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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생 리능력이 구취 자각증상에 미치는 향

신구 학 치기공과

박 혜 숙

  경기도 남부지역 714명의 학생들(459명의 치과 련 보건 계열 학생들과 255명의 비보건계열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구강 생 리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구강 생 리능력이 구취의 자각증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태가 자주 끼는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2. 본 조사 상자  스스로 구취를 느낀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81.1% 다.

3. 칫솔질 소요시간이 짧은 군에서, 칫솔질 시기가 일정치 않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4.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상 으로 솔질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았다.

5. 칫솔질 지수와 구강 생 리능력 지수가 낮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6. 칫솔질 지수(p<.0001), 솔질 지수(p=0.0439), 구강 생 리능력 지수(p<.0001) 모두에서 보건 생 평균치가 비보건 생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소견을 종합해 볼 때 구강 생 리능력이 구취의 자각증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치과 

련 교육을 받은 보건 생의 구강 생 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반인을 상으로 한 한 구강 생 유지  구취

에 한 올바른 교육과 극 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구취, 구강 생, 학생, 설문지 

1)Ⅰ. 서    론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

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 의 상태라고 정의한다.1)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구취는 사회생활  정신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치는 문제 으로 두되어

왔다.2) 

  구취의 원인은 크게 신  원인, 생리  원인, 구

강 내 원인, 심리  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강 내 원인이 구취발생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다고 밝 졌다.
3)
 구취를 야기할 수 있는 구강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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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결한 구강 생, 불량한 보철물, 치주질환, 치아

우식증, 설태, 타액 분비율의 감소나 조성 변화  타

액선 질환, 국소염증, 종양 등을 들 수 있고, 이  구

취를 발생시키는 표  구강 부 는 와 치은 연하

로 특히 구취의 약 60%가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4)
 구강내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는 

일차 으로 구강 내의 숙주 성분과 음식 잔류물 등이 

세균에 의해 부패된 결과  휘발성 황화합물에 의해 

발 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3)
 이러한 구강 내 원

인에 을 맞춘 구취조  방법으로는 구강내 세균 

 세균의 부패과정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서 

치주처치, 칫솔질, 솔질 그리고 항균  구강 양치액

의 사용을 들 수 있으며,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서 마찬가지로 솔질과 

산화 구강 양치액의 사용을 들 수 있다.
5-7)

 

  구취와 치주질환, 치태지수와의 상 계에 있어서

는 Tonzetich8)와 De Boever등9)이 한 계가 있

다고 한 반면, Yaegaki와 Sanada
10)

는 구취와 치태지



박혜숙

148

수와의 상 계가 결여되었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역학조사를 통

해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들에서의 구강 생 리능

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구강 생 리능력이 구취의 

자각증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임상 으로 활

용가능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경기도 남부지역 치과 련 보건계열 학생 459명

과 비보건계열 학생 255명 등 모두 714명을 상으

로 하 다. 치과 련 보건계열 학생 459명  남자 

101명, 여자 358명이고 평균 연령은 21.7±2.5세이며, 

비보건계열 학생 255명  남자 52명, 여자 203명이

고 평균 연령은 21.1±1.9세이다(Table 1). 

 설 문 지

다음은 입냄새(혹은 구취)  구강 생습 에 한 설문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 보건을 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성실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명 :                    학과명 :                    학년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1. 에 흰 막이 자주 끼십니까?

  1)자주 낀다. 2) 가끔 낀다.    3) 낀 이 없다.

2. 입냄새(혹은 구취)를 느끼십니까?

  1)  느끼지 않는다.        2) 약간 느낀다       3) 심하게 느낀다. 

3. 칫솔질은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1) 한 번      2) 두 번        3) 세 번   4) 네 번 이상

4. 칫솔질은 몇 분 동안 하십니까?

  1) 30  이하     2) 30 -1분      3) 1분-2분        4) 2분-3분      5) 3분 이상

5. 칫솔질은 언제 하십니까?

  1) 기상 시       2) 식사        3) 식사 후        4) 취침    5) 일정치 않다.

6. 솔질( 닦기)을 하십니까?

  1)    2) 아니오. 

