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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variations and relationships in halitosis and oral microbial plaque 

of tooth and tongue and saliva caused by using oral hygiene devices, that is, tooth brush, 

tongue cleanser and mouthwash, and a transfer food of oral hygiene devices, that is, coffee. 

Tooth brush and coffee have a high effect on a decline in halitosis from results using Oral 

Chroma and the removal of dental plaque from value of measurement of O’Leary index and 

CFU/㎖. Tongue cleanser has a high effect on a decline only in plaque of tongue. Mouthwash 

has a low effect on decline in halitosis and removal of microorganisms in plaque of tooth and 

tongue than tooth brush and coffee. Saliva is highly decreased in CFU/㎖ by all of oral hygiene 

device and coffee. From the results of Gram’s stain for classification of oral microbial colony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ooth brush and coffee, Tooth brush and coffee have a high effect 

on decline in all type of oral microorganism, more particularly decline in Gram positive and 

negative bacilli on dental plaque of application of tooth brush and saliva of application of coffee. 

Based on the above results, physiological oral malodor is affected by dental plaque than plaque 

of tongue and is effectively decreased by reduction of the gross quantity of oral 

microorganism, especially reduction of Gram positive and negative bacilli.

Key words: Halitosis, Oral hygiene device, Oral microorganism, Volatile Sulfer Compounds 

(V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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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취란 숨을 쉬거나 말할 때 입을 통해 나오는 불쾌한 냄

새를 말한다[1]. 구취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쾌

감을 느끼게 될 것을 염려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개인의 인간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인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3]. 구취

는 치태, 치석, 설태 등의 세균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

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연조직감염, 구강암, 구강캔디다증, 

불량의치, 보철물, 혀 질환 및 구강 건조증 등의 원인으로 이

상증식한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1][4][5][6]. 특히 미생물 요인

은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발생

하는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 VSCs)들이 

주요인이고 구강 내 여러 종류의 미생물 중 단백질과 아미노

산을 가장 잘 분해하는 그람음성 혐기성 세균이 구취발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라 알려져 있다[1][4][7][8]. 구취

는 세균성 부패에 의해 발생되는 휘발성 황 화합물인 썩은 계

란 냄새와 비슷한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 썩은 양파 

냄새처럼 느껴지는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 CH3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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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 CH3SH (CH3)2S Score Characteristics

+ + + or - 5 Stage when you can feel discomfort or some halitosis

+ - - 4 Stage when you get halitosis

- - - 3 Stage with little halitosis and cannot feel it.

- + -

 

2
Stage with few or no halitosis + - +

- + +

- - + 1 Stage with few or no halitosis

그리고 썩은 양배추 냄새와 비슷한 디메틸썰파이드

(Dimethylsulfide, CH3SCH3) 등이 주성분이며, 이러한 휘발성 

황 화합물이 전체 휘발성 화합물 중 90%를 차지한다[9]. 그 

외에도 cadaverine, putresine, ammonia, indole, skatole 등의 휘

발성 화합물들도 혼합되어 구취의 원인요소가 된다[9]. 구강 

내 영양소 공급으로 미생물들이 이상증식함에 따라 악취성분, 
즉 휘발성 황화합물과 휘발성 지방산들이 구강 내에 방출됨

으로써 악취를 풍기게 된다[1][4][7][8]. 
구취연구에 대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노력은 계속 증가하

고 있다. 구취 관련 구강위생용품의 산업시장은 해마다 규모

가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

어 있다[2][10].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구취

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

강미생물과 구취의 관계를 활용한 구취의 예방과 제거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인 칫솔과 혀크리너, 구강 청

정제 그리고 구강위생용품의 대체식품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

는 커피를 이용하여 각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전과 후의 치은

연상 치면세균막, 설태, 타액에서의 미생물 변화와 구취정도

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취감소에 영향을 주는 구

강환경요인과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효율적인 구취제거 방안

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대체 식품이 구강 미생물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

신질환,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을 지닌 대상자를 제외한 건

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총 5명의 20대 여성을 선정하

여 동일한 조건의 한식 섭취 후 치약 사용을 배제한 칫솔, 혀
크리너 및 구강청정제 그리고 구강위생용품의 대체식품인 설

탕을 배제한 커피를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모든 과정

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다. 

