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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취는 일반적으로 호기(breath)의 냄새 중에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악취를 말한

다1). 구취는 역사와 문화, 인종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

여 수세기에 걸쳐 인간에게는 귀찮은 문제 으며, 구

취의 상태와 처치법에 관한 기록은 Hippocrates의 저

서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서도 발

견된다2-3). 

  그러나, 대중의 관심에 비해 구취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그동안 소홀하 던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야 많

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구취의 원인은 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Hippocrates는 일찌기 ‘만일 치은이 건

강하게 회복된다면, 구취는 사라진다’라고 하여, 구취

의 원인이 치주질환이라고 생각하 고 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20세기 초의 캐나

다 내과의사인 William Osler는 구취가 구강질환이나 

* 위 연구는 97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지정진료 공동연구비(02-1997-373-0) 지원에 의한 결과임.

특정 전신질환의 지표가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구

취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

는데 구취환자 중 85%이상이 구강내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된다고 밝혀졌다1,4). 구취를 야기할 수 있는 구강

상태로는 불결한 구강위생, 불량한 보철물,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설태, 타액 분비율의 감소나 조성변화 및 

타액선질환, 국소염증, 종양 등을 들 수 있고, 구강외 

원인으로서 인정되는 전신질환에는 비인두장애, 호흡

기장애, 탈수, 당뇨병, 간질환, 신질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침 기상 후와 공복시, 월경 기간 중 또는 폐

로 배출되는 약물이나 특정 음식물의 섭취 후 등에도 

구취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취는 생리적 구

취라고 하여 병적인 구취와는 구별하여야 한다1,4-6).

  생명현상의 증거로 발생되는 각종 체취는 500종이 

넘는 휘발성 화합물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이비

인후의 질병과 정신적인 상태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 과정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취는 타액, 치은열

구액 혹은 치아 사이에 남아 있는 음식물에 포함된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등의 분해산물에서 유래한

다. 현재 가장 주된 원인 물질로 알려진 화합물은 

amine, skatole, indole 등과 같이 대사에 크게 관련되

는 것과 구강과 비강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황화 수소

(hydrogen sulfide), 메틸 머캡탄(methyl mercaptan), 

다이메틸 설파이드(dimethyl sulfide), 다이메틸 다이

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등의 휘발성 황화합물

(volatile sulfur compounds, VSC)을 들 수 있다1,5). 

구취의 측정을 위해서는 주로 검사자의 후각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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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7)
, 휘발성 황화합물의 양적인 측정을 하거나

8)
, 

또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기도 한다9). 구취 원인 물질

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Gas Chromatography1,10)

와 Cryo-Osmoscopy
11)
 그리고 미생물배지를 이용하

여 치태와 치주낭 삼출물을 배양12)하는 방법들이 유

용하지만, 이들은 복잡한 실험실장비 혹은 오랜 시간

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3)
.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구취의 주된 원인

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가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비

율이 일반인의 25%정도라고 알려져 있다14). 또 미국

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노인 중 24%가 타인으로부

터 구취가 있다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15)
, 매년 

5조 억불의 비용이 구취를 없애기 위한 양치액이나 

분사제의 구입에 사용된다는 통계도 있다16).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구취도 역시 일반인을 대

상으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취의 역학조

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역

학조사와 Halimeter라는 구취측정기를 통해 한국인

에서의 구취의 발생빈도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반인에서의 구취의 유무와 양

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자들의 구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존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 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대상자는 총 368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174

명, 여성이 194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15세에서 78세

으며, 평균연령은 37.2세 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연구

대상자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는데, 사용

한 설문지는 총 8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문항에 따라 중복 대답을 허용하 다. 응답한 

설문지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

지는 연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남 여 계

20세 이하 15 8 23

20대 59 70 129

30대 20 44 64

40대 30 32 62

50대 26 24 50

61세 이상 24 16 40

전체 174 194 368

(2) 구강내 휘발성 황화홥물 농도의 측정

  구강내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ppb단위로 측정

할 수 있는 휴대용 구취측정장치인 Halimeter(Model 

No.RH-17, Interscan Co., U.S.A.)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측정 한 후 평균치를 산출하 다. 이때 

연구대상자에게 측정 전 3분간 함구하도록 지시하

으며, 초기 측정 후 2회, 3회 측정시에도 역시 3분간 

함구하도록 지시하 다.

