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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subjective conditions of dry mouth and health management 

behaviors of the oral cavity according to the bad breath measurements. This results will apply 

to increase habits of appropriate oral health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bad breath.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4 through July 29, 2013, by using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Population of bad breath 39 value less than or equal to the amount of drinking in response 

characteristics of normal according to the measured value of BB checker "and 1-5 cups" was 

higher than the population of bad breath value of 40 or more. Population who answered 

"brushing the number of daily three or more times" in health care behavior of the oral cavity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d value of BB checker was higher than the population of bad 

breath value more than 40 groups of bad breath values   39 below, (p<0.05). In the population 
answered "to use interdental brush" was higher than the population of bad breath value more 

than 40 groups of bad breath values   39 below, (p<0.05). Population who answered "when the 
toothpaste, brushing the tongue" and was higher than the population of bad breath value more 

than 40 groups of bad breath values   39 below (p<0.01). It is necessary for systematical 

managemental programs for prevention of bad breath. Conditions of dry mouth and oral heath 

care actions were related to measurements of the BB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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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 사회에서 불쾌한 맛이나 구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구취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부터 나는 불

쾌한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구취인 진성구취증과 다른 사람에게 인

식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인식되는 가성구취증으로 구분되고 

있다[1].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나누어 전신적 

원인, 심리적 원인, 병리적 원인 및 생리적 원인 등으로 구분

할수 있다[2]. 생리적 구취는 기상시, 공복시, 월경시, 임신중, 
흡연시, 음주시, 약물섭취 및 음식섭취 후 등 구강내 세균의 

부패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적인 원인 이외의 구취이다

[3,4]. 병적인 구취는 설태, 치주염, 치아우식증, 구내염, 불량

보철물 등 구강내의 병적인 증상에 의해 나타나는 구취와 이

비인후과,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등의 전신질환에 의해 나타

나는 구취로 분류된다[5,6]. 그리고 구취는 자극성 음식 섭취

나 음주, 흡연, 구강 내 타액량의 감소, 구강미생물의 양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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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증가, 혀의 배면에 부착된 설태와 치료되지 않은 치아우

식증과 치주질환과 같은 양 구강병이 구취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중 설태가 가장 큰 원인을 차

지한다는 결과도 있다[7]. 
구취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구취를 경험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사적인 모임 등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혹은 심리적 소통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현 사회에서 구취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구취

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과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사이의 사회

적 장벽을 만들고, 자신의 구취를 인식하여 전문적인 치과치

료를 받기도 한다[8]. 인체의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는 감각 역시 주관적이며 정서적이거나 인식적 요인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한 후각계는 사람의 기억력과 인식능

력에 중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사람은 냄

새를 구별하는 날카로운 감각이 있는 반면 특정 냄새는 때로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냄새

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9-11]. Iwakura등[12]의 연구에 의하면 구취를 호소하

는 환자의 부분은 자의식이 강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

게서 구취를 느낄까봐 걱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스스로 인식하는 구취도 행동 제약이나 사회적인 회피가 나

타나고,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아상(self-image) 및 신체 

이미지(body image)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였다[13]. 
구취측정은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지만,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이 쉽지 않으며 BB 
Checker(mBA-21 허가번호 제07-399 제조번호 AM 110308)는 

측정이 비교적 간편하여 휴 용으로 널리 사용된다[14]. 기존 

연구에서 구취에 한 주관적인 구취인식도와 구취성분과의 

연구[15,16]는 다루어졌으나 근로자를 상으로 객관적인 구

취측정값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구강건조증 연구는 미

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를 상으로 구취측정값을 이용하여 

구강건강관리행태와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의 관계를 알아보

고, 구취예방과 구취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 구강보건교육 자료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박 등[17]과 허 등[18]의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

성 4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 9문항,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 7문
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객관적인 구취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호기가스분석기 형명 mBA-21 허가번호 제07-399 제조번