1. 구취측정

객관적인 구취농도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주요가스를 구분

하여 측정하는 간이 Gas chromatography인 Oral Chroma 
(ABILIT, Japan)와 Oral Chroma DaTa Manager (version 3.05)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Oral chroma는 예열 후 syringe를 이용하

여 3분 간 호기를 불어넣은 후 5㎖만 기계에 주입하여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농도를 측

정하였고 각 측정치는 <Table 1>과 같이 수치화 하였다.

<Table 1> Value of the Oral Chroma measurements. 

2. 치면세균막검사

치면세균막지수는 적용이 쉽고 재현성과 신뢰도가 높으면

서도 개인의 구강위생관리 실태의 정량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1] O'Leary index를 이용하였다. 검사를 위해 구강 내 모

든 치아를 교합면이나 절단연을 제외한 4면인 근심면, 원심면, 
협면, 설면으로 분리하였고 치면착색제인 Sultan® (Sultan 
Chemists Corp. USA)을 전체 치면에 바르고 입안을 물로 헹구

어 내도록 한 다음 착색액의 축적에 따라 치면세균막의 존재

유무를 평가하였다. 



Influence of Oral Hygiene Devices for the Reduction of Halitosis and Oral Microorganism

25

3. 구강미생물의 배양과 분류

구취 발생에 영향력이 큰 치면, 혀, 타액에서의 구강미생물 

변화를 밝히기 위해 치면세균막, 설태, 타액을 채취하였다. 치
면세균막의 경우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협면을, 설태의 경

우 설배의 중앙부를 멸균한 팁으로 적당한 힘을 가해 긁은 후 

1ml의 멸균증류수에 1분간 강하게 진탕한 후 실험에 사용하

였고 십진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타액과 채취한 희석 용액

은 표준 한천배지(Difco™ LB AGAR, MILLER)에 도말한 후 

37˚C 배양기(Invision, Korea)에 24시간 배양하였고, 300개 이

하의 집락이 있는 평판을 선택하여 표준평판법에 따라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구강미생물의 분류를 위해 배양된 

모든 집락들은 멸균증류수 위에 도말한 후 그람염색을 실시

하였다.

III. 결과 

1. 구강위생용품사용에 따른 구취의 변화 

구강위생용품인 칫솔, 혀크리너, 구강청정제와 구강위생용

품의 대체 식품인 커피를 적용 전과 직후 그리고 적용 30분 

후의 구취를 Oral chroma로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제시하

였다. 칫솔의 경우, 적용 전은 4.5, 적용 직후와 적용 30분 후 

모두 2로 구취감소효과가 컸고 특히 적용 30분 후에도 감소효

과가 지속되었다. 혀크리너의 경우 적용 전은 3.5, 적용 직후

는 3, 적용 30분 후는 2.5로 적용 직후 보다 30분 후가 더 효

과적이었다. 구강청정제의 경우, 적용 전 4.5, 적용 직후 3, 적
용 30분 후 3.25로 적용직후에는 구취가 감소하였으나 30분 

후는 오히려 증가였다. 커피의 경우, 적용 전 4.5, 적용 직후 

1.75, 적용 30분 후 2.25로 나타나 적용 직후 구취 감소 효과

가 가장 컸으며 적용 30분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 구취감

소를 위한 좋은 구강위생용품의 대체 식품임이 확인되었다.

<Fig. 1> Changes of halitosis caused by using oral hygiene devices.

2.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치면세균막의 변화 

구강위생용품인 칫솔, 혀크리너, 구강청정제와 구강위생용

품의 대체 식품인 커피를 적용 전과 후의 치면세균막의 변화

는 <Fig. 2>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O'Leary index 측정 결

과 칫솔의 경우 적용 전 89.29, 적용 후 7.14로 치면세균막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혀크리너의 경우 적용 전 93.75, 적
용 직후 89.29로 치면세균막의 제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구강청정제의 경우 적용 전 80.36, 적용 직후 75.89, 커피의 경

우 적용 전 93.75, 적용 직후 75.89로 치면세균막의 제거에 약

간의 효과를 보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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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brush Tongue cleaner Mouthwash Coffee

Before 89.29 93.75 80.36 93.75

After 7.14 89.29 75.89 75.89

       <Fig. 2> Changes of dental plaque caused by using oral hygiene devices.

