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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자가 구취 인식도를 악하고, 이와 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 인 건강증진 략과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는데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상은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인천 역시

에 거주하는 20  이상 80세 이하의 성인 362명이었다. 자가 구취를 인식한 자는 연구 상자의 24.3%로 

나타났다. 40  이상과 매ㆍ서비스직 종사자, 고 압 는 당뇨병에 이환되어 있고 치료약을 복용하며, 

구강 생 리 행동의 실천율이 낮은 집단에서 자가 구취 인식도가 높았다. 따라서, 환자 내원시 병력에 

한 철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 생상태를 개선시키기 해 반복 인 구강보건교육과 지속 인 

피드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자가 인식한 구취는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 장에서 요하게 고려할 요인이다.

 ■ 중심어 :∣구취 인식도∣전신질환∣구강건강상태∣정신건강∣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self-assessment halitosis and to offer 

the basic information that establishes a strategy of effective health promotion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362 adults, who liv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from May to July, 201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in the SPSS version 12.0 program. 

The prevalence rate of self-assessment halitosis was 24.3%. Hypertension, diabetes, medication 

and inadequate oral hygiene practic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assessment halitosis. 

Other factors of self-assessment halitosis were older age and occupation. 

As a result, dental professionals have to investigate a systemic disease history thoroughly. And 

they have to educate regular checkup of oral health and to perform a continuous feedback. The 

self-assessment halitosis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ental health and social life, so dental 

professional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hali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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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취(halitosis)는 입을 통해 나오는 호기의 냄새  

타인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1]. 구취

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부정 인 향을 주고, 건강을 

반 하는 요소로 보고되면서 수년 부터 구취에 한 

일반인들의 심도가 차 높아지고 있으며[2], 이를 주

소(chief complaint)로 하여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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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차 증가하고 있다[3]. 성인에서의 구취 유병률

은 25-50%로, 이  약 25%는 사회 인 기능에 향을 

미칠 정도의 만성 인 심한 구취를 가지고 있다[4].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 주로 구강의 

불량한 생상태, 치주질환 등의 구강 내 조건이 원인

이 되며[5][6], 기성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의 성분이 원인이다

[7]. 한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당뇨병 등의 신질환

이 구취 원인의 약 10%를 차지하며[6], 이 외에도 

Tonzetich 등[8]과 Kawamoto 등[9]은 여성의 배란기간 

동안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여 구

취와 성 호르몬과의 련성도 제시하 다.

구취는 환자 자신이 인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구취

가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인에 의해서 알게 

되기도 하며, 반 로 구취공포증(halitophobia)의 경우 

구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은 구취가 심하다

고 인식하여 치료를 원하기도 한다[10]. 구취에 한 자

가 인식 정도는 환자의 감정이나 생리 인 상태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으며[11], 구취를 치료하기 해 내원

한 환자들의 부분은 실제 인 구취와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 그러나, Romano 등[13]은 

자가 구취 인식도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용하는 능

인 평가 결과와 높은 상 계가 있으며, Eldarrat 등

[14]은 구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30-40% 정도가 

실제로 구취가 존재한다고 보고하 다. 한 스스로 인

식하는 구취도 행동 제약이나 사회 인 회피가 나타나

고,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아상(self-image)  

신체 이미지(body image)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15] 

자가 구취 인식도에 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을 상으로 자가 구취인식도를 

악하고, 이와 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 인 건강

증진 략과 공 의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는데 기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인천 역시에 거

주하는 20  이상 80세 이하의 성인을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수집하

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용하 다. 총 380명에게 설

문지를 배포하 으나 부 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총 

362부(95.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인구ㆍ사회학  특성 6문항(성별, 연령, 월 

가정 수입, 최종 학력, 직업, 결혼 상태), 구강 생 리 

행동 6문항(칫솔질 횟수와 시간, 솔질 시행 여부, 치

실 등 보조구강 생용품 사용 여부, 정기  치석제거 

 치과 방문 여부), 신건강  구강건강상태 인식도 

7문항(고 압 는 당뇨병 이환 유무, 약물복용 여부, 

반 인 스트 스 수 , 반 인 구강건강상태, 치아

우식증 증상, 치주질환 증상, 구강건조감 증상), 자가 구

취인식도  구취 감소를 한 노력 7문항(평상시 구취 

인식 여부, 칫솔질 후 구취 인식 여부, 구취 인식 경로, 

과거 구취 치료 경험, 구취 감소를 한 반 인 노력, 

구취 감소를 한 행동, 구취 치료를 한 병원 방문 계

획), 구취로 인한 정신  불편 2문항(구취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 구취가 신경 쓰임)과 정신  능력 하 2

