 1차 예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이러한 구강상병 관리의 원칙은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하에서 시
행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구강건강수준을 증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6)

계속구강건강관리(recallsystem)의 기본 개념은 예방 및 치료를 공급해 줌으로
써 계속건강수준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를 1
회성으로 시행하는 단편적인 예방진료와는 개념이 다르다.일반적으로 예방진료라고
하면 관심이 치아에 맞추어져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을 하거나
1회성의 불소도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계속구강건강관리는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며,진행되고 있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조기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7).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전반적
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치아우식증의 발생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의 하나인 치아우식활성검사는 구강 내에서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
되는 치아우식증의 발생요인을 찾아내고,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강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임상에서도 개인 환자
들의 우식활성도를 예측하는 것은 성공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차 구강진료기관인 치의원에서 초등학교대상의 구강건강의 증진유지를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이용하여 치아우식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우식활성검사의 개량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8)및 우식활성검
사의 우식예측력에 관한 횡단적연구9),우식활성 검사성적과 우식경험도의 상관성10)

에 대한 연구,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치아우식예방효과11)등의 기초적인
연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실제 민간 치의원에서의 치아우식활성도검사를 이
용한 초등학생 계속구강건강관리의 모형 및 사례연구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치의원에서 초등학생의 치아우식활성검사를 포함한 계속구강
건강관리를 시행하여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계속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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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2.1연구대상

예방위주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S치과에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만6세에서 13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자에게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계속
구강건강관리에 동의한 20명의 환자 중 1년간의 관리과정을 마친 18명(남 9,여
9)을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이하 계속 관리군)으로 하였고,계속구강건강관리시행을
원하지 않은 동일연령의 환자 21명(남 8,여 13)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2연구방법

2.2.1계속구강건강관리 제도 운영

내원 환자 중 구강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예방에 관심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
자와 보호자에게 계속구강건강관리에 관해 설명하고,동의하는 경우 계속구강건강관
리를 시작하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예방시술을 담당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
여 계속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내용 교육과 실습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담당인력간의
업무를 표준화 하였다.

2.2.2우식경험도 조사

치과용 진료대에서 치과의사가 시진과 탐침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구강을 검사하
였으며,우식유치,우식경험충전유치,우식영구치,우식경험충전영구치를 각각 계수
하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우식유치지수(dt index), 처치유치지수(ft
index),우식경험유치지수(dftindex),우식영구치지수(DTindex),처치영구치지
수 (FTindex),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index)등을 산출하였다.연구대상자들
이 혼합치열기 아동으로서 생리적으로 탈락한 유치와 우식증으로 인해 발거된 유치
를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혼합치열기 아동의 유치우식경험도 조사방법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우식경험상실유치지수(mtindex)를 조사내용에서 제외



- 4 -

시켰다.

2.2.3간이구강위생지수 측정 (SimplifiedOralHygieneIndex:S-OHI)

구강환경관리 능력은 계속구강건강관리군에서 초진 시와 6개월 후,12개월 후 측
정하였으며,간이구강환경능력지수 중 간이잔사지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상악우측
제1대구치협면,상악우측중절치순면,상악좌측제1대구치협면,하악좌측제1대구치설
면,하악좌측중절치순면,하악좌측제1대구치설면에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치면을
착색하였다.12)

해당 치면에 치면세균막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면,0-3점이 6개 있으므로 합계는
0-18점이 되고 이것을 평가 치면으로 나눠 0-3점으로 산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평가점수가 0-0.5인 경우는 score0,0.5-1.0인 경우는 score1,1.0-1.5인 경우
는 score2,1.5-3.0인 경우는 score3으로 분류하여 판정하였다(표1).

표표표 111...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지지지수수수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score 0 1 2 3
간이구강위생지수 0-0.5 0.5-1.0 1.0-1.5 1.5-3.0

2.2.4비자극성 타액 분비율 검사

약 5분 동안 소독한 밀봉용기에 비자극성 타액을 뱉도록 한 후 채취된 타액을 눈
금이 표시된 시험관에 옮겨 타액 양을 측정 하였으며,비자극성타액의 5분간 분비율
이 1.25-1.75ml인 경우 보통으로 score0,0.50-1.25ml인 경우 적음으로 score
1,5ml이하인 경우 구강건조증으로 score2로 분류하여 판정하였다(표2).

표표표 222...비비비자자자극극극성성성 타타타액액액 분분분비비비율율율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score 0 1 2
비자극성타액분비율/5min 1.25-1.75ml 0.50-1.25ml 0.5ml이하
판정 보통 적음 구강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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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산생성도 검사( test)

채취된 비자극성타액 중 0.2㎖를 micropipette를 사용하여 배지가 들어있는 시
험관속에 넣은 다음 37℃의 배양기(JEID TECH IB-22GT.KOREA)에 넣고 72
시간 배양 후 배지의 색상변화를 판정하였다.