호 AM 110308을 사용하였다. B/B checker를 사용하기 전에 전

원을 접속하여 5분간 예열 하고, EG(호기가스) 버튼을 누른다. 
30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면 입술을 다물도록 하고, 5에서 

‘삐’ 소리가 울리면 프로브를 꺼내 마우스피스를 장착한다. 0에
서 프로브를 구강내에 삽입하고, 15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0이 될 때까지 프로브를 물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구

강내 CO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19].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상은 부산 일부 지역에 위치한 근로자를 상으로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기간은 2013년 5월 4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조사

되어 수집되었고, 총 118명의 근로자를 상으로 분석에 사용

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구취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치과의료기관 이용,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보기 위하여 카이제

곱검정을 시행하였고 구취정도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

를 보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취정도의 판

정기준은 BB checker의 측정 구취값 정의에 의해 분석하였다

<Table 1>.

Values Oral malodor and relationships

 < 10 I do not feel the smell at all

10-30 I do not feel the smell

30-40 Almost does not feel

41-59 Feel faint odor

60-79 I feel the smell of something

80-99 I feel relatively odor

100 ≤ I feel a strong odor

<Table 1> Acceptanc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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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s
BB Value

Total p-value
< 40 40 ≤

Gender
Male 35(64.8) 19(35.2) 54(100.0)

.437
Female 37(57.1) 27( 42.9) 64(100.0)

Age

20~24 18( 64.3)  10( 35.7) 28(100.0)

.807

25~34 22( 59.5) 15(40.5) 37(100.0)

35~44 13( 68.4)  6(31.6) 19(100.0)

45< 19( 55.9) 15(44.1) 34(100.0)

Occupation

Technician 6( 54.5)  5(45.5) 11(100.0)

.666
Office 26(68.4) 12(31.6) 38(100.0)

Seller and self- management 23(60.5) 15(39.5) 38(100.0)

Etc 17(54.8) 14(45.2) 31(100.0)

Smoking

Do not smoke 53(62.4) 32(37.6) 85(100.0)

.762Half box 10(62.5)  6(37.5) 16(100.0)

One box  9(52.9)  8(47.1) 17(100.0)

Alcohol units

Do not eat 23(59.0) 16(41.0) 39(100.0)

.009**
1-5 28(82.4)  6(17.6) 34(100.0)

6-10 17(51.5) 16(48.5) 33(100.0)

More than 11  4(33.3)  8(66.7) 12(100.0)

*p<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BB Value

total p-value
< 40 40 ≤

Only when painful, I will visit the dental
Yes 15(71.4)  7(28.6) 22(100.0)

.445
No 57(58.8) 39(41.2) 96(100.0)

I have received the scaling on a regular basis
Yes 27(77.1)  8(22.9) 35(100.0)

.020*
No 45(54.2) 38(45.8) 83(100.0)

 *p<0.05

<Table 3> Dental medical institutions us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BB checker

Ⅲ. 연구결과

1.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에서는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남자’가 64.8%, 구취값 40 이상 집

단에서 35.2%로 나타났다.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여자’가 

57.1%,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42.9%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는 구취값 39 이상 집단에서 ‘35~44세 68.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1.6%,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20~24세’ 64.3%,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5.7%,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25~34세’ 59.5%,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40.5%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사무직’ 68.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1.6%로 나타났고,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

서 ‘판매직 및 자영업’ 60.5%,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9.5%
로 나타났다. 흡연량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피우지 

않는다’ 62.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7.6%로 나타났고,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반갑 이하’ 62.5%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7.5%로 나타났다. 음주량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

에서 ‘1~5잔’ 82.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17.6%로 나타

났다.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11잔 이상’ 33.3%,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66.7%로 나타났다(p<0.01).

