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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degree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toothbrushes according 

to the storage method of toothbrush and used time. Microbial numbers at toothbrushes with 

fine bristles were higher than those at toothbrushes with typical bristles. It showed the 

toothbrushes with fine bristles contaminated by bacteria those of the toothbrushes with typical 

bristles. In all case of keeping in a UV sterilizer, bateria on toothbrushes was not detected, 

in all case of keeping in a cool and shady place like bathroom, microbial numbers on 

toothbrushes were 8.7×10 CFU/㎖ at the first day, 3.2×102 CFU/㎖ at the fourth day and 

1.217×103 CFU/㎖ at the seventh day, and in all case of keeping in a plastic tub, were 1.273×103

CFU/㎖ at the first day, 8.937×103 CFU/㎖ at fourth day and 3.585×105 CFU/㎖ at seventh 

day. Keeping in a plastic tub is the way to increase microbial contamination of toothbrushes 

(p<0.05), and microbial numbers of keeping in a cool and shady place and a plastic tub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used time (p<0.05). Based on the result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wa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mediated by a toothbrush is a proper storage 

method and a regular replacement of toothbrush, toothbrush with fine bristles should be often 

replaced for prevention of microbial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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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면세균막은 양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

요 원인이다.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인 

칫솔질은 치아표면에서 세균과 음식 잔사를 제거하고 치은을 

적절히 자극하여,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다

[1]. 그러므로 잇솔질은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2]. 그

러나 칫솔질을 위한 칫솔들은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원으로

부터 격리되지 못한 환경에서 보관되어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으며[1], 세균에 오염된 칫솔을 사용하여 다시 이를 닦고 있

는 실정이다[1,3]. 그 결과로 구강 내의 세균이 한 칫솔에서 

다른 칫솔로 교차 감염되어 구강 병을 일으키는 데에 칫솔이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오염된 물과 공기 중의 세균들

이 전신적인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4]. 칫솔

에 부착한 미생물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식을 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신질환 및 국소 질

환 모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5,6]. 또한 질병에 

이환된 사람 모두의 칫솔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상당수 포함

되어있고 그것은 호흡기, 위장, 심장 혈관 및 신장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으며[7,6], 칫솔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부분은 통

성 혐기성 세균과 호기성세균으로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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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colony in general and slim toothbrush 

according to storage methods.

A, Toothbrush with typical bristles; B, Typical bristles in UV; 

C, Typical bristles in plastic case; D, Toothbrush with fine bristles;

E, Fine bristles in UV; F, Fine bristles in plastic tub.

Storage time Toothbrush
Storage 

method
Colony CFU/ml

24 hrs
Typical bristles

UV 0 0

Plastic tub 10 1×10
2

Fine bristles
UV 2 2×10

Plastic tub 57 5.7×10
2

<Table 1> Numbers of colony and CFU/㎖ in the different 

toothbrushes according to storage methods.

었을 때 병을 유발 시킬 수 있음도 알러져 있다[8]. 사용한 칫

솔의 미생물 오염을 통한 질병으로의 이환 가능성과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칫솔보관 방법과 사용시간에 따른 이들의 오

염 정도에 한 명확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칫솔의 보관방법과 사용시간에 따른 

세균에 한 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칫솔을 자외선 소독기, 화장실 같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후 일반세균수를 측정하

여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칫솔 사용방법과 

보관방법에 해 고찰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칫솔 및 보관방법

사용하지 않은 일반모 칫솔(Hi-fLEX)와 미세모 칫솔

(A-CLEAN)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칫솔은 3명의 사례자가 각

각 오전(7시경), 정오(12시경), 오후(19시경)를 기준으로 회전

법으로 3분 동안 동일하게 칫솔질을 시행한 후 UV 소독기(의
료용 자외선 소독기/ DISO+(ILD2003))에 보관하는 방법, 23℃, 
습도 45%의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단독 보관하는 방법 그리

고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휴 용의 칫솔보관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관 하였다. 

2. 세균분리 및 세균수 측정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된 칫솔은 보관 1일(24hrs), 4일(96hrs), 
7일(168hrs) 마다  멸균된 conical tube에 담겨있는 멸균증류수 

10ml에 칫솔 두부를 담구어 약 1분간 강하게 진탕 한 후 실험

용액으로 사용하였고 십진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실험용액

은 표준한천 배지(Difco™ LB AGAR, MILLER)에 도말 후 3
7℃ incubator(Invision, Korea)에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300개 이하의 집락이 있는 평판을 선택하여 표준 평판법에 따

라 일반세균수를 측정 하였다.