2.2.5.1 배지제조증류수100mℓ에 SnydertestAgar(DIFCO Laborates.U.S.A)6.5g을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5mℓ씩 testtube에 분주한 후 121-124℃에서 15
분간 고압증기멸균하고 냉장고에 4℃로 보관하였다.

2.2.5.2 산생성도 평가

72시간 배양하여 배지의 색상변화로서 배지의 길이를 4등분하였을 때 색상의 변
화가 없으면 우식활성도 없음으로 Score0,1/4이 청색에서 황색으로 변한경우는
우식활성도 미약으로 Score 1,2/4가 황색으로 변한경우는 우식활성도 약으로
Score2,3/4이 황색으로 변한경우는 우식활성도 중으로 Score3,배지의 색이 모두
황색으로 변한경우에는 우식활성도 강으로 Score4로 분류하여 판정하였다(표3).

표표표333... ttteeesssttt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score 0 1 2 3 4
colorchange 없음 1/4 2/4 3/4 All
우식활성도 없음 미약 약 중 강

2.2.6 test

채취된 비자극성 타액을 사용하여 소독된 면봉으로 배지에 골고루 도말한 후 3
7℃에서 48시간동안 배양기(JEIDTECH IB-22GT.KOREA)에서 배양 하였다.

2.2.6.1 배지제조

증류수100mℓ에 MitisSalivariusAgar(DIFCO.U.S.A)9g과 Sucrose20g
를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50℃까지 식히고 Bacitracin100㎕를 첨가
한 후 4mℓ씩 분주하여 4℃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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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Streptococcus mutans Colony Foaming Unit (CFU)판정뮤탄스 연쇄상구균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집락(colony)수를 산정하였다.세균 집
락수는 표준비교표와 비교하여 타액 1ml당 CFU가 10⁴CFU/ml미만인 경우 score
0,10

⁵

CFU/ml내외인 경우 score1,10
⁵

CFU/ml이상 10
⁶

CFU/ml사이인 경우
score2,10

⁶

CFU/ml이상인 경우 score3로 판정하였다(표4).

표표표444...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score 0 1 2 3
CFU/ml <1만 <10만 10만～100만 100만

2.2.7 검사

채취된 비자극성타액을 사용하여 소독된 면봉으로 배지에 골고루 도말한 후 37℃
에서 4일간 배양한 후 Lactobacillius의 숫자를 측정하였다.

2.2.7.1 Lactobacillus 배지 제작

증류수100mℓ에 RogosaSLAgar(DIFCO.U.S.A)7g을 넣고 멸균한 후 4m
ℓ씩 분주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2.2.7.2 Lactobacillus 배지판독 

세균 집락수는 표준비교표와 비교하여 타액 1ml당 CFU가 103 CFU/ml미만인
경우 score1,10⁴CFU/ml내외인 경우 score2,105 CFU/ml내외인 경우
score3,10

⁶ 

CFU/ml내외인 경우 score4로 판정하였다(표5).

표표표555...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score 1 2 3 4
CFU/ml <천 <1만 <10만 <100만

2.2.8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세균검사

구강 진료 시 환자의 구강 내 세균을 관찰하기 위하여,기존의 방법인 복잡한 염
색법을 사용하지 않고 치면에서 탐침을 이용하여 세균막의 일부를 채취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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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 현미경에서 검사하고 주요 세균의 모양과 운동성을 관찰하였다.1)

2.2.9제1대구치건강도

제1대구치의 기능은 우식증이나 충전 또는 발거에 의하여 감소된다.그러므로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크룬은 제1대구치건강도를 표시하는 건강도 평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창안 제시한 바 있다.제1대구치 건강도 평점기준에 따라 1치면이 우식증에 이
환된 6세구치를 9점으로 평점하고,5개 치면에 충전되어 있는 6세구치를 7.5점으로
평점 한다.4개의 6세구치를 평점기준에 따라 4개의 제1대구치에 대한 총 평점의
40점에 대한 백분율을 개체의 치아건강도 또는 제일대구치건강도 혹은 치아건강용
량이라고 한다.반면에,제1대구치의 100%에 대한 보수를 제1대구치우식경험율이
라고 한다.이러한 두 개의 지표는 학생의 구강건강수준을 표시하는 데에 적합한 지
표이며 계속 제1대구치관리사업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제1
대구치건강도는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받는 인간집단에서 비교적 높으나,계속구강건
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인간집단에서는 비교적 낮다.6)

표표표666...제제제111대대대구구구치치치건건건강강강도도도 산산산출출출방방방법법법

<제1대구치 건강도 평점기준>
건전제1대구치 10점
상실제1대구치나 발거지시제1대구치 0점

미처치우식제1대구치는 우식증에 이환된 치면수에 따라 감점한다
1치면이 이환되었으면 1점 감점
2치면이 이환되었으면 2점 감점
3치면이 이환되었으면 3점 감점
4치면이 이환되었으면 4점 감점

