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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1961년 창립된 이후 다양한 구강보
건 학술활동과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진행 형태라 준비위원회도, 참가자도 어
색하고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동안 연구해온
다양한 연구결과물의 발표와 임상사례발표 및 참여자 간의 학술적 교류가 이러한 난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0년 종합학술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
입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1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1970년대 제3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데는 채 50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학문 분야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가야할 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문 분야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2020년 종합학술대회가 더욱 뜻깊은 학술교류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장 마

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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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2020년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신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마득상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학회 임원진 및 회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1961년 창립 이래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치아우식증 유병율 개선, 그리고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신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구강질환 사전예방에 대한 대내외 관심 속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
치의학의 접목 탐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방치의학 분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알찬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방치의학의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는 자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부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이 가까운 치과의원을 주치의로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2021년 신규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은 정부의 노력과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마득상 회장님을 비롯하여 준비
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학회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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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능 후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마득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2020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마득상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지난 1961년 창립된 이래, 반세기 넘도록 예방치의학 및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예방치의학 및 구강보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라는 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맞이하여 과거 발전과정을 확인하고 미래의 학문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서 예방치의학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견들이 개진되어 예방치의학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원들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며 스스로의 임상 역량도 넓혀가는
학술연마의 장으로 승화되길 소망합니다.
비대면 온라인행사로 열리는 2020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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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마득상 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임춘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방치의학과 구강보건학에
대한 열띤 학문적 토론을 나눌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학술
대회가 열리게 돼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1961년 창립 이후 다양한 구강보건학술활동과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구강보건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예방치의학과 구강보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한 학회지를 비롯해 지속적인 학술 활동
및 분과연구회와 지부 학회를 통해 각종 구강보건 정책개발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예방치의학과 구강보건학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문적 접근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방치의학과 구강보건학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가장 가깝게 닿아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대량으로 적층되는 빅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구강질환의 예방에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예방 및 치료법을 찾아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의 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
치의학의 접목 탐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인 세션과 세부
분과 연구회･분과 학회 세미나, 예방치과 전공의 증례발표회 등 알차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예방치의학, 구강보건학의 학문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협회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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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학술대회 개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
주제

Exploring the Integration of Public Oral Health and Preventive
Dentistry in the Future Industrial Revolution

일시

2020년 10월 31일(토) 9:00-18:00

형식

Virtual Conference

주최･주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후원

대한치의학회

◯ 예방치과 전공의 증례 발표회
◯ 세부 전문분과 연구회(예방치과연구회,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 구취조절연구
학술행사

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공동 세션
◯ 연구윤리교육
◯ 주제 강연 및 토론
◯ 포스터 발표(경쟁/일반 부문)

보수교육 인정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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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학술대회 조직도

마득상 (조직위원장, 학회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송윤신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장, 경복대학교 교수)

조직위원회

이병진 (구취조절연구회장,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소장)
최연희 (영남지부장, 경북대학교 교수)
전재규 (호남지부장, 전북대학교 교수)

총무분과

진보형 (서울대학교 교수)
정기호 (전남대학교 교수)
조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학술분과

정승화 (부산대학교 교수)
정회인 (연세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섭외분과

홍보분과

재무담당

오효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임미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조자원 (단국대학교 교수)
최재영 (최재영치과의원 원장)
김아현 (빨간치과연구소 소장)

김진범 (기금관리위원장, 부산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박덕영 (부회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형규 (부회장, 키노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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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연자/진행

08:30–09:00

등록

Virtual Studio

09:00-09:30

예방치과 전공의 증례발표회

사회: 정세환 교육수련이사

09:00-09:07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활동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평가

(서울대학교 예방치학교실)

09:08-09:14

3D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09:15-09:21

Atraumatic restorative treatment using silver diamine
fluoride: a case report

이승현 (강릉원주대학교

09:22-09:30

Travel burden affects treatment delay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김은수
(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09:30–09:45

개회식

사회: 진보형 총무이사

09:45-12:45

세부분과 연구회･분과 학회 세션

사회: 진보형 총무이사
좌장: 마득상 회장

박지아
신민주
(서울대학교 예방치학교실)
치과병원 예방치과)

이병진 소장

09:45–10:25

구취조절진료 최신 업데이트

10:30–11:10

보건교육이론 및 구강보건교육의 실제

11:15–11:55

치간관리개념의 변화 -치간칫솔의 처방

12:00-12:40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국가구강검진 현황 및
관련 요인 분석

12:45–14:00

점심 식사 및 연구윤리 교육: 연구출판윤리의 필요성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정영란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박창진 원장
(미소를 만드는 치과의원)

신보미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진보형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메인 세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
14:00–16:30

(Exploring the Integration of Public Oral Health and Preventive Dentistry in the
Future Industrial Revolution)
사회: 조현재 학술이사(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좌장: 최연희 교수(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14:00–15:00

A trigger to dysbiosis - metabolic interactions in dental plaque (Associated Prof. Masae Kuboniwa, Dept of Preventive Dentistry,
Osaka University, Japan)

15:00–15:45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안성복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15:45–16:30

인공지능분야 소개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제안

김재일 교수(경북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16:30–17:30

웹기반 포스터 관람

사회: 조현재 학술이사

17:30-18:00

폐회 및 시상식

사회: 진보형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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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연제 목록

가. 포스터 경쟁부문
P-01

The effect of Omega-3 fatty acids supplementation on gingivitis: Meta-analysis
Hyojin Heo1, Ji-Hyun Bae2, Youn-Hee Choi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P-02

일부 시판 구강 양치액의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효과
최준혁1,2, 이은송1, 조무열1,2, 김효정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03

Effects of cigarette smoking on the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biofilms: an in
vitro study
Ye Han1. Jae-Gyu Jeon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04

딥러닝 분석을 활용한 치은염 판정의 신뢰도 평가
김세희1, 김선집1, 고정민1, 송규천2, 송근일3, 이인섭3, 조현재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1, ㈜자연소프트2, ㈜프리딕션3

P-05

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에 대한 형광 염색제 침투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박석우1, 김상겸1, 이형석1,2, Elbert de Josselin de Jong1,2,3,4,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Research, University of Liverpool, 4Inspektor Research System BV

P-06

Effects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in preventing proximal caries among
Korean adults
Seon-Jip Kim, Jeongmin Ko, Minjoo Shin, Se Hee Kim, Hyun-Jae Cho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07

치아 마모 평가를 위한 QLF-D와 Qraycam Pro 간의 형광 매개 변수 비교
김상겸1,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08

The cause of first tooth missing
Jeongmin Ko, Seon-Jip Kim, Minjoo Shin, Se Hee Kim, Hyun-J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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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09

의치 사용이 노인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김효정1,2, 이주영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10

치과병원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와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나나1.2,4, 남지애2,4, 이정화2,3,4
1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2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의과학과,
3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4구강위생과학연구소

나. 포스터 일반부문 (예방치과학 분야)
P-12

Antimicrobial activity of Curcuma xanthorrhiza nanoemulsions on Streptococcus mutans
biofilms
Mu-Yeol Cho1,2, Si-Mook Kang1,2, Eun-Song Lee1, Baek-Il Kim1,2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2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P-13

Clinical application to osteonecrosis of jaw using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system: case report
김예슬1.2, 구정귀3, 김영균2, 정회인1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분당서울대병원 치과, 3국군수도통합병원 치과

P-14

Current status of fluoride-containing oral hygiene products on market in Korea
Chiun Oh, Ji-eun Kim, Choong-Ho Choi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15

Distinguishment of dental calculus from human teeth using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system
이선영1,3,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P-16

Lactobacillus reuteri 섭취가 치주염 원인균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1, 김다희2, 유현준3, 조자원1,2,3
1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3치과대학 예방치과

P-17

Noninvasive detection of microleakage in all-ceramic crowns using quantitative light-

_11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induced fluorescence technology
Hyung-Suk Lee1, Yon-Jin Maeng1,2, Eun-Song Lee1, Hong-Cheol Yoon3, Beak-Il Kim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University, 3BESTDEN Dental Clinic
P-18

Pathotyping of mutans streptococci beyond genotype-phenotype correlations
Hee-Young Jung, Jae-Gyu Jeon, Dongyeop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19

QLF 기술을 이용한 아말감 수복물 주변 이차 우식의 형광 분석 방법 개선
맹유진1,3, 이형석1,2,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신성대학교 치
위생과

1

P-20

Quantitative light-induced
chemical composition
Joo-Young Lee, Hyo-Jung
Hoi-In Jung, Baek-Il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Yonsei University College

fluorescence as a potential tool for detection of enamel
Kim, Eun-Song Lee, Elbert de Josselin de Jong,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BK21 PLUS Project,
of Dentistry

P-21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QLF-D)을 이용한 치면열구전색치아의 미세
누출평가
남상미1,2, 김백일2,3
1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2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3
BK21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22

The antibacterial effect of mastic oil on P. gingivalis
Min-Jeong Cho, Ji-Hye Kim, Sang-Uk Im, Doh-Hyun Lee, Youn-Hee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3

발효음료 섭취시 재광화 물질 적용에 따른 초기우식치아의 치아부식증 예방효과
김지은1, 정성숙1, 정기호1,2, 최충호1,2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P-24

부유성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천연추출물의 광역학 항균 효과
황혜림1,3, 강시묵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서라벌대학교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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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시판 유산균 음료가 복합레진 표면에 미치는 영향
김영선1, 최충호1,2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P-26

유산균 발효유 섭취시 칼슘과 불화물이 초기우식 법랑질 표면에 미치는 영향
김다은1, 김지은1, 정기호1,2, 최충호1,2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P-27

중등도 치주염 환자의 전문가잇솔질을 포함한 예방적 치주관리 증례
이병진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P-28

형광 특성을 이용한 치아균열의 탐지
전미경1,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29

효과적인 불소바니시 도포 방법의 개발
김지수, 변민지, 김진범, 정승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 사회치의학교실

다. 포스터 일반부문 (공중구강보건학 분야)
P-30

4차 산업혁명시대 치과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역량교육 필요도
이정화1.2,3 남지애1,3
1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의과학과, 2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3구강위생과학연구소

P-31

Assessment of carious lesions with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ee Hyun Hwang1, Baek-Il Kim1,2, and Hoi In Jung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2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P-32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deficiency and periodontal statu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Hyo-Jin Lee, Soo-Myoung Bae, Sun-Jung Shin, Bo-Mi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33

Association of periodontitis-related bacteria complex with oral health condition among
the elderly in a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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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 Kim1, Seung-Keun Lee2, Youn-Hee Choi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Gyeongsang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P-34

Genotype distribution of Porphyromonas gingivali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Jin-Kyoung Kim1,2, Sang-Uk Im1, Youn-Hee Choi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P-35

Spatial design of polymicrobial community causes childhood tooth-decay
Dongyeop Kim1, Hyun Koo2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
Biofilm Research Labs, Levy Center for Oral Health, School of Dental Medicin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36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work absence due to dental disease caused by
emotional labor
Ji-young Son, Dong-hun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37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도 분석
김여주1, 유현준2, 조자원1,2, 장종화1
단국대학교 1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2치과대학 예방치과

P-38

대학생들의 성인애착 유형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김병수1, 전재규2, 오효원3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전북대학교 예방치학교실, 3원광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P-39

대한민국 65세 이상 연령군 발치량 추세 분석-2010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김근서,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P-40

서울시 지역 일부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양병익, 이재영, 박지아, 백혜란,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P-41

설소대 절제술과 영어 조기교육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Yong-sun Choi, Dong-hun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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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y
P-42

영유아의 섭식행태와 유아기우식증
박유현1, 최윤영2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통계학과, 2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인공지능빅데이터의학센터

P-43

장애인 구강건강 진료 및 교육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최용금1,2, 정소윤2, 허솔2, 김동민3, 정강부3, 강인애4, 이경오3,4
1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2선문대학교 건강
보건대학 치위생학과, 3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4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P-44

저작불편감과 주관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과의 연관성: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박솔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45

치과병원 근무 치과위생사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관련 요인
최은영1 최충호2
1
전남대학교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2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P-46

치주염과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후향성 코호트 연구
변민지1,2, 김세연1, 김지수1, 김한나3, 김진범1,2
1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2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BK21
FOUR Project, 3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치위생학과

P-47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운영 사례연구-임상치위생학의 치주기구조작 수업을 중심으로최용금1, 김은정2, 손정희3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1, 강동대학교 치위생과2, 대원대학교 치위생과3

P-48

필리핀 세부 지역 12세 일부 학생의 구강건강조사 결과
송연희1,8, 고소영2,8, 정진환3,8, 지혜선4, 이정옥5,8, 손정화6, 이병진7,8
1
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2군포치과의원, 3사과나무치과의원, 4서울미래치과의원, 5e편한치과의원,
6
라파엘인터내셔널, 7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8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P-49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경제적 상태 및 구강건강형태에 따른 현존치아 수
이정화1.2,3 남지애1,3
1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의과학과, 2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3구강위생과학연구소

P-50

한국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변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0-2018 자
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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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별1, 김백일1,2 정회인1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P-51

한국인의 무치악률 변화추이: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유나현1, 신아라2, 안성복3, 최연희1
1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구미대학교 치위생과, 3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P-52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의 모색
박지아1, 이재영1, 백혜란1, 조현재1, 김영재2, 정세환3, 진보형1
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2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3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라.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C-01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활동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평가
박지아, 양병익, 이재영, 백혜란,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C-02

3D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신민주, 김세희, 고정민, 김선집,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C-03

Nonrestorative treatment for cavitated carious lesion using Silver Diamine Fluoride: a
case report
이승현,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및 예방치학교실

C-04

Travel burden affects treatment delay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김은수1, 김백일1,2, 정회인1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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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취조절진료 최신 업데이트

❘ 이병진 소장

2. 보건교육이론 및 구강보건교육의 실제

❘ 정영란 교수

3. 치간관리개념의 변화 –치간칫솔의 처방

❘ 박창진 원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국가구강검진 현황 및 관련 요인분석

❘ 신보미 교수

Ⅱ. 세부분과 연구회·분과 학회 세션

1

구취조절진료 최신 업데이트
이 병 진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2007. 5 – 2016. 2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2008. 3 - 현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사

2015. 10 - 현재

충치예방연구회 운영위원

2016. 1 – 현재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소장

2016. 4 – 현재

콩세알튼튼예방치과 원장

구취는 다양한 구강 및 전신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구취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진단
할 수 있고, 반대로 구취조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구취는 구강 내 가스를 통해 진단하고 여러 가지 검사법을 활용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진단된 구취 증상은 가스를 없애거나, 냄새를 가리거나, 원인 질환 치료를 통해 조절
할 수 있다. 특히 구취는 다른 사람과 대면접촉이 필수인 사람들에게는 직업 활동과 삶의 질을 저
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접근도 중요하다.
구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취 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기존의 프로토
콜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 강의에서는 구취를 검사, 진단하고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최근에 보고된 근거 수준이
높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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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교육이론 및 구강보건교육의 실제
정 영 란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2003. 11 - 2010. 2

틴들스 대표

2010. 3 - 2013. 8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2013. 9 – 2020. 9 - 현재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2015. 8 -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술위원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교육활동 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의미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의 계획 하에 꾸며지는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경험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학문 또
는 실천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온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과정 영역은
1970년대 이후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교육의 관점이 교육자 중심이 아닌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반
응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습득한 구강보건지식을 통해 대상자의
태도 변화와 행동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의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실제 수행을 위한 교육의 목적과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필요한 교육매체를 준비하는 교수-학습계획서와 교육 후 평가를 위
해 평가 내용에 따른 다양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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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간관리개념의 변화-치간칫솔의 처방
박 창 진 (미소를 만드는 치과)
1995 - 1998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전공의

1998 - 1999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치과교정과 전임의

2000 - 현재

미소를 만드는 치과 원장

치과질환의 대부분이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것에 대한 통상의 치과 치료는 수복치료이다.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된 지
이미 오래며 최근에는 NCD(non-communicable disease)의 하나로 정립되어 그 중요성과 관리,
즉, 개인구강위생관리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치주질환의 발생이 개시되는 부위는 비각화된 치간
사이의 치은 부위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그러한 이유로 치아 사이의 인접면 공간관리
는 치주관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또한 치아 우식증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인접면 우식 역시 치아의 접촉면 직하방에서 시발되므
로 치아 우식증의 예방에도 인접면 공간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그 동안 치아 사이의 인접면 관리에 대한 사실들을 돌아보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처방 및 환자 동기부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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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국가구강검진 현황 및 관련 요인
신 보 미 (강릉원주대학교)
2008.04.01. - 2008.12.3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기획조정실 치과위생사

