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치열 교정치료는 불규칙적인 치열과 부정교합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전에는 교합 개선의 목적으로 많이 시행해 왔지만 

최근 국민들의 미에 대한 관심이 증가[1]하여 교합 개선의 목적 

뿐만 아니라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교정

치료의 수요가 높아졌다[2]. 교합의 개선과 심미성 증가 등 치열 

교정치료의 순기능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고정성 

교정장치를 치면에 장기간 부착하여 시행되는 특성 때문에 구강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교정치료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은염이라고 보고 되었고[3], 교정치

료가 치주조직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정장치에 의해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영구적인 치주조직의 손상 없이 일시적인 치은의 

변화가 야기된다고 보고되었다[4]. 이러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수적이다. 치면세균막을 관리 하기 위해서 

칫솔질이 기본적으로 시행되지만, 교정장치들로 인하여 더욱 

복잡해진 구강환경을 관리하기에는 부가적으로 구강보조위생

용품 사용이 필요하다[5]. 치열교정장치 부위와 치간부위에 있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적절

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방법과 지속력 그리고 관심정도가 

주요한 요인이 되며, 개인 맞춤형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6].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관리 

내용의 차이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 관리용품이 있고 이와 함께 

임상에서 관리를 위한 목적성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권장 해야한

다. 치열교정장치 장착 환자에게 교정용 브라켓 주위를 청결히 

하는 전동칫솔[7]과 교정용 브라켓 주위와 교정용 밴드 그리고 

치간사이를 청결하게 하여 치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치실과 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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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H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mbined use of waterpik and hexamidine mouthwash by orthodontic patients 

on the decrease of oral periodontal bacteria pathogens and dental plaque index.

Methods: In this study, oral health education was conducted for four weeks by dividing 30 orthodontic patients at Y dental clinic in Busan 

into a control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after which their PHP index was measured.

Results: PHP index values decreased the most when the number of weeks of waterpik use was longer and when there was a combined use 

of waterpiks and hexamidine after the administ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Conclusions: Oral health education hours must be extended so that dental hygienists can encourage patients to use the combination of Waterpik 

and hexamidin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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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등이 추천되고 있다[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워터픽[9]과 

헥사메딘[10] 단일사용으로 치면세균막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는 많지만 워터픽과 헥사메딘의 병용사용으

로 인한 치면세균막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주간의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에서 헥사

메딘과 워터픽을 병용사용하였을때의 PHP index 변화를 통하여 

치은염 및 치주염 유발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칫솔질 교육 후 대상자들의 변화된 

구강위생 관리 능력과 더불어 워터픽과 헥사메딘의 병용사용으

로 인하여 구강 내 치주질환 유발균의 감소 및 치면세균막의 

변화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되

며, 치열교정환자 뿐만 아니라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들에게 

구강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계속 구강보건교

육안을 제안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진구에 소재한 Y치과 의원의 Clipy-C교

정장치 장착 환자 중 부착기간이 1~2년 사이의 치열교정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0명을 대조군, 

워터픽그룹, 워터픽과 헥사메딘 병용그룹을 각 10명씩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DIRB-201910-HR-E-38)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대상

자에게 설문조사 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 발생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부산광역시 진구에 소재한 Y치과 의원의 치열교정환자 중 

연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4주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과 칫솔질 시 워터픽

을 이용하는 실험군, 워터픽에 헥사메딘을 함께 사용하는 실험군

으로 나누어 하루에 한번 자기 전 대상자별로 구강세정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워터픽과 헥사메딘 병용그룹에는 헥사메딘 0.01%

의 농도로 희석된 용액 250ml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익일 

오전 워터픽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는 

정기검진일에 PHP index를 시행하여 워터픽 사용 전과 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분석을 위해 SPSS(25.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0.05이하에서 유의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 특성, 워터픽 사용실태,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과 기대되는 효과 조사는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 특성, 워터픽 사용실태에 

따른 PHP index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고 각 그룹별 워터픽 사용에 따른 PHP index변화는 

ANOVA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0.0%(18명), ‘여자’가 40.0%(12명)였다. 연령

은 ‘25세 이하’가 56.7%(17명), ‘26세 이상’이 43.3%(13명)였

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43.3%(13명), ‘4년대졸 이상’이 

56.7%(17명) 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0.0%(12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Female

18(60.0)

12(40.0)

Age
Under 25

Over 26

17(56.7)

13(43.3)

Education
Junior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13(43.3)

17(56.7)

Work Experience
Less than 3 million won

More than 3 million won

12(40.0)

18(60.0)

Occupation

Student

Profeesional/Technical

Service/Sales

Office/Administrative

Etc.