충전되어 있는 제1대구치는 충전 치면 수에 따라 감점한다.
충전이 1치면에 국한된 경우 0.5점 감점
충전이 2치면에 국한된 경우 1.0점 감점
충전이 3치면에 국한된 경우 1.5점 감점
충전이 4치면에 국한된 경우 2.0점 감점
충전이 5치면에 국한된 경우 2.5점 감점

제1대구치건강도=총제1대구치 건강도 평점 ×1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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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계속구강건강관리내용

계속구강건강관리시행 전 치아우식활성검사를 통하여 개개인의 치아우식발생요인
을 가능한대로 찾아내고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치료 및 예방계획을 수
립하여 이에 적합한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기초구강검진 시
필요한 경우 치아우식증의 치료와 예방 및 집중관리를 받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4회 내원하게 하였으며 매 내원시마다 잇솔질 교습,전문가 치면세마,불소도포 등의
구강관리를 해주었다.

1)개별잇솔질 교습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잇솔질 교습전 치면착색제를 도포하여 치면세균막
관리상태를 확인시킨 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연령에서는 폰즈법 위주로 지도하
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경우는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교습하였다.

2)치면세마

구강검진결과 치석이 부착된 경우 치석제거를 실시하였다.

3)치면열구전색

전체적인 구강상태를 검사하여 치아우식증 발생이 우려되는 대구치와 소구치를 대
상으로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하였다.맹출 중인 대구치는 완전맹출시까지 기다릴 경
우 치아우식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단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하고 완전 맹출 후
추가적인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하였다.또한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상태 확인 후 전색
제가 탈락한 경우에는 재전색을 시행하였다.

4)전문가 불소국소도포

전문가 불소국소도포방법으로 이온도포법과 불소겔도포법을 이용하였으며 이온 도
포법에는 2% 불화나트륨 용액을 이용하였고,불소겔도포법에는 1.23% 산성 불화
인산염 제재인 sultanchemists회사(미국)의 TopicalFluoridegel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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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구강보건교육

계속구강건강관리중에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
게 하기 위해 보호자와 환자에게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구강
보건교육은 인접면 치면세균막관리방법,맹출 중인 치아 관리,정기적인 관리의 중
요성,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원인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실시하였다.

2.4구강건강증진효과에 대한 평가

계속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에서 초진 시 치아우식활성검사와 구강검진을 실시하
여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하였고,계속구강건강관리군에서는 6개월 후,12개월 경과
후 초진 시와 같은 기준으로 치아우식활성검사와 구강검진을 실시하였고,대조군에
서는 12개월 경과후에 구강검진만을 실시하여 관리전․후 변화된 구강상태를 파악
하였다.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기위해 우식유치지수,처치유치지수,우식경험유치지수,우
식경험유치율,우식영구치지수,처치영구치지수,우식경험영구치지수,우식경험영구
치율,제1대구치건강도를 산출하였다.

2.5통계분석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SPSS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계속구강건강관리기간에 따른 치아우식활성도와 구강건강상태의 변화는
repeatedmeasureANOVA,대조군에서는 시작 시와 1년경과 후 구강건강상태의
변화를 pairedt-test로 통계처리 하였다.치아우식활성도와 우식경험치지수에 관한
계속구강건강관리효과는 ANC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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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3.1초진시 계속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의 치아우식활성도

초진시 치아우식활성도를 검사한 결과 계속관리군의 S.mutansTest점수가 대
조군에 비해 1.05점 높게 나타났다(p<0.05)(표7).

표표표 777...초초초진진진시시시 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활활활성성성도도도 단위:점수

치아우식활성검사 계속관리군 대조군 평균차 최소-최대 p(N=18) (N=21)
Albanstest 3.33±0.69 2.75±1.21 0.52 1-4 .100
S.mutanstest 2.67±0.60 1.60±1.27 1.05 0-3 .002*
비자극성타액분비율 1.06±0.24 1.10±0.31-0.04 1-2 .653
독립표본t-test,*P<0.05

3.2초진시 계속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의 치아우식경험지수

초진시 계속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의 치아우식경험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차
이가 없었다(표8).

