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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main cause of periodontal disease is due to anaerobic bacteria existing around periodontal tissue.

Methods: A group of 36 people who visited the periodontal prevention center of G Dental Hospital in Changwon-si, Gyeongsangnam-do, 

and who performed 4 times of professional periodontal prophylaxis, was finally selected and entered into a self-filling ceremony from April 

25, 2019 to September 20,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ver 25) a chi-square test and frequency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P. gingival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L, probing depth and tongue index were not significant among the clinical periodontal 

indices. T.Forsythus and T.denticol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bing Depth, CAL, and tongue index. P. gingivalis, T. forsythus, 

T. denticola all decreased before and after expert periodontal prophylaxis, but T. denticol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 professional periodontal preventative care greatly reduced the number of periodontal 

bacteria, not exterminate the periodontal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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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주질환은 치아지지 조직의 파괴로 인한 염증성 질환으로 

결합 조직의 부착 소실과 폐포 및 뼈의 손실을 특징으로 한다.[1] 

치주질환은 치태와 치석 같은 국소인자나 혈액질환 및 호르몬 

결핍과 같은 전신질환 이외의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밀접한 

주요 병인은 구강 및 치은의 치면 세균막에 존재하는 혐기성 

세균이다.[2] 치면 세균막 내에는 400여 세균종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고, 현재는 치주질환과 관련된 특정 구강 내 병원성 

세균간의 역학관계 및 치주질환 병소에 호발 하는 세균의 분포양

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질환의 정도

에 따라 병원성세균의 종류나 그 총량의 차이를 보이며, 건강한 

사람에도 전신건강이나 면역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구강 내 존재하는 세균은 짧은 간균, 둥근 구균 형태부터 

복잡한 나선형까지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세균은 그람양성, 호기성, 당분해성 및 비운동성이며 

질환과 관련 있는 세균은 그람음성, 혐기성, 비당분해성 및 

운동성이다. 균 서식지의 특성으로서 대부분의 치주 질환균은 

산소에 민감한 혐기성 세균들이기 때문에 치은연상 치면 세균막

에 비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치은연하 치면 세균막에 

분포한다.[4]

치은연하 세균의 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치주질

환의 정도이며 만성 치주염을 가진 환자의 치은연하에서 T. 

forsythensis, P. gingivalis, T. denticola 같은 치주질환 원인균이 

평균적으로 양과 비률, 발생 빈도에서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왔고[4], 치주낭의 깊이, 치주낭 측정시 출혈, 부착치은 소실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치주질환 원인균들은 그람음성 혐기성 세균으로서 실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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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양이 까다롭고 어려워 전통적인 세균배양법으로는 정량적

인 측정이 어렵다.[5] 최근에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와 probe를 이용하여 지수적 증식 

단계를 조사함으로써 세균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치주질환 원인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6-7]

본 연구는 표본 수집이 안전하고 치주염 진단도구로 활용 

가능한 타액을 통한 가글로 구강 세균검사를 시행하여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처치 전, 후의 치주질환 원인균의 발현률을 비교하

였다. 치주지수에 따라 치주질환의 이환 정도를 파악하여 구강 

보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 치주 예방 

프로그램으로 심각한 치주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목적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3.1 프로그램에서 신뢰수준 95%, 효과크기 0.5로 설정하여 

표본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각 집단 27명의 조건임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

는 2019년 4월 25일~2019년 9월 20일까지 창원 G치과병원 

치주예방센터에 내원하는 치주질환자이다. 치주염으로 치석

제거 후 치근면 활택술와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를 시행한 환자 

(Professional Periodontal Management) 36명을 최종 선정하였

다. 치주질환 검출률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 치주 예방관

리 1회차에 구강 세균검사하고 12주 후 2차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고신대학교 윤리위

원회(KUGH 2019-02-018-006)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시행하

였다.

2. 연구방법

조사 연구에 맞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8문항, 구강보건 행태 6문항을 조사하였고, 임상

적 치주지수는 치과의사가 직접 치경과 탐침을 이용하여 구강검

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에 동의하여 참여대상자로 선정되면 1주차에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구강검진과 가글을 이용한 타액으로 

구강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치간부위의 청결에 효과적이고 잇몸 

마사지 효과와 치은 열구상피의 각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전문가 

잇솔질법(와타나베법)과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를 숙련되고 전문적인 2인의 치과위생사가 시행하였다.