12(40.0)

 3(10.0)

 4(13.3)

 7(23.3)

 4(13.3)

Marriage status
Marriage

Single

28(93.3)

2(6.7)

Total 3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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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00만 원 이상’이 60.0(18명)였다. 대상자들의 직업에 대한 

항목에서는 학생이 40.0%(12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행

정직’이 23.3%(7명), ‘서비스/판매업’이 13.3%(4명), ‘기타’가 

13.3(4명), ‘전문직/기술’이 10.0%(3명)순이었다. 대상자 중 ‘미

혼’ 이 93.3%(28명), ‘기혼’이 6.7%(2명)로 대부분 미혼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PHP index의 변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PHP index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 그룹에서 성별은 

‘남자’가 3.60, ‘여자’가 2.98로 PHP index가 여자가 낮았으며

(p<.05), 월평균소득에서 초기 값(base line)에서 ‘300만원 미만’

이 3.66, ‘300만 원 이상’이 2.86, 실험시작 후 2주 후의 PHP 

index도 ‘300만원 미만’이 3.74, ‘300만 원 이상’이 2.86으로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우에서 낮았다(p<.05). 워터픽+헥사메딘 

그룹에서 PHP index 변화는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 

2.40, ‘300만원 미만’이 2.97로 월소득 평균이 PHP index가 

‘300만 원 이상’이 낮게 나타났다(p<.05)<Table 2>.

3. 대상자의 구강건강 특성에 따른 PHP index 변화

대상자의 구강건강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PHP index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이상, 평균이하로 구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고, 워터픽을 사용하는 그룹에서 구강건

강관심이 ‘보통이다’가 4.12, ‘관심이 많다’가 3.28로 PHP 

index가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서 PHP index 낮았다

(p<.05) <Table 3>.

4. 워터픽 사용실태에 따른 PHP index 변화

워터픽 사용실태에 따른 PHP index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워터픽 그룹에서 ‘워터픽 사용에 대한 인지’는 

Base line에서 ‘예’보다 ‘아니오’가, Midium line과 Last line에서 

‘아니오’보다 ‘예’가 PHP index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워터픽 

사용 후 느낌정도’에서 Base line에서는 ‘보통이다’ 보다 ‘좋다’

가, Midium line과 Last line에서는 ‘좋다’ 보다 ‘보통이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워터픽 사용시간’에서 Base line에서 ‘2분

이상’보다 ‘2분미만’이, Midium line과 Last line에서 ‘2분미만’

보다 ‘2분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엿다.

Classfication
Control Group Waterpik Waterpik+Hexamedine

B M L B M L B M L

Gender

Male

Female

t(p)

3.53±.71

2.85±.10

1.878(.097)

3.55±.65

2.93±.39

1.711(.125)

3.60±.58

2.98±.21

2.026(.049)

3.85±.54

3.48±.62

1.011(.342)

3.18±.34

2.93±.34

1.170(.276)

2.77±.41

2.65±.93

.275(.790)

3.28±.19

3.68±.67

-1.385(.203)

-2.57±.33

3.00±.36

-1.987(.082)

2.20±.34

2.65±.42

-1.872(.098)

Age

Under 25

Over 26

t(p)

3.32±.66

3.18±.69

.326(.752)

3.40±.68

3.15±.59

.599(.566)

3.33±.56

3.38±.62

-.110(.915)

3.90±.68

3.40±.12

1.420(.193)

3.05±.43

3.13±.22

-.316(.760)

2.63±.45

2.85±.88

-.518(.619)

3.40±.51

3.48±.45

-.260(.801)

2.74±.18

2.74±.55

.000(1.000)

2.38±.28

2.38±.57

.000(1.000)

Marriage 

status

Single

Marriage

t(p)

3.29±.6

3.00±.00

.409(.693)

3.36±.63

2.80±.00

.830(.430)

3.39±.57

3.00±.00

.644(538)

3.74±.59

3.30±.00

.712(.496)

3.11±.36

2.80±.00

.831(.430)

2.82±.56

1.80±.00

1.723(.123)

3.44±.46

-

-

2.74±.39

-

-

2.38±.42

-

-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t(p)

3.18±.69

3.32±.66

-.326(.752)

3.20±.56

3.37±.71

.-394(.704)

3.25±.71

3.42±.48

-.445(.668)