  측정시 Halimeter의 외부 연결선에 연결시킨 1회용 

빨대를 조사대상자의 구강내로 약 4cm 가량 집어놓

고 가볍게 입을 다물게 하 으며, 이때 빨대를 통해 

숨을 내쉬거나 들이쉬지 않도록 지시하 다. 

Ⅲ. 연구결과

  대상자 스스로가 판단한 구취의 주관적인 유병율

은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며(남성;57.5%, 여성;58.8%), 

남녀 모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표 2).

  구취가 있다고 대답한 환자 중에서 자신의 구취의 

대한 평가는 남녀 모두에서 미약하다, 약간, 중간정

도, 심하다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만 심

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다(남성;9.3%, 여성;17.9%)(표 3).

  구취를 인지하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타인의 지적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64.8%),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냄새를 인

지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60.8%)(표 4).

  구취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

들(남성;61.3%, 여성;76.3%)이 일시적으로 특정 상황

에서만 난다고 대답하 으며, 지속적인 입냄새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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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자의 주관적인 구취의 유무

(1) (2) (3) 합계

남

20세 이하 6 8 1 15

20대 26 29 4 59

30대 12 7 1 20

40대 21 6 3 30

50대 20 3 3 26

61세 이상 15 9 0 24

합계
100

(57.5%)

62

(35.6%)

12

(6.9%)

174

(100.0%)

여

20세 이하 4 2 2 8

20대 31 35 4 70

30대 27 13 4 44

40대 23 8 1 32

50대 17 5 2 24

61세 이상 12 4 0 16

합계
114

(58.8%)

67

(34.5%)

13

(6.7%)

194

(100.0%)

(1) 현재 입냄새가 난다 

(2) 현재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 

(3) 전에는 입냄새가 났으나 현재는 나지 않는다

표 3. 입냄새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입냄새가 난다고 

대답한 경우에만)

(1) (2) (3) (4) (5) 합계

남
0

(0.0%)

39

(37.5%)

24

(23.1%)

23

(22.1%)

18

(9.3%)

104

(100%)

여
0

(0.0%)

43

(36.8%)

29

(24.8%)

24

(20.5%)

21

(17.9%)

117

(100%)

(1)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

(2) 입냄새를 미약하게 느낄 수 있다

(3) 입냄새를 약간 느낄 수 있다

(4) 중간정도의 입냄새가 난다

(5) 심한 입냄새가 난다

소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18.9%와 9.3%로 남성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5).

  입냄새가 나는 특정상황으로는 아침에만 난다, 공

표 4. 입냄새를 인지하게된 방법(복수답변)

(1) (2) (3) (4) (5) 합계

남
38

(38.8%)

63

(64.3%)

9

(9.2%)

7

(7.1%)

2

(2.0%)
98

여
68

(60.8%)

45

(40.2%)

8

(7.1%)

2

(1.8%)

0

(0.0%)
112

(1) 본인이 직접 맡을 수 있다

(2)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말해주었다

(3)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하는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추측한다

(4) 남들이 특별히 표현은 하지 않으나 불쾌해 하는 것 같다

(5) 기타

표 5. 입냄새의 지속성 여부

(1) (2) (3) 합계

남 20(18.9%) 65(61.3%) 21(19.8%) 106

여 11(9.3%) 90(76.3%) 17(14.4%) 118

(1) 지속적으로 하루종일 난다

(2)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만 난다

(3) 지속적으로 나며 어떤 상황에서는 더 심해진다

복시에만 난다, 피곤할 때만 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난다의 순이었다(표 6).

  연구대상자의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남녀 모두

에서 하루에 두 번 잇솔질을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

았으며, 남성에서는 하루에 세 번, 하루에 한 번, 입안

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의 순이었고, 여성에서는 하

루에 세 번, 입안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 하루에 한 

번의 순이었다(표 7).

  구취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잇솔질을 더 열심히 

한다, 껌을 씹는다, 구강 양치 상품을 사용한다, 치과

에 간다의 순이었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환자는 

남성의 경우 15.3%, 여성의 경우 10.7% 다(표 8).