3. 자료분석

실험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18.0)을 이용하여 t-test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모 칫솔과 미세모 칫솔에 부착한 일반세균수 

시판되고 있는 일반모 칫솔과 미세모 칫솔을 선정하여 3분 

동안 칫솔질을 한 후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24시간 후 

UV 소독기에 보관한 일반모 칫솔의 일반세균수는 0 CFU/ml,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일반모의 생균수는 1×102 

CFU/ml로 나타났다. UV 소독기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의 경

우 일반세균수가 2×10 CFU/ml였고,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의 경우 5.7×102 CFU/ml로 나타나 미세모 

칫솔의 오염정도가 일반모 칫솔에 비해 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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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ny and CFU in the different toothbrushes according to storage method.

Time Storage method

① ② ③
Colony 

mean±

CFU/ml 

mean±S.D(n)colony
CFU/ml

colony
CFU/ml

colony
CFU/ml

1 day

UV 0 0 0 0 0 0 0 0 

Alone 24 240 2 20 0 0
9 

(n=0)

8.7×10  

(n=3)

Plastic tub 152 1520 20 2000 30 300
67 

(n=0)

1273 

(n=3)

4 day

UV 0 0 0 0 0 0 0 0 

Alone 92 920 3 30 1 10
32 

(n=0)

3.2×102  

(n=3)

Plastic tub 198 19800 54 5400 161 1610
138 

(n=0)

8.937×103

(n=3) 

7 day

UV 0 0 0 0 0 0 0 0 

 alone 350 3500 9 90 6 60
122 

(n=0)

1.217×103  
(n=3)

Plastic tub 840 840000 232 232000 35 3500
369 

(n=0)

3.585×105  
(n=3) 

<Table 2> Numbers of colony and CFU in toothbrush according to storage method.

2. 미세모 칫솔에서의 일반세균수

모든 사례자의 UV소독기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에서는 일

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단독 보

관한 경우와 플라스틱용기에 보관한 경우의 미세모 칫솔에서

는 다음과 같이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 1번 사례자의 경우

(Table 2, Fig. 3, Fig. 4), 미세모 칫솔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단독 보관했을 경우에는 1일차 생균수가 2.4×102 CFU/ml, 4일
차에는 9.2×102 CFU/ml, 7일차에는 3.5×103 CFU/ml로 나타났

다.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는 1일차 생균수가 

1.52×103  CFU/ml, 4일차 생균수는 1.98×104 CFU/ml, 7일차 생

균수는 8.4×105 CFU로 각각 나타났다. 2번 사례자의 경우

(Table 2, Fig. 5, Fig. 6), 칫솔을 혼자 보관했을 경우에는 1일
차에는 2×10 CFU/ml, 4일차에는 3×10 CFU/ml, 7일차에는 

9×10 CFU/ml가 나타났다.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미

세모칫솔은 1일차 생균수가 2×103 CFU/ml, 4일차 생균수는 

5.4×102 CFU/ml, 7일차에는 2.32×105 CFU/ml로 나타났다. 3번 

사례자의 경우(Table 2, Fig. 7, Fig. 8), 미세모칫솔을  단독 보

관했을 경우에는 1일차에는 0 CFU/ml, 4일차에는 1×10  
CFU/ml, 7일차에는 6×10 CFU/ml가 나타났다. 휴 용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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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colony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① user.  

A1, 1day in UV; A2, 1day alone; A3, 1day in plastic tub; A4, 4day

in UV; A5, 4day alone; A6, 4day in plastic tub; A7, 7day in UV; 

A8, 7day alone; A9, 7day in plastic tub.

<Fig. 4> Change of CFU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① user. 

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칫솔은 1일차에 3×102 CFU/ml, 4일차

에는 1.61×103 CFU/ml, 7일차에는 3.5×103 CFU/ml가 나타났다. 
세 명의 사용자가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칫솔을 보관한 경우

(Table 2, Fig. 9), UV 소독기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의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서 일반 세균수가 검출되지 않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단독 보관한 미세모 칫솔에서는 1일차 8.7×10 CFU/ml, 4일
차 3.2×102 CFU/ml, 7일차 1.217×103 CFU/ml가 검출되었고 휴

용 플라스틱 통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에서는 1일차 1.273×103 

CFU/ml, 4일차 8.937×103 CFU/ml, 7일차 3.585×105 CFU/ml의 일

반세균이 검출되어 휴 용 플라스틱 통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

의 세균오염 정도가 단독 보관한 경우보다 심함을 알 수 있었다

(p<0.05). 또한 두 방법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세균수

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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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colony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② user.

B1, 1day in UV; B2, 1day alone; B3, 1day in plastic tub; B4, 4day in UV; B5,

4day alone B6, 4day in plastic tub; B7, 7day in UV; B8, 7day, alone; B9, 

7day in plastic tub.

<Fig. 6> Change of CFU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②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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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of CFU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③ user.