3.85±.54

3.48±.62

1.011(.342)

3.03±.42

3.15±.24

-.496(.633)

2.77±.66

2.65±.66

.275(.790)

3.20±.36

3.54±.48

-1.092(.307)

2.67±.15

2.77±.46

-.371(.720)

2.23±.25

2.44±.48

-.700(.504)

Work 

Experience

Less than 3 million won

More than 3 million won

t(p)

3.66±.70

2.86±.13

2.490(.038)

3.74±.60

2.86±.18

3.147(014)

3.66±.63

3.04±.23

2.064(.073)

3.63±.76

3.73±.55

-.227(.826)

2.83±.35

3.19±.31

-1.580(.153)

2.50±.50

2.81±.68

-.713(.496)

3.25±.21

3.57±.55

-1.076(.313)

2.40±.24

2.97±.29

-3.224(.012)

2.08±.30

2.58±.38

-2.255(.054)

Occupation

Student

Profeesional/Technical

Service/Sales

Office/Administrative

Etc.

F(p)

3.77±.68

3.00±.00

2.80±.00

3.0±.62

-

.947(475)

3.80±.69

2.80±.00

2.70±.00

3.22±.54

-

1.321(.352)

3.67±.61

3.30±.00

2.70±.00

3.30±.57

-

.729(.571)

4.12±.47

2.80±.00

3.40±.14

3.40±.14

-

4.422(.058)

3.02±.48

3.20±.00

3.20±.00

3.05±.35

-

.122(944)

2.56±.47

3.00±.00

3.15±.92

2.55±1.06

-

.446(.729)

3.43±.59

3.50±.00

3.20±.00

3.60±.85

3.40±.14

.081(.985)

2.80±.14

2.20±.00

3.00±.00

2.85±.92

2.65±.21

.545(.712)

2.48±.21

1.80±.00

2.70±.00

2.60±.85

2.10±.14

1.050(.466)

1) : Base Line(Experiment start point), Medium line(2 weeks after the experiment), Last line(4 weeks after the experiment)

p<.05 by paired t -test and ANOVA

<Table 2> Changes in PHP index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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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픽+헥사메딘 그룹에서 ‘워터픽 사용에 대한 인지’는 Base 

line에서 ‘예’보다 ‘아니오’가, Midium line과 Last line에서 ‘아니

오’보다 ‘예’가 PHP index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워터픽 사용시

간’에서 Base line에서 ‘2분미만’보다 ‘2분 이상’이, Midium 

line과 Last line에서 ‘2분 이상’ 보다 ‘2분미만’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워터픽 사용실태에 따른 워터픽 그룹과 워터픽+헥사메

딘 그룹 모두 Base line에서 Midium line, Last line까지 각 구간별 

PHP index 변화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5. 각 그룹별 워터픽 사용에 따른 PHP index의 변화

Classfication
Control Group Waterpik Waterpik+Hexamedine

B M L B M L B M L

Oral health 

education

Yes

No

t(p)

2.93±.12

3.40±.73

-1.068(.317)

2.77±.06

3.53±.62

-2.068(.072)

3.00±.30

3.50±.59

-1.369(.208)

3.60±.63

3.77±.59

-.428(.680)

3.05±.52

3.10±.24

-.210(.839)

2.70±.57

2.73±.71

-.08(.939)

3.43±.59

3.45±.41

-.079(.939)

2.88±.15

2.65±.48

.884(.402)

2.53±.24

2.28±.51

.878(.406)

Perception of 

oral condition

Poor

Normal

Good

F(p)

3.65±.92

3.23±.60

2.70±.00

.719(.520)

3.50±.99

3.27±.63

3.10±.00

.130(.880)

3.75±.64

3.29±.56

3.00±.00

.719(.520)

3.70±.53

3.73±.69

3.50±.00

.056(.946)

3.13±.29

2.95±.29

3.70±.00

2.876(.123)

2.53±.75

2.72±.62

3.30±.00

.509(.622)

-

-

3.44±.46

-

-

-

2.74±.39

-

-

-

2.38±.42

-

Attention of oral 

health

Have no interested

Normal

Very interested

F(p)

-

3.36±.74

3.16±.59

.224(.648)

-

3.56±.63

3.04±.55

1.915(.204)

-

3.46±.53

3.24±.62

.366(.562)

-

4.12±.47

3.28±.29

11.605(.009)

-

3.02±.48

3.14±.19

.272(.616)

-

2.56±.47

2.88±.77

.636(.448)