구취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저조한 편이어서 대

부분의 응답자가 일시적인 효과만이 있었다고 응답

하 으며(남성;53.9%, 여성;56.6%), 남성의 5.6%와 여

성의 6.6%만이 만족할 만한 구취의 개선이 있었다고 

대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

다(표 9).

  주관적 구취정도에 따른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에 

있어서는 입냄새 정도에 상관없이 하루에 두 번, 하루

에 세 번, 하루에 한 번, 입안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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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1) (2) (3) (4) 합계

남 12(11.1%) 51(47.2%) 38(35.2%) 7(6.5%) 108

여 3(2.4%) 68(54.9%) 46(37.1%) 7(5.6%) 124

(1) 하루에 한 번

(2) 하루에 두 번

(3) 하루에 세 번

(4) 입안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

의 순이었으나, 심한 입냄새를 호소하는 군에서 입안

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의 비율(11.2%)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표 10).

  연구대상자의 Halimeter에 의한 구취측정치는 연

령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 다(표 11).

  주관적 구취정도와 Halimeter에 의한 구취측정치

와의 비교에서는 중간정도의 입냄새를 호소하는 군

에서 구취측정치가 가장 높았고, 심한 입냄새를 호소

하는 군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은 구취

측정치를 보 다(표 12).

표 8. 입냄새 제거를 위해 환자가 시행한 노력(복수답변)

(1) (2) (3) (4) (5) (6) (7) (8) 합계

남 54(55.1%) 27(27.6%) 26(26.5%) 11(11.2%) 2(2.0%) 0(0.0%) 15(15.3%) 2(2.0%) 98

여 71(63.4%) 28(25.0%) 37(33.0%) 16(14.3%) 8(7.1%) 0(0.0%) 12(10.7%) 0(0.0%) 112

(1)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한다 (2) 구강 양치 상품을 이용한다

(3) 껌을 씹는다 (4) 치과에 간다

(5)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내과에 간다 (6) 식단을 바꾸어 본다

(7)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 기타

표 9. 입냄새 제거를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1) (2) (3) (4) 합계

남 9(10.1%) 48(53.9%) 27(30.4%) 5(5.6%) 89

여 11(10.4%) 60(56.6%) 28(26.4%) 7(6.6%) 106

(1) 효과가 전혀 없었다

(2)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3)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입냄새가 감소

했다

(4)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았다 

Ⅳ. 총괄 및 고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구취는 사회 생활 속에서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취의 발생은 개체, 세

균, 기질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되며, 

사람의 호기에는 400가지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이 포

함되어 있어서, 호기 속의 이러한 화합물의 농도와 분

포가 구취의 양상과 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구취의 진단에 있어서 구취의 생성

에 관여하는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객관적인 

표 6. 하루 중 입냄새가 호발하는 특정 상황(복수답변)

(1) (2) (3) (4) (5) (6) (7) (8) 합계

남 24(28.9%) 2(2.4%) 8(9.6%) 19(22.9%) 19(22.9%) 4(4.8%) 11(13.3%) 11(13.3%) 83

여 30(30.0%) 8(8.0%) 6(6.0%) 30(30.0%) 29(29.0%) 8(8.0%) 25(25.0%) 13(13.0%) 100

(1) 아침에만 입냄새가 난다 (2) 오후에만 입냄새가 난다

(3) 저녁에만 입냄새가 난다 (4) 공복시에 입냄새가 난다

(5) 피곤할 때만 입냄새가 난다 (6)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입냄새가 난다

(7)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입냄새가 난다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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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관적 구취정도에 따른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 분포

율 (%)

(1) (2) (3) (4)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 9.5 50.7 36.6 3.2

미약한 입냄새 6.9 45.6 43.0 4.5

경도의 입냄새 8.7 50.1 36.9 4.3

중간정도의 입냄새 8.8 42.8 40.6 7.8

심한 입냄새 7.3 41.2 40.3 11.2

(1) 하루에 한 번

(2) 하루에 두 번

(3) 하루에 세 번

(4) 입안이 불쾌할 때마다 수시로

표 11. 연구대상자의 Halimeter 구취측정치 (단위: ppb)