1) 임상적 치주지수 측정

(1) 치주낭 깊이 측정과 임상적 부착소실

치주낭 깊이 측정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6개 각 치아에서 협설면의 근원심 및 

중앙부를 포함한 여섯 부위를 측정하였고,[8] 12 mm까지 측정

이 가능한 치주탐침(University of North Carolina No.15 probe, 

Hu - Friedy, Chicago, IL)을 이용하여 유리치은 변연에서 치주낭 

기저부까지 1 mm 단위로 측정하였고, 동일한 기구로 백악법랑경

계부에서 유리치은 변연까지 임상적 부착소실을 측정하였다.[9]

(2) 구강위생관리능력지수 (Patient Hygine Performance index: 

PHP index)

개인이 구강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지표

로 치면 착색제를 통해 PHP index를 측정하였다. 검사대상치아

는 6개로 상악 우측 중절치 순면, 상악 좌, 우측 제1대구치 협면, 

하악 좌측 중절치 순면, 하악 좌, 우측 제1대구치 설면이다. 

6개 치아면을 각각 근심부, 원심부, 치은부, 중앙부 및 절단부의 

5개부로 나누고, 각 부분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경우에는 1점, 

부착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점한다.[10]

(3) 설태지수

혀 전체를 뿌리부분부터 혀끝까지로 가로, 세로 3등분 하여 

혀 전체를 가로, 세로로 3등분하여 총 9부위로 구분한 후 설태의 

유무에 따라 해당부위에 각각 1점씩 부여하여 지수로 산정하였

으며, 판정기준은 ｢0: 없음｣, ｢0.1~0.3: 약간｣, ｢0.4~0.7: 중등도｣, 

｢0.8~1.0: 심함｣으로 구분하였다.

(4) 구강 세균검사(multiplex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MRT-PCR)

타액 채취는 양치 후 1시간 이후에 채취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경과된 다음 가글 용액을 이용하여 전체를 

헹구는 방식으로 20초 이상 충분히 가글링 후, 준비한 검체 

용기에 가글한 타액 10ml를 채취하였다. TaqMan법을 기반으로 

하는 MTR-PCR법은 새로운 PCR과정 중 중합에서 사용되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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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ender Male 14 38.9

Female 22 61.1

Age(year) ≥50 10 27.8

51~60 17 47.2

>61 9 25.0

M±SD 54.39±7.25

Residence city 33 91.7

local 3 8.3

Income ≤300 7 19.4

>301 29 80.6

Systemic disease yes 7 19.4

no 29 80.6

Smoking yes 4 11.1

no 32 88.9

Alcohol yes 26 72.2

no 10 27.8

General health state good 24 66.7

bad 12 33.3

Total 36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Division N %

Toothbrushing number 1~2  5 13.9

>3 31 86.1

Tongue brush Yes 29 76.3

No  9 23.7

Regular scaling Yes 26 72.2

No 10 27.8

Dental floss Yes 21 58.3

No 15 41.7

Interdental toothbrush Yes 25 69.4

No 11 30.6

Oral gagling Yes 12 33.3

No 24 66.7

Total 36 100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of study subject

이머(primer) 및 프로브(Easyperio, YD Life Science,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11]

3. 통계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 행태, 임상 치주지수는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처치 전, 후 치주질환 

원인균 검출률에 대한 독립성 검정(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0.05에서 실시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문가 치주

예방군은 36명 중 남자 14명(38.9%), 여자 22명(61.1%)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은 50세 미만인 대상자는 10명(27.8%), 51

세~60세가 17명(47.2%), 60세 이상은 9명(25%)으로 나타나 

평균 연령은 54세이다. 거주지는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33명

(91.7%), 읍, 면 거주지 3명(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29명(80.6%), 300만원미만 7명(19.4%)으

로 나타났다. 전신질환이 없는 대상자는 29명(80.6%)으로 나타

났고, 전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7명(19.4%)으로 나타났다. 비흡

연 대상자는 32명(88.9%), 흡연하는 대상자는 4명(11.1%)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전체 26명(72.2%)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 10명(27.8%) 각각 나타났다. 전신 건강상태는 

좋다고 느끼는 대상자는 24명(66.7%), “나쁨” 12명(33.3%)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대상자의 구강 보건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 보건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칫솔

질 횟수는 3회 이상 31명(86.1%), 정기적 스켈링은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72.2%), 혀솔질을 “예”라고 응답한 경우 

29명(76.3%), 구강관리용품 사용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9

명(80.6%)이다. 대상자 중 21명(58.3%)은 치실을 사용하고 15명

(41.1%)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치간치솔 사용유무

는 사용하는 대상자가 25명(69.4%), 구강 양치액은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2명(33.3%), “아니오” 라고 한 대상자는 24명

(66.7%)이다.