2.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이용 정도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이용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치과를 내원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71.4%, 구취값 40 이상 28.6%로 나타났고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치과를 내원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

취값 39 이하 58.8%, 구취값 40 이상 41.2%로 나타났다. ‘정기

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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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s
BB Value

Total p-value
< 40 40 ≤

Frequency of toothbrushing

(daily)

1time  3(25.0)  9(75.0) 12(100.0)

.026*2time 26(65.0) 14(35.0) 40(100.0)

More 3 times 43(59.7) 23(50.0) 66(100.0)

Strength of toothbrushing

Smoothly 11(45.8) 13(54.2) 24(100.0)

.028*Smoothly with force 52(70.3) 22(29.7) 74(100.0)

Given the force  9(45.0) 11(55.0) 20(100.0)

Time of toothbrushing

1 min  3(50.0)  3(50.0)  6(100.0)

.8242 min 10(58.8)  7(41.2) 17(100.0)

More 3 min 59(62.1) 36(37.9) 95(100.0)

Method of toothbrushing

Right-left method  4(36.4)  7(63.6) 11(100.0)

.085Up-down method 14(77.8)  4(22.2) 18(100.0)

Rolling method 54(60.7) 35(39.3) 89(100.0)

The use of fluorine toothpaste
Yes 54(63.5) 31(36.5) 85(100.0)

.369
No 18(54.5) 15(45.5) 33(100.0)

Use of interdental brush
Yes 44(69.8) 19(30.2) 63(100.0)

.035*
No 28(50.9) 27(49.1) 55(100.0)

Tongue brushing
Yes 62(69.7) 27(30.3) 89(100.0)

.001**
No 10(34.5) 19(65.5) 29(100.0)

*p<0.05, **p<0.01

<Table 4>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BB checker

39 이하 77.1%, 구취값 40 이상 22.9%로 나타났고, ‘정기적으

로 스켈링을 받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54.2%, 구취값 40 이상은 45.8%로 나타내었다

(p<0.05).

3.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

태는 <Table 4>와 같다. ‘일일 칫솔질 횟수가 1번’ 이라고 응

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25.0%, 구취값 40 이상 75.0%
로 나타났다. ‘일일 칫솔질 횟수가 3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5.2%, 구취값 40 이상 34.8%로 나

타났다(p<0.05). ‘칫솔질 강도는 부드럽게 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45.8%, 구취값 40 이상 54.2%로 나

타났다. ‘부드럽게 힘을 주어서 닦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70.3%, 구취값 40 이상 29.7%로 나타났다

(p<0.05). ‘칫솔질 시간은 1분 닦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50.0%, 구취값 40 이상 50.0%로 나타났다. ‘칫
솔질 시간은 3분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2.1%, 구취값 40 이상 37.9%로 나타났다. ‘칫솔질 방법

은 수평운동으로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36.4%, 구취값 40 이상 63.6%로 나타났다. ‘칫솔질 방법은 회

전운동으로 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0.7%, 구취값 40 이상 39.3%로 나타났다. ‘치간칫솔을 사용한

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9.8%, 구취값 40 
이상 30.2%로 나타났다(p<0.05). ‘잇솔질시 혀를 닦는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9.7%, 구취값 40 이상 

30.3%로 나타났다(p<0.01).

4.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

조 상태는 <Table 5>와 같다. ‘입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라
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38점, 구취값 40 이상 1.57점으로 

나타났고,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을 깨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10점, 구취값 40 이상 1.33점으로 나타났다. 
‘평소 낮시간에 입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

취값 39 이하 1.14점, 구취값 40 이상 1.48점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하실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08점, 구취값 40 이상 1.37점으로 나타났다. 
‘입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드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

취값 39 이하 1.01점, 구취값 40 이상 1.26점으로 나타났고, 
‘입맛이 변하거나 입맛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01점, 구취값 40 이상 1.2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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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BB value N Mean±SD p-value