2009.01.09. - 2012.02.29.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연구원

2016.04.23. - 현재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간사

2016.04.23. - 현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2014.03.01. -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부교수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양적 및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64.3%에서 2017년 7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사망률 감소 및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도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이용 횟수가 높을수록 만성신장병, 뇌혈관질환, 암의
위험이 감소하였고, 의료비의 유의미한 절감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다.
그러나 구강검진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수검율이 매우 낮아,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 1,763만명 중 31.6%가 구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검진율은 26.2%에서 32.2%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1차 건강검진 수검 인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구강질환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기적 구강검진 및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방법과 이의 분석을 통한 국가 구강검진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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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윤리교육

1. 연구출판윤리의 필요성 ❘ 진보형 교수

Ⅲ. 연구윤리교육

1

연구출판윤리의 필요성
진 보 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04.08.11. -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2014.04.01. – 2017.03.3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2011.04.01. - 2014.03.31.
2019.04.01. - 현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편집이사/편집위원장

2019.05.01. - 현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기획정책이사

2020.06.27. - 현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총무이사

연구윤리는 연구의 기획, 수행, 발표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따라야 할 연구자의 공동 가치이며
규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Hwang 게이트 이후에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와 출판윤리에 대
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실적 위주의 연구 성과 평가가 나은 부작용으로 연구 출판에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다. 요즘은 다양한 검색 엔진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중복 출판 등 연구 출판 윤
리 위반 사례들을 더 쉽게 찾아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구출판윤리 부정의 예인 표절, 중복 출판, 분절 출판, 저자 되기
등에 대해서 국내외 관련 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례 발생 시에 대처 방안
을 COPE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실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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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인세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

1. A trigger to dysbiosis – metabolic
interactions in dental plaque - ❘ Prof. Masae Kuboniwa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 안성복 교수

3. 인공지능분야 소개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제안 ❘ 김재일 교수

Ⅳ. 메인세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강보건 및 예방치의학의 접목 탐구

1

A trigger to dysbiosis-metabolic interactions in dental plaqueAssociated Prof. Masae Kuboniwa
1996 – present

Clinical Training for Preventive Dentistry at Osaka
University Dental Hospital

2004 – 2005

Research Guidance for Master Course Students in
Department of Oral Biology, University of Florida

2007 – present

Courses on Preventive Dentistry and Public Health in
Faculty of Dentistry, Osaka University

2007 – present

Supervisor for PhD Students in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Osaka University

Metabolomics is a comprehensive search method for metabolites, which deduces a
hypothesis without known physiological information. It is one of the best analytical
methods that can be expected at present in searching for novel biomarkers directly
linked to disease diagnosis and severity assessment.
In subgingival regions, oral microbes release variety of molecules to the microenvironment and these metabolic by-products of one microbe are utilized by others
as an energy or nutrient source. Furthermore, in a subgingival-living community
(consortium) consisting of periodontal tissues and the subgingival microflora, they
present in proximity and enable to exchange their metabolites.
Therefore, it can be supposed that fluctuations in enzyme activity occur with
changes in disease severity, leading to a discriminative pattern of metabolites (metabolomic
profile) in the subgingival region unique to periodontal disease, which also reflects in
saliva and blood.
Recently, we have successfully constructed a predictive model of periodontal
inflammation by performing a saliva metabolome analysis with periodontal inflamed
surface area (PISA) as the objective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polyamine
biosynthesis pathways were activated in the biofilms of patients with high periodontal
disease severity, and several polyamines such as cadaverine and spermidin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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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d from biofilms into saliva. Interestingly, ornithine and putrescine, which are
produced in the early stages of a polyamine biosynthetic pathway, have also been
suggested to be substances that characterize mild-moderate periodontal disea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alivary polyamines derived from biofilms may be applied as
monitoring markers for the progression of periodontal disease.
In this symposium, I would like to discus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our
metabolomics studies spanning both clinical and basic research, with a focus on
futur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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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안 성 복 교수
2010.3.1. - 2011.2.28.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기초연구조교수

2011.3.1. - 2012.2.28.

연세대학교 유전체코호트연구소 연구조교수

2012.3.1. - 2018.2.28.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부교수

2017.3.1. - 2018.2.28.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2018.3.1.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Big data science has been increasingly a hot topic in the biomedical and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The

medical

researches

have

become

data-intensive

as

investigators are generating and using large, complex, high dimensional, and diverse
domain-specific data sets. Big data approach transforms millions of data points into
diagnostics and predictions for personalized health care and precision medicine in
medical research. By merging and harmonizing large data sets from different
resources, the researchers aspire to build algorithms that allow targeted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Big data applications present the opportunities to discover
new knowledge and create novel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In
complex applications, the design of an analytical process is actually a multidisciplinary effort that involves exper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For instance,
medical applications will need the collaboration of data analysts with clinicians which
are not necessarily experts in analytical tools and processes, although in the future
data analysis might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the education of scientists outside
computer science, as well as of any professional that might benefit from data analysis.
Big data upsets the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and provides new ways to get
results from a huge amount of sources.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move from the
mere existence of big data to their widespread use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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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분야 소개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제안
김 재 일 교수
2014.11. - 2016.05.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2016.06. - 2018.02.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2018.03. - 현재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조교수

최근 기계 학습의 발전은 의료 영상 및 의학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한 놀라운 결
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의 예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최근 연구는 InceptionV3 구조의 신경망이 영상
의학 전문의(57% sensitivity 및 91% specificity)보다 높은 정확도(100% sensitivity, 82%
specificity)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영상 모달리티의 발전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인공지능이 OCT 영상에서의 충치 검출이나 panoramic dental radiograph
에서 치주 뼈 손실 분석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 기반 영상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의 유효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고, 데이터 셋 구축의 어려움, 데이터에 의한 Bias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역시 포함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학습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및
환자 복지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의료 영상 분할, 예측, 질병 진단 등 의료 영상 분석과 기계학습 간 연관성을 이
해하고, 예방치의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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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포스터 경쟁부문 발표

The effect of Omega-3 fatty acids supplementation on
gingivitis: Meta-analysis
Hyojin Heo1, Ji-Hyun Bae2, Youn-Hee Choi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Keywords: Gingivitis, Meta-analysis, Omega-3 fatty acids

1. Introduction
Omega-3 fatty acids (Omega-3 FA) are considered essential fatty acids include of αlinolenic acid (ALA), eicosapentaenoic acid (EPA), and docosahexaenoic acid (DHA) in high
concentrations, mainly in fish oil, as well as in grapeseed, linseed, and walnut oil. Omega-3
FA is incorporated into the phospholipids of cell membranes and serve as precursors for lipid
mediators controlling cell signaling, gene expression, and inflammatory processes. This leads
to anti-inflammatory effects.
Periodontal diseases are inflammatory diseases including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The
progression of gingivitis is not only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biofilm but also is to the
host response, involving the production and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causing
tissue damage. Traditional treatments for gingivitis often involve subgingival scaling and
planning and the control of oral hygiene aiming at reducing biofilm.
Recently, diet supplementation has been proposed to modulate the host immune response,
and the intake of Omega-3 FA has been suggested as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ingiviti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Omega-3 FA and gingivitis is still controversi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Omega-3 FA
ingestion on gingivitis.

2. Methods
The randomized clinical trials published from 2009 to 2019 were searched using three search
engines, Embase, PubMed, and Cochrane Library. The search keyword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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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3 fatty acid’ or ‘Docosahexaenoic acid’ or ‘DHA’ or ‘Eicosapentaenoic acid’ or ‘EPA’
or ‘Alpha-linolenic acid’ or ‘ALA’) and (‘Gingivitis’ or ‘Plaque index’ or ‘PI’ or ‘Gingival index’
or ‘GI’).
A total of 221 literature were found using the search strategy, ten studies of which were
finally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mean differences (after–before) in Gingival index (GI) and
Plaque index (PI)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chrane review methods as referenced.

3.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the GI reduction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0.79, 95% CI: –1.17~0.14). The mean difference in the PI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Omega-3 FA supplementation groups and control groups (SMD: 0.00, 95% CI: –
0.21~0.21).

<Fig. 1> Forest plot of gingival index

<Fig. 2> Forest plot of plaque index

4.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Omega-3 FA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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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ival health. However, well-designed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hat Omega-3 FA as a
potential therapy for gingivitis.

5. References
1) Azzi DV, Viafara JA. S, Zangeronimo MG, Ribeiro Lima R, Marques LS, Pereira LJ. n-3
Ingestion may modulate the severity of periodontal disease? Systematic review. Crit Rev
Food Sci Nutr 2018;58:1937-42.
2) Kruse AB, Kowalski CD, Leuthold S, Vach K, Ratka-Krüger P, Woelber JP. What is the
impact of the adjunctive use of omega-3 fatty acids in the treatment of periodont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ipids Health Dis 2020;19: 1-16.
3) Higgins JP, Green 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Oxford: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1:324-549.
1)

e-mail: januar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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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포스터 경쟁부문 발표

일부 시판 구강 양치액의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항균 효과
최준혁1,2, 이은송1, 조무열1,2, 김효정1,2, 정회인1,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1

Keywords: 구강 양치액, Streptococcus mutans, 바이오필름

1. 서론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는 구강 내의 자당을 대사하여 세포 외 다당류(extracellular
polysaccharides, EPS)를 합성해 바이오필름의 구조를 형성하고, 당질을 대사하여 유기산을 형성해 법랑질
을 탈회를 유발한다.
자가 구강 관리를 통해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과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칫솔질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칫솔질만으로는 구강 내 병원성 세균들을 완
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구강관리용품인 구강 양치액의 부가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구강 양치액 사용률은 2017년 약 22.1%로 보고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구강 양치액의 시장 규
모가 점차 커졌으며, 다양한 항균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서 시판되는 구강 양치액의 항균 평가는 주로 부유성 세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 mutans 바이오필름 형
성 억제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항균 물질에 따른 국내 시판 일부 구강 양치액의 S.

mutans 부유 세균 및 바이오필름에 대한 항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구강 양치액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고, 주성분이 서로 다른 5종의 제품과 이 중 알코올 미함유 제
품 2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7종의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 양치액의 항균 물질은
천연물인 magnolol과 honokiol (NPs), 에센셜 오일(EO), 알코올 미함유 에센셜 오일(Af-EO), Cetylpyridinium chloride (CPC), 알코올 미함유 Cetylpyridinium chloride (Af-CPC), Benzethonium
chloride (BTC), Chlorhexidine digluconate (CHX)이다. 음성대조군으로는 멸균된 증류수(DW)를 양성대
조군으로는 직접 제조한 0.1% CHX를 사용하였다.
2.2 부유성 S. mutans에서의 구강 양치액 항균 효과 평가

S. mutans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로부터 분양받은 Streptococcus mutans 25175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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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양받은 균주는 Brain Heart Infusion (BHI) 액체배지의 37°C, 10%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전배양시킨 후 80% glycerol과 1:1로 혼합하여 동결 보존하여 매 실험에 사용하였다.
BHI 액체배지에서 전배양하여 107 CFU/ml로 조정된 S. mutans 100ul를 각각의 실험 양치액 900ul에
혼합하고 1분간 처치하였다. 그 후 혼합 용액 100ul를 10-1~10-5으로 연속 희석하고 BHI 고체배지에 분주
하고 도말하였다. 고체배지는 37°C, 10% CO2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집락형성단위(Colonyforming unit, CFU)를 측정하였다.
2.3. S. mutans 바이오필름에서의 구강 양치액 항균 효과 평가
24-well plate의 각 well에 인공타액 1.5ml를 주입하고 멸균된 HA disc를 침적한 뒤 37°C에서 4시간
동안 HA disc 표면에 획득피막을 형성시켰다. 그 후 인공타액 800ul와 THYE 배지 800ul을 1:1로 혼합한
타액-배지 혼합 용액에 획득피막이 형성된 HA disc를 넣고 107 CFU/ml 농도로 조정된 S. mutans 200ul
을 HA disc에 접종하였다. 접종 후 HA disc는 37°C, 10% CO2 조건에서 16시간 배양하면서 표면에 S.

mutans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유도하였다.
실제 구강 양치액 사용하는 상황을 모사하여 바이오필름 형성 후 하루 3회 4시간 간격으로 2일 동안 실험
양치액을 처치하였다. 즉, 균접종 후 16, 20, 24, 40, 44, 48시간일 때마다 구강 양치액 처치를 하였다. 1회
처치할 때마다 24-well plate에 1.5ml 실험 양치액을 넣은 뒤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HA disc를 1분 동안
침적시키고 멸균 증류수로 3회 수세하여, 바이오필름 및 시편에 존재하는 잔여 구강 양치액과 느슨하게 부착
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였다. 그 후 타액-배지 혼합 용액으로 HA disc를 옮겨 37°C, 10% CO2 조건에서
바이오필름을 추가로 성숙시켰다.
바이오필름에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처치가 끝난 HA disc를 1ml의 멸균 증류수가 담긴 15ml 원심관
으로 옮긴 뒤 20초간 교반하고, 이어서 40kHz 조건에서 1분 동안 초음파처리하고, 다시 10초간 교반을 추
가로 수행하여 구조화된 바이오필름을 해체하였다. S. mutans가 들어있는 증류수 100ul를 10-6까지 연속희
석하고 BHI 고체배지에 분주하여 도말하였다. 고체배지는 37°C, 10% CO2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CFU를 측정하여 S. mutans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다.
2.4.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고, 각 실험에 대한 결과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그룹 간의 차
이는 SPSS ver. 25.0 (IBM-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Tukey 사
후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부유성 S. mutans에서 구강 양치액의 항균 효과를 CFU 값으로 평가한 결과, EO, Af-EO, CPC, AfCPC, BTC, CHX를 주성분으로 하는 6종의 구강 양치액은 음성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제품에서 99% 이상의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NPs를 주성분으로 하는 구강 양치액은
멸균 증류수를 처치한 음성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숙된 바이오필름에 주기적으로 구강 양치액을 처치하고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CFU값을 통해 평
가한 결과, CHX와 Af-EO를 주성분으로 하는 구강 양치액이 음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약 19%, 1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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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고, 유의한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P<0.05). CHX는 강력한 항균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항균잔존효과가 있어서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가 있었고, Af-EO는 바이오필름 침투 능력이 뛰어난 음이
온성 항균 물질인 sodium lauryl sulfate 부성분이 EO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25% 감소 효과를 나타낸 양성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CHX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
판 양치액의 감소 효과는 6%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알코올 미함유 EO 제품
의 효과는 양성 대조군과 14%의 차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P<0.05. Fig. 1).
본 연구에서는 NPs를 주성분으로 하는 구강 양치액을 제외한 모든 구강 양치액이 부유성 S. mutans에 대
해 강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바이오필름에 대한 항균 효과는 CHX와 Af-EO를 주성분으로
하는 구강 양치액에서만 나타났다.

<Fig. 1> Antibiofilm effects of mouthwahes on the viability of S. mutans in biofilm.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Tukey’s HSD test (P<0.05).

4. 결론
부유성 S. mutans에는 magnolol과 honokiol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 양치액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99% 이상의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고, S. mutans 바이오필름에는 클로르헥시딘과 알코올 미함유 에센셜 오일
을 주성분으로 하는 두 종의 양치액만이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바이오필름에 더 효과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 구강 양치액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개발되는 항균 물질을 포함한 구강 양치액에 대해 전 임상 단
계에서 바이오필름 항균 효과 평가를 할 것을 제안한다.