표표표 888...초초초진진진시시시 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지지지수수수 단위:치아수

우식경험치지수 계속관리군 대조군 평균차 최소-최대 p(N=18) (N=21)
유치
우식 0.89±1.61 1.10±1.22 -0.21 0-5 .651
처지 2.39±2.97 3.43±3.11 -1.04 0-9 .295
우식경험 3.28±3.64 4.52±3.97 -1.25 0-13 .317

영구치
우식 1.44±1.98 0.57±0.93 0.87 0-6 .099
처치 1.06±2.58 0.57±1.39 0.48 0-9 .462
우식경험 2.56±3.71 1.14±1.62 1.41 0-13 .148

독립표본t-test,9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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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우식경험치지수의 변화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우식유치지수는 12개월 경과후 초진시와 비교하여
9배 감소되었고,처치유치지수는 1.3배 증가되었으며,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2개
월 경과 후 초진시와 비교하여 14배 감소되었으며,처치영구치지수는 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와 비교하여 2.4배 증가되었다(p<0.05)(표9).

표표표 999...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기기기간간간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치치치지지지수수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단위:치아수

우식경험치지수 초진 6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초진 12개월후
평균차 평균차 평균차

유치
우식 0.89±1.61 00.0±0.00 0.00±0.00 0.00±0.00 0.89±1.61 0.00±0.00

-0.89* 0.00 -0.89*
처치 2.39±2.97 3.28±3.43 3.28±3.43 3.17±3.47 2.39±2.97 3.17±3.47

0.89* -0.11 0.78*
우식경험 3.28±3.64 3.28±3.42 3.28±3.24 3.17±3.47 3.28±3.64 3.17±3.47

0.00 -0.11 -0.11
영구치
우식 1.44±1.97 0.00±0.00 0.00±0.00 0.06±0.24 1.44±1.97 0.06±0.24

-1.44* - 0.06 -1.38*
처치 1.06±2.58 2.56±3.52 2.56±3.52 2.56±3.52 1.06±2.58 2.56±3.52

1.50* . 1.50*
우식경험 2.56±3.71 2.56±3.71 2.56±3.71 2.53±3.71 2.56±3.71 2.53±3.71

0.05 -0.08 -0.03
*N=18,repeatedmeasureANOVA,*p<0.05

시간경과에 따른 대조군의 처치영구치지수는 초진시 0.57개에서 12개월경과 후
1.19개로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14개에서
2.05개로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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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도도도 단위:치아수

우식경험치지수 초진시 12개월경과후 평균차 최소-최대 p
유치

우식 1.10±1.22 0.43±0.93 -0.67 0-4 0.045*
처치 3.43±3.11 3.67±3.61 0.24 0-11 0.643
우식경험 4.52±3.97 4.09±3.89 -0.43 0-13 0.423

영구치
우식 0.57±0.93 0.86±1.15 0.29 0-4 0.389
처치 0.57±1.39 1.19±1.67 0.62 0-6 0.006*
우식경험 1.14±1.62 2.05±2.33 0.90 0-8 0.003*

N=21,대응표본t-test,*p<0.05

3.4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치아우식활성도 변화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Alban'stest결과는 초진시와 6개월에서 1.0점이
감소하였고 6개월과 12개월에서 0.16점이 감소하여 6개월경과 후 초진시의 1.4배,
12개월경과 후 초진시의 1.5배 감소되었으며,Lactobacillustest결과는 초진시와
6개월에서 0.78점이 감소하였고,6개월과 12개월에서 0.67점이 감소하여 6개월경
과 후 초진시의 1.5배,12개월경과 후 초진시의 1.6배 감소되었다(p<0.05)(표11).

표표표 111111...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활활활성성성도도도 변변변화화화 단위:점수

치아우식활성검사 초진 6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초진 12개월후
평균차 평균차 평균차

Alban'stest 3.3±0.7 2.3±0.7 2.3±0.7 2.2±0.8 3.3±0.7 2.2±0.8
-1.00** -0.16 -1.16**

S.mutanstest 2.7±0.6 1.8±0.6 1.8±0.6 1.8±0.7 2.7±0.6 1.8±0.7
-0.84** -0.05 -0.89**

L.Bacilliustest 2.5±0.9 1.7±0.7 1.7±0.7 1.5±0.5 2.5±0.9 1.5±0.5
-0.78** -0.67* -1.00**

비자극성타액분비율 1.1±0.2 1.0±0.0 1.0±0.0 1.0±0.0 1.1±0.2 1.0±0.0
-0.06 0.00 0.00

*N=18,repeatedmeasureANOVA,*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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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초진시 치아우식활성도점수별 12개월 경과 후 변화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Alban'stest시행 결과 초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후 1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100.0%였고,초진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
과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초진시 4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후 3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5)(표12).

표표표 111222...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ttteeesssttt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 단위:명(%)
Alban'stest 12개월 경과후 p

초
진
시

점 수 (명) 1 2 3 4
1 (-) - - - -

0.029
2 (2) 2(100.0) - - -
3 (8) 1(12.5) 5(62.5) 2(25.0) -
4 (8) 1(12.5) 2(25.0) 5(62.5) -
전체 (18) 4(22.2) 7(38.9) 7(38.9) -

χ 검정

...*p<0.05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S.mutanstest시행 결과 초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
월 경과후 1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50.0%였고,초진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5.1%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13).

