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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솔질 방법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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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toothbrushing method, five women in their twenties 

who maintain a healthy oral condition brushed their teeth using a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scrub 

tooth brushing method, and tooth brushing using a sonic vibration electric toothbrush. Samples were 

taken from the tooth surface to compare the changes in Streptococcus mutans, Lactobacillus casei, 
general oral microorganisms, and dental plaque. Results were as follows.

1. S. mutans and L. casei on the tooth surface were most abundant following employment of the 

scrub tooth brushing method; lowest after using the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and low after 

brushing with a sonic vibration electric toothbrush.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tooth brushing 

method for the removal of S. mutans and L. casei was confirmed as the roll method.

2.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hanges of oral microorganisms on the surface of the teeth, the tooth 

brushing method which can be said to most effectively remove general oral microorganisms is 

the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Use of a sonic vibration electric toothbrush also had a large 

effect on removing general oral microorganisms.

3. Using the O’Leary index, the most effective tooth brushing method in reducing dental plaque is 

the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The scrub tooth brushing method was found to be less effective 

in removing dental plaque than the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and tooth brushing method using 

a sonic vibration electric toothbrush.

Key words : Lactobacillus casei, Oral microorganisms, Rolling tooth brushing method, Streptococcus 
mutans, Tooth brushing method. 

Ⅰ. 서론 

구강 내 세균으로 구성된 치아표면을 덮는 얇은 막인 치면

세균막은 구강관련 질환 중 우리나라 성인에게 가장 많이 발

생된다고 알려진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유발의 주된 원인이

라고 여겨진다[1][2].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유발시키는 

치면세균막의 대표적인 세균은 Streptococcus mutans와 

Lactobacillus casei이다. S. mutans는 치면세균막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표적 치아우식증 유발 세균이고 L. casei는 

발생된 치아우식증을 더욱 진행시키고 치근 우식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3]. 환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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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솔질을 한다면 치면세균막 제거는 물론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2]. 즉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

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치면세균막의 제

거이다.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한 방법은 크게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잇솔질법과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전

문가에 받을 수 있는 scaling이 있다[2]. Scalig은 환자가 병원

을 방문해야 되고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크므로 현재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시간제한과 번거로움이 없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환자 스스로가 실시하는 잇솔질이라 할 수 있다. 효과

적인 잇솔질을 위해 다양한 칫솔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

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칫솔을 골라 사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2], 회전법, 횡마법, 바스법, 차터스법 등 다양한 

잇솔질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4].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권장하는 잇솔질 방법은 회

전법이다[4]. 회전법은 칫솔의 강모를 치은 깊숙이 치아 장축

과 평행하게 위치시켰다가 교합면을 향해 칫솔을 잡은 손목

에 힘을 가하며 돌리면서 쓸어내리는 동작을 취하는 방법이

고 횡마법은 칫솔의 강모단면을 치아 표면에 직각으로 대고 

전후왕복으로 치아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치경부 마모증의 원

인이 되기도 하며 바스법은 한 줄 또는 두 줄모의 비교적 부

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주질환자의 치료와 치은

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잇솔질 방법이고 차터스법은 

칫솔의 강모단면이 교합면 쪽을 향하게 하여 45도 각도로 또

는 치아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치경부에 위치시키고 진동을 

주면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이다[4]. 또한 현대에 들

어서면서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동

칫솔의 종류는 음파를 이용하며 부드럽게 닦고 치면세균막과 

음식 잔여물 닦기에 효과적인 음파식과 강하게 닦아 치석, 치

태 제거에 효과적인 회전식 두 가지가 있다[5][6]. 수동과 전

동 잇솔질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논

문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나[7][8][9][10]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근거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그 결과 역시 다양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근거로 수동과 전동 잇솔

질법의 효과를 밝힌 것은 드물다. 따라서 수동과 전동 잇솔질

의 효과를 객관적인 결과를 이용하여 밝히기 위해 수동 잇솔

질법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추천하는 방법인 회전법과 사람들

이 흔히 잘 못 사용하고 있는 횡마법을 선택하였고 전동 잇

솔질법은 현재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고 근래에 들어 사용빈

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시스테마 음파진동 전동칫솔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잇솔질 방법에 따

른 치면에서의 치아우식 유발균인 S. mutans와 L. Casei, 일반 

구강미생물의 변화 및 치면세균막의 제거정도를 알아보고 어

떤 잇솔질 방법이 구강미생물과 치면세균막 제거에 가장 효

과적인지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치아에 가장 효과적인 잇솔질법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2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식사 

후 회전법,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로 잇솔질을 시행하였

다. 각각의 방법으로 잇솔질을 시행한 후 멸균 gauze로 치면

세균막을 닦고 5 ml의 멸균수에 희석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1. S. mutans 와 L. casei 의 선택적 배양

대표적인 치아 우식유발균인 S. mutans와 L. casei의 잇솔질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표본의 4 ml를 CRTⓇ 

bacteria (Ivoclar Vivadent, USA)에 도말하였다. 도말한 CRT 

bacteria는 36.5℃에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해당 균주의 배양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였다.

2. 구강미생물의 배양

잇솔질 전후의 구강미생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한천배지(DifcoTM LB AGAR, MILLER)에 준비한 표본을 도

말하였다. 도말한 배지는 36.5℃ 배양기에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고 표준평판법에 따라 집락의 수를 확인하였다.