5. 참고문헌2)
1) Lee ES, Kang SM, Kim EU, Kwon HK, Kim BI. Inhibitory effects of several commercial oral
rinses on Streptococcus mutans biofilm formation.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1;35:289-96.
2) Corbin A, Pitts B, Parker A, Stewart PS. Antimicrobial penetration and efficacy in an in vitro
oral biofilm model.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11;55:3338-44.
e-mail: jhchoi25@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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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igarette smoking on the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biofilms: an in vitro study
Ye Han, Jae-Gyu Jeon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igarette smoking, cariogenic biofilms, dental caries, Streptococcus mutans

1. Introduction
Dental caries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dental biofilm-related diseases. When dental
biofilms are sustained on tooth surfaces and exposed to dietary sugars, acidogenic bacteria
decrease the pH of the biofilms via glycolysis1. Persistently low pH conditions result in the
selection and proliferation of highly aciduric and acidogenic bacteria such as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2. Cigarette smoking (CS) is one factor with a potential impact on oral
cavity microbial ecosystems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growth and virulence (EPSs and acidogenicity) of S. mutan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imes of
cigarette smoking (CS) treatment.

2. Methods
S. mutans biofilms (74-hour-old) were formed on saliva-coated hydroxyapatite (sHA) disks.
The biofilms were treated with CS at different times per day (1 time, 3 times and 6
times/day).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CS treatment. Acidogenicity, dry weight,
colony-forming

units

(CFUs),

water-soluble/insoluble

extracellular

polysaccharides

and

Intracellular polysaccharides were analyzed and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CLSM)
images were obtained of the 74-h-old S. mutans biofilms.

3. Results
The 74-h-old S. mutans biofilms on sHA discs in the 6 times/day CS treatment group
showed the lowest biofilm accumulation and extracellular polysaccharide (EPS)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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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nd other CS treatment groups. In the CLSM study, the
biofilms in the 6 times/day CS treatment group also showed the lowest bacterial count (live or
dead cells) and EPS biovolume.

4. Conclusions
The C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growth of S. mutans biofilms. In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 of microbiological and biochemical and CLSM, 6 times/day treatment group
showed the greatest inhibitory effect on S. mutans biofilms, even in the 1 time/day treatment
group was also showed inhibition. The more CS treatments are used, the more obvious
inhibition will be.

5. References
1) Marsh PD. Are dental diseases examples of ecological catastrophes? Microbiology 2003;
149;279–294.
2) Marsh PD. Controlling the oral biofilm with antimicrobials. J Dent 2010;38;11–15.
3) Marcotte H & Lavoie MC. Oral microbial ecology and the role of salivary immunoglobulin
A. Microbiology and Molecular Biology Reviews 1998;62;71–109.
3)

e-mail: hanye17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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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분석을 활용한 치은염 판정의 신뢰도 평가
김세희1, 김선집1, 고정민1, 송규천2, 송근일3, 이인섭3, 조현재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1, ㈜자연소프트2, ㈜프리딕션3
Keywords: 딥러닝, 인공지능, 신뢰도, 치은염

1. 서론
치은염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Loe & Sillness gingival index가 있으나, 주관적으로 판정자가 치은
의 색조변화와 부종을 고려하여 출혈을 판정하기에 신뢰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
완하고자 최근 영상 분석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영상을 처리하거나 패턴을 인식하는 진단
기술을 치과 분야에 적용하여 치은염 판정의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D20190017)을 받아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내원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임상사진과 BOP
결과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27명의 대상자로부터 치아의 협설면을 각각 잘라서 1,332의 영상을 확보하였
다, 이중 1,153장은 훈련 데이터 세트에 153장은 시험 데이터 세트에 배치하였다. 모든 영상은 256 × 256
픽셀로 크기가 조정되었으며 jpg 파일 형식으로 변환되었다. 3개의 convolution layer, 3개의 max pooling
layer 및 2개의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model을 구축하여
학습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훈련데이터세트에서 학습한 결과를 적용하여 accuracy 78.4%, precision 64.4%, recall 80.9%, f1 score
71.7%의 결과를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치은염 판정은 딥러닝 영상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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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에 대한 형광 염색제 침투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박석우1, 김상겸1, 이형석1,2, Elbert de Josselin de Jong1,2,3,4,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1
3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Research, University of Liverpool, 4Inspektor Research System BV

Keywords: 초기우식병소, 표층 다공성, 타당도, 형광 염색제 침투법

1. 서론
탈회와 재광화가 균형을 이루는 동적 과정에서 탈회의 우세로 발생하는 초기우식병소는 손상되지 않은 다공
성 표층을 가지는 표면하방병소이다. 이러한 탈회의 우세는 병소 표층에 존재하는 세공의 수와 직경을 증가시
키기 때문에, 병소 표층은 더 많은 다공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재광화가 우세한 병소 표층은 세공의 수와 직
경이 감소하여 다공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병소 표층 다공성 평가를 통해 병소가 탈회의 우세를 보이는지, 재광
화의 우세를 보이는 지 알 수 있다. 초기우식병소의 표층은 탈회로 인해 더 많은 다공성을 가지는 영역과 재광
화로 인해 표면이 닫힌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병소의 표층 다공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 불소 등에 의한 가역적
인 회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예방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병소의 표층 다공성은 Transverse microradiography (TMR)를 이용한 조직학적 분석으로 광물질 밀도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임상에서 사용될 수 없다. 압축공기를 이용한 탈수법은 압축공기로 병소 표층 내
수분을 증발시킨 뒤, 증발된 수분에 의한 표층 내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표층 다공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을 이용
하여 어두운 자가형광이 관찰되는 인공탈회병소 그리고 인공재광화병소에 탈수법을 수행하였을 때, 두 병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두 병소가 모두 어두운 형광을 나타내며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탈
회 영역과 재광화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에 대한 유용성이 떨어진다.
형광 염색제 침투법은 다공성 구조에 쉽게 침투하는 형광 염색제를 이용하여 병소의 표층 다공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수행된 인공탈회병소는 밝은 형광이 관찰되는 반면, 인공재광화병소는 어두운 형광이 관찰
되어 탈회 영역과 재광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에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 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에 대해 형광
염색제 침투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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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재료
이번 연구는 평활면에 초기우식병소가 있고, 치아균열, 불소증 그리고 법랑질 이형성증이 없는 70개의 발치
된 치아를 사용하였다. 치아표면의 연성부착물은 발치 즉시 칫솔로 제거하였다. 자가형광감소를 막기 위해 외
부 빛을 차단하여 냉동보관(-4℃) 하였고, 실험 전 아크릴 블록에 매몰하였다.
2.2. 형광 염색제 침투법 처치
형광 염색제 침투법 처치 직전 모든 초기우식병소를 증류수로 적신 코튼 펠릿으로 60초간 수화시켰다. 수화
된 병소를 압축 공기로 15초간 건조시킨 후 50% 에탄올에 희석시킨 형광 염색제(Fluorescein sodium salt,
Sigama-Aldrich, St. Louis, USA)를 코튼 펠릿을 이용하여 10초간 병소에 적용하여 침투시켰다. 형광 염색제
침투법 전후 모든 병소들의 백색광사진과 형광사진을 QLF-Digital 2+ Billuminator (Inspektor Research
System BV)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3. 실험군 할당
형광 염색제가 침투된 병소의 형광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병소 내 형광 염색제 침투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공성 표면으로 인해 형광 염색제가 침투한 병소를 P군으로, 병소 내 닫힌 다공성 표면으로 인해 형광 염색제
가 침투하지 않은 병소를 NP군으로 구분하였다.
2.4. 형광 염색제 침투법이 처치된 병소의 형광강도차이 산출
형광 염색제 침투에 따른 병소의 형광강도차이는 Image-Pro Plus 6.0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USA)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전 모든 형광사진은 8-bit grayscale 사진으로 변환하였다. 변환
된 사진에서 회색도(gray level)는 명도(brightness)를 설명하는 변수로 이를 이용하여 병소에서 발현하는 형광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분석을 수행할 부위로 먼저 백색광사진에서 명확히 병소로 구별되는 부위를 병소의 분
석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정상 법랑질 영역은 병소영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2mm 떨어진 부위로 설정
하였다. 이후 두 영역의 평균 회색도를 산출하였다. 정상 법랑질 대비 병소의 상대적인 형광강도(g)는 병소의
평균 회색도와 정상 법랑질의 평균 회색도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병소의 형광강도차이(Δg)를 형광
염색제 침투 전과 후 병소의 g값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2.5. 통계학적 분석
P군과 NP군에서의 Δg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P군과 NP군을 구별함에 대
한 Δg값의 타당도는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s (ROC)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3.0 (IBM, Armonk, NY, USA)와 MedCalC (MedCalC software Ltd., Ostend, Belgium)를 사용하여
0.05의 유의수준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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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32개의 초기우식병소가 P군으로, 38개의 초기우식병소가 NP군으로 구분되었다. P군과 NP군간의 형광 염색
제 침투법에 의한 병소의 자가형광차이(Δg)를 비교한 결과, P군(4.3±5.9)은 NP군(0.6±1.5)보다 7.2배 유의
하게 더 높은 Δg를 보였다(P<0.01, Table 1). 이러한 결과는 닫혀 있는 다공성 표층을 가진 초기우식병소에서
형광 염색제의 침투와 비교하여 다공성의 표층을 가진 초기우식병소에서 형광 염색제가 더 많이 침투할 수 있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형광 염색제 침투법은 다양한 표층 다공성 초기우식병소 평가에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P군과 NP군을 구별함에 Δg의 AUROC는 0.75였고, Δg의 임계값을 1.33으로 했을 때 0.72의 민감도와
0.68의 특이도를 보여서 우수한 타당도를 보였다(Fig. 1). 단,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병소 표면의 결함 또는 육
안을 관찰되지 않는 미세 균열이 존재할 경우 표층 다공성과 관계없이 형광 염색제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양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fluorescence intensity difference (Δg) of early caries lesion intervened by
fluorescein

penetration between fluorescein-penetrated group (P)

and no

fluorescein-

penetrated group (NP).
Variable
Δg

Group
P (n=32)

NP (n=38)

4.3±5.9

0.6±1.5

P-value
<0.01

Mean±S.D. P-valu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α=0.05).

<Fig. 1>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s curves of the
fluorescence intensity difference (Δg) to differentiate
between fluorescein-penetrated group (P) and no
fluorescein-penetrated group (NP).

4. 결론
형광 염색제 침투법은 우수한 타당도로 표층 다공성이 다른 자연 초기우식병소들을 구별하였다. 따라서, 형
광 염색제 침투법은 객관적인 자연 초기우식병소의 표층 다공성 평가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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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in preventing proximal
caries among Korean adults
Seon-Jip Kim, Jeongmin Ko, Minjoo Shin, Se Hee Kim, Hyun-Jae Cho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KNHANES, proximal caries,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1.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proximal caries and interdental cleaning devices
such as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in the Korean population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 Methods
Cross-sectional data of 11,047 subjects aged 19 to 64 years was obtained using the KNHANES
VI (2013-2015). Data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ies-related variables, and personal
health practices were collected. The definition of the outcome variable was the number of
proximal caries (PROX_DT), the number of cases where caries existed in the mesial or distal
surface of the tooth, and other surfaces were sound, treated, or fissure sealant. The use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was main explanatory variables.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dental cleaning devices and PROX_DT was determined by adjusted prevalence ratios (aP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calculated by multivariable Poisson generalized linear model.

3. Results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users were about one-third of non-users. The aPRs for
PROX_D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ntal floss users and non-users,
while it was not significant in any model for the interdental brush users. Dental floss non-users
were about 46% more risk for PROX_DT than dental floss users (aPRs, 1.46; 95% CIs, 1.1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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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ntal floss non-users, men rather than woman (man, aPRs, 1.69; 95% CIs, 1.10-2.61; woman,
aPRs, 1.37; 95% CIs, 1.04-1.80) and 30s to 40s had an increased risk (30s, aPRs, 1.85; 95% CIs,
1.18-2.90; 40s, aPRs, 2.28; 95% CIs, 1.29-4.03).

4. Conclusions
The data support the use of dental floss could reduce the prevalence of proxim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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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chesan JT, Morelli T, Moss K, Preisser JS, Zandona AF, Offenbacher S, et al. Interdental
cleaning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oral disease prevalence. J Dent Res 2018;97:773-8.
2) Marchesan JT, Byrd KM, Moss K, Preisser JS, Morelli T, Zandona AF, et al. Flossing is
associated with improved oral health in older adults. J Dent Res 2020;99:1047-53.
3) Amarasena N, Gnanamanickam ES, Miller J. Effects of interdental cleaning devices in
preventing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a scoping review. Aust Dent J 2019;
64:327-37.
4) Hujoel PP, Cunha-Cruz J, Banting DW, Loesche WJ. Dental flossing and interproxim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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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ratio for proximal caries according to use of interdental cleaning devices
Variables

Prevalence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Model 2

Model 3

Use of a dental floss

N = 15,539

N = 14,831

N = 8,384

Nonusers

1.795 (1.474-2.187)

1.576 (1.287-1.931)

1.462 (1.160-1.842)

Users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Use of an interdental
brush

N = 15,539

N = 14,831

N = 8,384

Nonusers

1.066 (0.897-1.266)

1.001 (0.839-1.194)

0.957 (0.782-1.171)

Users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sponse variable: Proximal caries.
Explanatory variable: Use of interdental brush and dental floss.
Boldface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2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level of education,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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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personal health practice variables (toothbrushing frequency, dental clinic
visiting, frequent snacking,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Table 2> Subgroup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use of a dental floss and the risk of proximal caries
Flossing
Proximal caries
Users

Nonusers

N = 567

N = 2,712

Sex
Men
aPRs (95% CI)
Women
aPRs (95% CI)

Reference

1.689 (1.092-2.611)

N = 1,602

N = 3,543

Reference

1.372 (1.042-1.807)

N = 1,082

N = 300

Reference

0.784 (0.466-1.319)

N = 1,175

N = 708

Reference

1.853 (1.182-2.903)

N = 1,436

N = 600

Reference

2.283 (1.293-4.030)

N = 1,737

N = 413

Reference

1.206 (0.775-1.879)

Age
19-29
aPRs (95% CI)
30-39
aPRs (95% CI)
40-49
aPRs (95% CI)
50-59
aPRs (95% CI)
60-64
aPRs (95% CI)

N = 825

N = 148

Reference

1.234 (0.555-2.744)

aPRs, adjusted prevalence ratios; CI, confidence interval.
Boldface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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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마모 평가를 위한 QLF-D와 Qraycam Pro 간의 형광 매개 변수 비교
김상겸1,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Keywords: Autofluorescence,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Tooth wear