문항(구취 때문에 편안하게 쉬지 못함, 난처하거나 당

황스러움)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치주질환에 

한 증상은 Ng와 Leung[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를, 구강건조감 증상은 Fox[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지를 각각 번안한 후 수정·보완하 다. 구취로 인한 

정신  불편과 정신  능력 하는 Slade[18]에 의해 

제시된 OHIP-14의 문항  정신  항목 4문항을 본 연

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내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0.894, 0.86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 으며, 

연구 상자의 자가 구취 인식도  구취 련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인구ㆍ

사회학  특성과 구강 생 리 행동, 신건강  구강

건강상태의 인식도, 정신  불편  능력 하에 따른 

자가 구취인식도를 분석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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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교차분석 시에 평상시에는 물론 칫솔질 후에도 

구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구취 인식군’으로 분류하

다. 한 반 인 스트 스와 각 구강병 상태는 본 연

구 상자들의 평균을 기 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자가 구취 인식도 및 구취 감소를 

위한 노력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취 인식도 및 구취 감소를 위한 노력

구취인식도 
 감소 노력 

구분 N %

자가 구취 인식도
구취 없음 274 75.7
구취 있음 88 24.3

구취 인식 경로*

스스로 57 64.8
24 27.3가족

친구 6 6.8
의사의 진단 1 1.1

과거 구취 치료 
경험*

없다 85 96.6
있다 3 3.4

구취 감소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2 2.3
노력하지 않는다 7 8.0
그저 그렇다 39 44.3
노력한다 34 38.6

많이 노력한다 5 5.7

구취감소를 위한 
행동*

칫솔질
 예 42 47.7

 아니오 46 52.3

치간칫솔
 예 10 11.4

 아니오 78 88.6

치실
 예 3 3.4

 아니오 85 96.6

양치용액
 예 22 25.0

 아니오 66 75.0

껌, 사탕 섭취
 예 42 47.7

 아니오 46 52.3

물로 헹굼
 예 45 51.1

 아니오 43 48.9

구취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계획*

방문 할 계획 없다 32 36.4
기회 되면 방문하고 싶다 54 61.4
반드시 방문 할 것이다 2 2.3

 *구취인식군(88명)을 대상으로 함.

연구 상자의 자가 구취 인식도  구취 감소를 한 

노력 정도는 [표 1]과 같다.  연구 상자  스스로 구취

를 인식한 군은 88명(24.3%)이었다. 구취를 인식한 경

로는 ‘스스로’ 57명(64.8%), ‘가족’ 24명(27.3%), ‘친구’ 6

명(6.8%), ‘의사의 진단’이 1명(1.1%)이었고, 과거 구취 

치료 경험이 ‘없다’가 85명(96.6%)이었다. 구취를 감소

시키기 한 반 인 노력은 ‘그  그 다’ 39명

(44.3%)으로 가장 많았고, ‘노력한다’ 34명(38.6%), ‘노

력하지 않는다’ 7명(8.0%), ‘많이 노력한다’ 5명(5.7%), 

‘  노력하지 않는다’ 2명(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취 감소를 한 행동에서 ‘물로 헹굼’이 45명(51.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칫솔질’과 ‘껌이나 사탕 섭취’ 

가 각각 42명(47.7%), ‘양치용액’ 22명(25.0%), ‘치간칫

솔’ 10명(11.4%), ‘치실’ 3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구취 치료를 한 병원 방문 계획에서 ‘기회가 되

면 방문하고 싶다’ 54명(61.4%), ‘방문 할 계획 없다’ 32

명(36.4%), ‘반드시 방문 할 것이다’가 2명(2.3%)으로 

나타났다.

2. 인구ㆍ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취 인식도 
연구 상자의 인구ㆍ사회학  특성에 따른 구취 인

식도는 [표 2]와 같다. 자가 구취 인식도와 련된 요인

은 연령과 직업으로 나타나, 40  이상과 매ㆍ서비스

직에서 구취를 인식한 자가 더 많았다(p〈0.05).  