3. 치면세균막 지수 확인

개인의 치면세균막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잇솔질을 

실시하여 치아에 치면착색제인 SultanⓇ(Sultan Chemists 

Corp., USA)을 도포하였다. 도포된 치아를 O’Leary index에 

적용시켜 치면세균막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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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잇솔질법에 따른 S. mutans 와 L. casei 의 변화

치면에서의 S. mutans와 L. casei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 회전법,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을 동일한 조건으로 시

행하여 준비한 4㎖ 샘플을 CRT bacteria에 도말하여 36.5℃에

서 48시간 배양한 후 CRT bacteria에 생장한 S. mutans와 L. 

casei를 1~5단계로 구분하여 생장 정도를 확인한 후 1~5점으

로 나누어 점수를 측정하였다<Fig. 1>. S. mutans의 경우 양

치 전 평균은 2.4점, 회전법 평균은 1.4점, 횡마법 평균은 3

점, 음파진동 전동칫솔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L. casei

의 경우 양치전 평균은 2.4점, 회전법 평균은 1.6점, 횡마법 

평균은 4.2점, 음파진동 전동칫솔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Fig. 2>. 이상의 결과로부터  S. mutans와 L.casei는 횡마법 

시행 후 가장 많은 생장이 확인되었고 전동칫솔과 회전법 순

으로 감소하였고 회전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같은 조건

의 구강환경에서 회전법,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을 시행

한 후 CRT bacteria에 생장한 S. mutans와 L. casei의 비교한 

결과 회전법이 가장 S. mutans와 L. casei의 제거에 효과적이

고 횡마법이 전동칫솔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Growth stages of S. mutans and L. casei using CRT bacteria. 
A, S. mutans; B, L. casei; 1, Before brushing teeth; 2, Roll method; 3, Scrub 
method; 4, Electric toothbrush. 

<Fig.2> Comparison of growth of S. mutans and L. casei according 

to brushing method using CRT bacteria.

<Fig. 3> Changes of oral microorganisms by tooth brushing method.

1, Before brushing teeth; 2, Roll method; 3, Scrub method; 4, Electric 

toothbrush.

2. 잇솔질 법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변화

양치 전, 회전법,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법에 따른 치면

의 일반 구강미생물의 변화를 밝히기 위하여 5명의 실험 대상

자가 각각의 잇솔질 법으로 시행한 후 준비한 표본을 표준 한

천배지에 도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양치 전의 구강

미생물은 1.4x105 CFU/ml, 2.35×105 CFU/ml, 1.02×105CFU/ml

이고 회전법 시행 후 구강미생물은 6.3×104 CFU/ml, 5.1×104 

CFU/ml, 1.6×104 CFU/ml로 나타났다. 횡마법 시행 후 구강미

생물은 1.2×105 CFU/ml, 1.38×105 CFU/ml, 2.45×105CFU/ml이

며 음파진동 전동칫솔 시행 후 구강미생물은 1.07×105CFU/ml, 

2.77×105 CFU/ml, 1.03×104 CFU/ml로 나타났다<Fig. 4>.

위의 결과를 통해 구강미생물은 양치전,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 회전법 순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반 구강미생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잇솔질법은 회전법이

고, 음파진동 전동칫솔 또한 일반 구강미생물 제거 효과가 큼

을 알 수 있었다. 

<Fig. 4> Changes of oral microorganisms by tooth brus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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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잇솔질법에 따른 치면세균막의 변화

잇솔질법이 치면세균막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회전법, 횡마법, 음파전동 전동칫솔을 시행한 후 O’Leary 

index를 이용하여 치면세균막의 점수를 측정하였다<Fig. 5>. 

O’Leary index 측정 결과 양치전의 경우 평균 32.4, 회전법의 

경우 13.2, 횡마법의 경우 20.6 음파진동 전동칫솔의 경우 

15.4로 치면세균막지수가 양치전,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 

회전법 순으로 나타났다<Fig. 6>. 따라서 치면세균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잇솔질법은 회전법이고, 횡마법은 회

전법과 음파진동 전동칫솔에 비해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 Changes of dental plaque according to tooth brushing 

methods.

1, Before brushing teeth; 2, Roll method; 3, Scrub method; 4, Electric 

toothbrush

<Fig. 6> Changes of dental plaque on the tooth surface using the 

O’Leary index. 

Ⅳ. 결론

가장 효과적인 잇솔질법을 밝히기 위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2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식사 후 회전법, 

횡마법, 음파진동 전동칫솔로 잇솔질을 시행하였고 치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대표적인 치아우식 유발균인 S. mutans 와 

L.casei, 일반 구강 미생물 및 치면세균막 변화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면의 S. mutans와 L. casei는 횡마법 시행 후 가장 많이 

생장하였고 회전법 시행시에는 가장 낮게 그리고 음파진

동 전동칫솔 시행 시에는 낮게 생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 mutans와 L. casei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잇솔

질법은 회전법으로 확인되었고 횡마법은 회전법과 전동칫

솔에 비해 S. mutans와 L. casei의 제거에 낮은 효과를 보

였다.

2. 치면의 일반 구강미생물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일반 구강

미생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잇솔질법은 회

전법이고, 음파진동 전동칫솔 또한 일반 구강미생물 제거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3. 잇솔질법에 따른 O’Leary index 측정 결과, 치면세균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잇솔질법은 회전법이고, 횡마

법은 회전법과 음파진동 전동칫솔에 비해 치면세균막 제

거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으로부터 회전법은 대표적 치아우식 유발균인 S. 

mutans와 L. Casei, 일반 구강미생물 및 치면세균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치아 우식을 기장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잇솔질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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