1. 서론
자연치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병적 마모의 초기 단계를 탐지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거나 진행 속도
를 늦추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상에서 치아의 마모를 초기에 발견하고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QLF의 형광 매개변수(ΔFwear)가 유용함이 확인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QLF-D Biluminator™2+ system(Inspekt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The Netherlands)을
주로 활용하다. 최근, 보다 가벼운 무게와 자동 focusing 기능으로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QLF
기기로 Qraycam Pro (AIOBIO, Seoul, Republic of Korea)가 개발되었다. 새로운 QLF 기기의 치아우식
증 평가능에 대해서는 QLF-D의 형광매개변수를 기준으로 비교 검증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해당 기기의
치아 마모도 평가 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QLF-D 와 Qraycam Pro를 통해 산출되는 ΔFwear 값의 차이 여부를 기존 치
아 마모도 평가법인 Tooth wear index (TWI)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마모된 치아
의 상아질 노출 여부 판별에 대한 두 기기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샘플 수집 및 시편 제작
치아 마모 부위 주변에 치아우식이나 파절 등 마모 외의 병변이 없는 발치 치아 총 35개(소구치 20개, 대
구치 15개)를 수집하였다. 큐렛과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수집된 치아에 부착된 치석과 치주조직을 모두 제거
하였다. 모든 치아의 치관으로 부터 치근단까지의 길이가 15 mm가 되도록 치아들의 치근단 부위 치근을 절
단하여 촬영 시 렌즈 및 광원과 치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후 치아들을 아크릴릭 레진으
로 아크릴 몰드에 매몰하여 고정하였다.
2.2. QLF 이미지 촬영 및 분석
QLF-D 와 Qraycam Pro를 이용하여 아크릴 몰드에 고정된 각 시편의 직상방에서 교합면 이미지를 촬영
하였다. 각 시편으로부터 백색광 하에서 얻어지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와 푸른색 영역의 가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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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얻어지는 형광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Qraycam Pro의 경우 전치부 촬영 모드(Anterior mode)에서
자동 초점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총 35개 치아에서 38개의 마모된 교두를 분석 부위로 선정하여 해당 부위의 정상 법랑질 표면 대비 형광
강도 변화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각 QLF 기기들로 촬영된 형광 이미지에서 QLF 이미지 분석용 소프트웨어
(QA2J version 2.0.0.18, Inspektor Research Systems)를 사용하여 마모 부위의 형광 매개변수(ΔFwear)
를 산출하였다.
2.3.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0.05의 유의수준을 사용하였다. TWI score에 따른 QLF-D와
Qraycam Pro의 각 형광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TWI에 해당되는 치아들의
ΔFwear 값에 대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하였다. 기기 간 측정되는 형광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 TWI 별로 각 기기의 ΔFwear 값에 대하여 독립 t-test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아질 노출 여부 판별을 위한 각 기기의 최적 임계 ΔFwear 값과 이에 따른 타당도 산출을 위하여 상아질 노
출 여부에 따른 ΔFwear 값들의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QLF-D와 Qraycam Pro에서 모두 TWI score가 높을수록 ΔFwear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Fig. 1). TWI score 0, 1, 2 에 대한 QLF-D의 ΔFwear 중위수는 각각 6.9%, 10.3%, 24.8%였으며,
Qraycam Pro의 ΔFwear 중위수는 각각 5.7%, 7.7%, 23.9%였다. 각 score에 따라 분류된 군 간에는
score 1과 2 간에서 두 기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2). QLF-D와 Qraycam Pro의
상아질 노출 여부 판별에 대한 임계 ΔFwear 값은 각각 16.4(민감도: 0.92, 특이도: 0.85)와 18.1(민감도:
0.92, 특이도: 0.89)이었고 ROC 값은 각각 0.954와 0.947로 모두 높은 수준의 판별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발치된 치아를 이용하여 실험실 상에서 촬영을 수행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임상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Representative QLF-D and Qraycam Pro
images (white-light and fluorescence images) of
specimens according to tooth wear index ΔFwear <Fig. 2> Box-and-whisker plots of ΔFwear
related to tooth wear index (initial stag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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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QLF-D와 Qraycam Pro를 이용하여 촬영한 각 형광 이미지에서 산출한 ΔFwear 값들은 각각의 TWI score
에 따라 분류된 군 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기기 모두 상아질 노출 여
부 판별에 있어 뛰어난 타당도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Qraycam Pro를 활용하여 형광을 이용한 치아의
마모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참고문헌
1) Lussi A, Carvalho TS. Erosive tooth wear: a multifactorial condition of growing concern
and increasing knowledge. Monogr Oral Sci 2014;25:1-15.
2) Wetselaar P, Lobbezoo F. The tooth wear evaluation system: a modular clinical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planning of worn dentitions. J Oral Rehabil 2016;
43:69-80.
3) Kim SK, Lee HS, Park SW, Lee ES, de Josselin de Jong E, Jung HI, Kim BI.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technology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tooth wear. J Biomed
Opt 2017;22:1-6.
4) Park SW, Kim SK, Lee HS, Lee ES, de Josselin de Jong E, Kim BI. Comparison of
fluorescence parameters between three generations of QLF devices for detecting enamel
caries in vitro and on smooth surfaces. Photodiagnosis Photodyn Ther 2019;25: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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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of first tooth missing
Jeongmin Ko, Seon-Jip Kim, Minjoo Shin, Se Hee Kim, Hyun-Jae Cho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Dental health surveys, Periodontal disease, Tooth extraction, Tooth loss, Tooth loss

1.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e of first missing tooth in adult in Korea.

2.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acquired in the 5th,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Ⅴ-VI: 2010–2015). Dentition status is recorded according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riteria. 3,812 participants who had only 27 teeth without
considering wisdom teeth were analyzed. They were divided into 3 groups (group MC: missing
due to caries, n=2,819 group MNC: missing due to non-caries, n=993, and group MC+MNC:
missing due to caries or non-caries, n=3,812).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23.0 (SPSS, IBM, NY, USA). Descriptive statistics was used to calculate the
unweighted N, weighted %,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Differences in the types of
extracted tooth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d a P< 0.05 was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Resul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use of first missing tooth in the group MC+MNC, #36 tooth
were the most, followed by #37, #46, #47, #26, #16, #17, and #27. In the group MNC, #11
tooth was the most, followed by #21, #37, #47, #27, #17, #12, and #22. In the group MC, #36
tooth was the most, followed by #46, #37, #47, #26, #16, #17, an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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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he first tooth missing by cause.

4. Discussion
In the group MC+MNC and group MC, mandibular molar was missed most, followed by
maxillary molar. In the group MNC, maxillary central incisor was missed most, followed by
second molar. The risk of first missing tooth is highest on the molar. The first molars have a
highest risk of missing due to dental caries, the second molars have a risk of missing due to
periodontal disease. It is presumed that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have a highest risk of
missing due to trauma.

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irst molar is the most risky tooth in terms of dental caries, and
the second molar is the most risky tooth in terms of periodontal disease. The mandible is more
susceptible to missing than the maxilla.

6. Reference
1) WHO, Oral health survey, basic methods, 4th ed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2) Chen-Yi Lee et al. Reasons for permanent tooth extraction in Taiwan. Asia Pac J Public
Health 2015;27:2350-9.
3) Jun Aida et al. Reasons for permanent tooth extraction in Japan. J Epidemol 2006;16:214-9.
8)

e-mail: als823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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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사용이 노인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김효정1,2, 이주영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Keywords: Denture, Feeding Behavior, Nutrition

1. 서론
노년기 영양실조는 신체 구성 변화, 기능 장애 또는 명백한 질병을 유발한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위험요인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며, 적정 수준의 영양섭취
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저작능력의 감소는 노인의 영양상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서울의 경우 노인의 의치착용률이 38.8%이며, 부산의 경우 50.4%에 달할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 노인이 의
치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상이 없는 의치의 착용이라도 저작 불편감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의치 착용상태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노인의 의치착용상태가 노인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의치착용상태에 따른 식습관 차이 역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노인정 및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하였다. 자발적으
로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를 밝힌 113명 중 자연치열에서 구치부 치아가 4개 이상 소실된 대상자 및 심한 치
주질환자는 제외하였다. 최종 대상자 104명에 대하여 구강검사 및 구강기능검사, 영양상태 조사 및 식습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IRB
No. 2-2016-0034).
2.2. 군 배정
편악 또는 양악 착용에 관계없이 Removable partial denture (RPD)를 착용한 자는 RPD군(n=21)으로
분류하였다. 양악 모두에 Complete denture (CD) 착용 또는 CD와 RPD를 동시에 착용한자는 CD군
(n=14)으로 분류하였다. 어떠한 의치도 착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Non-wearer군(n=69)으로 정의하였다.
2.3. 영양상태 조사
노인 환자의 영양상태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Mini Nutri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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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orm (MNA-SF)로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최근 3개월간 식사량 감소 정도 및 여부, 체중 감소 정도
및 여부, 활동 능력 정도, 정신적인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급성질환 여부, 치매 또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
과적 문제 여부, 체질량지수(BMI)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14점으로 12점 미만을 영양상태 불
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평소 식습관에 관련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간식으로 주로 섭취
하는 음식을 조사하였다.
2.4. 구강기능 검사
객관적인 저작 기능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색이 혼합된 왁스큐브(12x12x12 mm3)를 사용하여 MAI (Mixing
ability index)를 산출하였다. 주관적인 저작기능은 KFIA (Key food intake ability) 설문을 통하여 평가하
였다. 음식 섭취는 단순히 저작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액 및 연하 능력 등 구강기능이 종합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타액 분비 및 연하 능력을 조사하였다. 구강건조는 Oral moisture-checking device
(Moisture Checker Mucus®, Life Co, Ltd, Tokyo, Japan)를 통해 평가하였다.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30점 이상을 정상, 27-29.9점을 위험, 27점 미만을 불량으로 분류하였다. 연하기능 평가를 위해 안정 상태
에서 대상자에게 30초 동안 타액을 연속하여 삼키게 하고 후두돌기와 설골을 촉진하여 완전하게 위 아래로
움직인 경우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3회를 기준으로 연하 양호군과 불량군으로 분류하였다.
2.5. 통계분석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양 상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및 구강기능의 차이를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의치장착상태에 따른
구강기능의 차이를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및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영양 상태와
의치장착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성별, 구강기능을 모형에
포함하여 보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영양 상태에 따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전신질환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또한 영양 상태에 따라 구강건조 및 연하상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자 중 Non-wearer군은 67.9%였으며, RPD군 23.5%, CD군 8.6%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양상태가 불
량한 대상자의 경우 Non-wearer군 60.9%, CD군 30.4%, RPD군 8.7% 순으로 나타났다. 의치장착상태에
따른 MAI 점수는 Non-wearer군에서 평균 6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PD군 60.2점, CD군 48.1
점 순으로 점수가 낮아졌다(P<0.001). KFIA는 Non-wearer군 평균 4.4점, CD군 3.3점, RPD군 3.0점 순
으로 나타났다(P<0.001). 즉, 객관적 저작능력의 경우 Non-wearer군에서 가장 저작능력이 좋게 나타났으
며, CD군이 가장 저작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저작능력의 경우 Non-wearer군은 본인의 저작능력
을 좋게 평가하였지만 의치착용군은 모두 본인의 저작능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으며 의치착용군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전신질환의 수, 구강건조, 연하능력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on-wearer군에 비하여 CD군이 영양 불량이 될 위험도가 5.00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39, Table 1). 의치착용상태에 따라 식이습관을 비교해본 결과 CD군에 비하여 Non-w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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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야채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2). 또한 간식으로 선호하
는 음식에는 과자, 빵의 경우 3군 모두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다(Non-wearer군 37.3%, RPD군 38.1%, CD
군 28.6%). 반면에 아채, 과일의 경우 의치 미착용군과 CD군의 선호도가 약 24% 차이를 보였다(각각
88.1%, 64.3%). 이러한 노인의 의치착용상태에 따른 식이습관의 차이가 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nture wearing status and nutrition status
Variables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Denture wearing status
Non-wearer

ref.

ref.

ref.

Removable partial denture

0.41

0.09-1.99

0.37

0.07-1.97

0.36

0.07-2.04

Complete denture

3.93*

1.18-13.05

5.11*

1.12-23.3

5.00*

1.09-23.00

Model 1: Unadjusted model. Model 2: Age. sex, education, household income, number of systemic disease
adjusted model. Model 3: Age. sex, education, household income, number of systemic disease, salivation,
swallowing adjusted model.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0.05.

4. 결론
의치 착용한 노인들은 의치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저작능력 및 주관적인 저작능력이 불
량하였다. 또한 의치 착용상태와 노인의 영양 상태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치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
들은 의치를 착용한 노인들에 비하여 간식으로 야채나 과일을 더욱 선호하였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였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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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intake and oral quality of life in elderly complete denture wearers. Gerodontology
2012;29:e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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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와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나나1.2,4, 남지애2,4, 이정화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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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리더의 정치적기술, 사회적 교환관계, 치과병원 치과위생사

1. 서론
최근 치과병원은 병원의 대형화, 첨단 의료 장비의 발전, 의료서비스 공급의 확대로 치과의료 소비
자인 환자는 치과병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과 고색만족
을 위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직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만족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치과 핵심 인적자원인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019년 10월 시행)이전에 보건의료직종 대상으로 2018년 11-1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이직
사유로 1위 보수, 수입수준(20.0%), 2위 과중한 업무량(13.9%), 3위 열악한 근무환경(11.6%)으로 보
고되었다.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무에 대한 피로도 상승과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이직의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방
법으로 기관차원의 변화보다 기관에 속해 있는 작은 단위의 조직 또는 개인차원의 변화가 더 빠른 결
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의 관계 수준을 평가하는 리더-구
성원 간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 구성원과 동료집단 전체 사이의 상호관계 수
준을 평가하는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Team-Member Exchange: TMX)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인 팀원의 설득, 영향력을 행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리더의 정치적 기술(Leader political
skill: LPS)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
환관계, 리더의 정치적 기술을 측정하여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최종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치과병원에
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큰 변화인 보수, 과중한 업무량 조절 및 열
악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교환관계나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팀과
개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
형태 및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직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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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부산·경남 지역의 치과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220부 중 20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적 특성 총 6문항, 직무특성 총 8문항,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LMX)의 측정도구는 Dienesch 등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Kim 등, Seok 등이 수정·보완한 12문항,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TMX)의 측정
도구는 Nielsen 등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Song 등이 수정·보완한 15문항, 리더의 정치적기술(LPS)
의 측정도구는 Bedi 등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Kang이 수정·보완한 15문항,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산
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Jang 등이 개발한 도구를 일부 수정·보완한 24문항, 직무만족은
Smith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Lee가 일부 수정·보완한 17문항, 조직몰입은 Mowday 등이 개발한
도구를 도태로 Kim등이 수정·보완한 10문항, 이직의도는 Mobley가 개발한 도구로 Moon이 수정·보
완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4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여 전체 100점으로 환
산 후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평가하였고, 나머지 도구
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DIRB-20201-HRE01)연구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서 조직몰입(β=-0.42, P＜.05),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스트레스 → 이직의
도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β=-0.22, P＜.05),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20, P＜.01)은 유의한 간
접효과가 있었다.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스트레스 →
이직의도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β=-0.21, P＜.05),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스트레스 → 직무
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19, P＜.05)은 유의
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의 정치적 기술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
로에서 조직몰입(β=0.31, P＞.05), 리더의 정치적 기술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
서 직무만족, 조직몰입(β=-0.12, P＞.05)은 유의한 간접효과가 없었다.

4. 결론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리더의
정치적기술은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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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향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치과병원에서 사회적 교
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를 높이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
입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직예방
을 위해 치과병원에서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수준을 높일수 있는 중
재 프로그램 개발과 멘토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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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activity of Curcuma xanthorrhiza nanoemulsions on

Streptococcus mutans biofilms
Mu-Yeol Cho1,2, Si-Mook Kang1,2, Eun-Song Lee1, Baek-Il Ki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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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urcuma xanthorrhiza oil (Xan) is an extract from the natural turmeric plant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used as a medicinal or food ingredient in Southeast Asia. Xan has a strong
antimicrobial effect against oral bacteria as well as an anti-biofilm effect. Xan, being an
essential oil, is hydrophobic and therefore does not mix well with water. Hence, most studies
have used DMSO as an organic solvent for solubilization. However, continuous exposure to
DMSO causes apoptosis, which is particularly dangerous for young children.
An emulsion is a mixture of two liquids that are normally immiscible, such as oil and water.
Nanoemulsific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transforming such emulsions into nanoemulsions
by reducing the size of the oil or water droplets to 10–100nm. In particular, the nanoemulsification of natural essential oils can enhance their antimicrobial activity.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Xan nanoemulsions prepared using sonication.
Therefore, if Xan, with its antimicrobial activity on oral microorganisms, is nanoemulsified, it
is expected to show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nd stable solubilization.