3.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취 인식도
신건강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취 인식도는 [표 

3]과 같다. 자가 구취 인식도와 련된 요인은 고 압 

는 당뇨병 이환  이들 치료를 한 약물 복용, 반

인 스트 스 수 , 반 인 구강건강상태, 치아우식

과 치주질환  구강건조감 증상으로 나타났다(p

〈0.05). 즉, 고 압 등의 신질환에 이환되어 있고 치

료약물을 복용하며, 스트 스 수 이 높고 구강병 증상

을 많이 인식한 군에서 구취를 인식한 자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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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ㆍ사회학적 특성 구분 
자가 구취 인식도

x2/p-value
구취 없음 구취 있음

성별
남자 121(73.8) 43(26.2) 

0.595/0.462
여자 153(77.3) 45(22.7) 

연령
30대 이하 161(80.1) 40(19.9)

4.774/0.036
40대 이상 113(70.2) 48(29.8)

월 가정 수입
299만원 미만 136(76.0) 43(24.0)

3.616/0.164300-499만원 이상 76(70.4) 32(29.6)
500만원 이상 58(82.9) 12(17.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6(72.7) 6(27.3)

0.463/0.793고졸 166(75.5) 54(24.5)
대졸 이상 93(78.2) 26(21.8)

직업

전문직 26(68.4) 12(31.6)

14.071/0.029

행정ㆍ관리ㆍ사무직 35(74.5) 12(25.5)
판매ㆍ서비스직 42(62.7) 25(37.3)
생산ㆍ농어축산업 11(91.7) 1(8.3)

학생 84(84.8) 15(15.2)
주부 46(79.3) 12(20.7)

무직, 기타 29(72.5) 11(27.5)

결혼 상태 
기혼 127(71.3) 51(28.7)

3.589/0.066
미혼ㆍ사별ㆍ이혼 147(79.9) 37(20.1)

표 2. 인구ᆞ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취 인식도 

신  구강건강상태 인식도 구분 
자가 구취 인식도

x
2
/p-value 

구취 없음 구취 있음

고혈압/당뇨병 이환 여부 
없음 248(77.7) 71(22.3)

6.148/0.022
있음 26(60.5) 17(39.5)

고혈압/당뇨병 치료약 복용 
복용하지 않음 257(77.4) 75(22.6)

6.434/0.024
복용함 17(56.7) 13(43.3)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낮음(3점 이하) 175(79.9) 44(20.1)
5.361/0.024

중간 이상(4점 이상) 99(69.2) 44(30.8)

전반적 구강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8(42.1) 11(57.9)

15.139/0.004
건강하지 못하다 65(73.9) 23(26.1)
그저 그렇다 121(76.1) 38(23.9)
건강하다 71(82.6) 15(17.4)

매우 건강하다 9(90.0)  1(10.0)

치아우식증 증상 수* 
≤ 1개 185(79.4) 48(20.6)

5.082/0.029
≥ 2개 88(68.8) 40(31.3)

치주질환 증상 수*  
≤ 2개 154(84.6) 28(15.4)

16.359/〈0.001
≥ 3개 118(66.3) 60(33.7)

구강건조감 증상 수*   
≤ 1개 135(85.4) 23(14.6)

14.599/0.001
≥ 2개 136(68.0) 64(32.0)

표 3.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취 인식도

   * 본 연구대상자의 집단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두 집단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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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로 인한 정신  향 구분 
자가 구취 인식도

x2/p-value
구취 없음 구취 있음

정신적 불편

남의 시선을 의식함
그렇지 않다 143(89.4) 17(10.6)

44.337/〈0.001그저 그렇다 90(73.8) 32(26.2)
매우 그렇다 39(50.0) 39(50.0)

구취가 신경 쓰임 
그렇지 않다 170(90.9) 17(9.1)

68.404/〈0.001그저 그렇다 66(72.5) 25(27.5)
매우 그렇다 35(43.8) 45(56.3)

정신적 능력 저하

편안하게 쉬지 못함
그렇지 않다 222(80.4) 54(19.6)

16.574/〈0.001그저 그렇다 41(63.1) 24(36.9)
매우 그렇다 8(47.1) 9(52.9)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웠음 
그렇지 않다 212(84.5) 39(15.5)

38.282/〈0.001그저 그렇다 45(60.0) 30(40.0)
매우 그렇다 14(43.8) 18(56.3)

표 5. 정신적 불편과 정신적 능력 저하에 따른 구취 인식도

구강 생 리 행동 구분 
자가 구취 인식도

x2/p-value
구취 없음 구취 있음

일일 칫솔질 

칫솔질 횟수 
2회 이하 117(70.5) 49(29.5)

4.407/0.037
3회 이상 156(80.0) 39(20.0)

칫솔질 시간
2분 이내 126(75.9) 40(24.1)

0.008/1.000
3분 이상 148(75.5) 48(24.5)

혀솔질 
예 236(74.7) 80(25.3)

1.214/0.354
아니오 37(82.2) 8(17.8)

보조구강위생용품

치실 
예 60(85.7) 10(14.3)

4.739/0.030
아니오 214(73.3) 78(26.7)