-

4.20±.00

3.36±.40

4.068(.078)

-

3.00±.00

2.71±.40

.466(.514)

-

2.70±.00

2.34±.43

.614(.456)

Scaling 

Experience

Yes

No

t(p)

3.26±.64

-

-

3.30±.62

-

-

3.35±.55

-

-

3.70±.58

-

-

3.08±.35

-

-

2.72±.62

-

-

3.44±.46

-

-

2.74±.39

-

-

2.38±.42

-

-

1) : Base Line(Experiment start point), Medium line(2 weeks after the experiment), Last line(4 weeks after the experiment)

p<.05 by paired t -test and ANOVA

<Table 3> Changes in PHP index according to oral health characteristics Mean±s.d1)

Classfication
Waterpik Waterpik+Hexamedine

B M L B M L

Perception before Waterpik use

Yes

No

t(p)

3.55±.1.06

3.74±.51

-.392(.705)

3.25±.07

3.04±.38

.751(.474)

2.72±.35

2.71±.69

.072(.944)

3.38±.52

3.50±.44

-393.705

2.84±.15

2.64±.54

.796(.449)

2.52±.21

2.24±.55

1.058(.321)

Opportunity of Waterpik

For oneself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of hospital

SNS

F(p)

2.80±.00

3.70±.53

3.92±.58

3.50

1.157(.400)

3.20±.00

3.27±.45

2.92±.33

3.20±.00

.626(.624)

3.00±.00

2.53±.75

2.56±.47

3.80±.00

1.478(.312)

3.85±.49

3.00±.28

3.45±.41

-

2.147(.187)

2.85±.21

2.75±.07

2.70±.51

-

.089(.915)

2.45±.35

2.50±.00

2.32±.53

.143(.869)

After-use feeling of Waterpik

Poor

Normal

Good

F(p)

-

3.37±.51

3.84±.57

1.521(.252)

-

3.10±.26

3.07±.40

.013(.914)

-

2.93±.40

2.63±.70

.476(.510)

-

-

3.44±.46

-

-

-

2.74±.39

-

-

-

238±.42

-

Period of Waterpik usage

Less than 2 minute

More than 2 minute

t(p)

3.74±.51

3.55±1.06

2.147(.196)

3.04±.38

3.25±.07

1.183(.392)

2.71±.69

2.75±.35

.511(.689)

3.43±.59

3.45±.41

.006(.939)

2.75±.38

2.73±.43

.004(.952)

2.43±.43

2.35±.46

.068(.801)

1) : Base Line(Experiment start point), Medium line(2 weeks after the experiment), Last line(4 weeks after the experiment)

p<.05 by paired t -test and ANOVA

<Table 4> Changes in PHP index by Waterpik usage Mean±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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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그룹과 워터픽 그룹, 워터픽+헥사메딘 그룹의 각 Base 

line에서 관리가 종료된 시점의 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대조군 

그룹에서는 구간별 차이는 없었다. 워터픽 그룹에서는 Base line

이 3.70으로 Last line이 2.72로 PHP index값이 감소되었고

(p<.003), 워터픽+헥사메딘 그룹은 Base line이 3.44, Medium 

line이 2.74, Last line이 2.38로 구간별 PHP index값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1)<Table 5>.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치열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법인 워터

픽[9] 사용과 화학적 방법인 헥사메딘[10]을 사용하여 구강위생

을 관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치면세균막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정

성 교정 장치 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교정치료 과정 중에 사용되는 

장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치열 교정 치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은[3] 부착된 브라켓 주위와 치아 사이의 치면세균막에 

의하여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정성 교정 장치를 부착한 치열교

정환자는 칫솔질과 더불어 적합한 구강보조위생용품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전[11]은 전동칫솔을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치면

세균막을 제거 할 때 일반칫솔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를 보이면서 치면과 연조직에 일으키는 손상 정도는 

없다고 하였고, 박[12]과 심[13], 김[14]은 워터픽과 치간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에 대해 입증하며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보조위생용품인 치간칫솔의 사용

지침에 관한 규정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남[15]은 헥사메딘

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보

조위생용품 중 어떤 구강용품을 사용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치아

와 브라켓 주변의 치면세균막을 제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없어[3] 각 제품별로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에 

대한 계량적 실험 연구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열교정장치 장착 환자의 합리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워터

픽을 사용함으로써 PHP index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화학적 방법에 사용되는 클로르헥시딘 용액의 향균효과는 

우수하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연조직과 치아면 착색의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바[16]있어 헥사메딘 용액이 위해를 일으키지 않