표표표 111333...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ttteeesssttt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 단위:명(%)
S.mutanstest 12개월 경과후 p

초
진
시

점 수 0 1 2 3
0 (-) - - - -

0.477
1 (1) - 1(100.0) - -
2 (4) - 2(50.0) 2(50.0) -
3 (13) - 3(23.1) 8(65.1) 2(15.4)
전체 (18) - 6(33.3) 10(55.6) 2(11.1)

χ 검정

,,,9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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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Lactobacilliustest시행 결과 초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후 1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66.7%였고,초진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
월 경과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66.7%였으며,초진시 4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100.0%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14).

표표표 111444...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ttteeesssttt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 단위:명(%)
Lactobacillius test 12개월 경과후 p

초
진
시

점 수 (명) 1 2 3 4
1 (4) 4(100.0) - - -

0.062
2 (3) 2(66.7) 1(33.3) - -
3 (9) 3(33.3) 6(66.7) - -
4 (2) - 2(100.0) - -
전체 (18) 9(100.0) 9(100.0) - -

χ 검정

,,,95% 유의수준

3.6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간이구강위생지수 변화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간이구강위생지수는 초진 시 2.28점에서 6개월경과
후 1.44점으로 초진 시의 1.58배가 감소되었으며,12개월경과 후에는 1.41.점으로
나타나 초진시의 1.61배 감소되게 나타났다(p<0.001)(표15).

표표표 111555...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의의의 기기기간간간별별별 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지지지수수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단위:점수

항목 초진 6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초진 12개월후
평균차 평균차 평균차

간이구강위생지수 2.28
±0.42

1.44
±0.42

1.44
±0.42

1.41
±0.38

2.28
±0.42

1.41
±0.38

-0.84** -0.03 -0.87**

*N=18,repeatedmeasureANOVA,**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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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계속구강건강관리의 효과

12개월경과 후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에서 1.88개,대조군에서 2.72
개로 계속관리군에서 1.4배 감소되었으며,우식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에서 0.07개,
대조군에서 0.85개로 계속관리군에서 12배 감소되었다(p<0.05)(표16).

표표표 111666...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과과과의의의 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단위:치아수

우식경험치
지수

대조군 계속관리군
p사전 사후 조정된

평균 사전 사후 조정된
평균

유치
우식 1.10±1.22 0.43±0.93 0.43 0.89±1.61 0.00±0.00 0.01 0.06
처치 3.43±3.11 3.67±3.61 3.22 2.39±2.97 3.17±3.47 3.69 0.49
우식경험 4.52±3.97 4.09±3.89 3.61 3.28±3.64 3.17±3.47 3.73 0.85
영구치
우식 0.57±0.93 0.86±1.15 0.85 1.44±1.98 0.06±0.24 0.07 0.01*
처치 0.57±1.39 1.19±1.67 1.44 1.06±2.58 2.56±3.52 2.27 0.09
우식경험 1.14±1.62 2.05±2.33 2.72 2.56±3.71 2.67±3.67 1.88 0.01*

*Analysisofcovariance(ANCOVA) *p<0.05

3.8제1대구치 건강도 변화

1년경과 후 제1대구치 건강도는 대조군에서 95.97%,계속관리군에서 98.04%로
계속관리군에서 1.02배 높게 나타났다(p<0.05)(표17).

표표표111777...계계계속속속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과과과의의의 제제제111대대대구구구치치치 건건건강강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단위:점수

항목 대조군 계속관리군 p사전 사후 조정된평균 사전 사후 조정된평균
제1대구치건강도 98.22

±2.32
96.76
±3.37 95.97 94.87

±6.81
97.11
±3.63 98.04 0.018

*Analysisofcovariance(ANC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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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안

