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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강건강을 위협을 하는 질병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양대구강병(중대구강병)이라고 한다. 그 중 치주질환은 성인

의 90%가 경험하고, 기능상실로 이어지는 중증도가 높은 질

병이다[1].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서 ‘질병 소분류별 다빈

도 상병 급여현황’을 보면 치주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평균 보험급여 진료 비율이 12.9%로 의료비 상

승까지 이어지고 있다[2].

치주질환은 세균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치태와 치석이 치주

인대 부착파괴와 경조직인 치조골을 파괴하는 질환으로 17세

부터 시작하여 35세에 이후에는 치아 발거가 되는 질병이다. 

치료를 하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치은염과는 달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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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biological grounds as quantitative criteria by 

collecting causative organisms of periodontal disease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implementing periodontal management based on a dental hygiene process. A further goal 

was to understand the role of oral health professionals for preventing periodontal diseases. 26 

persons who visited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 Lab of D. University from September 28, 2017 

through November 30, 2017, were final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by analyzing oral microorganisms through real-time PCR by dental examination and 

oral collection (tooth surface and gingival crevicular fluid).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analy-

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bacteria in the tooth surface and the gingival sulcus tended to 

decrease according to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and verbal oral health literacy 

by implementation of periodontal management. Thu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periodontal management based on the dental hygiene proc-

ess with patients who have periodontal diseases, and at the same time to conduct an evi-

dence-based self-directed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dental hygiene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e subjects’ oral health problem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crucial to the needs 

and importance of ongoing management for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s to conduct a 

broader follow-up study, e.g.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by which certain bacterial species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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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인 양상을 보인다[3]. 치주질환은 구강질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염증성 면역반응이라는 공통적인 생물학적 메커

니즘이 전신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치주조직 내

에서 국소적으로 생산된 염증성 매개물질이 혈류를 통해 전

신으로 퍼져나간다[4]. 이에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질

환과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당뇨, 폐질환, 신장질환, 관절염, 

비만, 대상성 증후군, 암 뿐만 아니라 산모와 태아에게도 영

향을 끼쳐 조산과 유산 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 

전신건강과도 관련성이 깊은 치주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초

기 치료와 예방을 하면 시간적·경제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

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6].

이렇듯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

인구강건강관리와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예방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다[7][8]. 현재 질병예방이 중점인 의료

체계에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이

라 대두되고 있는 방법은 치위생관리 5단계이다[9]. 치위생과

정은 단일요인이 아닌 복합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되고 계

속적 관리가 필요한 치주질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0].

치위생과정 5단계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전신건강과 대상자

의 요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 치위생 

사정, 대상자에게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구강건강문제를 파악

하는 단계인 치위생 판단, 치위생 판단에서 확인한 대상자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위생관리의 목표과 결과 등을 사정된 자료와 판단을 토대로 

수립하는 단계인 치위생 계획, 대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위생 계획이 수행되는 단계인 치위

생 수행, 마지막으로 치위생관리의 결과들을 다시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과정인 치위생 평가의 5단계가 있다[11][12]. 

기존의 선행연구는 치위생과정에 근거한 치주관리 수행 후

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지만[5], 치주관리수행 치면의 

구강 내 미생물 변화의 생물학적 근거를 정량적 기준을 제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구강보건 지식, 구강건강실천, 구강건강행동이 구강 내 

미생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치면 내 치면세균

막에서의 구강미생물의 분포 및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련성이 있는 구강건강 관련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치주질환의 관리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주염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위생과정을 

근거로 치주관리 수행을 실시하여 구강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인 구강 내 미생물을 분석하여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치주관리수행 전과 후에 전치부(하악 전치부 설면)와 

구치부(상악 우측 협면 제1,2대구치)의 치면세균막을 채취하

여 구강미생물 분포를 파악하였다.

