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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 칫솔과 씹는 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 출시된 씹는 칫솔이 일반

칫솔의 용품으로 사용할만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실생활에서의 활용도 여부 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자

는 신 질환이 없으며 잔존치아 16개 이상 존재하는 구강상태가 양호한 20 의 건강한 성인 3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일반칫솔과 씹는 칫솔 사용 후 치면세균막지수 감소율을 계산하 다. 일반 칫솔과 씹는 칫솔의 사용 ·후 치면세균막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 칫솔의 경우 PHP index는 7.02에서 1.91로 감소하여 치면세균막이 72.79%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씹는 칫솔은 6.72에서 4.08로 감소하여 치면세균막이 39.29%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구강 리용품이 출시되어 매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올바른 구강 리용품 선택을 하여 구강 리용품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일반 칫솔, 씹는 칫솔, 치면세균막, 제거, 실용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limination effect of dental plaque between general toothbrushes and 

chewing toothbrushes, so 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hewing toothbrushes have the practicality as the alternatives 

of general toothbrushes and their utilities in the real life. The study subjects were 30 healthy adults in their 20s who 

maintained the good dental condition over 16 teeth without systemic diseases, and the decline rates of dental plaque 

index after usages of general and chewing toothbrushes were calculated. Upon the comparisons of dental plaque 

decline rates before and after the usages of general and chewing toothbrushes, PHI index was declined from 7.02 

to 1.91 in case of the general toothbrush demonstrating dental plaque decline by 72.79%, while it was declined from 

6.72 to 4.08 in the chewing toothbrush demonstrating decline by 39.29%. Currently, a variety of dental care items 

are available in the Korean market, hence, various studies are required on the dental care items so as for the people 

to properly choose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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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은 세균들이 복합 으로 련되

어 있다. 사람 구강 환경에서는 여러 종의 세균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세균의 부유 상태보다 바이오필름 형

태로 존재하는 세균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1,2]. 치아

우식, 치은염 치주질환 같은 구강 질병은 부유세균보

다는 바이오필름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의축 으로 야기

된다. 치면세균막 내 S. mutans가 생성하는 산성 물질은

치아의 탈 화를 일으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게 된다

[3,4]. 한 치은연하치면세균막이 제 로제거되지않으

면 세균이 증가하면서 치은염 치주염을 일으키게 된

다[5]. 세균막은 기계 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

지만 입을 헹궈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강건강의 증진을 해선 이러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 이며, 이는 좋은 구강 생 환경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

세계 으로 가장 리 쓰이는 개인 인 구강 생

리방법은 칫솔질로 알려져 있으며, 한 칫솔질은

치면세균막 조 에 효과 이다[6]. 칫솔질은 치아표면의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여 치면세균막의 형성을방지할 뿐

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치면세균막과 불안정하게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고 치면을 매끄럽게연마하여 음식

물 잔사의 재부착이나 치면세균막의 재형성을 억제하는

치면 청정작용과 치면 활택작용을 한다[7,8].

2013년도부터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상으로 스 일링을연 1회보험 용받을 수있게되면서

자신의 구강환경 리에 한 심과 함께 구강 생용품

에 한 심도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세분화되

고 다양화된 구강 생용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구강 생 리의 기본이 되는 칫솔에서 더욱세분화된 양

상을 보이는 추세이다. 다양한 칫솔의 종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연구 주제로 선정한 씹는 칫솔(Fuzzy Brush,

Fuzzy Brush Ltd, England)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은 구강 생용품으로 치약 사용과 물로입안을 헹구는

행 없이도 손쉽게 칫솔질이 가능한 제품이다.

씹는 칫솔에는 치약 역할을 하는 천연 자일리톨 성분

이 칫솔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치약을 사용할 필요

가 없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액을 따로 뱉지

않고 자연스럽게 삼켜도 인체에 무방하여 기존 일반 칫

솔의 기능은 유지하며 간편함을 극 화한 구강 생용품

으로 소개되어 매되고 있다. 사용방법은 씹는 칫솔을

구강 내에서 껌처럼 씹고 러쉬를 치면에 문지르는 비

교 쉬운 방법으로, 사용 시 마치 칫솔질을 한 것과 같

은 개운함을 주는 제품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치면세균막은 규칙 이고 효과 인 리가 필요하다.