국민들의 구강건강수준은 여러 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강건강이 OECD국가 중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4)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치아수가 1972년에
0.6개,1979년에 2.5개,1990년에 3.1개,2003년에 3.25개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2.2개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외국에 비해 여전히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높은 상태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상태를 현재보다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포괄적
인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관급수불화사업,불소용액수구사업,집단 잇솔질사업,학교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1차 구강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치과 의료기관에서의 계속구강건강관
리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민간 치과 의료기관에서 예방위주의 계속구강
건강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치과진료의 모형개발이 필요하며
12),특히 평생구강건강유지에 중요한 연령층인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소재의 S치과에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에 내원한 만
6세에서 13세 환자의 보호자에게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
며,계속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에 동의한 20명의 환자 중 1년간의 관리과정을 마친
18명(남 9,여 9)을 계속구강건강관리군으로 하였다.계속구강건강관리시행에 동의
하지 않은 동일연령의 환자보호자들에게는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1년
후 정기점검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으며,1년 후 정기방문 한 환자 중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21명(남 8,여 13)을 대조군으로 하였다.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하
여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치과의원에서 계속구
강건강관리 프로그램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keyes13)는 치아우식발생에 작용하는 원인요소를 숙주요인 병원체요인 환경요인으
로 분류하고,이 세 가지 원인요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이 발생된다고
하였다.대표적인 우식발생 요인을 보다 세분하자면,치아요인으로 잇솔질 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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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관리에 취약한 부위로써 치아의 인접면과 깊고 좁은 홈이 생기기 쉬운 어금
니의 씹는 면 등과 치아의 성분 및 배열상태를,타액요인으로 타액의 낮은 완충능과
적은 유출량 및 높은 점조도를, 병원체 요인으로 다량의 S. Mutans수와
Lactobacilli수를,환경요인으로 설탕배합음식 등을 나열할 수 있다.그리고 사회집
단에 따라 개인이 소속된 사회계층의 여러 특성인 소득수준,교육수준 등이 이들 요
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 한다14),15).
Bokrass16)는 치아우식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각각의 요소를 치아우식유발 가능성이 적은 조건으로 바꾸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치아우식활성도를 평가하는 검사17)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어지며 민간 치의원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구강환경관리능력지
수,Alban'stest,S.mutanstest,Lactobacilliustest,타액분비율)을 이용하
여 치아우식증예방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치아우식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세균성 치면세균막이 현존해야하
며,세균의 설탕분해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산으로 인하여 치아표면의 무기질 즉 칼
슘 등의 탈회가 가속화된다.정상적으로 구강 내 타액에 존재하는 무기질이 다시 치
아표면에 침착됨으로서 이 탈회현상을 보상해 주지만,보상이 탈회되는 양에 턱없이
모자랄 경우 치아표면에 결손이 생기고,이는 결국 치아우식증으로 이어진다.즉 치
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서 치면세균막의 기계적인 제거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15).
이에 치면세균막의 착색을 통해 환자에게 현재 자신의 구강위생관리 정도를 평가해
주고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동기유발 및 잇솔질 효과와 치면세균막의 적절한 제거방
법을 제시할 목적2)으로 계속구강건강관리 중 전문가 치면 세마 및 개별 잇솔질 교습
을 시행하였고,본 연구에서는 짧은 진료시간내의 담당업무자간의 관점 차에 의한
평점 차이를 줄이고자 O'Learyindex나 PHPindex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간
이구강위생지수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환경관리능력을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속구강건강관리 초기에 환자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채취하여 위상차
현미경과 모니터를 통하여 구강 내 살아 움직이는 세균을 환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
써 보다 확실한 동기유발이 가능하여 구강보건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군에서 관리기간에 따른 간이구강위생지수는 초진시 2.28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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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경과 후 1.44점으로 나타나 6개월경과 후 초진시의 1.58배가 감소되었으며,
12개월경과 후 1.41점으로 나타나 초진시의 1.61배 감소되게 나타나 계속구강건강
관리에 따른 구강환경관리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p<0.001)(표15).
이 등18)의 논문에서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는 잇솔질 교육 후 개별교육군과 집단
교육군 모두에서 교육전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계속관리에 따른 간이 구강위생지수는 초진시와 6개월 경과후 간에는 유의
한 차이로 감소하였으나,6개월 경과와 12개월 경과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이는 초진시와 6개월 이내에는 착색제를 이용한 구강위생관리 상태확인 및
잇솔질 교습이 환자에게 자극이 되어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반복적
이며 변화 없는 교육방법에 의한 흥미저하가 6개월과 12개월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이용 및 개발이 필요하다
고 사료되었다.또한 초등학교 학생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구강보건교육과정에 환자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하며,구
강보건지식습득이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환자보호자의 관
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과정 없이 휴지기의 비자극성 타액을 검체로 채취하였으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채취방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에 치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구강 내에 저류되어 있는 혼합된 비자극성 타액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
이다.
Miller19)는 타액분비가 안되면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정 등