2.2 연구대상

2017년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D대학교 

임상치위생학 실습실 내 방문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취

지와 목적을 설명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치주염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로 

최종 26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2.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 특성, 구강보건지식, 구강

건강실천, 구강건강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구

강보건지식에 관한 문항은 불소 2문항, 충치 3문항, 치주질환 

3문항, 기타 2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강건강실

천에 관한 문항은 자가관리 5문항, 전문가 관리 2문항, 기타 

2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행동 지수(Oral 

Health Behavior Index, OHB)는 자가구강건강관리를 평가하

는 지표로 이닦기 빈도, 이닦기 시기, 이닦기 강도, 이닦기 시

간, 칫솔사용법, 불소 치약, 치간 세정, 혀 세정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점수화하여 표기하였다. 

2.4 Real-Time PCR을 이용한 구강 내 미생물 분석

12cc 양치액(가글)이 담긴 50cc 플라스틱튜브에 구강내 치

아 중 전치부 2개, 구치부 2개 협·설측 또는 순·설측 치아부위

에서 멸균된 근관치료용 paper point (#30번) 약 8개를 이용하

여 치은열구에 10초간 삽입하여 치은열구액을 채취하였다. 

사용한 paper point는 다음 사용 시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에 보

내어 –20℃에서 보관하였다. NEXprep™ Cell/Tissue Genomic 

DNA kit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구강미생물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PerioGe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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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 Real-Time PCR Kit (Microis, Korea)를 이용하였다. 구

강 내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의 검출을 위해서는 16s rDNA 

단편을 증폭하였고, 미생물 검출을 위해서는 functional gene 

(rgp, waa, gtf)으로 부터 specific primer를 제작하여 약 200bp 

내외의 DNA 단편을 각각 증폭하였다. 표준균주로 사용하는 

구강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KCTC, Korea)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 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배양한 미생물은 ExgeneTM 

Cell SV mini Kit (GeneAll, Korea)를 이용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한 다음 정량 분석에서 사용한 똑같은 조건의 

real-time PCR에 사용하여 값을 구하였다.

2.5 분석방법

SPSS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구

강건강 실천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정도, 구강

보건실천정도, 구강건강행동변화(OHB)에 따른 구강내 미생

물 변화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실천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실천, 언어

적 구강건강문해력을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 지식은 여자

(5.29)가 남자(5.26)보다 높았으며, 29세 이하 연령그룹(5.14)

이 30세 이상 연령그룹(5.8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혼

(5.43)은 미혼(5.21)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강건강실천은 남자(4.00)가 여자

(3.86)보다 높았고, 29세 이하(3.76)은 30세 이상(4.80)보다 낮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

<Table 1>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동(OHB) 변화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치

주관리수행 전 구강건강행동은 남자의 경우 수행 전(10.37)보

다 수행 후(13.68)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5.662, p=0.001). 여자의 경우 수행 전(9.86)보다 수행 후

(14.57)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133, 

p=0.002). 29세 이하 그룹은 수행 전(9.95)보다 수행 후(13.57)

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531, p=0.001). 30

세 이상 그룹에서는 수행 전(11.40)보다 수행 후(15.40)가 높

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68, p=0.0371). 미혼은 

수행 전(10.15)보다 수행 후(13.47)가(t=5.953, p=0.001), 기혼

은 수행 전(10.42)보다 수행 후(15.14)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4.436, p=0.004)<Table 2>.

<Table 2> Changes in oral health behavior

1) : paired t-test, *p<.05, **p<.01, ***p<.001

3.3 구강보건지식 정도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치주관리수행 후 구강 내 미생물 변

화는 구강보건지식의 5점 이하를 평균 이하 그룹, 6점 이상을 

평균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Red complex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range complex의 경우 

Fusobacterium nucleatum은 평균 이하(5점 이하)에서 수행 전

(26.16)보다 수행 후(24.54)가 감소되었으며(p=0.019), 

Parvimonas micra은 평균 이하에서 수행 전(12.02)보다 수행 

후(3.65)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8). 구

강보건지식에 따른 치면의 총 세균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하(5점 이하)일 경우 수행 전(23.75)보다 수행 후(21.49)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6)<Table 3>.