남 여 평균

20세 이하 122.0±91.9 101.1±83.4 114.7±89.1

20대 115.2±101.7 107.6±71.8 111.1±83.9

30대 120.1±80.5 110.2±87.1 113.3±85.8

40대 125.0±78.1 115.5±76.2 120.1±77.0

50대 127.6±80.8 112.3±86.8 120.3±83.1

61세 이상 132.2±102.1 118.8±90.5 126.8±99.1

전체 121.8±89.8 110.0±87.4 115.6±88.1

표 12. 주관적 구취정도와 Halimeter 구취측정치와의 비교 

(단위: ppb)

남 여 평균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
111.0±82.1  99.7±77.6 105.1±79.8

미약한 입냄새 134.5±102.7 102.3±89.1 117.6±95.4

경도의 입냄새 124.7±99.1 120.1±92.1 122.2±96.1

중간정도의 

입냄새
193.8±111.7* 150.5±106.5 171.7±108.0

심한 입냄새  95.6±80.5*  87.4±71.5*  91.2±74.9

전체 121.8±89.8 110.0±87.4 115.6±88.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4)

.

  이번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구취의 유

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약 65% 정도의 

대상자가 과거 구취를 경험하 거나 현재 구취가 있

다고 대답하 다. 남녀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고, 남녀 공히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증령에 따라 치주질환이

나 구강건조증과 같은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중장년층의 구취 환

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유무에 대한 고

려와 처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취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미

약하다, 약간, 중간정도, 심하다의 순이었는데, 심하다

고 평가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많았

다. 이는 주관적 구취 문제는 여성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구취 크리닉에 

내원하는 환자중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도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구취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구취를 인지하게 된 

방법에서 가장 뚜렷하 다. 즉, 남성에서는 가족들이

나 다른 사람들의 지적에 의한 인지가 가장 많았으나

(64.3%), 여성에서는 본인이 직접 인지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60.8%). 이러한 결과 역시 주관적인 구

취는 여성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여성에서 

구취공포증 환자가 많으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

다. 

  주관적인 구취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취가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환자 자신은 심한 구

취를 호소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전혀 구취가 없는 경

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취는 사람의 어떤 특성보다도 측정이나 기

록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취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취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구취를 못 느끼는 이유가 계속된 구취에의 노출로 인

한 후각의 적응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객

관적으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구취를 호소

하는 환자들을 구취공포증 환자라고 하여, 심한 대인

관계 기피 등의 심각한 신경정신과적인 장애를 겪기

도 한다. 1994년 Iwakura 등의 보고에 의하면 구취를 

첫 번째 주소로 내원한 환자와 다른 문제를 주소로 

내원하 다가 구취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된 환

자간에는 실제 객관적 구취의 발생빈도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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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구취를 첫 번째 

주소로 내원한 환자중에는 실제로는 병적인 구취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17).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가장 심한 주관적 구취를 

호소한 군에서 오히려 Halimeter에 의한 구취측정치

가 가장 낮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며, 이는 환자 자

신에 의한 주관적 구취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취 

정도와는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

이다.

  구취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만 난다고 응답한 비

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구취가 호발하는 특정 상황으

로는 시간적으로는 아침에만 구취가 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공복시와 피곤할 때 구취가 난다는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공복시와 기상시의 일시

적인 구취는 생리적인 구취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생

각된다18).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서 공복시에 구취가 

난다는 비율이 남성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는 현대 여성들의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조절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젊은 여성 구취 환자의 진

단과 치료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리라고 사

료된다. 

  실제로 연구대상자의 객관적 구취정도를 Halimeter

를 통해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전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구취측정치를 나타냈으며, 연령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적 구취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설태와 함께 구취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

진 치주질환과 구강건조증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Tonzetich
19)
는 Gas Chromatography로 치주질환자

의 호기내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

하 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확

인되었다
20,21)

.