<Fig. 7> Change of colony according to each storage method of ③ user.

C1, 1day in UV; C2, 1day alone; C3, 1day in plastic tub; C4, 4day in UV;

C5, 4day alone; C6, 4day in plastic tub; C7, 7day in UV; C8, 7day alone;

C9, 7day in plastic 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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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①,②,③ user’s colony forming units (CFU) of according to storage method. 

Ⅳ. 고찰

치면세균막은 양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

요 원인으로 치면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 혀나 뺨의 생리적 

운동이나 구강양치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며 물리적인 방법으

로 제거할 수 있다[2].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인 칫솔질은 치아표면에서 세균과 음식 잔사를 제거하고 

치은을 적절히 자극하여,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다[2]. 그러나 칫솔질에 이용되는 칫솔은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원으로부터 격리되지 못한 환경에서 보관되어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어[3], 구강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칫솔이 오히려 

치아 우식증, 치주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1]. 또한 

칫솔은 보관하는 장소의 환경에 따라 상존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고[1,10], 한 칫솔에서 다른 칫솔로 세균이 옮겨가 

교차감염의 가능성도 있으며, 칫솔 오염의 원인균으로 인해 

전신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11]. 따라서 올바른 칫솔의 

보관과 사용법에 해 알아보기 위해 3명의 사례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칫솔을 자외선 소독기, 서늘하고 그늘진 곳 

그리고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후 1일, 4일, 7일 마다 

일반세균수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UV 소독기

에 보관한 모든 사례자의 미세모 칫솔에서는 시간 경과에 상

관없이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단독 보관한 미세모 칫솔에서는 1일차 8.7×10 CFU/㎖, 4일차 

3.2×102 CFU/㎖, 7일차 1.217×103 CFU/㎖로 나타났다. 플라스

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는 1일차 1.273×103  CFU/㎖, 4일차 

8.937×103 CFU/ml, 7일차 3.585×105 CFU/㎖로 나타나 휴 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 칫솔의 세균오염 정도가 단

독 보관한 경우보다 심함을 알 수 있었다(p<0.05). 또한 두 보

관방법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세균수가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로부터 올바른 보관방법과 

주기적인 칫솔의 잔존세균의 살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과 보관이 길어질수록 세균의 수는 더욱 증가 되는 것은 

주기적인 칫솔 교체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전 보고에서 칫솔

의 일반적인 사용기간은 각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빈도나 사

용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그 기간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

나 하루에 3회 정도 사용 시 2~3개월간 사용하고 교체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하였고[12], 질병을 앓고 난 후에도 칫솔을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였다[2,13].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모 칫

솔 보다 미세모 칫솔에서의 일반세균수가 많아 미세모 칫솔

이 오염에 더 노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세모 

칫솔을 사용할 경우 더 자주 칫솔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칫솔의 보관과 사용방법은 칫솔을 매개로한 다른 질

병으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현재 칫솔 보관에 관한 교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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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 후 음식물 찌꺼기를 충분

히 씻지 않은 채로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5] 
올바른 칫솔의 보관방법과 사용방법에 한 구체적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칫솔 보관 방법과 사용시간에 따른 세균 오염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칫솔을 자외선 소독기, 서
늘하고 그늘 진 곳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후 일반 

세균수를 측정, 비교분석하였다.
1. 일반모 칫솔과 미세모 칫솔에서의 일반 세균수를 비교한 

결과, 미세모 칫솔의 일반 세균수가 일반모 칫솔의 것보다 많

아 일반모 칫솔 보다 미세모 칫솔의 오염 정도가 큼을 알 수 

있었다. 
2. 모든 사례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칫솔을 UV 소독

기에 보관한 경우 모든 사례자의 미세모 칫솔에서는 시간 경

과에 상관없이 일반세균수가 검출되지 않았고 서늘하고 그늘

진 곳에서 단독 보관한 미세모 칫솔에서는 1일차 8.7×10 CFU/
㎖, 4일차 3.2×102 CFU/㎖, 7일차 1.217×103 CFU/㎖로 나타났

다.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미세모는 1일차 1.273×103 CFU/
㎖, 4일차 8.937×103 CFU/ml, 7일차 3.585×105 CFU/㎖의 일반

세균수가 검출되어 휴 용 플라스틱용기에 보관한 경우 세균

오염 정도가 단독 보관한 경우보다 컸다(p<0.05). 두 방법 모

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세균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였다(p<0.05). 
3. 칫솔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칫솔 오염도를 

가장 증가시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4. 칫솔을 매개로 한 다른 질병으로 부터의 노출을 예방하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으로 칫솔의 올바른 

보관방법과 함께 주기적인 교체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미세

모 칫솔을 사용할 경우 더 자주 칫솔을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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