Division  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M ± SD t(p) M ± SD t(p)

Gender
Male

Female

19

 7

5.26±1.82

5.29±1.11
-.031(.976)

4.00±2.26

3.86±1.77
.150(.882)

Age
Less than 29

Over 30

21

 5

5.14±1.65

5.80±1.64
-.800(.431)

3.76±2.10

4.80±2.17
-.990(.332)

Marriage
Yes

No

 7

19

5.43±1.51

5.21±1.72
-.295(.770)

4.14±2.12

3.89±2.16
-.261(.796)

Division N Before After t(p)1)

Gender
Male

Female

19

7

10.37±3.09

9.86±3.58

13.68±2.65

14.57±1.52

5.662(.001)

5.133(.002)

Age
Less than 29

Over 30

21

5

9.95±2.92

11.40±4.22

13.57±2.42

15.40±1.81

6.531(.001)

3.068(.037)

Marriage
Yes

No

19

7

10.15±2.83

10.42±4.19

13.47±2.48

15.14±1.77

5.953(.001)

4.4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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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강보건실천 정도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구강보건실천은 4점 이하를 평균 이하 그룹, 5점 이상을 

평균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구강보건실천에 따른 구강 내 미

생물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Red complex의 경

우 Treponema denticola는 구강보건실천에 따른 세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하(4점 이하)에서 수행 전(13.64)보다 수

행 후(2.19)가 감소하였으며(p=0.017), Orange complex의 F. 

nucleatum은 평균 이상(5점 이상)에서 수행 전(27.53)보다 수

행 후(25.32)가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7). P. micra은 평균 이하(4점 이하)에서 수행 전

(13.59)보다 수행 후(4.05)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23). Prevotella nigrescens은 평균 이하(4점 이하)에

서 수행 전(22.97)보다 수행 후(16.09)가 감소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34). 구강보건실천에 따른 치면의 총 

세균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상(5점 이상)에서 수행 전

(25.65)보다 수행 후(23.17)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2)<Table 4>.

<Table 3> 구강보건지식 정도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Division Bacteria Oral hygiene knowledge
Surface1)

Before After t p

Aa & Red Complex

Aa
Below 5

Over 6

5.35±11.93

-

10.12±16.30

-

-.1.714

-

0.106

-

Pg
Below 5

Over 6

8.84±14.16

3.99±11.98

12.02±16.79

4.03±12.09

-1.558

-1.000

0.139

0.347

Tf
Below 5

Over 6

13.90±16.29

14.23±16.90

10.88±14.74

8.24±12.43

0.576

0.783

0.573

0.456

Td
Below 5

Over 6

9.72±15.55

11.52±17.32

3.85±10.87

-

1.410

1.996

0.178

0.081

Orange Complex

Pi
Below 5

Over 6

12.11±15.13

11.90±14.50

12.91±14.27

9.50±14.33

-0.541

0.585

0.596

0.575

Fn
Below 5

Over 6

26.16±3.03

25.32±3.47

24.54±2.82

25.31±3.64

2.597

-0.561

0.019

0.590

Pm
Below 5

Over 6

12.02±14.88

12.67±15.03

3.65±10.32

3.54±10.61

2.420

1.885

0.028

0.096

Cr
Below 5

Over 6

16.81±16.48

21.54±16.19

17.36±17.13

21.60±16.23

-0.667

-0.363

0.514

0.726

En
Below 5

Over 6

1.59±6.57

-

0.90±3.69

-

1.000

-

0.332

-

Pn
Below 5

Over 6

21.89±10.81

18.79±14.35

17.72±12.10

11.40±13.89

2.058

1.720

0.056

0.124

Green Complex Ec
Below 5

Over 6

6.14±11.44

-

2.75±7.76

-

1.644

-

0.120

-

Total microoganisms
Below 5

Over 6

23.75±3.02

24.42±3.48

21.49±3.48

23.81±3.65

3.155

0.608

0.006

0.560

1) : paired t-test,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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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구강보건실천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Division Bacteria Oral hygiene practice
Surface1)