Streptococcus mutans is a representative cause of dental caries among oral bacteria.
Adhesive glucan, a metabolite of S. mutans, adheres to the surface of the teeth and aggregates
various bacteria to form a biofilm, which results in dental caries. Cells within a biofilm can
tolerate host defense mechanisms better than planktonic cells and are more resistant to
antibiotics. Therefor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timicrobial agents in the preclinical
stag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biofilm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microbial effect of the Xan nanoemulsion on S. mutans bio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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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Preparation of nanoemulsions
Nanoemulsions were prepared using Xan (S & D CO., Ltd, Korea), the non-ionic surfactant
Tween 80 (T80; Daejung, Korea), and distilled water (DW). Initially, Xan was mixed 1:1 with
T80 and diluted with DW to produce coarse emulsions with a final Xan concentration of 1%
(v/v). These coarse emulsions were subjected to an ultrasonic process for 10 min in a
sonicator (Digital Sonifier 450, Branson, USA) with a maximum power of 400 W.
2.2. Evaluation of antimicrobial activity
The ATCC 25175 strain of S. mutans used in this study was purchased fro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they were inoculated into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 and incubated for 24 h under a
10% CO2 environment at 37℃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The culture was diluted to a 1:1
ratio using 80% glycerin (Duksan, Korea) and stored at –80℃.
The unsonicated emulsion was used to compare the antibiofilm effects of the emulsion and
nanoemulsion. DW and Listerine (Cool Mint ListerineVR , Johnson & Johnson, USA) were used
as the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 respectively.
Sterile hydroxyapatite (HA) disks were immersed in 1.5 ml of artificial saliva for 4 h in a
24-well cell culture plate to induce the formation of the acquired pellicle. The HA disk coated
with acquired pellicle was then deposited in a 1.6 ml mixture of 800 ul of artificial saliva and
Todd Hewitt yeast extract broth (Difco) and inoculated with 200 ul of S. mutans adjusted to
107 colony forming units (CFU) ml-1. The cell culture plate containing the disks was incubated
at 37℃ and 10% CO2. After inoculation for 16 h the biofilms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HA
disks were treated with 1.5 ml of the treatment solutions for 1 min and then washed three
times with 1.5 ml of DW to remove treatment solution excess. The treatment was performed
three times a day for 1 min at 4 h intervals for 2 days. The treatment was repeated at 16, 20,
24, 40, 44, and 48 h after inoculation and cultured for a total time of 64 h. At 16 and 40 h,
the saliva-medium mixture was refreshed.
To measure the cell viability of S. mutans within the biofilm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disk, the disk was washed with DW to remove the loosely attached bacteria. The disk was
then placed in a tube containing 1ml of DW and sonicated to induce bacteria within the
biofilm to float. The suspended bacteria were diluted in multiple stages and inoculated onto
BHI agar. CFUs were counted after incubation for 48 h at 37℃ and 10% CO2. The above
method was repeated 10 times.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CLSM) analysis was performed for structura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biofilm. The S. mutans biofilm incubated for 64 h was then stained
using a LIVE/DEADVR BacLightTM Bacterial Viability Kit (Molecular Probes, Eugen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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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Using an LSM 700 (Carl Zeiss, Jena, Germany),
z-axis stacked images were obtained with Zen software (Carl Zeiss).
2.3. Statistical analysis
Since the antimicrobial data of the solution groups did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Kruskal–Wallis analysis was perform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nalyzed
post hoc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PSS Statistics package
(version 25.0 SPSS, IBM Corporation, NY, USA) was used with the significance level set to
0.05.

3. Results and Discussion
Cell viability was the lowest on exposure to the nanoemulsion, and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exposure to DW or Listerine (P<0.001). The emulsion’s effect was similar to
that of the nanoemulsion, but was non-uniform with a high interquartile range. Confocal
microscop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ive/dead cell ratio in the nanoemulsion was 50% and
40% less than those in DW and Listerine, respectively. Biofilm treated with the nanoemulsion
was thinner than biofilms exposed to the other treatments. Xan nanoemulsions exhibited
stable and strong antimicrobial effects due to nano-sized particles, highlighting their potential
use in oral health treatment.

<Fig. 1> Effect on the viability of S. mutans cells within biofilms (Left). The boxes show the first quartile
(lower line), median (middle line), and third quartile (upper line). Letters above the box and
whisker plot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Kruskal-Wallis test with
post hoc Mann-Whitney U tests, P<0.001; n=10). 3D structure of merged Z-stack in CLSM images
of live and dead cells within S. mutans biofilms (Right). Scale bars correspond to 200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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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This study attempted a novel solubilization method for Xan, which is insoluble in water. This
was achieved using nanoemulsification for 10 min. In addition, the Xan nanoemulsion
demonstrated effective antimicrobial effects, inhibiting and damaging biofilm formation by S.

mutans. Natural Xan nanoemulsions have potential use as oral care agents to prevent or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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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턱골괴사증(ONJ)은 골수염과 약물 관련 악골괴사(MRONJ)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다. 임상증상은 주로
노출된 괴사성 뼈의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허헐성 특징으로 인해 ONJ 부위에 항생제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보존적 치료가 어렵고 항생제를 이용한 외과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ONJ 치료에 정해진 치료
지침은 없으며, 약물투여, 오존요법, 또는 레이저 적용과 같은 보수적인 접근방식과 함께 골괴사 영향을 받은
부위의 수술적 절제가 함께 고려된다. 수술적 절제는 괴사성 뼈로부터 1 cm의 safety margin을 갖는
segmental resection과 병변을 둘러싸고 있는 의심스러운 뼈 조직을 제거하여 vital bone의 출혈이 있을
때까지 decerfitica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큰 결손부를 야기하며, 수술 부위의 결정이 임상의의
주관적인 경험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술 margin을 결정하기 위한방법이 요구된다. 2014년 Ristow 등은 형
광 장비를 이용한 뼈의 자가 형광 기술이 정상적인 뼈와 괴사성 턱 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system (QLF, Biluminator™, Inspekt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Netherlands)은 405 nm 빛을 조사했을 때 탈회된 구강 경조직t에서 발생하는
자가형광 손실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QLF는 생성된 포르피린의 적색 형광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QLF를 이용하여 ONJ 병변에 존재하는 탈회뼈, 세균 침습성 뼈, 정상 활력뼈를 구분함으로써 ONJ 수술
에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CASE presentation
치통과 부종등을 호소하여 분당서울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방문한 47세 여성은 과거 유방암과 bone
metastics로 인하여 수년간 bisphosphonate 제재를 복용 중이었다. 파노라마 상 좌측 하악골에 골수염으
로 인한 방사선 투과상이 확인되었으며, MRONJ로 진단하였다. 골다공증 약과 항암치료 이력을 고려하여 약
물 처방과 함께 최소 침습적인 처치를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이 16주 이상 지속되었으며, 방사선상 하
악 좌측 inferior border부위에 병적 파절이 확인되어 부골 적출술과 함께 하악의 osteotomy를 하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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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술 1시간 전 예방적 항생제로 Cefazolin 1g을 IV로 투약하였으며, 전신마
취하에 치은 절개를 하였다. 하악에서 부골이 관찰되었으며 inferior border부위에 병적 파절이 관찰되어
미니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소파술과 함께 sequestrectomy를 진행하였으며, 정상적인 골수가 노
출되어 출혈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뼈를 제거하였다. 이후 atelocollagen plug를 적용하여 수술을 마무리
하였다. 술후 상처부위는 Bactegras를 사용하여 open dressing을 유지하였다. 술후 5일간 amoxicillin을
처방하였으며, 술후 6개월까지 재발이 없었고 정상적인 뼈의 재생이 관찰되었다.
2.2. 괴사뼈의 형광이미지
술후 괴사성 뼈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다음 Shutter speed 1/45 s, aperture value 3.2, ISO
speed 1600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2.3. 조직학적 분석
QLF 촬영한 괴사성 뼈에 대하여, QLF로 얻어진 형광이미지를 자가형광, 과붉은 형광, 저붉은 형광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분류별로 조직 병리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표본에 대하여 세척 후 10% buffer
formalin에 담가 고정하여 조직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그 후 조직슬라이드를 H&E 염색한 후 전체 슬라이
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ONJ환자에게서 적출된 괴사뼈에서 QLF 형광이미지에 의해 자가형광, 과붉은 형광, 저붉은
형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Fig. 1). 서로 다른 형광 유형을 보이는 부위는 조직학적으로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 2). 자가 형광 영역은 염증 반응에 의해 발달 할 수 있는 경화성 및 층판골 뼈 조직을,
과붉은 형광 영역은 골 용해 및 세균성 colony 및 invasion으로 인한 감염 상태를, 저붉은 형광 영역은 혈
액세포가 있는 육아 조직과 대식세포 및 혈관 증식을 동반한 염증 상태를 나타냈다. 골기질 및 박테리아
colony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괴사성 뼈는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세균 감염이 있는 layered
bone과 세균감염이 없는 layered bone은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ONJ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 외
과적 intervention은 증상이 있는 뼈를 모두 포함하면서, 가능한 asymptomatic bone을 보존해야 한다.
QLF는 bacterial invasion layered bone에서 과붉은 형광이 나타나 normal 층판골과 구분이 가능하였다.

<Fig. 1> white light image (left) and blue light imageusing QLF of necrosis bone (right). autofluorescence
(white arrow), hyper-red fluorescence (orange arrow), hypo-red fluorescence (yellow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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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analysis image of the autofluorescence area (A), hyper-red fluorescence area (B),
hypo-red fluorescence area (C) on QLF of necrosis bone.

4. 결론
ONJ의 괴사된 뼈는 QLF 상 명확히 구별되는 조직학적 특징이 있었다. QLF 형광이미지에서 자가형광 부위
를 보존하고 과붉은형광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최소침습적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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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fluoride-containing oral hygiene products
on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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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arket growth rate of quasi-drug products is at highest in recent 3 years. 2019
product output increased 14.5% compared to 2018; furthermor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and items increased 14% and 8.8% respectively1). Growing concerns regarding
overall health care lead to this phenomenon, thu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to the
consumers seems essential.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omestic commercial
oral hygiene products and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nsumers regarding fluoride
concentration and its form. Furthermore determine whether provided information is
clear to understand. Total of 67 domestic commercial oral hygiene products were
purchased from offline market and evaluated.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According to the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there are approximately
3,000 oral hygiene products on sale, including 12 oral hygiene tissue, 257 mouthwash
and 2,796 toothpaste products2). In this study, total of 67 oral hygiene products were
selected, which is purchased from offline market: 1 fluoride dental floss, 2 fluoride
toothbrush, 4 fluoride applicant, 6 mouthwash and 54 toothpaste. Selected oral hygiene
products were tested for its presence of fluoride compound and concentration.
2.2. Analysis of fluoride concentration in toothpaste
Selected 54 toothpaste were analyzed for its fluoride concentration, types and labeled
information status. Data for fluoride types and concentration were coll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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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the product box and online website (MFDS). Each toothpaste purchased were
checked for location of the labels.
2.3. Analysis of fluoride concentration in mouthwash products
Selected 6 mouthwash products were analyzed for its fluoride concentration and
forms. Fluoride concentration of mouthwash was determined by using Fluoride electrode
(Orion ionplus Fluoride Electrode 9609, Orion Research, Beverly, USA) and Ion analyzer
(Expandable ionAnalyzer 940, Thermo Orion, Beverly, USA). 0.5, 1, 5, 10, 50 and 100
ppm diluted fluoride standard solution (Fluoride Standard, Thermo Electron Co., Beverly,
USA) 1 ml and TISAB II (Total Ionic Strength Adjustment Buffer II with CDTA, Thermo
Fisher Scientific, Chelmsford, USA) solution 1 ml were mixed 1:1 ratio and its value was
measured. Standard curve was obtained for the values’ significance.
2.4. Analysis of other oral hygiene products
1 fluoride dental floss, 2 fluoride toothbrush and 4 fluoride applicant were checked for
its information label status. Data was collected by observing the box and online website
(MFDS). Name of the products were searched through search engine system provided on
the website.

3. Results and Discussion
3.1. Results
Domestic commercial toothpaste products contained fluoride in forms of Sodium
Fluoride (NaF) and Sodium Monofluorophosphate (SMFP). In this study, toothpaste
containing 1,000 ppm of fluoride compounds took largest portion (59.3%). Non-fluoride
was 3.7% and below 1,000 ppm was 33.3%. There are only 2 toothpaste products
containing fluoride above 1,000 ppm (3.7%). Toothpaste above 1,000 ppm have not been
popularized domestically.
Mouthwash products contained fluoride compounds within 300 ppm. Daily use of
mouthwash products intended for preventive purpose is 0.05% (230 ppm) NaF. In this
study, ChikaChika mouthwash and Listerine natural green tea mild met this standards. Of
the 6 mouthwash products, only 2 included labels indicating fluoride concentration.
Informations of fluoride concentration were present on the box or product itself. Most of
the labels were located at the back of the box, where some products did not include
labels at all. Location of the labels differed among the manufacturer, as well as within
the same manufacturer. There are no place to find information regarding fluoride
concentra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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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iscussion
In case of people with high risk of dental caries and whose purpose is to prevent
caries, high fluoride containing products are beneficial3). It seems important to popularize
high fluoride toothpaste so that broader selection of toothpaste can be offered to the
consumers who are in needs. Label locations of fluoride concentration varied among
toothpaste. Not only the location of the labels, but also the number of labels were
different for each products. Some products included the label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box, but others included information only on one location. Variation even existed
within the same company. To maximiz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manufacturers
should include labels in both locations. Analyzed fluoride concentration of mouthwash
products were within 300 ppm. According to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fluoride concentration of mouthwash products adequate for daily rinsing and
caries prevention purpose is 0.05% NaF solution (230 ppm)4). To promote anti-cavity
effects, increasing the contents of fluoride within mouthwash products are suggested.
There are approximately 3,000 domestic commercial products. In this study, number of
oral hygiene products are significantly small to represent all of the commercial products;
however, this investigation is meaningful. There were many research on the effects of
fluoride and its contents; however, there was no such an investigation dealing with
information status for practical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In the future, increasing
the sample size and carrying out the procedure will result in more reliable data.

4.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it seems important to popularize high fluoride
toothpaste so that broader selection of toothpaste can be offered to the consumers who
are in needs.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regarding
information labeling system. Standardized information about fluoride should be provided
for consumers’ convenience to aid in choosing appropriate oral hygien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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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석은 치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경성 침착물로 다양한 병원성 세균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오랫동안 임상가들은 환자의 구강 내 존재하는 치석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침착된 치석의 단계 정도 나 치석의 분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검사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숙련된 경
험, 임상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치석 탐지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치은연상 치석 탐지 시 시진 평가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랫동안 축적된 치석이 착색되는 경우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치석의 색상은 법랑질 표면에 발생한 초기 탈회 백색 반점(white spot),
글래스아이노머성분의 수복충전, 법랑질 저형성증 치아 등과 비슷하므로 치석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거
시 치면 손상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초심자, 학생들의 경우 일반 치아와 치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아 이들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필요하다.
QLF시스템은 405 nm 가시광선 및 특수 필터를 이용하여 세균성 대사산물을 붉은 형광으로 탐지하
는 기술이다. 그 중 QLF에 구강 내 카메라를 접목시킨 Q-ray pen C (AIOBIO, Seoul, Korea)는 치
아에 근접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 백색 영상과 형광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여 저장이 가능하다.
저장된 백색 이미지와 형광 이미지를 통해 자연치아와 치석의 차이를 형광의 차이로 비교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영상을 활용하여 치석 탐지 시 치석과 치아의 차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구분할 수 있
을 것이며, 치아에서 발현되는 형광의 특성을 이용하여 임상 전 단계의 학생들의 치석제거 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QLF시스템을 이용하여 백색이미지와 형
광이미지 사이에서 정상 치질에 대한 치석 색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삼육서울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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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성인 중에서 전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강검
사를 시행한 후,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전치 또는 구치에 2개 이하 보철 장착, 치열교정 중이거
나 치주질환이 없으며 구강 상태가 양호하고 1년 이내 치석 제거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 10명을 선
정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동의 서명을 하였다.
검사는 지정된 한 곳의 치과용 체어가 설치된 진료실에서 수행 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칫솔과 치
약을 제공 받아 회전법으로 칫솔질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가 치아는 타액선 주변부에 위치한 상
악 좌·우측 제1, 2대구치 협면부, 하악 좌·우측 견치, 좌·우측 측절치, 좌·우측 중절치 설면부로 총
10개의 부위로 선정하였다. 이후 시진 평가 와 사진 촬영이 수행되었다.
사전 교정을 수행한 숙련된 2명의 검사자가 치주탐침을 이용한 시진 촉진법으로 평가 대상 치면에
서 치석 부착 유무를 검사하고 별도로 제작된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이후 Q-ray pen C를 이용하여
한명의 검사자가 관심 부위의 백색광 및 형광사진을 촬영하였다.
백색광 사진과 형광 사진에서 정상 법랑질과 치석 부위를 각각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으로 설정하고 Image J program (Ver. 1.51j8,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사용하여
국제 표준 조명위원회 CIELAB value를 참고 하여 ROI의 L*, a*, b* 값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L, a,
b의 값을 이용하여 정상 법랑질과 치석 간 색 차이(△E)를 계산하였고 공식은 아래와 같다.
ΔE = [(L*sound

enamel

— L*calculus)2+ (a*sound

enamel

— a*calculus)2+

(b*sound

enamel

— b*calculus)2]½

백색광 및 형광 사진에서의 각각의 ΔL*, Δa*, Δb*, ΔE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paired t–test
를 이용하였다(α=0.05). 통계 분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10명의 대상자에서 치석이 존재하는 10개의 치아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백색광 사진과 형광 사진
에서 정상 법랑질과 치석간의 ΔL*, Δa*, Δb* 값을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able 1). 또한, ΔE 값의 비교 결과, 백색광 사진에서 ΔE값은 12.7로, 형광 사진에서 ΔE값
은 30.4로 나타나 백색광 사진에 비해서 형광 사진에서 정상 치질과 치석 간에 색의 차이가 더욱 분명
하게 나타내었다. 이는 백색 광 사진에서 눈으로 치아와 치석을 구분하는 것보다 형광 사진에서 치아와
치석을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정량적 수치로 제시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P<0.001, Fig 1).