7. 솔질을 하신다면 언제 하십니까?

  1) 칫솔질 할 때마다     2) 하루에 한 번       3) 가끔 한 번씩

이상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Fig. 1. Form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2. 연구방법

  구취  구강 생습 과 련된 항목이 있는 

설문지(Fig. 1)를 작성하여 해당학생들의 강의실을 

방문하고 각 항목들의 정의를 설명한 후 본인들이 직

 해당항목의 발생 여부를 단하고 기록하게 지도

하 다. 학생들의 칫솔질 시기 문항에 해서는 복 

답을 허용하 으며 기록된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SA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 으며, 유의성 

검사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 다. 수집된 자료

 구강 생습 은 객  정량화를 해 지수화하

여 분석에 이용하 으며, 각각의 지수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 구강 생 리능력 지수11) = 칫솔질 지수 + 솔질 

지수 

2) 칫솔질 지수
12) 

= 하루 칫솔질 횟수(1 -4 ) ×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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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질 시간 (1 -5 )

   칫솔질 횟수는 1회당 1 을, 칫솔질 시간은 30  

이하이면 1 , 30 -1분이면 2 , 1분-2분이면 3

, 2분-3분이면 4 , 3분 이상이면 5 을 부여하

다. 

3) 솔질 지수11) = 솔질 빈도에 따라 가끔 한번씩

이면 2 , 하루에 한번이면 4 , 칫솔질 할 때마다

이면 8  등, 2-8 을 부여하 다.

   칫솔질 지수, 솔질 지수, 구강 생 리능력 지

수 각각의 평균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실

시하 다.

Ⅲ. 연구결과

  설태에 하여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

의 59.6%가 설태 발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설태가 낀 이 없는 경우는 비보건 생의 비율이 

보건 생보다 높았고 설태가 가끔 끼는 경우는 보건

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2).

  상자 스스로가 단한 구취의 자각증상 비율은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81.1%가 구취를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취를  느끼지 않는 경우는 비

보건 생의 비율이 보건 생보다 높았고 구취를 약

간 느끼는 경우는 보건 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Table 3).

  매일의 칫솔질 횟수에 하여 조사한 결과 하루 두 

번과 세 번이 가장 많았으며 하루 두 번까지는 비보

건 생의 비율이 보건 생보다 높았고 세 번 이상은 

보건 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4).

  1회 칫솔질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두 군 모두

에서 1-2분에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1분 이하에서

는 비보건 생의 비율이 보건 생보다 높았고 2분 이

상은 보건 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5).

  칫솔질 시기는 식사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취침 

으로 두 경우 모두 보건 생의 비율이 비보건 생

보다 높았다(Table 6).

  솔질을 하는 지에 해서는 체의 88.1%가 한

다고 하 으며 보건 생의 비율이 비보건 생보다 

높았다(Table 7). 

  칫솔질을 할 때 를 함께 닦아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 생의 비율이 비보건 생보다 높았다

(Table 8).

  설태 발생 빈도에 따른 구취 증상 정도에서는 설태

가 자주 끼는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고, 설태가 낀 이 없는 군에서 구취

를 느끼지 않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9).

  칫솔질 소요 시간에 따른 구취 증상 정도에서는 30

 이하로 칫솔질 시간이 짧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10).

  칫솔질 시기에 따른 구취 증상 정도에서는 칫솔질 

시기가 일정치 않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

율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11).

  구취 증상 정도에 따른 솔질 시행 여부는 구취 

증상 정도에 상 없이 솔질 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상 으로 솔질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고 

솔질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높았다(Table 12).

  칫솔질 횟수와 1회 칫솔질에 소요되는 시간의 명목 

변수를 곱한 칫솔질 지수12)는 지수 6-10에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 으며 지수 5이하에서 비보건 생의 비

율이 보건 생보다 높았고 지수 11이상은 보건 생

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13).

  치솔질 지수에 따른 구취 증상 정도에서는 지수 5

이하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

로 높았고 지수 11이상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낮았다(Table 14).

  칫솔질 지수와 솔질 지수11)를 더한 구강 생 

리능력 지수11)는 지수 15-21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지수 14이하에서 비보건 생의 비율이 보

건 생보다 높았고 지수 15이상은 보건 생의 비율

이 더 높았다(Table 15).