20)은 우식경험치면수와 타액분비율은 역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계속
구강건강관리 기간에 따른 비자극성 타액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표11).
또한 타액요인을 우식활성도검사에 이용한 많은 학자들은 타액분비율보다 타액완
충능이 더욱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고,Powell등21)은 낮은 타액분비
율과 노인치아우식발생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인정되나 아동치아우식발생과는 상관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타액완충능에 관한 검사를 첨
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Alban'stest는 치면세균막이나 타액 속에 포함된 세균이 산을 형성한다는 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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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두고 타액 내에 있는 산생성균의 활성 정도를 비색법으로 측정하는 검사방법으
로,스나이더 검사를 개량하여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실용성이 우수한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22),미 처치 진행우식와동과 소와 및 열구 우
식발생에 유산 간균이 관여23)한다고 보고되었다.
Streptococcusmutanstest는 Clarke가 최초로 분리배양에 성공한 후 Gold
등이 S.mutans의 선택배지를 개발,MSBAgar방법,Dipslide방법으로 발전하
여 국내에서도 S.mutans검사와 우식경험치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24),25)가 많
이 보고되고 있으며,Burt등은 26)6-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치면열
구에서 S.mutans,Lactobacillius를 채취하여 배양한 결과 열구 우식증과 이 균
들이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또한 S.mutans,Lactobacillius가 교합
면 치면세균막내에 S.sanguis,Actinomyces와 유사한 미생물,veillonella보다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S. mutans가 많으면
Lactobacillius도 많았으며 Lactobacillius비율이 높은 경우,많은 수의 S.mutans
와 더불어 열구 우식증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Alban'stest,S.mutanstest,Lactobacilliustest의 결
과 판정은 표준비교표와 비교하여 측정하였으며,민간 치의원에서 보다 간편하고 신
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단위를 score로 바꿔서 결과를 산출하였다.
초진시 계속관리군과 대조군간의 치아우식활성도 및 치아 우식경험지수에서는 계
속관리군의 S.mutanstest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1.05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5)(표7),치아우식경험지수는 계속관리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8).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치아우식활성도검사 중 Alban's test는 초진시
3.33점이었고,6개월 후 2.33점,12개월 경과 후 2.17점으로 나타나 6개월경과
후 초진시의 1.4배,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의 1.5배 감소되었고,S.mutanstest는
초진시 2.67점이었고,6개월 후 1.83점,12개월 경과 후 1.78점으로 나타나 6개
월경과 후 초진시의 1.46배,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의 1.5배 감소되었으며,
Lactobacilliustest는 초진시 2.50점이었고,6개월 후 1.72점,12개월 후 1.50
점으로 나타나 6개월 경과 후 초진시의 1.45배,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의 1.67배
가 감소되어 계속구강건강관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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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tman27)등에 따르면 치료 후의 S.mutans,Lactobacillius의 수가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따른 세균학적 치아우식활성검사는 초진시와 6개월경과 후 간
에는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였으나,6개월 경과와 12개월 경과 후 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볼 수 없었다.이는 초진시와 6개월 기간 내에 집중적인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시행한 결과 치아우식활성도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며,6개월과 12개월 기간
내에도 지속적인 구강증진행위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치
아우식활성도 점수가 유지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Alban'stest시행 결과 초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1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100.0%였고,초진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
과 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초진시 4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3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5)(표12).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S.mutanstest시행 결과 초
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1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50.0%였고,초진
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가 65.1%로 가장 많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13).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Lacto-bacilliustest시행 결과 초진시 2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1점으
로 감소된 경우는 66.7%였고,초진시 3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66.7%였으며,초진시 4점이었던 환자가 12개월 경과 후 2점으로
감소된 경우는 100.0%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표14).위 결과를 통해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따라 치아우식발생가능 고위험군의
환자수는 감소되고 중위험군 이하의 환자의 수는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우식경험치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식영구치지수는 초
진시 1.4개에서 12개월 경과 후 0.1개로 나타나 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와 비교하
여 14배 감소되었으며,처치영구치지수는 초진시 1.1개에서 12개월 경과 후 2.6개
로 나타나 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와 비교하여 2.4배 증가되었다(p<0.05)(표9).
2006년에 조사된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5)에 의하면 우식영구치지수가 전국 평균
0.57개로 나타났고,처치영구치지수가 1.58개로 나타나 시작시 계속구강건강관리군
의 우식영구치지수는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처치영구치지수는 조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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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하지만 12개월 경과 후 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우식영구치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처치영구치지수는 더 높게 나타나 계속구강건강관리의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2)의 논문에서도 우식영구치지수는 전체 평균이 관리 전 0.70개에서 관리
후 0.06개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이와 반대로 처치영구치지수는 관리 전 0.84개
에서 관리 후 1.54개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본 연구와 수치적인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조군의 치아우식경험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대조군의 DT index는 초진시의
0.57개에서 12개월 경과 후 0.86개로 0.29개가 증가하였으며,FTindex는 초진
시 0.57개에서 12개월 경과 후 1.19개로 0.62개가 증가하게 나타났고,DMFT
index는 1.14개에서 2.05개로 증가하게 나타났다(p<0.05)(표10).
계속구간건강건강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초진시 계속관리군과 대조군의 치아
우식경험도를 공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12개월 경과 후 우식영구치지수은
계속관리군에서 0.07개,대조군에서 0.85개로 계속관리군에서 12배 감소되었고,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에서 1.88개,대조군에서 2.72개로 계속관리군에
서 1.4배 감소되었으며(p<0.05),처치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에서 2.27개 대조군
에서 1.44개로 나타나 계속관리군에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6).
서 등11)의 논문에서도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1년 후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계속
구강건강관리군에서 1.46개 대조군에서 2.79개로 나타나 본 연구와 수치적으로 차
이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대조군에서 좀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계속구강건강관리는 우식영구치의 감소를 가지고 왔으며,치아우식증을
초기에 발견 처치할 수 있어 구강건강의 효율적인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 1대구치는 6세구치로서 인간의 영구치중 가장 먼저 구강내에 맹출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아로 악구강계의 교합상 기준치아가 되는 치아이므로 그 기능
이 중요한 치아라 하겠다.28)