<Table 1> Comparison of CIELAB parameter between white and fluorescence images in tooth (n=10)
color parameter

White light image

Fluorescence image

P-value

ΔL*

8.26 (3.77)

19.92 (9.80)

<0.01

Δa*

-7.01 (2.67)

-21.3 (7.43)

<0.001

Δb*

-1.42 (4.53)

-5.7 (3.89)

<0.05

All values are present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paired t-test (P<0.05).
Mean (standard deviation).
L*: for the lightness from black (0) to white (100), a*: from green (-)to red (+), b*: from blue (-)to yellow (+).
ΔL*: L*sound enamel-L*calculus ; Δa*: a*sound enamel-a*calculus ; Δb*: b*sound enamel-b*cal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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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ΔE (color difference between sound enamel and dental calculus) between white
images and fluorescence images *P<0.05, **P<0.01, ***P<0.001; P-valu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α=0.05).

4. 결론
본 예비실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백색광 사진 보다 형광 사진에서 정상 치질과 치석간의 색상의 차이를 객관
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 수행 시 형광 사진에서 제시되는 치석의 정
보를 다양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석의 존재 유무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시진평가에서
QLF 기술을 사용할 시 존재하는 치석의 부착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임상가의 주관적 판단에 객
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초심자에게 정확한 표준을 제공하여 임상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1) Kim BR Kang SM, Kim GM, Kim BI. Differences in the intensity of light-induced
fluorescence emitted by resin composites. Photodiagnosis Photodyn Ther 2016;13:114-119.
2) Cho MY, Lee ES, de Josselin de Jong E, Yoon HC, Kim BI. Classification of maturation of
bacterial dental deposits using differences in fluorescence intensity. Korean Dent Assoc
2019;57:213-2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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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Lactobacillus reuteri 섭취가 치주염 원인균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1, 김다희2, 유현준3, 조자원1,2,3
단국대학교 1대학원 보건학과, 2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3치과대학 예방치과
Keywords: Lactobacillus reuteri, probiotics, periodontal disease

1. 서론
본 연구는 L. reuteri DSM 17938 및 L. reuteri ATCC PTA5289 섭취 시 치주염과 관련된 4종 구강미
생물의 양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치주염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L. ruterri 섭취를 통해
구강미생물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시험대상자는 치주염 초기 기준 포켓 측정 검사치 중 구치부에서 4mm 이상인 만 20세 이상의 남, 녀 30
명을 대상으로 하여 1 개월간 하루 2번 (아침, 저녁) L. reuteri DSM 17938 및 L. reuteri ATCC
PTA5289를 섭취하도록 하여 Realtime PCR 법을 이용한 구강 내 세균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의 양이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 actinomycetemcomitans의 경우, 한국인에게서는 대부분
이 검출이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Table 1> Changes of number of bacteria after Lactobacillus reuteri intake
before
Microorganism

A. actinomycetemcomitans

mean

after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by paired
t-test

23646

120501

3835

14633

0.3391

P. gingivalis

2851619

5574573

289019

986906

0.0198

T. forsythensis

5888859

8965944

746340

2196655

0.0021

T. denticola

156781

365909

25968

65071

0.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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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log 10 number of bacteria after Lactobacillus reuteri intake
before

after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by paired
t-test

1.470

0.317

1.207

0.3457

5.109

1.969

3.509

2.276

0.0004

T. forsythensis

5.902

1.742

4.204

2.418

0.0005

T. denticola

2.336

2.479

1.639

2.224

0.1145

Microorganism

mean

standard
deviation

A. actinomycetemcomitans

0.473

P. gingivalis

4. 결론
본 연구는 L. reuteri DSM 17938 및 L. reuteri ATCC PTA 5289와 비수술 요법 및 치주 치료의 단계에
서 유용한 보조물을 또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4종의 구강미생물의 양적인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양이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5. 참고문헌
1) Mineoka T, Awano S, Rikimaru T, Kurata H, Yoshida A, Ansai T, Takehara T. Site-specific
development of periodontal diseas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Porphyromonas
gingivalis, Treponema denticola, and Tannerella forsythia in subgingival plaque. J Periodontol
2008;79:670-6.
2) Burton JP, Drummond BK, Chilcott CN, Tagg JR, Thomson WM, Hale JDF, Wescombe PA.
Influence of the probiotic Streptococcus salivarius strain M18 on indices of dental health in
childre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J Med Microbiol 2013;62(Pt
6):875-88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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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Noninvasive detection of microleakage in all-ceramic crowns using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technology
Hyung-Suk Lee1, Yon-Jin Maeng1,2, Eun-Song Lee1, Hong-Cheol Yoon3, Beak-Il Kim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2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University, 3BESTDEN Dental Clinic

Keywords: Crown microleakage, Recurrent caries, Cariogenic biofilm,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1. Introduction
Dental restorations are used to repair broken teeth for maintaining the original tooth
function, occlusion, and contours. However, poor management of restoration can lead to a
requirement for substitution with more extensive restoration. Microleakage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restoration replacement and related to contamination of the marginal gap at the
tooth-restoration interface. The early noninvasive detection of crown microleakage is crucial
for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A crown margin in a subgingival position combined with
the obscuring effect of a ceramic crown make it difficult to diagnose microleakage using
traditional methods such as visual-tactile examinations and radiograph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is a noninvasive diagnostic technology using
the autofluorescence emitted from teeth during illumination by visible blue light at 405 nm.
This technology mainly evaluates two fluorescent characteristics: (1) the reduction in
fluorescence resulting from mineral loss and (2) the red fluorescence emitted by bacterial
deposits and bacteria-related lesions. These characteristics of QLF can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for facilitating the early diagnosis of crown microleakag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for diagnosing in an all-ceramic crown noninvasively.

2. Case report
A 62-year-old male patient visited the hospital complaining of discomfort and teeth hyper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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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3 tooth. The conventional diagnosis based on a visual-tactile examination made it
difficult to confirm the exact reason for the symptom. Additional QLF examin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Qraycam QLF device (AIOBIO, Seoul, Republic of Korea). Before
removing the crown restoration, the red fluorescence glow was detected through a crown wall
under QLF observation. No abnormalities were detected by a visual examination, whereas the
Qraycam device revealed both strong red fluorescence and fluorescence loss in suspicious
lesions, which were confirmed after crown removal. Closer inspections of the removed crown
indicated strong red fluorescence covering the entire inside surface of the crown wall,
providing clear evidence of the presence of bacteria-induced microleakage (Fig. 1).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 carious lesions inside the crown were related to
bacteria-induced microleakage. After performing caries removal and crown reattachment, the
red fluorescence glow was no longer detected.

3. Discussion
The present case report has confirmed that fluorescence images obtained using QLF
technology can provide objective evidence for the noninvasive microleakage diagnosis in an
all-ceramic crown. The red fluorescence glow observed inside the crown before crown
removal clearly suggested that all-ceramic crown exhibited bacterial microleakage, which was
originated from bacterial metabolites such as porphyrin. It could be regarded that bacteria
penetrated into the crown via a marginal gap and form a biofilm and carious lesions
internally. As a result, we were easily able to identify the fluorescence loss (an indicator of
carious lesions) as well as the red fluorescence together on the abutment tooth.
The crown restoration was the IPS e-max® system constructed from lithium disilicate glass
ceramic. An e-max® crown has a natural-looking tooth color due to its excellent
translucency. This optical characteristic of an e-max® crown allows the ultraviolet light of a
QLF device to pass through the crown and hence also visualization of the red fluorescence
produced by any pathogenic biofilm present on the inner surfaces of the restoration.
In the present case, since the crown exhibiting microleakage had a margin located below
the gingival margin, there was not only a high possibility of not detecting the microleakage if
the patient did not experience discomfort, but also the impossibility of diagnosing the
microleakage using conventional methods. The application of QLF technology can lead to
accurate diagnoses based on clear evidence and successful treatment outcomes, because it
demonstrates cariogenic discoloration resulting from the red fluorescence produced by
bacteria penetrating the crown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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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s of all-ceramic crown microleakage before (A) and after (B) crown removal, and vertical
images of the inside surface of the crown restoration (C). White-light images (upper) and
fluorescent images (lower) were obtained using the Qraycam device. Yellow arrows indicate
suspicious lesion areas.

4. Conclusion
QLF examinations made it easy to identify the presence of microleakage in an all-ceramic
crown noninvasively based on red fluoresce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QLF technolog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 to detect microleakage and to diagnose
carious lesions inside an all-ceramic crown noninvasively.

5. References
1) Zoellner A, Heuermann M, Weber HP, Gaengler P. Secondary caries in crowned teeth:
correlation of clinical and radiographic findings. J Prosthet Dent 2002;88:314-9.
2) Volgenant CM, van der Veen MH, de Soet JJ, ten Cate JM. Effect of metalloporphyrins on
red autofluorescence from oral bacteria. Eur J Oral Sci 2013;121(3 Pt 1):156-61.
3) Lee ES, Kang SM, Ko HY, Kwon HK, Kim BI. Association between the cariogenicity of a
dental microcosm biofilm and its red fluorescence detected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QLF-D). J Dent 2013;41:1264-70.
4) Rafael CF, Güth JF, Kauling AEC, Cesar PF, Volpato CAM, Liebermann A. Impact of
background on color, transmittance, and fluorescence of leucite based ceramics. Dent Mater
J 2017:26;36:394-401.
5) Lee HS, Kim SK, Park SW, de Josselin de Jong E, Kwon HK, Jeong SH, Kim BI. Caries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around stained pits and fissures in occlusal tooth surfaces with
fluorescence. J Biomed Opt 2018;2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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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Pathotyping of mutans streptococci beyond
genotype-phenotype correlations
Hee-Young Jung, Jae-Gyu Jeon, Dongyeop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Streptococcus mutans, mutans streptococci,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exopolysaccharide

1. Introduction
Streptococcus mutans is a cariogenic pathogen causing localized demineralization via
creating exopolysaccharide (EPS)-rich and acidic microenvironment niche. Dental caries is
one of most well-defined microbial biofilm-associated infectious disease, in which
polymicrobial biofilms are interacting with the host and their diet. However, intriguingly,
results from clinical and in situ studies reveal that S. mutans is frequently detected with a
unique spatial organization in plaque-biofilms from diseased patients. Moreover, the
spatial design of S. mutans-dominated organization is associated with etiopathogenesis of
childhood several caries. Although clinical isolates of mutans streptococci including S.
mutans exhibit a broad spectrum of genotype/phenotype in the planktonic cell state, its
pathotype in biofilm state are not well understood to determine the virulence potential.

2. Methods
Genotypic/phenotypic variations of mutans streptococci (S. mutans, S. sobrinus, S.

criceti, S. ratti) were determined using reference strains. Briefly, to evaluate the genotypic
variations, in

silico phylogeny was applied based on 16S rRNA sequences. Also,

acidogenic/aciduric properties, oxidative stress resistance and EPS production of mutans
streptococci were determined via in vitro microbiological/biochemical test. To determine
the pathotype of mutans streptococci in the biofilm state, single-/multi-species biofilm
models were used. Three-dimensional (3D) biofilm architecture was analyzed by a highresolution confocal microcopy via specific labeling of mutans streptococci and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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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Since genetic variation within the species could be expressed as (or can manifest)
phenotypic differences in complex way. Our data also reveal that genotypic variations of
mutans streptococci is not well associated with the phenotype appealed in the planktonic
state. Although advances in the sequencing technologies which allow to measuring the
genotypes via a high-throughput, it is challenging to link genotype to phenotype due to
drastically changes of phenotype under their habit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mall
genotypic differences. Thus, we determine the pathotype of mutans streptococci in the
biofilm state. First, we confirmed that 16S rRNA-targeted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and colony-PCR can categorize S. mutans and Non-S. mutans mutans streptococci (e.g., S.

sobrinus, S. criceti, S. ratti). Based on the specific labeling of bacterial cell and EPS in the
biofilms, S. mutans, S. sobrinus and S. criceti showed the robust biofilm formation
compared with S. ratti.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the EPS produced in situ was well
associated with 3D biofilm architecture and quantitative insoluble glucan analyses. We
unexpectively found that S. criceti (rarely found in humans) possessed relatively high
acidogenic/aciduric properties, oxidative stress resistance and EPS formation.

4. Conclusions
This work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to determine the pathotype of mutans
streptococci associated with their virulence potential. Further studies using clinical isolates
are needed for comprehensive ident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e pathotype of mutans
streptococci.

5. References
1) Bowen WH, Burne RA, Wu H, Koo H. Oral Biofilms: Pathogens, Matrix, and Polymicrobial Interactions in Microenvironments. Trends Microbiol 2018;26:229–242.
2) Lamont RJ, Koo H, Hajishengallis G. The oral microbiota: dynamic communities and
host interactions. Nat Rev Microbiol 2018;16:745–759.
3) Kim D, Koo H. Spatial Design of Polymicrobial Oral Biofilm in Its Native Disease
State. J Dent Res 2020;99:597–603.
4) Kim D, Barraza JP, Arthur RA, Hara A, Lewis K, Liu Y, Scisci EL, Hajishengallis E,
Whiteley M, Koo H. Spatial mapping of polymicrobial communities reveals a precise
biogeography associated with human dental caries. Proc Natl Acad Sci U S A
2020;117:12375–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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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QLF 기술을 이용한 아말감 수복물 주변 이차 우식의 형광 분석 방법 개선
맹유진1,3, 이형석1,2,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신성대학교 치위생과