  구강 생 리능력 지수에 따른 구취 증상 정도에

서는 지수 7이하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

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16).

  칫솔질 지수, 솔질 지수, 구강 생 리능력 지수 

각각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칫솔질 지수, 솔질 지수, 

구강 생 리능력 지수 모두에서 보건 생 평균치

가 비보건 생 평균치보다 높았다(Table 17).

Ⅳ. 총   고찰

  청년기인 학생활에서 양호한 구강상태를 유지한

다는 은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심리 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2000국

민구강건강실태조사13)에서 18-24세 연령층의 치아우

식경험율은 84%, 치주병유병자율은 77%로 조사되어 

청년기에서도 구강질환 발병율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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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Sex&A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Dental 

Technology

General Students Total(%)

No.(male/female) 459(101/358) 255(52/203) 714(153/561)

%(male/female) 64.3(14.2/50.1) 35.7(7.3/28.4) 100(21.5/78.5)

mean age(years) 21.7±2.5 21.1±1.9 21.4±2.2

No. : Number

Table 1. Demographics of subjects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Frequently

experienced 

6.9
0.1251

8.0 5.0

Sometimes

experienced

52.7
0.0360

55.6 47.3

Not experienced
40.4

0.0034
36.4 47.7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2. Frequency of experiencing tongue coating (%)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No oral malodor
18.9

0.002
15.5 24.9

Slight oral malodor 
80.2

0.001
83.8 73.9

Strong oral malodor 
0.9

0.472
0.7 1.2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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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1
1.1

0.0022
0.2 2.9

2 
44.1

<.0001
38.6 54.0

3
48.8

0.0004
53.7 39.9

4 or more
6.0

0.0191
7.5 3.2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4. Frequency of tooth brushing per day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 30 sec.
3.2

0.2244
2.6 4.3

30 sec.-1 min.
21.8

<.0001
16.1 31.9

1-2 min.
38.8

0.9562
38.8 39.0

2-3 min.
25.3

0.0104
28.4 19.7

> 3 min.
10.9

0.0002
14.1 5.1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5. Time needed for each br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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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on awakening
32.8

0.9094
33.0 32.6

before meal
3.0

0.0386
2.0 4.7

after meal  
75.9

<.0001
81.3 66.3

before bed
39.9

<.0001
45.5 29.8

not fixed 
5.1

0.2736
4.4 6.3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6. When do you brush your teeth?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Yes
88.1

<.0001
92.1 81.0

p-value was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7. Do you scrape your tongue?

Frequency 

of tongue scraping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with brushing
83.3

0.0429
85.4 79.2

1/day
7.9

0.4274
7.3 9.0

not fixed 
8.8

0.0561
7.3 11.8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8. Frequency of tongue sc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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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ral malodor Slight oral malodor Strong oral malodor

Frequently

experienced tongue coating
14.6          83.3 2.1

Sometimes

experienced tongue coating
15.0 84.2 0.8

Not experienced

tongue coating
24.9 74.4 0.7

Table 9.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according to frequency of tongue coating(%)

Time 

for  each brushing
No oral malodor Slight oral malodor Strong oral malodor

< 30 sec. 21.7 73.9 4.4

30 sec.-1 min. 20.3 79.1 0.6

1-2 min. 18.6 80.3 1.1

2-3 min. 20.1 79.3 0.6

> 3 min. 13.2 86.8 0

Table 10.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according to time needed for each brushing(%)

When do 

you brush your teeth?
No oral malodor Slight oral malodor Strong oral malodor

on awakening 14.7          84.4 0.9

before meal 25.0 75.0 0

after meal 19.5 79.4 1.1

before bed 15.4 83.9 0.7

not fixed 22.9 74.3 2.8

Table 11.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according to the routine time of tooth brushing(%)

Students scraping tongue Students not scraping tongue

No oral malodor 86.4 13.6

Slight oral malodor 88.8 11.2

Strong oral malodor 80.0 20.0

Table 12. Distribution of students scraping tongue according to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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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5
17.4