재까지 일반 칫솔과 동칫솔, 음 칫솔 등과 같은 특

수칫솔 간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비교한 연구[9,10],

다양한 구강 리보조용품과 칫솔 간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를 비교한 연구[11-13] 등이 많이 보고되었다. 하지

만 일반 칫솔과 씹는 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비

교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는 일반 칫솔과 씹는 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비

교하고 이를 통해 재 출시된 씹는 칫솔이 일반 칫솔의

용품으로 사용할만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실생

활에서의 활용도 여부 등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 대상  

2.1 연 대상

연구 상자는 D시의 K 학교재학생으로 신 질환

이 없으며 잔존치아 16개 이상 존재하는 구강상태가 양

호한 20 의 건강한 성인 30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

2.2 연

모든 상자가식후 구강에 한행 를 하지 않고방

문하도록 하여 첫 번째 방문 시 일반칫솔, 두 번째 방문

시 씹는 칫솔을 사용하도록하 으며 총 6회방문하여 방

법을 번갈아 가며 3회 반복 실시하도록 하 다. 치면 착

색제 평가기 을 동일하게 정하여 연구자별로 반복 측정

시 일 성 있는결과를도출될수 있도록 상호교육과반

복 연습을 하 으며[14], 정기 은 치면세균막 지수가

0은 상태 양호, 0.1~1.7은 보통, 1.8~3.4은 불량 ,3.5∼5.0은

매우 불량으로 하 다(Fig. 1 참고).

일반 칫솔로 하는 칫솔질은 시 에서 매되는 일반

모 타원형의 2.5cm 헤드를 가진 성인용 칫솔을 사용하

으며, 씹는 칫솔로 하는 칫솔질은 시 에서 매되는 일

반모 타원형의 1cm헤드를가진칫솔형태의 러쉬를사

용하 다(Fig 2). 순서는 상악 우측 구치부, 상악 우측

치부, 상악 좌측 치부, 상악 좌측 구치부, 하악 우측 구

치부, 하악 우측 치부, 하악 좌측 치부, 하악 좌측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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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순서로 한부 당 9 씩총 3분간양치를 하고 PHP

index를 측정하 다[15,16].

수집된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 1. Oral environment management ability 

index according to tooth segmentation.

A. B.

Fig. 2. Toothbrush used for experiment. (A) General

toothbrush (B) Chewing toothbrush

3. 연 결과

3.1  칫 과 씹는 칫  사용 전·후 치

균막 제거 비

일반칫솔과 씹는 칫솔의 사용 ·후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칫솔의 경우 사용 치면세균

막지수인 Pre PI(Pre Plaque Index)가 7.02±4.143로, 사용

후 치면세균막지수인 Post PI(Post Plaque Index)가

1.91±1.809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5).

씹는 칫솔의 경우 Pre PI가 6.72±2.922로, Post PI

4.08±2.487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5),

(Table 1 참고).

3.2  칫 과 씹는 칫  사용 전·후 치

균막 감  효과

일반 칫솔과 씹는칫솔의 사용 ·후 치면세균막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 칫솔의 경우 PHP index는 7.02

에서 1.91로 감소하 고, 씹는 칫솔은 6.72에서 4.08로 감

소하여 씹는 칫솔에서 PHP index가 더 높게 나타났다

(Fig. 3 참고). 일반 칫솔은 칫솔질 과후를 비교하 을

때 치면세균막이 72.79% 감소하 으며, 씹는 칫솔의 경

우에는 치면세균막이 39.29% 감소하 다(Fig. 4 참고).