1

Keywords: 이차 우식, 재발성 우식, 아말감 수복물,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1. 서론
이차 우식(secondary caries)은 과거 우식 경험으로 수복된 치아에 다시 발생한 우식 병소를 의미하며, 수
복물 교체의 주원인 중 하나이다. 이차 우식의 치료는 비가역적인 치아 제거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는 수복의 치아 파괴 주기(destructive restoration cycle)에 의한 치아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차 우식의 진단에는 전통적으로 시각-촉진 검사와 교익 방사선 촬영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차 우식은 치
아-수복물 경계에서 시작하며 수복물의 벽을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하방의 병소는 보이지 않고 와동이 발생하
거나 수복물 하방에 깊은 병소가 형성되었을 때에 발견된다. 아말감 수복물은 부식, 변색, 틈의 크기, 누출, 방
사선 불투과성과 같은 여러 혼란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로 이차 우식증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기술은 405 nm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치아에서 발현하
는 자가 형광(autofluorescence)을 통해 우식 병소를 정량적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QLF 기술의 이차 우식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아말감 수복물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금속 재료인
아말감은 QLF 평가에서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우식 병소에서 나타나는 형광 소실과 비슷하다.
이에 본 연구는 QLF 분석에서 아말감 수복물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분석 방법의 아말감 수복물
주위 이차 우식 진단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치아 시편 준비 및 형광 이미지 촬영
본 연구는 아말감 수복물이 존재하고, 조직의 손상 및 치수의 노출이 없는 총 85개의 발치된 치아를 사용하
였다. 치아는 발치 즉시 부착물을 제거한 뒤 형광의 퇴색을 막기 위해 외부 빛을 차단하여 냉동 보관하였고, 실
험 전 아크릴 블록에 매몰하였다. QLF-Digital BiluminatorTM 2+ (QLF-D; Inspektor Research Systems
BV,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치아 교합면에 존재하는 수복물과 이차 우식 병소의 형광 이미지를 채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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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통적인 QLF 정량 형광 분석 방법 (QA2 analysis method)
통상적으로 QLF 기술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치아의 정량적인 형광 수치는 QLF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QA2 프로그램(v 1.25, Inspektor Research Systems BV)의 초기 우식(white spot) 분석을 통해 산출된다.
형광 이미지에서 아말감 수복물 주위의 정상 치아 조직의 자가형광의 강도가 일정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석 범
위(analysis patch)를 그렸고, 이 부위의 평균 형광 소실량(ΔF)과 최대 형광 소실량(ΔFmax)을 산출하였다.
2.3. 새로운 QLF 정량 형광 분석 방법 (SC01 analysis method)
기존 QA2 프로그램은 분석 범위 안에 수복물을 포함하여 형광 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금속 수복물의 어두
운 형광이 정량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SC01 프로
그램(Inspektor Research Systems BV)을 이용하여 전체 분석 범위(Patch Lesion)에서 수복물 영역(Patch
Amalgam)을 제외한 뒤 평균 형광 소실량(ΔF)과 최대 형광 소실량(ΔFmax)을 산출하였다.
2.4. 조직학적 평가 및 통계 분석
모든 평가를 끝낸 후, 병소 부위를 절단하여 편광현미경(CX31-P, Olympus Co., Japan)으로 관찰하였고,
병소의 심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두 가지 분석 방법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조
직학적 기준에 따른 병소 심도별 형광 소실 변수들의 차이는 Kruskal-Wallis test로 확인하였다. 두 방법의 진
단 능력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전체 85개의 치아 중, 71개(소구치 23개, 대구치 48개)의 치아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고, 조직학적 평가 결
과 정상 치아는 14개, 법랑질 이차 우식이 36개, 상아질 이차 우식은 21개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이차 우식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SC01 방법으로 산출한 |ΔF|와 |ΔFmax|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P<0.05). 반면 QA2 방법에서는 이차 우식의 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P=0.871, 0.117). 두 방법 간 형광 변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아질 이차 우식의 |ΔFmax| 값을 제외한
(P=0.082), 나머지 |ΔF|와 |ΔFmax| 값에서 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Table 1).
QA2 방법의 형광 소실 변수는 치아 우식 병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
고되었지만, 본 연구의 아말감 이차 우식 구분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아질 병소의 |ΔFmax|을 제외하고는
SC01 방법의 |ΔF|와 |ΔFmax| 값이 QA2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볼 때(P<0.01), SC01 방법의 분석 패
치에서 아말감 수복물의 형광이 잘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A2 방법이 |ΔF| 값이 아말감 이차 우식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 방법의 ROC 분석에는 |Δ
Fmax| 값만이 사용되었다. 법랑질과 상아질 이차 우식의 임계점은 QA2보다 SC01 방법이 더 낮은 수치를 보
였다. 법랑질 및 상아질 이차 우식에서 새로운 SC01 방법의 AUROC는 각각 0.74, 0.77로 나타나 우수한 진
단 능력을 보였고, QA2 방법의 AUROC 보다 높았다(Table 2). SC01이 QA2보다 특이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훨씬 더 민감하게 이차 우식 병소를 구분하였다. 이는 아말감 수복물의 어두운 형광 정보가 병소의 형광 소실
과 비슷하여 이차 우식을 진단하는 데 위양성의 결과(false-positive)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QA2 방법의 민감
도를 감소시켰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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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ΔF values (fluorescence loss) of secondary caries around amalgam restoration
calculated by conventional and new analysis program according to the histology
|ΔF| (%)

Histology

P

N

QA2

SC01

Sound

14

53.45a
(42.88, 58.58)

18.45a
(16.23, 21.23)

Enamel

36

50.05a
(45.73, 55.23)

Dentin

21

P

|ΔFmax| (%)

P

QA2

SC01

<0.01

86.50a
(83.50, 90.00)

84.25a
(78.08, 85.73)

<0.01

21.75b
(19.15, 26.35)

<0.001

89.00a
(86.00, 90.38)

86.45b
(82.98, 89.10)

<0.001

50.10a
(44.55, 59.20)

26.40c
(23.55, 30.40)

<0.001

91.00b
(87.50, 93.00)

89.70c
(87.50, 92.20)

0.082

0.871

<0.001

<0.01

<0.001

Data are median (first, third quartile) values.
QA2, conventional QLF analysis method; SC01, new QLF analysis method only for evaluation of secondary
caries.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the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test with Bonferroni post hoc correction.

<Table 2> Sensitivity, specificity, and the area under the ROC curve (AUROC) of maximum fluorescence
loss values (|ΔFmax|) for distinguishing secondary caries around amalgam restoration
Lesion cut-off

Enamel SC*

Dentin SC**

Method

Sensitivity

Specificity

AUROC (SE)

Sensitivity

Specificity

AUROC (SE)

QA2

0.37

0.93

0.69 (0.08)

0.57

0.82

0.71 (0.07)

SC01

0.61

0.86

0.74 (0.07)

0.76

0.72

0.77 (0.06)

* Optimal cut-off limits of QA2 |ΔFmax| >90.0 and SC01 |ΔFmax| >86.1.
** Optimal cut-off limits of QA2 |ΔFmax| >90.5 and SC01 |ΔFmax| >87.7.
QA2, conventional QLF analysis method; SC01, new QLF analysis method only for evaluation of
secondary caries. SE, standard error.

4. 결론
QLF 기술을 이용하여 아말감 수복물 주위의 이차 우식을 평가할 때, 수복물의 형광 정보를 제외하고 평가하
는 새로운 방법은 아말감 이차 우식을 우수한 진단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임상 현장에
서 이차 우식 평가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1) Mjör IA. Clinical diagnosis of recurrent caries. J Am Dent Assoc 2005;136:1426-33.
2) Kidd EA, Joyston-Bechal S, Beighton D. Marginal ditching and staining as a predi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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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as a potential tool
for detection of enamel chemical composition
Joo-Young Lee, Hyo-Jung Kim, Eun-Song Lee, Elbert de Josselin de Jong, Hoi-In Jung, Baek-Il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Keywords: autofluorescence, chemical composition, enamel,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Raman spectrometry, tooth color

1. Introduction
Enamel is the outer layer of teeth that protects teeth from mechanical wear, acidic erosion,
and bacterial attack. The enamel of each tooth has different organic and inorganic contents,
which can affect their optical properties, such as tooth color or fluorescen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composition and optical properties of sound enamel, since enamel has
a marked effect on the overall tooth color, and most clinical procedures (e.g., tooth whitening
or prosthetic treatment) are performed in the enamel.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 chemical composition of enamel affects the optical properties
of teeth, but advances in technology allow this to be studied using white-light and fluorescent
imag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variation in enamel chemical composition that may
affect tooth optical properties, such as tooth color and autofluorescence.

2. Materials and Methods
Ethical approval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clinical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IRB No.2–2017–0044). Patients from whom teeth
were being extracted were asked to read and sign a consent form prior to extraction. Sixty-one
specimens of extracted human molars were prepared. Raman spectrometry was used to assess
chemical composition of enamel. Tooth color, and autofluorescence from enamel were evaluated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image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ooth
chemical composition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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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dependent variable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tooth chemical composition
such as v1PO43-, v2PO43-, v4PO43-, CO3, FWHM, and LIF were independent variables. Each
color variables (L*, a*, and b*) from white-light and fluorescent images were dependent
variables.

3. Results and discussion
Enamel fluorescence was related to enamel composition rather than tooth color. The b* value
from the fluorescence image had a moderate correlation with crystallinity (full-width at
half-maximum: r = -0.433, P< 0.001) and laser-induced fluorescence intensity (r = 0.450,

P<0.001) from Raman spectroscopy.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oo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value from the fluorescent image (R2
= 0.433, P<0.001). In contrast, tooth color values (L*, a*, and b*) were not correlated with
chemical composition.
In the regression model, the b* value from the fluorescent ima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value for the chemical composition of enamel measured by Raman spectrometry. In
particular, LIF showed a moderate correlation with the b* value from the fluorescent image
(r=0.450, P<0.001). LIF measured by Raman spectrometry is one of the characteristic enamel
compositions. LIF originates from chemically connected organic and inorganic compositions,
that is, protein–mineral interfaces.
It was identified major chemical components that affect enamel fluorescence using QLF
technology and Raman spectrometry, which have recently been used in the dental field. QLF
technology is highly applicable in clinical practice as it uses visible light wavelengths and is less
harmful to the human body than UV light. Additionally, Raman spectrometry is a very popular
laboratory device for research into the molecular structure of enamel. Both approaches have the
advantage of providing qual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In addition, QLF can easily be
used in clinical fields, as well as in laboratories, and thus it can be used in clinical trials based
on experimental studies such as the present study.
<Table 1>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ssociations between tooth optical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namel surface

v1 PO43–

v2 PO43–

v4 PO43–

CO3

FWHM

LIF

R2

P†

In white-ligh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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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
P‡

0.000
(0.947)

–0.014
(0.383)

–0.001
(0.954)

0.012
(0.588)

1.081
(0.628)

0.001
(0.720)

0.049

0.834

a*

B
P‡

0.001
(0.269)

–0.004
(0.392)

0.003
(0.459)

–0.009
(0.154)

0.148
(0.815)

0.001
(0.092)

0.1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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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P‡

v1 PO43–

v2 PO43–

v4 PO43–

CO3

FWHM

LIF

R2

P†

–0.001
(0.396)

0.004
(0.606)

0.001
(0.940)

0.002
(0.883)

–1.401
(0.213)

0.002
(0.211)

0.161

0.131

In fluorescence image

L*

B
P‡

–0.002
(0.330)

0.024
(0.033)

–0.020
(0.040)

0.004
(0.810)

–2.573
(0.095)

0.000
(0.985)

0.169

0.111

a*

B
P‡

–0.001
(0.396)

0.004
(0.606)

0.001
(0.940)

0.002
(0.883)

–1.401
(0.213)

0.002
(0.211)

0.165

0.122

b*

B
P‡

0.000
(0.460)

0.002
(0.625)

0.000
(0.971)

–0.011
(0.044)

–1.430
(0.012)

0.002
(0.006)

0.433

<0.001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 significance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B: regression coefficient,
P‡: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below 0.05.
LIF: laser-induced fluorescence, FWHM: crystallinity.
L*: 0 (black) to 100 (white), a*: redness(+) to greenness(-), b*: yellowness(+) to blueness(-).

4.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enamel autofluorescence in QLF was related to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namel, particularly the inorganic—organic interface. While enamel chemical
composition can be detected only in a laboratory environment, enamel fluorescence by QLF may
enable estimation in a dental clinic, which has implications for tooth bleaching or esthetic
restorative treatment.

5. Reference
1) Eimar H, Marelli B, Nazhat SN, Abi Nader S, Amin WM, Torres J, de Albuquerque RF Jr,
Tamimi F. The role of enamel crystallography on tooth shade. J Dent 2011;39 Suppl
3:e3-10.
2) Jiang T, Ma X, Wang Y, Tong H, Shen X, Hu Y, Hu J.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30%
hydrogen peroxide on human tooth enamel by Raman scattering and laser-induced
fluorescence. J Biomed Opt 2008;13:0140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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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QLF-D)을 이용한
치면열구전색치아의 미세누출평가
남상미1,2, 김백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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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Keywords: 미세누출, 치면열구전색제, QLF-D

1. 서론
치면열구전색제는 교합면의 소와 열구에 액체 재료를 도포함으로써 미세하게 결합되어 주로 내산성 층을 형
성하고 치아 내 미네랄 손실을 막아준다. 그러나 치면열구전색제의 약한 물성으로 인하여 변연부위에서 파절되
어 발생한 부분적 미세누출은 전색제 하방으로 치아우식을 발생시키며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세누출은
치아와 수복물 사이에 세균, 구강액, 분자 또는 이온이 통과하는 것으로 수복물 변연 변색, 파절 촉진, 재발성
우식, 과민성 치아, 치수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면열구전색제의 예방효과는 미세누출을 최소화하였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미세누출은 치면열구전색제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QL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는 405nm의 푸른색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하여 건전한
법랑질과 병소에서 발생하는 형광의 소실 차이를 정량화하는 광학장비이다. 치면열구전색제를 QLF 검사와 임
상 검사 방법으로 비교하여 평가한 연구결과, QLF의 형광소실량(fluorescence loss) 차이(ΔF)가 치아우식과
전색제 재료의 손실을 평가하는데 임상 검사 보다 높은 일치율을 나타냈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 형태인
QLF-D(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로 발전되어 치면열구전색제 변연의 미세누출 부
위에 침투한 치면세균막을 붉은색의 자가 형광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치아우식은 병소부위의 형광소실로
건전한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여 초기우식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차우식
증 발생 여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초기우식병소의 미세한 무기질 변화를 정량화 할 수 있어
병소의 진행상태를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한 장비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QLF-D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제의
미세누출을 조직학적 평가 방법과 비교하여 평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면열구전색제의 주위에 발생한 미세누출을 QLF-D를 이용하여 gold standard인
조직학적 평가와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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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시편준비
본 실험대상으로 발거된 사람치아의 44개의 건전한 영구 대구치가 사용되었다. 각 치아에 고유번호를 부여
하고, 치근부는 저속 핸드피스(Lasungmedics, Korea)와 절삭기구(Diamond discs, NTI-Kahla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절삭한 후 치관부를 아크릴 블록(15x12x6 mm)에 치과교정용 레진(Ortho-jet, Lang
Dental Mfg. Co., Inc., USA) 으로 매몰하였다.
2.2. 치면열구전색 처치 및 미세누출 형성
치아 중 22개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한 후 40초간 광조사하였고,
나머지 22개 치아는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하기 전 타액에 오염시킨 후 40초간 광조사 하는 방법으로 미세누
출을 형성하였다. 모든 치아의 소와 열구는 35% 인산을 사용하여 15초간 산부식 처리하고 10초간 물 분사기
로 세척한 후 충분히 건조시켰다. 이후 전색제의 수화팽창을 유도하여 구강내 환경을 재현할 목적으로 증류수
에 48시간 동안 침적시켰다.
2.3. QLF-D 사진 촬영
치면열구전색제의 미세누출을 평가하기 위해 QLF-D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암실에서 각 치아시편을 촬
영하였다. QLF-D 카메라는 시편의 교합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10cm 거리를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백
색광 이미지와 형광 이미지를 연속 촬영하였다.
2.4. QLF-D를 이용한 형광 이미지 평가 및 분석
치면열구전색제의 변연부에서 탐지되는 미세누출의 형광을 정량화하기 위해 전용분석프로그램(QA2 v1.26,
Inspekt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The Netherlands)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였
다. 각 시편의 근심소와 및 원심소와 부위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추후 조직학적 평가에서 동일한 부위를 절단하
였다. 치면열구전색제의 근심소와 및 원심소와 변연부에서 건전한(sound) 부분을 분석 범위로 지정했을 때 미
세누출 부위는 상대적으로 형광이 소실되어 보였다. 관심 영역(area of interest)의 건전한 부분 대비 소실된
형광량을 나타내는 평균 형광소실량은 ΔF [%]로 산출되었다. 그 중 가장 큰 형광 소실량을 나타내는 최대 형
광소실량(maximum fluorescence loss)은 ΔFmax [%]로 산출되었다.
2.5. 조직학적 분석
치면열구전색제 변연의 1mm를 제외하고 치면에 nail varnish를 2회 도포한 후 건조시켜 변연부 이외의 불
필요한 염색제 침투를 방지하였다. 전색제와 치면 사이에 염색액이 침투될 수 있도록 1% methylene blue 용
액에 24시간 동안 침적시켰다. 각 치아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건조한 후, 근심소와 및 원심소와 두 부분을
협·설방향으로 자동절삭기를 이용하여 치아장축에 평행하게 절단하고, 각 치아 당 4개의 치아 절단면을 얻었
다. 각 치아의 근심소와 및 원심소와는 각 협설면에서 마주보는 2개의 치아면 중 염색제 침투의 점수가 높은
수치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노출된 절단면의 미세누출과 염색제의 침투를 평가하기 위해 50배율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선행연
구에서 Overbo와 Raddal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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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o: 염색액의 침투가 없는 경우
score 1: 염색액이 전색재의 외측1/2까지 침투한 경우
score 2: 염색액이 전색재의 내측1/2까지 침투한 경우
score 3: 염색액이 하방의 열구까지 침투한 경우
2.6. 통계분석
조직학적 분류에서 각 점수(score)를 탐지하는 형광 변수 ΔF, ΔFmax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44개의 발거한 치아 중 4개의 치아가 증류수 침적 후 탈락과 조직학적 평가 과정에서 손상되어
총 40개 치아의 160개 치아 절단면이 분석 되었다. QLF-D로 치면열구전색제의 미세누출 분석은 ΔF, Δ
Fmax로 평가하였다. 각 조직학적 평가에서 methylene blue 염색액 침투에 의한 미세누출 심도가 깊어질수록
ΔF, ΔFmax의 절대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Fig. 1).