Do you feel the amount of saliva in the mouth is more?
< 40 72 1.11±0.32

.143
40 ≤ 46 1.22±0.42

Do you feel that the dry mouth?
< 40 72 1.38±0.49

.043*
40 ≤ 46 1.57±0.50

Do you dry up during the night I wake up?
< 40 72 1.10±0.30

.005*
40 ≤ 46 1.33±0.47

Do you feel that the day is usually dry in the mouth?
< 40 72 1.14±0.35

.000***
40 ≤ 46 1.48±0.51

Do you feel that the dry mouth when you eat?
< 40 72 1.08±0.28

.001**
40 ≤ 46 1.37±0.49

Do you difficult that the dry mouth when you swallow to food? 
< 40 72 1.01±0.12

.001**
40 ≤ 46 1.26±0.44

Do not you feel the taste or appetite changed?
< 40 72 1.01±0.12

.001**
40 ≤ 46 1.26±0.44

 *p<0.05, **p<0.01, ***p<0.001 

<Table 5> Subjectibve condition of dry mouth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BB checker

Ⅳ. 고찰

복잡하고 다양한 인관계를 맺고 있는 현 인들에게 구취

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증 한 역할을 미치는 공통된 문

제점으로 두되고 있다[20].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자신의 

입냄새로 상 방이 불쾌해 할 것 같아 자신 있게 화하지 못

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인관계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2].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개인적으로

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인 

동시에 산업적 측면으로는 근로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매

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근로자의 구취예방을 통하여 적

절한 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어져야 한다.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 구취

값 39 이하 집단에서 ‘남자’가 64.8%,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

서 35.2%로 나타났고,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여자’가 

57.1%,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42.9%로 나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구취값 39 이상 집단에서 

‘35~44세’ 68.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1.6%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사무직’ 68.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31.6%로 나타났다. 흡연량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피우지 않는다’ 62.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

서 37.6%로 나타났다. 음주량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1~5잔’ 82.4%,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17.6%로 나타났다. 

구취값 39 이하 집단에서 ‘11잔 이상’ 33.3%, 구취값 40 이상 

집단에서 66.7%로 나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Miyazaki 
등[21]은 성별이 구취와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연령이 

구취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흡연은 치태형

성을 촉진하고 치주질환의 초기형태인 치은염과 치아우식증

을 발생시키다고 보고하였다[22]. 배 등[23]의 연구에서 흡연

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취관련 지표인 VSC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Miyazaki 등[21]의 연구에서는 흡연

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음
주량은 정 등[24]의 연구에서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구취 자

각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Miyazaki 등[21]의 연구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구
취 및 음주의 흡연과 관계에 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이용 정도에서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치과를 내원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71.4%, 구취값 40 이상 

28.6%로 나타났고,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치과를 내원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58.8%, 
구취값 40 이상 41.2%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77.1%, 구
취값 40 이상 22.9%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54.2%, 구
취값 40 이상은 45.8%로 나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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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구취는 구강 내에서 음식 잔류물이 세균에 의해서 부

패된 결과로 구강 내에서 존재하는 세균은 단백질과 아미노

산을 분해하여, 휘발성 황화물, 암모니아, 인돌, 젖산 및 다른 

구성성분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구취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

였다[25]. 치면세마는 단순히 입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치

관과 치근면에 붙어있는 치면세균막, 치석, 착색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알려져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을 청결히 

하여 구취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물리적인 

치면세균막 관리는 구취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26].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

태는 ‘일일 칫솔질 횟수가 3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5.2%, 구취값 40 이상 34.8%로 나타나 유의

한 값을 나타내었다. ‘칫솔질 강도는 부드럽게 한다’ 라고 응

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45.8%, 구취값 40 이상 54.2%
로 나타났고, ‘부드럽게 힘을 주어서 닦는다’ 라고 응답한 집

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70.3%, 구취값 40 이상 29.7%로 나타

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칫솔질 시간은 3분 이상이다’ 라
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2.1%, 구취값 40 이상 

37.9%로 나타났고, ‘칫솔질 방법은 회전운동으로 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0.7%, 구취값 40 이상 