그러나 제 1대구치는 일반적으로 구강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만 6세 무렵부터 구
강환경에 노출되기에 치아우식증에 이환되기 쉽다.치아우식증은 동일 치열내에서도
우식에 민감한 치아가 따로 있으며29),치아종류별 우식경험율은 제 1대구치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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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출 후 빠른 속도로 소와와 열구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한다고 보고30)되어 왔다.제1
대구치는 우식에 이환되거나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기능은 건전치아에 비하여 감소
되므로 가급적 건전치아의 기능에 가깝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치아라 할
수 있겠다.
본 실험에서 제1대구치건강도는 계속관리군에서 초진시 94.87%,12개월 경과
후 97.11%으로 2.24% 증가되었으며,공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1년 경
과 후 제 1대구치건강도는 대조군에서 95.97%,계속관리군에서 98.04%로 계속관
리군에서 2.07% 높게 나타났다(p<0.05)(표17).
원2)의 논문에서도 기초구강건강관리단계 제1대구치건강도는 96.86에서 제1차 계
속구강건강관리단계의 제1대구치건강도는 97.6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계속구강건강관리군에서 기간별 조사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치아우식활성검사결
과 초진과 6개월,초진과 12개월간의 변화에서 Alban'stest가 각각 1점,1.16점
이 감소되어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냈으며,6개월과 12개월간의 변화에서는 Lacto
bacilliustest가 0.67점이 감소되어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또한 치아우식경
험치지수는 초진과 6개월,초진과 12개월간의 변화에서 처치영구치지수가 각각 1.5
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따라 우식치아의 감소 및 처치치아의 증가가 미 처치 진
행우식와동과 소와 및 열구 우식발생에 관여하는 유산 간균의 감소를 가져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Alban'stest는 구강 내 상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식활성검사를 토대로 한 계속구강건강관리는 치아
우식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그러나 계속구강건강관리대상 아동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또한 우식발생 가능성 높은 아동의 영구치에서 우식이
발생하려면 영구치 맹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나 본 연구는 1년간의 짧은 기
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져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오랜 기간 추적하여 계속구강건강관
리에 따른 영구치 건강도 증진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신
생되는 치아우식발생예측과 관련된 국내 우식활성검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표준화된
연구가 향후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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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속구강건강관리비용으로 인하여 계속관리군에서는 초진시와
6개월 경과 후,12개월 경과 후에 치아우식활성도검사를 시행하여 기간별 치아우식
활성도를 분석하였으나 대조군에 있어서는 초진시에만 우식활성검사를 시행하여 계
속관리군과 대조군과의 기간별 치아우식활성도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계속관리군과 대조군의 기간별 치아우식활성도의 변화정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위주 계속구강건강관리의 확대시행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계속관리프로그
램개발과 함께 치의원에서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적정수준의 수가책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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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보건의료분야의 제반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상태는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유
지하기 위해서는 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구강
보건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평생구강건강유지에 중요한 연령층인 초등학교학
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나 초등학생 대상
계속구강건강관리방식의 치아우식예방관리법의 효과에 관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
다.따라서 광주광역시 소재의 S치과에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에 내원한
만6세에서 13세 환자 중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총 39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치아우식활성도와 치아우식경험도를 조사하여 지역사회 치과의
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Alban'stest및 Lactobacilliustest점수는 6개
월 경과 후 초진시의 1.4배에서 1.5배 감소되었고,12개월 경과 후 초진시의
1.5배에서 1.6배 감소되었다(p<0.001).

2.계속구강건강관리군의 기간별 간이구강위생지수는 6개월과 12개월 경과 후 초진
시의 1.6배 감소되었다(p<0.05).

3.12개월 경과 후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1.88개)에서 대조군(2.72개)
보다 1.4배 감소되었으며,우식영구치지수는 계속관리군(0.07개)에서 대조군
(0.85개)보다 12배 감소되었다(p<0.05).

4.12개월 경과 후 제1대구치건강도는 계속관리군(98.04%)에서 대조군(95.97%)
보다 1.02배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하여 지역사회 치과의원에서 지속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제
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평생구강건강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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