3.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는 치주낭 깊이 4mm 17명(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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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Probing Depth(mm) 1~3  4 11.1

4 17 47.2

≥5 15 41.7

M±SD 4.28±1.16

CAL(mm) 3~4 29 80.6

≥5  7 19.4

M±SD 3.50±1.00

Tongue plaque ≤0.3  6 16.7

≤0.7 12 33.3

≤1.0 18 50.0

PHP index ≤1.0  2  5.6

≤2.0 13 36.1

≤3.0 21 58.3

M±SD 2.02±0.61

Saliva(ml／min) ≤0.5 14 38.9

≥0.5 22 61.1

M±SD 0.667±2.40

Total 36 100

<Table 3> Clinical periodontal index of study subject

Division N % p-value

Probing Depth(mm) 1~3  4 14.8 0.153

4 13 48.1

≥5 10 37.0

CAL(mm) 3~4 22 81.5 <.001*

≥5  5 18.5

Tongue plaque ≤0.3  4 14.8 0.091

≤0.7 10 37.0

≤1.0 13 48.1

PHP index ≤1.0  2  7.4 0.474

≤2.0 10 37.0

≤3.0 15 55.6

Saliva(ml／min) ≤0.5 12 44.4 0.906

≥0.5 15 55.6

Total 27  75

* p<0.05

<Table 4> Distribution of P. gingivalis according to periodontal index

of study subject.

Division N % p-value

Probing Depth(mm) 1~3  4 12.1 0.027*

4 15 45.5

≥5 14 42.4

CAL(mm) 3~4 26 78.8 <.001*

≥5  7 21.2

Tongue plaque ≤0.3  4 12.1 <.001*

≤0.7 11 33.3

≤1.0 18 54.5

PHP index ≤1  2  6.1 0.038*

≤2 10 30.3

≤3 21 63.6

saliva(ml)／min ≤0.5 13 39.4 0.374

≥0.5 20 60.6

Total 33 91.7

*T-test, p<0.05

<Table 5> Distribution of T. forsythia according to periodontal index

of study subject.

5mm이상 15명(47.2%), 1~3mm는 4명(11.1%)로 나타났다. 임

상적 부착수준은 3~4mm 29명(80.6%), 5mm이상은 7명(19.4%)

로 나타났다. 설태지수는 18명(50.0%)은 0.8~1.0이 많았다. PHP 

index(구강위생관리능력지수)는 2.1~3.0 21명(58.3%), 1.1~2.0 

13명(36.1%), 1.0 미만은 2명(5.6%)로 나타났다. 타액량은 1분

당 0.5ml초과는 22명(61.1%), 0.5ml 미만은 14명(38.9%)으로 

<Table 3>과 같다.

4.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P. gingivalis 

분포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P. gingivalis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probing depth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상적 부착소실(CAL)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p<0.001) 설태 지수는 유의한 수준 가깝게 차이가 있었다

(p=0.091). PHP index(구강위생관리능력지수), 1분당 타액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T. forsythia 

분포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T. forsythia 분포는 

<Table 5>와 같다. 상실 치아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임플란

트 보유 개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32). 저작 가능한 

치아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robing depth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임상적 부착소실(CAL)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p<.001) 설태 지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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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p-value

Probing Depth(mm) 1~3  3 10.3  0.031*

4 13 44.8

≥5 13 44.8

CAL(mm) 3~4 24 82.8 <.001*

≥5  5 17.2

Tongue plaque ≤0.3  6 20.7  0.014*

≤0.7 10 34.5

≤1.0 13 44.8

PHP index ≤1.0  6.9 0.088

≤2.0 11 37.9

≥3.0 16 55.2

Saliva (ml／min) ≤0.5 10 34.5 0.596

≥0.5 19 65.5

Total 29 80.6

*T-test, p<0.05

<Table 6> Distribution of T. denticola according to periodontal 

index of study subject.

periodontal 

pathogens

before after p-value1)

n(%) n(%)

P. gingivalis 27(71.1) 25(69.4) 0.605

T. forsythia 33(86.8) 31(81.6) 0.460

T. denticola 29(76.3) 20(52.6)  0.023*

1) Compare in periodontal pathogens before and after professional periodontal 

preventive management.(p<0.05)

2)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Table 7> Changes in periodontal pathogens before and after expert 

periodontal preventive management.

리고 PHP index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8). 1분당 타액

량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T. denticola 

분포

연구대상자의 임상 치주지수에 따른 T. denticola 분포는 

<Table 6>과 같다. Probing depth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1). 임상적 부착소실(CAL)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p<.001) 설태 지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4). 개인 

구강위생능력(PHP index)는 유의한 수준 가깝게 차이가 나타났

다(p=0.088). 1분당 타액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 후 치주질환 원인균 발

현률 변화

P. gingivalis의 발현률에서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처치 전 

27명(71.1%)에서 처치 후 25명(69.4%)으로 감소하였다. T. 

forsythia의 검출률에서 처치 전 33명(86.8%)에서 처치 후 31명

(81.6%)로 나타났다. T. denticola는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처치 

전 29명(76.3%)에서 처치 후 20명(52.6%)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T. denticola의 검출률은 유의한 수준으