<.0001
12.2 26.7

6-10
58.2

0.4830
57.3 60.0

≧11
24.4

<.0001
30.5 13.3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13. Tooth brushing index

Tooth 

brushing index
No oral malodor Slight oral malodor Strong oral malodor

≦5 23.3 75.0 1.7

6-10 18.1 81.2 0.7

≧11 17.9 81.5 0.6

Table 14.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according to tooth brushing index(%)

Index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7
12.3

0.0002
8.9 18.4

8-14
39.1

<.0001
33.8 48.6

15-21
41.6

<.0001
47.9 30.2

≧22
7.0

0.0009
9.4 2.8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Table 15.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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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

No oral malodor Slight oral malodor Strong oral malodor

≦7 19.3 78.3 2.4

8-14 18.3 80.7 1.1

15-21 20.3 79.4 0.3

≧22 14.0 86.0 0

Table 16. Degree of subjective oral malodor according to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

Index
Total students

p
Dental students General students

Tooth brushing index
8.4±3.6

<.0001
9.1±3.7 7.1±3.1

Tongue scraping index
7.2±1.9

0.0439
7.3±1.8 6.9±2.1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
15.6±4.2

<.0001
16.4±4.1 14.1±4.1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s were completed by Student's T-test.

Table 17. Mean scales of tooth brushing index, tongue scraping index and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

상시키기 해서는 철 한 구강 생 리가 필요하며 

구강 생 리에 있어서 우선되어야할 부분은 구강내 

세균막 리이다. 

  많은 연구에서 구취의 부분은 의 미생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4,15) 설태와 의 섬모이

상증식은 구취의 가장 요한 원인이며, 의 후배면

은 가장 구취가 심하게 나는 부 로 알려져있다.
16)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59.6%가 설태 발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2), 설태가 자주 끼는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

았고, 설태가 낀 이 없는 군에서 구취를 느끼지 않

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9). 구취와 련

된 설태의 의미에 한 한
12)

의 연구에서는 치주환자

의 경우 설태가 휘발성 황화합물의 생성에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치주조직이 건강한 사람에서는 

설태의 제거가 휘발성 황화합물의 양을 감소시키며, 

특히 구취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methyl-mercaptan

의 생성은 설태에서 더욱 한데, 치주질환의 존재

유무에 계없이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구취의 감소

에 요하다고 보고하 다.

  본 조사 상자  스스로 구취를 느낀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81.1%로 허 등
17)

이 보고한 근로자를 

상으로 한 유병율 81.8%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구취를  느끼지 않는 비율이 비보건 생이 보건

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비보건 생이 구취에 

한 심이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Table 3). 

  구취와 구강 생과의 계를 조사한 한 연구18)에서

는 치태지수  치은염 지수의 증가와 휘발성 황화합

물 농도 증가 사이에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치주질환과 구취 사이의 연 성은 잘 알려져 

있어, 치주질환을 가진 사람에서는 질환이 심해질수

록 치은 열구가 구취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

며 구취가 있다면 치주질환이 존재하거나 어도 구

강 생 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이

러한 구취와 치주질환과의 한 상호 해효과를 

억제하기 한 처치법으로 항균성 구강양치액, 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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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술을 포함한 치주치료, 는 올바른 칫솔질 등의 

자가치료 방법이 효과 으로 사용되어왔다.20) 본 연

구 상자의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에 하여 조사한 

결과 하루 세 번이 48.8%로 가장 높았으나(Table 4), 

강 등21)의 보고에서는 하루 두 번이 56.8%로 가장 높

았다. 1회 칫솔질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1-2분이 

3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Table 5), 이
22)

의 연구에

서는 2분이 4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칫솔질 시기

는 식사후가 7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취침 으

로 조사되었으나(Table 6), 김 등
23)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취침 이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식사 

후 다.

  Sulser 등,
24)
 Tonzetich

16)
는 칫솔질을 통한 구취감

소효과에 해 보고하 으며, Shimura,5) Miller,6) 

Christensen25)의 연구에서 솔질을 용한 군에서 

유의한 구취 감소효과를 보았다고 하 다. 