A1, before toothbrush; B1, tongue cleaners; C1, before mouthwash; D1, before coffee

        A2, after toothbrush; B2, tongue cleaners; C2, after mouthwash; D2, after coffee.

<Table 2> Changes of O'Leary index results caused by using oral hygiene devices. 

3.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변화

구강위생용품인 칫솔, 혀크리너, 구강청정제와 구강위생용

품의 대체 식품인 커피를 적용 전과 후의 치면세균막, 설태, 
타액에서의 구강 미생물의 CFU/㎖를 측정한 결과는 <Fig. 3>
과 <Fig. 4>에 제시하였다. 

칫솔 적용 전과 후의 치면세균막에서의 구강미생물의 양은 

각각 2.28×102 CFU/㎖과 3.0×10 CFU/㎖, 설태에서는 4.83×10 
CFU/㎖과 1.58×10 CFU/㎖, 타액에서는 1.15×104 CFU/㎖와 

9.19×102 CFU/㎖으로 나타나 치면과 타액에서의 구강미생물

의 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설태에서의 감소는 적었다. 혀크

리너 적용 전과 후의 경우, 치면세균막에서는 5.78×10 CFU/㎖
과 2.03×10 CFU/㎖, 설태에서는 3.12×102 CFU/㎖와 1.34×102 
CFU/㎖, 타액에서는 1.04×104 CFU/㎖와 1.03×104 CFU/㎖로 

설태와 타액에서 큰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치면에서의 변화는 

적어 혀크리너의 사용이 설태의 구강미생물 제거에 가장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구강청정제의 적용 전과 후의 경우, 
치면세균막에서는 1.15×102 CFU/㎖와 6.3×10 CFU/㎖, 설태에

서는 2.75×10 CFU/㎖와 1.53×10 CFU/㎖, 타액에서는 7.98×103 
CFU/㎖와 3.43×103 CFU/㎖으로 치면과 타액에서의 감소가 컸

으나 설태에서의 변화는 적었다. 커피의 적용 전과 후의 경우, 
치면세균막에서는 9.55×10 CFU/㎖와 3.83×10 CFU/㎖, 설태에

서는 9.03×10 CFU/㎖와 8.0×10 CFU/㎖, 타액에서는 1.48×104 
CFU/㎖와 928×103 CFU/㎖로 치면세균막과 타액에서 큰 감소

가 관찰되었으나 설태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의 결과

를 통해 치면세균막의 구강미생물은 칫솔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설태의 구강미생물은 혀크리너에 의해서만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칫솔, 구강청정제 및 커피 적용 등의 방법에는 영향

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타액의 구강미생물의 경우 적

용된 모든 구강위생용품과 대체식품인 커피에서 큰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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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colony before and after using oral hygiene devices.

A1, tooth surface before toothbrush; A2, tongue before toothbrush; A3, saliva before toothbrush; A4, 

tooth surface after toothbrush; A5, tongue after toothbrush; A6, saliva after toothbrush; B1, tooth 

surface before tongue cleaners; B2, tongue before tongue cleaners; B3, saliva before tongue 

cleaners; B4, tooth surface after tongue cleaners; B5, tongue after tongue cleaners; B6, saliva after 

tongue cleaners; C1, tooth surface before mouthwash; C2, tongue before mouthwash; C3, saliva 

before mouthwash; C4, tooth surface after mouthwash; C5, tongue after mouthwash; C6, saliva after 

mouthwash; D1, tooth surface before coffee; D2, tongue before coffee; D3, saliva before coffee;  D4, 

tooth surface after coffee; D5, tongue after coffee; D6, saliva after coffee.

          

<Fig. 4> Change of CFU/㎖ caused by using oral hygien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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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 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구강위생용품인 칫솔과 

구강위생용품의 대체식품인 커피의 적용 전과 후의 치면세균

막, 설태 그리고 타액으로부터 배양한 모든 구강미생물 집락

을 그람염색으로 확인한 결과 그람양성과 그람음성의 구균, 
간균이 다양하게 관찰되었으나 나선균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Fig. 6>. 칫솔의 적용 후 치면세균막의 경우 모든 종

류의 구강미생물의 큰 감소가 관찰되었고 치면세균막에서의 

간균의 감소가 특징적이었다<Fig. 5>. 커피의 적용 후, 모든 

종류의 구강미생물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설태에서의 모든 종

류의 구강미생물의 큰 감소와 타액에서의 그람양성과 그람음

성 간균의 감소가 특징적이었다<Fig. 6>.