3.3  칫 과 씹는 칫  사용 전·후 치

균막 류 양상

올바른 회 법을 이용하여 일반 칫솔로 칫솔질을 시

행한 결과, 순( )면 부 뿐 아니라 비교 닦이기 어려

운 인 면, 설측부 의 치면세균막도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육안으로 직 확인할수 있었다. 하지만 씹는칫솔

을 이용하여 칫솔질을 시행한 경우에는 순( )면 부 의

치면세균막은 잘 제거되는 모습을 보 지만, 인 면 부

와 설면 부 , 치경부의 치면세균막이 잔류되어 있는

양상을 띄어 일반 칫솔에 비해 제거되는 모습의 한계를

보 다(Fig. 5 참고).

4. 고찰

1996년부터 국인 Jim Drew가 네덜란드의 한 스

토랑에서 ‘Fuzzy brush’라고 쓰여진 머신을 보고 수년간

갖가지 시도를 하여 2001년 출시된 제품이 지 의 씹는

칫솔이다. 제품은 세계 62개국에서 1억 2천만 개가

매될 정도로 인기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출시되었다.

칫솔질을 한 후에 추가 으로 쓰는 다른 구강 리용

품과는 다르게 씹는 칫솔은 그 자체로 칫솔질의 역할을

한다는 , 그리고 물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

다는 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씹는

칫솔이 들에게 생소하 으며 씹는 칫솔의 치면세균

막 제거효과에 한 연구 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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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Toothbrush N Pre PI Post PI Pre PI–Post PI P-value

General 90 7.02±4.14 1.91±1.81 5.11±3.28 .000

Chewing 90 6.72±2.92 4.08±2.49 2.64±1.97 .000

*;p<.05, by paired t-test

Table 1. The results of plaque index before and after brushing used to general and chewing toothbrush.

0

5

10

General Chewing

7.02

1.91

6.72

4.08

Pre PI Post PI

PHP Index

Fig. 3. Comparison of plaque index before and after brushing.

0

50

100

Plaque removal

72.79

39.29

General Chewing (%)

Fig. 4. Comparison of plaque removal effects of general and chewing toothbrush.

Classifica
tion

Types of toothbrush

General toothbrush
(Front)

General toothbrush
(Side)

Chewing toothbrush
(Front)

Chewing toothbrush
(Side)

Before

After

Fig. 5. Comparison pictures of remained plaque before and after brushing used to general and chewing 

tooth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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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 칫솔은 5.11±3.28로 72.79% 감소

율을, 씹는 칫솔은 2.64±1.97로 39.29% 감소율을 보 다.

[17]의 연구에서는 수종의 동칫솔과 수동칫솔을 비

교했을 때 인 면의 치면세균막 감소효과는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박[18]의 연구에서도회 방식의 동

칫솔과 수동칫솔을 비교했을 때 동칫솔이 수동칫솔에

비해 치면세균막 감소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동칫솔이 치간부의 치면세균막 감소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 다. 마찬가지로 심[19]의 연구에서

도 어린이 용 동칫솔과어린이 용수동 칫솔을 비

교했을 때 어린이 용 동 칫솔 군에서 더 높은 치면

세균막 감소량을 나타내 본 연구와 차이를 보 다. 반면

에 박[20]의 연구에서는 고압분사세정기보다 일반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가 유의하게 높아 본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구강 리용품이 출시되어

매되고 있다. 들의 올바른 구강 리용품 선택을

하여 구강 리용품에 한 교육 정보가 다양하게 제

공되어야하며 구강 리용품에 한 연구를 통한 정보

달은 의 구강 생 리에 많은 도움을 수 있으리

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험 상자의 수가 30명으로 다는 과,

내원 시 상자들의 구강상태가 동일하지 못하다는 ,

그리고 각 상자들의 구강 생 리 능력이달라 차이

을 보인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자들을 보다 철 히 통제하고, 본 연구의

상자 수 보다 더 많은 상자들을 상으로 연구가 추가

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일반

칫솔과 씹는 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만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취 제거효과도 함께 비교한다면 더욱

체계 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들의 구강 리용품 선택을 하여 치과종사자들이 환자

에 한 구강 리용품에 한 교육 정보 제공을 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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