39.3%로 나타났다. ‘치간칫솔을 사용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

에서 구취값 39 이하 69.8%, 구취값 40 이상 30.2%로 나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잇솔질시 혀를 닦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69.7%, 구취값 40 이상 30.3%로 나

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구취의 부분은 혀의 미생물

에서 기인함을 보여주었다[6]. AL-Ansari 등[27]은 보조구강위

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자가구취 인식도가 높아 구

강위생의 중요성을 보고한 바가 있다. 단순한 잇솔질 방법으

로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 보철물 사이의 치면세균막이 완

전히 제거 되지 않기에, 보조구강위생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임을 알수 있었다. 칫솔질시 혀를 닦는 습관이 있는 군에

서 hydrogen sulfide의 농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28]. 구강건

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건강행위는 설배면세균막과 치면세

균막 관리에 매우 중요하고 혓솔질과 잇솔질에 좌우된다고 

보고하였고, 연구결과에서도 칫솔질의 시간에 구취농도 차이

는 없었으나 보조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군이 사용하

는 군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고[29], 혓솔질은 구취감소에 효과가 있다

고 생각되고,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을 높이기 위한 치간칫솔 

등에 한 효과에 해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연구 상자의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

조 상태는 ‘입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38점, 구취값 40 이상 1.57점으로 나타났고(p<0.05),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을 깨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10점, 구취값 40 이상 1.33점으로 나타났다(p<0.01). ‘평
소 낮시간에 입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14점, 구취값 40 이상 1.48점으로 나타났고(p<0.01), 
‘식사를 하실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08점, 구취값 40 이상 1.37점으로 나타났다

(p<0.01). ‘입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드십니까?’ 라는 응

답에 구취값 39 이하 1.01점, 구취값 40 이상 1.26점으로 나타

났고(p<0.01), ‘입맛이 변하거나 입맛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는 응답에 구취값 39 이하 1.01점, 구취값 40 이상 1.26점으

로 나타났다(p<0.01). 구강 내 타액분비량이 적으면 타액 중 

미생물의 도가 증가되어 타액분비의 감소와 함께 연하 횟

수가 감소됨에 따라 미생물과 타액중의 황을 포함하는 화합

물과의 접촉시간이 늘어나 구취의 발생이 증가된다고 보고하

였다[30]. 구강건조증은 일반적으로 타액의 분비 감소에 의해 

발생되고, 타액은 구강의 주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구

강점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강건조증은 심각

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심한 구취와 충치의 

발생이 생기며 정도에 따라 구강점막의 작열감과 구강점막의 

궤양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될수 있다고 하였다[31]. 따라서 구

강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입체조) 프로그램을 

노화가 되기 전부터 상별로 실시하여 체제적인 변화를 유

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근로자를 상으로 전체 근로

자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

구에서는 연구 상의 표본추출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취측정값에 따른 치과의료기관의 이용정도, 구강건강관리행

태,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를 파악하고, 구취 예방에 한 올바

른 지식을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 습관을 행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유지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구취측정값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와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의 실태를 파악한 후 구취의 예방과 올바른 구

강건강관리 습관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상자는 부산 일부 

지역에 위치한 근로자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구취

를 측정을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4일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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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9일까지 조사되어 총 11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음주량 

‘1~5잔’이라고 응답한 구취값 39 이하 집단은 구취값 40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11잔 이상’ 이라고 응답한 구취값 

39 이하 집단은 구취값은 40 이상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p<0.01).
2.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에서 ‘일

일 칫솔질 횟수가 3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은 구취값 40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치간칫솔을 사용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값 

39 이하 집단은 구취값 40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잇솔질시 혀를 닦는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취

값 39 이하 집단은 구취값 40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1).
3.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는 구

취값 39 이하인 집단에서 구취값 40 이상 집단보다 주관적 구

강건조 상태점수가 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p<0.01).

이상의 결과 BB checker의 측정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

태와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

취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습관

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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