<Fig. 5> Changes of numbers in kinds of microorganisms caused by using toothbrush.

<Fig. 6> Changes of numbers in kinds of microorganisms caused by an intake of coffee.

IV. 고찰

구취는 구강과 관련 기관에서 발생되어 구강을 통해 외부

로 나오는 자신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9][11][12], 구강 내 원인의 구취와 구강 외 구취로 나눌 수 

있으며 ISBOR(International Society for Breath Odor Research)에 

따르면 구강 내 원인이 85-90%로 보고되었다[2][8][11]. 또한 

구취는 생리적 원인의 구취와 병적인 원인의 구취로 구분된

다[9][11]. 생리적 원인의 구취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냄새로 

기상, 공복, 기아, 월경 및 임신 등과 같은 생리적 현상에 기

인하며 병리적 원인의 구취는 강한 구취로 구강 내가 원인일 

경우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에 의한 휘발성 황화합물과 휘발

성 화합물인 cadaverine, putresine, ammonia, indole, skatole 등
이 그 원인이며[9][11][13][14] 이러한 휘발성 황화합물이 전체 

휘발성 화합물 중 90%를 차지한다[9]. 구강 외가 원인일 경우

에는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휘발성 대사산물이 원인으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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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심각하고 복합적인 질병의 전조

가 될 수 있다[4][5][15]. 예로 만성 축농증과 같은 호흡기 질

환을 일으키는 균들은 휘발성 황화합물 생성 균들을 다수 포

함하고 구호흡으로 인해 설태가 과잉 형성되므로 귀취가 심

화되고, 위장 질환시에도 위산과 소화 분비물 및 가스 등이 

식도로 역류하여 구취를 유발시킨다[1]. 당뇨병 환자의 아세

톤 냄새가, 요독증의 경우 암모니아 냄새, 간질환의 경우 계란 

썩는 냄새가 나므로 감별 진단시 이용되기도 한다[1]. 생리적

이든 병적이든 구강 내 구취의 원인 물질은 구강 상주균들의 

과증식 특히, cysteine, cystine, methionine 등과 같이 황을 함유

한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6][8][16]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dimethyl sulfide 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산하

는 세균종들의 이상 증식이 구취를 유발하거나 구취 유발에 

기여한다[9][11][12]. 사실 구강에 서식하는 82종의 구강미생물

들이 시스테인으로부터 황화수소를 만들 수 있음이 밝혀졌고 

25종의 구강미생물들이 메티오닌(methionine)으로부터 메틸머

캅탄을 만들 수 있음이 밝혀졌다[8][11][17][18]. 이러한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세균 종들은 Porphyromonas gingivalis, 
Treponema denticola, Tannerella forsythia, Prevotella intermedia, 
Fusobacterium nucleatum 등이 있으며 특히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Fusobacterium nucleatum 등은 

치주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균으로도 알려져 있다[8][11].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구강 미생물들은 대부분 그람 음성의 혐기

성 세균이고[6][11][19][20] 다수가 간균에 속한다[8]고 보고하

였다. 하지만 구취는 이들만이 아닌 다양한 여러 세균 종들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일 것이다[11][14].
구강 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며 아직 배양이 불가

능하거나 아직 분리하지 못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구강 상주균으로 병원성균의 구강 내 정착을 방해

하면서 면역계를 강화시키므로 구강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수만이 병원성을 가져[21][22] 상황에 따라 구

강질환과 구취를 유발한다[23]. 비록 우리가 배양에 성공하여 

분류한 구강 미생물은 구강의 많은 미생물들 중 극히 일부일 

것이고 구강 내 미생물들의 상황도 수시로 변할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 구강위생용품과 대체식품의 적용에 따른 

구강 내의 생리적 구취와 구강미생물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

었다. 생리적 구취와 구강미생물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

강 외와 병적 구취를 배제한 본 연구 결과 구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구강 위생용품인 칫솔과 구강위생용품의 대체