  구취 제거를 위해 응답자가 시행한 노력에 대한 질

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양치질이나 구강 양치 상품

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내과보다는 치과에 

간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의 

견해에도 구취의 원인이 내과적인 것보다는 치과적

인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를 없애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남성에서 15.3%, 여성에서 10.7%로 여성이 보

다 적극적인 노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번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보다 구취에 대해 

민감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구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저

조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시적인 효과만

이 있었다고 응답하 으며, 남성의 5.6%와 여성의 

6.6%만이 만족할 만한 구취의 개선이 있었다고 대답

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구취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

취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환자에게 교육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혀로 자신의 

손목에 타액을 바른 후 냄새를 맡게 하는 법과 같이 

보다 객관적인 자가 평가 방법과 환자의 가족이나 친

구들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와 적절한 구취 치료를 통하여 

환자로 하여금 구취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심리

적인 문제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이상과 같은 구취에 대한 연구조사의 결과

를 볼 때,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있어서 구취에 유병율

과 구취에 대한 관심도는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

준이었으며, 이에 비해 기존의 치료방법에 대한 환자

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구취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보다 개선된 구취의 진단과 치료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저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반인에서의 구취의 

유무와 양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자들의 구취 개선

을 위한 노력과 기존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

사하 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남성;174명, 여성;194명)을 대상으로 미리 준

비된 설문지에 대상자가 직접 답하도록 하 으며, 

Halimeter라는 구취측정기를 통해 구강내의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를 

얻었다.

1. 대상자 스스로가 판단한 구취의 유병율은 남녀간

의 차이는 없으며(남성;57.5%, 여성;58.8%), 남녀 

모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2. 구취가 있다고 대답한 환자 중에서 자신의 구취의 

대한 평가는 남녀 모두에서 미약하다, 약간,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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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하다의 순이었으며, 다만 심하다고 대답한 비

율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다(남

성;9.3%, 여성; 17.9%). 

3. 구취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

들(남성;61.3%, 여성;76.3%)이 일시적으로 특정 상

황에서만 난다고 대답하 으며, 그러한 상황으로

는 아침에만 난다, 공복시에만 난다, 피곤할때만 난

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난다의 순이었다. 

4. 구취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잇솔질을 더 열심히 

한다, 껌을 씹는다, 구강 양치 상품을 사용한다, 치

과에 간다의 순이었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환자는 남성의 경우 15.3%, 여성의 경우 10.7% 

다. 

5. 구취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저조한 편이어서, 

남성의 5.6%와 여성의 6.6%만이 만족할 만한 구취

의 개선이 있었다고 대답하 다.

6. 연구대상자의 Halimeter에 의한 구취측정치는 연

령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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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demiologic Study on Oral Malodor for Korean

Moon-Soo Park, D.D.S.,M.S.D., Young-Ku Kim, D.D.S.,M.S.D.,Ph.D., 

Sung-Chang Chung, D.D.S.,M.S.D.,Ph.D., Sung-Woo Lee,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nd Oral Diagnosis,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ral malodor is a problem that traverses history, culture, race and sex. But, up to the present the study on prevalence 

of oral malodor in normal popualtion is short, especially there is no study on oral malodor prevalence in Korean.

In our study, we investigated self-evaluation of oral malodor, self-rating intensity of oral malodor, patients efforts for 

curing their oral malod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effort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on 368 public Koreans 

resident in a big city(174 males, 194 females), by method of self-reporting to prepared questionnaire.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lf-reporting prevalence of oral malodor in sexes(57.5% in male, 58.8% in female), and the 

prevalence rate was increased with aging. Self-rating intensity of oral malodor in oral malodor patients group(by 

self-reporting) was ranked in order of slight, weak, middle, strong in both sexes, but the number of self-rating strong 

female group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self-rating strong male group(9.3% in male, 17.9% in female).

  In question on duration of oral malodor, most subjects answered that their oral malodor was developed in certain 

circumstances(61.3% in male, 76.3% in female), and oral malodor-developing circumstances was ranked in order of in the 

early morning, in hunger state, in fatigue, in stressful situations. Subjects effort for curing their oral malodor was ranked 

in order of more tooth brushing, gum chewing, use of commercial product for oral hygiene, visit dental clinic, and rates 

of no effort subjects were 15.3% in males and 10.7% in femal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efforts for curing 

their oral malodor was very low, only 5.6% of males and 6.6% of females were answered that there were satisfactory 

improvement in their oral malodor.

  Collectively, our result revealed that prevalence of oral malodor in public Koreans and their interest in oral malodor were 

much higher than our anticipation, and that patients satisfaction with improvement in oral malodor was short of their 

expectations. Considering the life quality of patients suffering from oral malodor, we conclude that developments of more 

improved diagnostic tools and treatment methods for oral malodor is indispensable in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