혀 세척기
예 10(90.9) 1(9.1)

1.428/0.308
아니오 264(75.2) 87(24.8)

치간치솔
예 25(65.8) 13(34.2)

2.262/0.161
아니오 249(76.9) 75(23.1) 

물사출기
예 4(100.0) 0(0)

1.299/0.576 
아니오 270(75.4) 88(24.6)

치과의료기관 방문
정기적 치석 제거

예 37(80.4) 9(19.6)
0.662/0.468

아니오 236(74.9) 79(25.1)

정기적 치과 방문
예 48(77.4) 14(22.6)

0.131/0.871 
아니오 225(75.3) 74(24.7)

표 4. 구강위생관리 행동에 따른 구취 인식도

4. 구강위생관리 행동에 따른 구취 인식도
구강 생 리 행동에 따른 구취 인식도는 [표 4]와 같

다. 자가 구취 인식도와 련된 요인으로는 일일 칫솔

질 횟수와 치실 사용으로 나타났다(p〈0.05). 일일 칫솔

질 횟수가 2회 이하이고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구취를 인식한 자가 더 많았다.

5. 정신적 불편과 정신적 능력 저하에 따른 구취 
인식도 
정신  불편과 정신  능력 하에 따른 구취 인식도

는 [표 5]와 같다. 구취 인식도와 련된 요인은 남의 시

선 의식함, 구취가 신경 쓰임, 편안하게 쉬지 못함,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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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당황스러움으로 나타났다(p〈0.001). 반 으

로 구취를 인식한 군은 인식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구취

로 인한 정신  불편과 정신  능력 하가 더 높았다.

Ⅳ. 논 의

건강의 개념이 신체  역에서 정신 , 사회 인 부

분까지 확 되면서 과거에 비해 개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 인 건강상태가 더욱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치

의학 분야에서도 임상 인 지표를 이용한 구강건강상

태의 평가와 함께 주 인 구강건강상태까지 함께 고

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  구강건강상태가 개인에

게 미치는 다양한 향력에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다. 스스로 평가하는 구강상태가 매우 주 이고 환자

별로 표 화되어 있지 않다는 단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취와 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구취 평가에 

있어 주 인 방법을 오랫동안 용해오고 있다[14]. 

실제 으로 존재하는 구취와 스스로 인식한 구취와의 

련성에 해서는 아직 일 된 결과로 보고되지 않았

으나, 환자 자신이 인식한 구취는 일상 인 삶과 인

계에 손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으로 인식한 구취에 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일부 성인을 상으로 주 으로 인식한 구취 유병

률을 악하고자 하 다. 한 구취와 신건강  구

강건강상태, 구강 생 리 행동, 정신  향과의 련

성을 분석하여 효율 인 건강증진 략을 계획하고 공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구취를 인식한 군은 연구 상자의 24.3%

로 나타나, Eldarrat 등[14]과 Kida 등[19]의 연구의 결

과인 44-72%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민을 상으로 한 Romano 등[13]의 연구와 우리나라 

국민을 상으로 한 허혜  등[20]의 결과와는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비슷한 수 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구취를 평가함에 있어 주 인 방법을 용하

으므로 자신에게 구취가 있음을 인식하 다고 하여 

실제 구취가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구취를 감소시키기 해 노

력하는 사람이 반에 가까웠으며(44%), 구취에 한 

치료 요구도가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63%) 구취로 인

해서 다양한 불편을 경험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McKeown[15]는 자신이 인식하는 구취는 타인과의 

계에서 두려움을 발생하게 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

생활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기 때문에 

구취 인식도는 포 인 건강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의사

나 치과의사  치과 생사 등에게 요한 정보를 제공

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구취와의 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30  이하보

다 40  이상에서, 타직종 보다 매ㆍ서비스직 종사자

에서 구취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구취 인식은 환

자의 감정이나 생리 인 상태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주질환 등의 구강병 유병

률이 높아지며, 매ㆍ서비스직은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하는 기회가 많아 구취에 한 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취 인식도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Eldarrat 등[14]이나 Al-Ansari 등[21]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구취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자가 인식한 구취는 고 압 

는 당뇨병 이환여부  약물 복용, 스트 스 수 , 치

주질환 등의 구강병 증상과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고, 

이외에도 칫솔질 횟수가 을수록 그리고 보조구강

생용품  치실 사용 여부와도 련성을 보 다. 특히 

당뇨병은 타액량의 변화를 야기하고 치주질환과 치아

우식증을 발생시켜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된 

신질환이며[22][23], 항고 압 약제는 타액분비를 감

소시킨다[24]. 구취 인식도는 타액의 특성과 연 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섭취나 자일리톨 껌의 작, 입근육의 