Before After t p

Aa & Red Complex

Aa
Below 4

Over 5

2.00±7.73

5.55±12.37

2.31±8,96

12.49±17.52

-1.000

-1.651

0.334

0.130

Pg
Below 4

Over 5

8.64±14.91

5.14±11.43

11.49±16.84

6.21±13.81

-1.234

-1.481

0.238

0.169

Tf
Below 4

Over 5

12.63±16.03

16.09±16.98

10.51±13.37

9.06±14.98

0.374

1.066

0.714

0.314

Td
Below 4

Over 5

13.64±17.32

5.85±13.05

2.19±8.47

2.97±9.86

2.702

0.546

0.017

0.597

Orange Complex

Pi
Below 4

Over 5

16.99±14.71

5.29±12.03

17.03±14.57

4.50±10.02

-0.063

0.196

0.950

0.848

Fn
Below 4

Over 5

24.66±3.16

27.53±2.34

24.43±3.80

25.32±1.70

0.289

2.871

0.777

0.017

Pm
Below 4

Over 5

13.59±15.11

10.41±14.46

4.05±10.71

3.00±9.95

2.546

1.748

0.023

0.111

Cr
Below 4

Over 5

21.89±16.13

13.75±15.85

22.25±16.31

14.17±16.64

-0.726

-0.370

0.480

0.719

En
Below 4

Over 5

1.80±6.99

-

1.02±3.93

-

1.000

-

0.334

-

Pn
Below 4

Over 5

22.97±9.81

17.88±14.36

16.09±12.00

14.78±14.47

2.354

1.307

0.034

0.220

Green Complex Ec
Below 4

Over 5

6.96±11.98

-

3.11±8.22

-

1.656

-

0.120

-

Total microoganisms
Below 4

Over 5

22.76±2.95

25.65±2.65

21.66±4.34

23.17±2.34

1.333

3.048

0.204

0.012

1) : paired t-test, M±SD

3.5 구강건강행동(OHB)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치주관리수행 전 후 구강 내 미생물 

변화는 구강건강행동의 3.7점 이하가 평균 이하, 3.8점 이상

은 평균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Red 

complex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range 

complex의 경우 P. micra 은 평균 이상(3.8점 이상)에서 수행 

전(28.98)보다 수행 후(28.34)가 감소되어 유의하였다

(p=0.011).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치면의 총 세균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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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구강건강행동(OHB)에 따른 구강 내 미생물 변화

Division Bacteria OHB
Surface1)