로 차이가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Ⅳ. 고찰

치주질환자는 치은연하에 서식하는 구강 세균으로 인하여 

파괴된 치주조직을 더 심각한 상태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치주 질환균과 미생물 세균총의 

변화는 치주 질환의 발달과 진행에 관련이 있고, 치은 연하 

치면 세균막에서 관찰된 다양한 박테리아 중에서 P. gingivalis, 

A.actinomycetemcomitans, F. nucleatum 및 T. forsythus는 치주 

병원체의[12] 조기 서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치주 질환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치주 질환자의 임상적 

치주지수를 통해 구강 내 서식하는 세균의 종류를 관찰하여 

전문가 치주예방 관리를 받음으로써 치주질환 원인균의 검출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여 치주질환자들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교육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구강 보건행태에서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 86.1%, 

정기적 스켈링은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2.2%, 혀솔질은 

76.3%의 대상자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유무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0.6%였고, 구강관리용품 

중 58.3%은 치실을 사용하고, 치간치솔 사용유무는 사용하는 

대상자가 69.4%, 구강양치액은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3.3%, “아니오”라고 한 대상자는 66.7%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치주질환을 위한 예방관리에서는 칫솔질이나 정기적인 치석제

거였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사용하는 대상자가 많아 칫솔질이

나 정기적인 치면세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치간 사이를 청결

히 해주는 구강관리용품도 병행해서 사용해야 치주질환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칫솔질 및 구강관리보조용품 등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과위

생사와 치과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3] 

환자의 구강상태에 알맞은 칫솔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스스로 구강위생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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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성적인 치주질환으로 이환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특정 치주병원균의 치은과 타액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14-17]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원인균

에 해당되는 P. gingivalis는 CAL(임상적 부착소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T. forsythus, T. denticola는 Probing Depth(치

주낭 깊이), CAL(임상적 부착소실), 설태지수가 유의하게 차이

가 나타났다. 임상적으로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치주적으로 건강

한 사람과는 달리 치주염 환자에서는 이미 치은 연하균의 조성이 

이미 바뀌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의 

건강한 부위가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유사한 부위보다 치주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된 바가 있다[18]. 

또한 치주 환자의 건강한 부위에 임상적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치주질환균이 증식하고 이러한 세균의 전이는 질환부위로부터 

인접 건강한 부위로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19]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치주염의 판단 기준이 되는 치주낭 깊이와 임상적 

부착수준으로 치주질환의 이환정도를 파악하여 상태에 따른 

치주 예방관리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액을 통해 

검사한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과 후의 구강세균의 검출률 

변화에서는 P. gingivalis, T. forsythus, T. denticola 모두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과 후에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T. denticola는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85명의 만성 치주염 환자들의 

타액에 있는 ALT(alanine transaminase) 농도와 P. gingivalis의 

비율이 치주염의 진행에 대한 잠재적 지표라고 주장하였다.[20] 

최근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임상 치위생관리 과정을 적용하여 

업무수행 전⋅후의 환자 구강 위생상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 치주

낭의 깊이 감소, 구취 감소, O’Leary index가 감소하는 효과[21]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천에 따른 구강 미생물 변화를 

연구한 선행논문에서도 구강보건전문가가 수행한 치위생관리 

과정이 효과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22] 균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전문가 치주 예방 프로그램은 

치주질환의 이환정도와 관련된 임상 치주지수에 따라 구강 세균

을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와 타액을 이용한 가글로 

채취한 구강세균의 정량적인 분포를 설명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해 세균을 조기에 억제하

고 치주질환 원인균의 검출에 감소효과가 있는 치주 예방 프로그

램을 치과임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주질환자의 치주 

건강이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4월 25일~2019년 9월 20일까지 창원 

G치과병원 치주예방센터에 내원하는 치주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석제거 후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를 시행한 환자 (Professional 

periodontal preventive Management) 36명을 최종 선정하여 치

주질환자의 임상 치주지수와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과 후의 

치주질환 원인균의 검출률을 조사 연구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구강 보건행태에서 칫솔질 횟수는 3회이상 

86.1%, 정기적 스켈링은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2.2%, 

혀솔질은 76.3%의 대상자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구강

관리용품 사용 유무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0.6%였

고, 구강관리용품 중 58.3%은 치실을 사용하고, 치간치솔 

사용유무는 사용하는 대상자가 69.4%, 구강양치액은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3.3%, “아니오”라고 한 대상자는 

66.7%이다.

2. P. gingivalis는 임상 치주지수 중 Probing Depth(치주낭 

깊이), 설태지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CAL(임상적 부착소

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T. forsythus, T. denticola는 Probing Depth(치주낭 깊이), 

CAL(임상적 부착소실), 설태지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

났다.

4. P. gingivalis, T. forsythus는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과 

후에 감소 효과는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T. denticola는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 전, 후에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치주질환자의 치주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치주 예방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예방프로

그램을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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