운동 등은 구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식생활 등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당뇨병 등의 신

질환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구강건강은 신건

강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으므로 치과의료인력은 

신질환의 종류  이들의 합병증 등에 해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 내원시 병력에 한 철 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한 구강 생 리 실태는 구취인식도

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l-Ansar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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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보조구강 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자가 

구취 인식도가 높아 구강 생의 요성을 보고하 고, 

Kida 등[19]은 불량한 구강 생상태와 치은출 과의 

연 성을 보고하 다. 구취는 주로 구강내 미생물 활동

의 결과로, 불량한 구강 생상태나 치주질환,  후배면

의 음식물 잔사 축 , 불량한 보철물 등을 원인으로 발

생한다. 특히 설태와 치주낭은 휘발성 황화합물의 생산

에 많은 역할을 하므로[25]. 구취 인식도를 낮추기 해

서는 무엇보다 구강 생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구강 생용품의 사용을 높이기 해 장  등에 

한 홍보와 극 인 구강 생용품의 처방이 필요하며, 

사용과정이나 방법에 한 피드백이 지속 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세정은 구취를 감소시키는데 매

우 효과 이지만, 세척기(tongue scraper)는 표면

에 손상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편이며

[26], 세치제 성분  계면활성제의 함량이 높을수록 타

액량이 감소하여[27]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치

제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진행에 의해 구취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황

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하므로[5] 정기 인 구강검진 

로그램의 활성화로 치주질환 등의 구강병이 조기에 

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취를 인식한 군은 인식하지 않은 군에 

비해 정신  불편과 정신  능력 하가 높게 나타나 자

가 인식한 구취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의 방해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취는 실제 이거나 자가 인

지하는 것과 계없이 사회  분리(social isolation)를 

야기하고 이혼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원인이 될 수 있다[28]. 따라서 임상 장에서는 구취 여

부를 평가함에 있어 주 인 구취 인식도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태에 한 한 치료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구취는 간단한 치료를 통해 효

과 으로 조 이 가능하지만, 가성구취증

(pseudohalitosis)의 경우 구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와 함께 과학 으로 밝 진 문헌 등을 이용한 체계 이

고 지속 인 교육과 상담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

에[26] 치과 생사 등 상담 인력의 역할이 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해 표

본을 선정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단면조사 연구로 진행되었으므

로 주 인 구취 인식도와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시간

 선후 계를 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질환  유병률이 높은 고 압 는 당뇨병과의 

계만을 고려하 다는 과 구취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

어 2문항 즉, 평상 시 구취인식 여부와 칫솔질 후 구취 

인식 여부에만 의존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반 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자가 인식한 구취는 자신감을 잃게 하여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의료 -사회  문제(medico 

-social problem)로, 이와 련된 요인은 건강증진 뿐 

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방안에 있어 요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

터 7월까지 인천 역시에 거주하는 20  이상 80세 이

하의 성인 362명을 상으로 주 으로 인식한 구취 

유병률을 악하 다. 한 구취와 신건강  구강건

강상태와 구강 생 리 행동, 정신  향과의 련성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가 구취를 인식한 자는 연구 상자의 24.3%로 

나타났다. 구취 인식 경로는 ‘스스로’가 64.8%로 가

장 많았고 44.3%는 구취 감소를 해 ‘(많이)노력

한다’고 하 다. 한 구취 감소를 해 실천하는 

행동  ‘물로 헹굼’ 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61.4%가 향후 기회가 되면 구취 치료를 해 병원

에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

2. 구취 인식도는 연령  직업과 련된 것으로 나타

나, 40  이상과 매ㆍ서비스직 종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고 압 는 당뇨병에 이환되어 있

고 이들을 치료하기 해 치료약을 복용하며 스트

스 수 이 높은 군에서 높았다. 따라서 신질환

의 종류  이들의 합병증 등에 해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 내원시 병력에 한 철 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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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그에 따른 치과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구강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수록, 자가 인지한 

구강병의 증상이 많을수록 구취를 인식한 자가 많

았다. 한 일일 칫솔질 횟수가 2회 이하이고 치실

을 사용하지 않은 자에서 구취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구취는 구강 생 리정도와 연 성이 높

기 때문에 축 된 음식물 잔사나 치면세균막 제거

율을 높이기 한 반복 인 구강보건교육  피드

백이 진행되어야 한다. 

4. 구취를 인식한 군은 인식하지 않은 군보다 구취로 

인한 정신  불편과 정신  능력 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인식한 구취는 개인의 정

신건강과 사회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

문에 임상 장에서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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