Tonzetich26)는 칫솔질과 솔질을 함께 한 경우에 칫

솔질이나 솔질을 별도로 한 경우보다 구취가 더욱 

감소되었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칫솔질 소

요시간이 짧은 군에서(Table 10), 칫솔질 시기가 일정

치 않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Table 11). 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상 으로 솔질 하는 사

람의 비율은 낮고 솔질 하는 않는 사람의 비율은 

높게 나왔다(Table 12). 치솔질 지수가 5이하인 군에

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고 

지수가 11이상인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

이 상 으로 낮았다(Table 14). 칫솔질 지수와 솔

질 지수를 더한 구강 생 리능력 지수가 7이하인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

았다(Table 16).

  구강 생 리능력은 구강건강에 한 지식수  

 태도와 한 련이 있으므로27) 학생들의 지

식수 에 한 고 등
28)

의 연구에서는 구강질환 방

법에 한 지식수 이 높을수록 구강질환 방법에 

따른 실천자율이 높다고 하 다. 이에 반해 이29)는 구

강 보건에 한 지식의 정도와 실제 구강 리 행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솔질 시행 비율(Table 7)과 칫솔질을 할 때 를 

함께 닦아주는 비율(Table 8)에서 보건 생이 비보건

생보다 높았다. 한 칫솔질 지수나 구강 생 리

능력 지수가 낮은 군에서는 비보건 생의 비율이 보

건 생보다 높았고 칫솔질 지수나 구강 생 리능

력 지수가 높은 군에서는 보건 생의 비율이 비보건

생보다 더 높았다(Table 13, 15). 한 칫솔질 지수

(p<.0001), 솔질 지수(p=0.0439), 구강 생 리능력 

지수(p<.0001) 모두에서 보건 생 평균치가 비보건

생 평균치보다 높았다(Table 17). 이와같은 연구결과

로부터 구강 생에 한 이론을 할 기회가 있는 보

건계열학생들이 구강 생의 수행에 있어서도 비보건

계열학생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설문지를 이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경기도 남부지

역 학생들에서의 구강 생 리능력을 평가하고 이

러한 구강 생 리능력이 구취의 자각증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임상 으로 활용가능한 자료를 마

련하고자 치과 련 보건 계열 학생들과 비보건계

열 학생들을 비교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설태가 자주 끼는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

율이 상 으로 높았다. 

2. 본 조사 상자  스스로 구취를 느낀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81.1% 다.

3. 칫솔질 소요시간이 짧은 군에서, 칫솔질 시기가 일

정치 않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4.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상

으로 솔질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았다.

5. 칫솔질 지수와 구강 생 리능력 지수가 낮은 군

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

았다.

6. 칫솔질 지수(p<.0001), 솔질 지수(p=0.0439), 구

강 생 리능력 지수(p<.0001) 모두에서 보건

생 평균치가 비보건 생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소견을 종합해 볼 때 구강 생 리능력

이 구취의 자각증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치과 련 교육을 받은 보건 생의 구강

생 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반인을 상으

로 한 한 구강 생 유지  구취에 한 올바른 

교육과 극 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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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on the Subjective Oral Malodor

Hye-Sook Park, D.D.S.,M.S.D.,Ph.D.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of Shingu College

  In our study, we investigated self-evaluation of tongue coating, self-rating intensity of oral malodor, habit related to 

tooth brushing and tongue scraping.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on 714 Korean college students by method of 

self-reporting to prepared questionnaire. The obtained data were processed and analyzed with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udents who have frequently experienced tongue coating have tendency to have stronger oral malodor than the other 

students.

2. The self-reporting prevalence rate of oral malodor is 81.1%. 

3. Students who brush teeth shortly and irregularly have tendency to have stronger oral malodor than the other students.

4. Students with strong oral malodor have tendency to neglect scraping tongue.

5. Students with low index of tooth brushing or low index of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have tendency to have stronger 

oral malodor than the other students.

6. Mean scales of tooth brushing index(p<.0001), tongue scraping index(p=0.0439) and oral hygiene controllability 

index(p<.0001)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Dental Technology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among general students. 

Key words : Oral malodor, Oral hygiene, College students, Questionn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