는 농도인 0.01%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구강건강 특성에 따른 PHP index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구강

보건 교육을 받고 워터픽을 사용하였을때 Base line이 3.60, 

Midium line이 3.05, Last line이 2.70으로 PHP index값이 감소되

어 구강환경이 개선되었고, 워터픽과 헥사메딘을 병용한 그룹은 

Base line이 3.43, Medium line이 2.88, Last line이 2.53으로 

구간별 PHP index값이 감소되어 구강환경이 개선되었다. 강[17]

과 김[18]의 연구인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될수록 통계적으로 

PHP index값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경향과 김[18]의 연구인 고압

분사 구강세정기를 사용하였을때 전체치면에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두 번째로 각 

그룹별 워터픽 사용에 따른 PHP index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워터픽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Base line이 3.70, Last line이 2.72

로 워터픽을 사용한 주수가 길어질수록 PHP index값이 감소되어 

구강환경이 개선되었고, 워터픽과 헥사메딘을 병용한 그룹은 

Base line이 3.44, Medium line이 2.74, Last line이 2.38로 구간별 

PHP index값이 감소되어 구강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는 김[18]의 

연구인 고압물분사구강세정기를 사용하였을 때 치은염이 완화

되는 효과가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여 본 

연구의 워터픽사용의 시일이 늘어날수록 PHP index의 값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강정구[17]의 연구인 

chlorhexidine을 0.001%의 헥사메딘을 사용 시 세포 활성의 감소 

경향을 보인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워터픽 그룹과 

Control Group Waterpik Waterpik+Hexamedine

B M L B M L B M L

3.26±.64 3.30±.62 3.35±.55 3.70±.58 3.08±.35 2.72±.62 3.44±.46 2.74±.39 2.38±.42

.495(.603) 8.306(.003) 46.307(.001)

1) : Base Line(Experiment start point), Medium line(2 weeks after the experiment), Last line(4 weeks after the experiment)

p<.05 by repeated measures ANOVA

<Table 5> Changes in PHP index with each group’s use of Waterpiks Mean±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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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메딘 그룹 단독사용의 효과도 PHP index의 값이 감소하였지

만 본 연구에서는 워터픽과 헥사메딘을 병용하였을 때 워터픽만 

사용했을 때 보다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기존에 

워터픽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연구참여 이전의 사용기간을 검토

하기 어렵고, 또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모집이나 절차

에 있어 여러 가지 개선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면세균막의 관리에 

있어 워터픽과 같은 기계적요법과 헥사메딘의 화학적 요법을 

단일 사용할 때보다 병용하였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낸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치열교정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구강보조위생용품

과 화학적 용법의 단일사용과 병용사용의 효과를 비교⋅증명하

고 치주질환 예방 및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구강환경상태에 대해 

조금 더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정치료 중에는 치주질환 발생률이 일반 대상자들 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따라 워터픽과 헥사메딘 용액을 병용해

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나아가 

교정환자의 구강 및 개별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더불어 실시간 자가관리를 위한 구강관리를 위한 교육시

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열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워터픽과 헥사메딘 

가글을 이용하여 구강위생을 관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치면세균

막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정성 교정 장치 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관

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부산광역시 소재 Y치과

의원의 교정환자 3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워터픽

과 헥사메딘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조군의 Base line 

(2.93±.12)보다 Last line(3.00±.30)이 PHP index값이 증가

되었고, 워터픽 그룹의 Base line(3.60±.63)보다 Last 

line(2.70±.57)의 PHP index값이 감소되었으며 워터픽과 

헥사메딘 병용그룹의 Base line(3.43±.59)보다 Last 

line(2.53±.24)의 PHP index값이 줄어 구강보건교육을 받

은 워터픽과 헥사메딘 병용그룹의 PHP index값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조군 그룹과 워터픽 그룹, 워터픽과 헥사메딘 병용 그룹의 

각 Base line과 Last line의 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대조군 

그룹에서는 구간별 차이는 없었고, 워터픽 그룹에서는 Base 

line이 3.70으로 Last line이 2.72로 PHP index값이 감소되

었으며(p<.003), 워터픽+헥사메딘 그룹은 Base line이 3.44, 

Last line이 2.38로 구간별 PHP index값이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p<.001).

이번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워터픽과 헥사메딘의 

병용사용이 PHP index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교정치료환자에게 워터픽과 헥사메딘

의 병용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기회와 시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워터픽과 헥사메딘

의 사용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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