식품인 커피였다. 혀크리너의 경우 비록 구취 감소 효과는 작

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효과를 보였고 구취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한 구강청정제의 경우 구취 감소효과도 적고 지

속력도 떨어졌다. 치면세균막의 변화 양상을 평가한 O’Leary 
index 결과와 치면세균막의 구강미생물의 CFU/㎖ 측정치 역

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칫솔, 커피, 구강청정제 그리고 

혀크리너 순으로 치면세균막의 제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설태의 경우 혀크리너만이 구강미생물의 CFU/㎖를 감

소시켰다. 많은 연구에서 혀가 구취 발생에 제일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치주질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6배나 

많은 양의 설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11] 불량한 구강 

위행의 결과 설태가 증가하고 치주질환이 발생하여 이것이 

결국 구취를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11][14][24]. 또한 설태가 

치면세균막보다 구취 유발 가능성이 높고[6][9] 치면세균막이 

구취 유발과의 상관성이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6].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구강 내 생리적 구취의 경우 설태보다 치면

세균막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은연상 치

면이 혀에 비해 호기에 많이 노출되어 많은 가스교환이 가능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생리적 구취에는 호기와 접

촉이 많은 부위인 치면이 혀 보다 구취발생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시간의 생리적 구취감소를 위해 치면세

균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잇솔질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물리적 제거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커피, 구강청정제 등

으로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혀크리너를 적용한 설태의 경우 비록 구취감소효과는 

작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통해 

구취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혀크리너를 

이용한 설태의 제거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구취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칫솔과 커피의 적

용 전과 후의 치면세균막, 설태 그리고 타액으로부터 배양한 

모든 구강미생물 집락을 그람염색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칫솔과 커피 적용 후 모든 종류의 구강미생물의 큰 감소가 관

찰되었고 칫솔의 치면세균막과 커피의 타액에서의 그람양성

과 그람음성 간균의 감소가 특징적임을 알 수 이었다. 이들이 

구취감소와 지속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모든 종류의 

구강미생물의 큰 감소와 함께 구강 내 그람음성과 그람양성

의 간균류의 감소와 관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취가 타액과 설태에 존재하는 그람음성 혐기성 세균의 총

량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14][25]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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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생리적 구취 제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내 

미생물의 양 그 자체의 감소이고 이중 그람음성과 그람양성

의 간균류의 제거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구강위생용품인 칫솔과 혀크리너, 구강청정제 그리고 구강

위생용품의 대체식품인 커피를 이용하여 각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전과 후의 치은연상의 치면세균막, 설태, 타액에서의 구

강 미생물과 구취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

취감소에 영향을 주는 구강요인과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효

율적인 구취제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칫솔, 혀크리너, 구강청정제와 커피 적용 전과 후의 구취

측정 결과 구취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은 칫솔과 커피

였다. 혀크리너의 경우 비록 구취 감소 효과는 작았지만 지속

적으로 감소효과를 보였고 구강청정제의 경우 구취 감소효과

도 적고 지속력도 떨어졌다

2. 치면세균막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O’Leary index 결과 

치면세균막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칫솔이었고 커피 역

시 구강청정제보다 효과적이었다.
3. 치면세균막의 구강미생물은 칫솔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설태의 구강미생물은 혀크리너에 의해서만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칫솔, 구강청정제 및 커피 적용 등의 방법에는 영향을 받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타액의 구강미생물의 경우 적용된 

모든 방법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4. 구취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칫솔과 커피의 적용 적

과 후의 치면세균막, 설태 그리고 타액으로부터 배양한 모든 

구강미생물 집락을 그람염색하여 분류한 결과 칫솔과 커피 

적용 후 모든 종류의 구강미생물의 큰 감소가 관찰되었고 칫

솔의 치면세균막과 커피의 타액에서의 그람양성과 그람음성 

간균의 감소가 특징적이었다. 
위의 결과들을 근거로 구강 내 생리적 구취의 경우 설태보

다 치면세균막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

시간의 생리적 구취감소를 위해 치면세균막을 물리적으로 제

거하는 잇솔질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물리적 제거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커피, 구강청정제 등으로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생리적 구취 제거를 위해 가

장 중요한 것은 세균의 양 그 자체의 감소이고 이중 그람음성

과 그람양성의 간균류의 제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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