Before After t p

Aa & Red Complex

Aa
Below 3.7

Over 3.8

-

-

-

-

-

-

-

-

Pg
Below 3.7

Over 3.8

15.67±22.15

9.44±16.35

14.16±20.03

9.53±16.51

1.000

-1.000

0.500

0.423

Tf
Below 3.7

Over 3.8

14.01±19.81

19.15±16.58

31.77±1.02

20.53±17.78

-1.336

-1.996

0.409

0.184

Td
Below 3.7

Over 3.8

-

32.29±1.61

15.16±21.43

23.21±20.21

-1.000

0.754

0.500

0.530

Orange Complex

Pi
Below 3.7

Over 3.8

-

23.99±2.94

-

24.15±1.45

-

-0.185

-

0.870

Fn
Below 3.7

Over 3.8

26.92±2.94

27.40±1.18

27.83±1.32

24.93±0.99

-0.790

2.319

0.574

0.146

Pm
Below 3.7

Over 3.8

-

28.98±0.51

-

28.34±0.40

-

9.612

-

0.011

Cr
Below 3.7

Over 3.8

15.34±21.68

29.69±2.13

30.16±1.80

32.40±1.85

-1.054

-1.311

0.483

0.320

En
Below 3.7

Over 3.8

-

-

-

-

-

-

-

-

Pn
Below 3.7

Over 3.8

13.06±18.47

18.73±16.40

12.36±17.47

19.69±17.40

1.000

-1.208

0.500

0.351

Green Complex Ec
Below 3.7

Over 3.8

-

-

-

-

-

-

-

-

Total microoganisms
Below 3.7

Over 3.8

25.19±4.39

23.76±1.15

26.59±3.07

22.80±1.26

-1.492

0.720

0.376

0.546

1) : paired t-test, M±SD

Ⅳ. 고찰 및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

2016년 5년간 치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통계

적으로 분석한 결과 치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

원은 최근 5년간 ‘치주질환’환자 연평균 12%씩 꾸준히 증가

해 2012년 707만 명에서 2016년 1,107만 명으로 56.6%(4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개인의 숙주반응에 따라 치

주염의 발병이 다르며 세균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증가된 숙주면역반응이 치주염의 양상이 더 심하게 발현될 

수 있다. 전신질환은 숙주의 조직과 생리적 기능을 변화시켜 

파괴적인 치주질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전신질환 자체가 

치주염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치주조직 파괴로 진행되는 소인

이 되거나, 질환의 진행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전신질환을 가진 치주환자에서 전신적인 문제가 개선되

면 예후도 좋아진다. 치주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막기 위해서

는 일괄적인 치료나 예방법이 아닌 개개인에 맞춘 다양한 형

태의 개인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면세균막 관리와 치석제거가 대표적이다. 

치면세균막 관리는 치면에 형성된 세균막들을 칫솔질을 통해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칫솔질 외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이

용하여 치면세균막을 제거하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14].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급성질환에 비해 뚜렷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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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으며 치유와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치주질

환에 이환되어 적극적인 치주치료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치주건강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

인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치주건강을 유지를 해야 하며[15], 

성공적인 치주관리의 요건은 환자의 협조도와 전문가에 의한 

치주조직 감염 조절이다.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의 협조도와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치과의사나 치과

위생사와 같은 구강보건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14][16].

치과위생사가 환자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화된 치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위생과정(ADPIE)[17]를 기반

으로 환자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차별화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강건강상태 증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8]. 최근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임상 치위생

관리 과정을 적용하여 업무수행 전·후의 환자 구강위생상태

를 비교 조사한 결과 치주낭의 깊이 감소, 구취 감소, 

O’Leary index가 감소하는 효과[19]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구강보건전문가가 수행한 치위생관리과정이 효과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 균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

구는 치위생과정에 근거한 치주관리수행 후 치주질환 원인균

을 채취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물학적 근거를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여 구강보건교육 후 행동변화

에 따른 미생물 변화를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이 5점 이하 그룹에서 치면 내 Orange 

complex의 F. nucleatum (p=0.019), P. micra (p=0.028)가 감

소하였고 치은열구 내 Red complex의 Tannerella forsythensis 

(p=0.011), Orange complex의 F. nucleatum (p=0.005)가 감소

하였다. 김 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지식은 일반치과치료 환

자에서는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관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0]. 건강한 부위나 치은염이 발생한 부위보다는 파괴

성 치주질환에 이환된 부위 또는 치주농양 부위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21] 비활동성 병소보다는 활동성 병소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진 T. forsythensis는[22] 치은열구 내 구강미

생물에서 구강보건실천이 4점 이하 그룹(p=0.028), 5점 이상 

그룹(p=0.038)에서 유의하였고,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51점 

이하 그룹(p=0,010)에서 감소하였다. 치주질환과 관련이 깊은 

Orange complex는 P. intermedia, F. nucleatum, P. micra, 

Campylobacter rectus로 분류된 균 중에서 P. micra 는[23] 치

면 내 구강건강행동(OHB)이 3.8점 이상 그룹(p=0.011), 치은

열구 내 3.7점 이하 그룹(p=0.017)에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치주관리수행이 필요한 치은염 및 치주염 환자

들의 연령분포가 제한적이었던 부분과 대조군을 두지 않아 

효과를 비교 입증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치위생과정

을 근거로 한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구강내 미생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치과위생사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에 반드시 치위생관리과정이 근거가 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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