<Fig. 1> Box plot showing ΔF, ΔFmax values related to histological score.

4. 결론
치면열구전색제의 미세누출을 형광 탐지 장비인 QLF-D를 이용하여 탐지할 수 있었으며, 미세누출 심도에
따라 각 형광 변수들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치면열구전색치아의 미세누출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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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The antibacterial effect of mastic oil on P. gingivalis
Min-Jeong Cho, Ji-Hye Kim, Sang-Uk Im, Doh-Hyun Lee, Youn-Hee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Antibacterial effect, Mastic oil, P. gingivalis

1. Introduction
Mastic is a resinous extract from the stem and main leaves of Pistacia lentiscus, grown only in
the Chios island of Greece. Mastic, a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used as a food ingredient in
Greece and other parts of the Mediterranean region for many centuries. Earlier studies have
indicated that mastic have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and anti ulcer activities. Although
mastic has been widely studied, its inhibitory effect against periodontopathic bacteria, has not
been elucida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ntibacterial effect of mastic oil on
a representative periodontitis-inducing bacteria,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2. Methods
P. gingivalis was maintained in Tryptic Soy Broth (TSB) medium containing 1 ㎍/ml vitamin K1
and 5 ㎍/ml hemin at anaerobic state. Strains were treated in six different concentration of
mastic oil (0, 0.1, 0.2, 0.4, 0.8, 1.6%) and incubated for 48 hrs. Commercially available
hexamedine solution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The antibacterial effect of the tested
solutions was determined by agar disc diffusion test.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optical density
(OD) and observing the colony forming unit.

3. Results
Inhibition zones were observed in mastic oils of more than 2.5%. Mastic exhibited concentrationdependent inhibition of bacterial growth over 0.1%. In addition, almost all bacteria were dead
over 0.4% mastic essential oil.

Ⅴ. 자유연제 초록

<Fig. 1> Antibacterial inhibition zone of Mastic oil against P. gingivalis (A)
Negative control, (B) 1% Mastic essential oil, (C) 2.5% Mastic essential
oil, (D) 5% Mastic essential oil, (E) 10% Mastic essential oil, (F)
Positive control

<Fig. 2> Optical density (600 nm) of each concentration of mastic
essential oil.

<Fig. 3> Identification of the number of P. gingivalis processes for each concentration of mastic essential
oil in agar plate (A) Negative control, (B) 1% Mastic essential oil, (C) 2.5% Mastic essential oil, (D)
5% Mastic essential oil, (E) 5% Mastic essential oil, (F) 10% Mastic essential oil, (G) Positive
control

4.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stic oil has an antibacterial effect on P. gingivalis because it
represents the growth inhibition and bactericidal effect of P. gingivalis. Thus mastic oil may be
used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eriodontal diseases.

5. References
1) Koychev S, Dommisch H, Chen H, Pischon N. Antimicrobial effects of mastic extract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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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발효음료 섭취시 재광화 물질 적용에 따른 초기우식치아의 치아부식증 예방효과
김지은1, 정성숙1, 정기호1,2, 최충호1,2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1

Keywords: Dental erosion, Calcium, Fermented milk, Fluoride

1. 서론
발효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으로, 낮은 pH를 갖고 있어 산성음료로 분
류할 수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초기우식치아의 구강상태에서 발효음료를 섭취할 때 재광화 효과를 내는 0.2%
NaF 불소 용액을 치면 도포하는 방법과 0.5% 칼슘 음료에 첨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치아부식 예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액상발효유 중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야쿠르트를 실험음료로 선정하고, 재광화 물질
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을 설정하였다(Table 1).
<Table 1> Test groups used in the experiment
Group

N

Treatment

Mineral water

12

Jeju SamDaSoo (Jeju Special Self-Gover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Fermented milk

12

Yakult (Korea Yakult Co., LTD)

0.2% NaF + Fermented milk

12

Apply 0.2% NaF once before Fermented milk treatment

0.2% NaF + (Fermented milk + 0.5% Ca)

12

Apply 0.2% NaF once before Fermented milk containing
0.5% Ca treatment

0.2% NaF + distilled water

12

Apply 0.2% NaF once before distilled water

2.2. 시편 제작 및 인공우식병소 형성
건전한 우치를 사용하여 5mm 직경의 원통 법랑질 시편을 취득하고, 포매 및 연마한다. 탈회용액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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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공 초기 우식을 형성한다.
2.3. 표면미세경도 측정
표면미세경도기(HMV-G21, Dong-il SHIMADZU Corp, Tokyo, Japan)을 이용하여, 200 gf 하중으로 10
초가 압인한다. 시편의 상·하·좌·우 4부위의 Vickers hardness number(이하 VHN) 평균값으로 표면미세경
도를 정의하고, 각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12개씩 배분하였다.
2.4. 시편 불소처리
음료에 침지 전 불소 처리가 필요한 군에 한하여, 0.2% NaF 용액을 면봉으로 1분간 1회 도포한다.
2.5. 실험음료 침지
pH 순환처리를 이용하여 5일 동안 실험용액의 1회 침지 시간을 5분으로 하여 매일 4회씩 침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외 시간에는 인공타액에 침지 하였다.
2.6. 실험음료 침지 후 치아부식증 예방 평가
(1) 표면미세경도 측정: 시편을 순환처리한 5일마다 표면미세경도기를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미세경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 부위는 순환처리 직전에 측정하였던 부위에서 중앙 쪽으로 인접한 4부위를 측정하고 평균
을 산출하였다.
(2) 표면 형상 관찰: 모든 처치 종료 후 군을 대표하는 시편을 선정하고 주사전자현미경(SNE-4500M, SEC
Co., Ltd, Suwon, Korea)을 이용하여 15 kV 전압 하에 5,000배, 10,000배의 배율로 시편 표면 형상
을 관찰하였다.
2.7. 자료 분석
각 군별 실험음료에 침지하기 전 초기 우식 상태와 순환처리 5일 후 시편의 표면미세경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각 군 간 표면미세경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사용한 후
Tukey test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3.0,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 결과
음료 침지 전 인공 초기 우식 상태와 순환처리 후 표면미세경도를 비교하였을 때 Mineral water군, 0.2%
NaF+Fermented milk군, 0.2% NaF+(Fermented milk+0.5% Ca)군, 0.2% NaF+distilled water군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Fermented milk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Table 3).
각 군의 음료 순환처리 전·후 표면미세경도차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Table 3).
0.2% NaF+Fermented milk군(56.43±13.73), 0.2% NaF+(Fermented milk+0.5% Ca)군(78.07±14.89)과
0.2% NaF+distilled water군(80.88±15.12)은 Mineral water군(73.74±10.36)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P>0.05), Fermented milk군(7.90±15.84)은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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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각 군의 시편을 실험음료에 순환처리한 후 관찰한 결과, Mineral water군, 0.2%
NaF+(Fermented milk+0.5% Ca)군, 0.2% NaF+distilled water군에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에 0.2% NaF+Fermented milk군은 약간의 거친 표면이 확인되었으며, Fermented milk군에서 심
한 균열이 확인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 Difference in enamel surface microhardness after treatment for pH Cycling
(Unit: VHN)
Group

Time

Difference**

Before (0 day)

After (5 days)

Mineral water*

103.13±18.70

176.87±19.93

73.74±10.36a,b

Fermented milk

103.26±19.95

111.16±10.76

7.90±15.84ㅊ

0.2% NaF+Fermented milk*

102.42±21.65

158.85±13.96

56.43±13.73b

0.2% NaF+(Fermented milk+0.5% Ca)*

101.38±23.01

179.45±14.06

78.07±14.89a,b

0.2% NaF+distilled water*

101.65±24.24

182.53±12.74

80.88±15.12a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by Paried t-test.
**
: P<0.05, by One way ANOVA.
a,b,c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a=0.05.
*

3.2. 고찰
Silverstone2)의 연구에서 1 ppm 정도의 저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저농도 칼슘 용액으로 재광화시켰을 때,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저농도 칼슘 용액으로 재광화시켰을 때보다 병소 본체의 넓이가 22%에서 72%로 감소함
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해에 무해하고 음료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는 0.5% Ca 농도와 전문가
불소 도포법에 사용되는 불소 농도보다는 낮은 농도인 0.2%의 NaF를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Garcia-Godoy 등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농도의 칼슘, 저농도의 인산 및 저농도의 불소가 제공되는 환경
하에 이상적인 재광화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0.2% NaF 불소 용액을 도포하고 0.5% Ca을 음료
에 제공한 군인 0.2% NaF + (Fermented milk+0.5% Ca)군(78.07±14.89)이 저농도의 불소만 처리한 0.2%
NaF+Fermented milk군(56.43±13.73) 보다 표면미세경도차가 더 크게 나타나,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후 자일리톨이나 나노 입자형 수산화인회석 등과 같은 다양한 재광화 물질의 효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
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0.2% NaF 용액을 치아에 도포하고 저농도의 칼슘이 음료에 첨가된다면 초기 우식치아의
구강 환경에서도 치아부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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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부유성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천연추출물의 광역학 항균 효과
황혜림1,3, 강시묵1,2, 정회인1,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3서라벌대학교 치위생과

1

Keywords: 광역학치료, 광역학 항균효과, 천연 추출물, 천연 광민감제, 큐레이

1. 서론
치아우식증의 효과적 예방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제이다. 그동안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사용되어
온 항균제로는 chlorhexidine, triclosan, cetylpyridinium chloride (CPC) 등의 합성 물질이 주로 사용되
어 왔으나, 장기간 사용 시 항생제에 대한 내성 등 안정성의 위험이 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용식물은
높은 약리학적 활성과 약한 독성을 가지며 오래전부터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천연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성분이 뛰어난 효능을 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난용성 소재들로 낮은 용해도
를 보여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역학치료는 빛, 산소, 광민감제를 사용하여 세균을 사멸시키는 치료방법이다. 광민감제를 세균의 적정부위
에 위치시키고 적절한 파장의 빛을 적용하면 광민감제는 들뜬 상태가 된다. 광민감제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산
소가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형성하고 세포에 대한 독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
하여 광민감제를 사용한 광역학치료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천연물을 광민감제로 사용한 연구 중 잔토리자 추출물과 커큐민을 이용한 S. mutans의 항균력을 평가한 연
구에서 항균력을 위해 사용하는 순물질은 비용이 높고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강황, 생강, 핑거루트와 같은 천연추출물이 광역학 항균효과의 광민감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부유성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광역학 항균 효과를 평
가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세균 및 배양조건
본 연구에서는 Streptococcus mutans ATCC 25175 균주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먼저 순수배양을 하기 위해 분양 받은 균주를 brain heart infusion (BHI, Difco Co,
USA) 고체배지에서 48 시간 동안 10% CO2 배양기(37℃)에서 배양한 후 독립된 단일 집락을 백금이로 선별하
여 BHI 고체배지에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세균 배양액을 멸균 처리된 80% glycerol 용액과 1:1
로 혼합하여 밀봉한 후 –80℃에 보관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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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연물 추출
본 연구에서는 식용으로 판매하는 강황, 생강, 핑거루트를 사용하였고 모든 재료는 푸드시너지 (Gomine,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유기용매를 추출하기 위해 각 powder 3g 와 30㎖ dimethyl sulfoxide (DMSO,
VWR, Germany)를 섞은 후 1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교반시켜 추출을 수행하였다. 추출물을 얻기 위해 4℃의
15분간 6000rpm 속도로 원심분리 하였고, 상등액만을 모아 1차 추출물을 준비하였다. 원심분리로 제거가 안
된 분말은 Whatman No.1 fliter paper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최종 stock 용액을 준비하였다.
2.3. 광민감제 농도에 따른 항균력 평가
천연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항균력을 비교하기 위해 0.1 g/㎖의 농도로 준비된 stock 용액을 희석하여 농도
가 5, 0.5, 0.05 ㎎/㎖이 되도록 실험용액을 준비하였다. 모든 실험용액의 DMSO의 함량은 5%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각 농도별로 제조한 광민감제 용액 1.8 ㎖에 2일간 배양된 S. mutans 배양액 0.2 ㎖(109 CFU/ml)를 혼합
하여 준비하였다. 광역학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05 ㎚ 파장의 LED가 장착된 Qraycam
(AIOBI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5분간 광조사하여 59 ㎽의 에너지를 300초간 조사하였다. 반응이 완료
된 용액은 10-7까지 다단계 희석을 하여 준비한 후 희석된 용액 20 ㎕를 BHI 고체배치에 접종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 후 생균수(CFU)를 측정하였고, 모든 실험은 총 3번 반복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치아우식 유발균주인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하여 항균물질을 갖는 천연 추출물인 광민
감제와 405 nm의 광원을 이용하여 광역학 항균 효과를 확인하였다(Table 1). 강황 추출물이 함유되지 않은
대조군에서 405 ㎚ 파장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빛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 보다 각각 8.02±0.24 log CFU/㎖,
7.13±0.59 log CFU/㎖ 감소하였다. 또한 농도에 따른 강황분말의 항균효과를 사후분석한 결과, 대조군에 비
해 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농도에 따른 광역학 항균효과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생강분말 추출물과 핑거루트분말 추출물의 0.05 ㎎/㎖, 0.5 ㎎/㎖, 5 ㎎/㎖ 농도는 빛을 조사하여 항균효과
<Table 1> The number of colony forming units after photodynamic antibacterial treatment using natural
extract
Group

Curcuma
No

405 nm

P

Ginger
No

405 nm

P

Fingerroot
No

405 nm
7.9±0.92

P

0.05 ㎎/㎖ 8.02±0.24

0

< 0.001 8.89±0.73 7.62±0.51

0.114

8.21±0.66

0.722

0.5 ㎎/㎖ 7.13±0.59

0

< 0.05

8.85±0.93 8.25±0.46

0.455

8.11±0.92 7.11±0.33 0.226

5 ㎎/㎖

6.36±0.26 5.6±0.29

0.052

8.75±1.27 8.09±0.95

0.586

7.77±0.90 7.24±0.20 0.458

Control

9.19±1.11 8.71±1.46

0.731

9.19±1.11 8.71±1.46

0.731

9.19±1.11 8.71±1.46 0.731

All data is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o means no treatment and 405 nm mean photodynamic treatment using 405 n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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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시중에 판매하는 천연물 분말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 중 커큐민을 광민감제로 이용한 S. mutans의 항균력을 평가한 연구는 가격이
비싸고 공정과정이 복잡한 순물질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시중에 구입하여 물에 타먹는 분말형태의 강황분
말을 사용하여 항균력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광민감제의 활용은 향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광역학 치료
방법으로서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시판 강황 추출물을 광민감제로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천연추출물을 광민감제로 활용한 광역학치료는 추후 구강질환 예방관리방법으로 다양한 술식
및 구강관리용품 개발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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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시판 유산균 음료가 복합레진 표면에 미치는 영향
김영선1, 최충호1,2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1

Keywords: pH, 유산균음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1. 서론
산성음료로 인한 치아부식증의 예방을 위해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산성음료에 칼
슘 등과 같은 예방물질을 첨가하는 방법과 산성음료에 노출되기 전 치아에 불소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1-2).
레진을 기반으로 하는 수복재료는 치질과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심미성이 우수하며 취급이 용이하여 다
양한 치과 임상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30%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레진 수요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판되는 유산균음료가 복합레진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산균음
료에 칼슘 첨가 및 불소 도포하여 복합레진의 표면 양상을 확인하여, 음료 음용 시 소비자들의 구강건강을 위
한 효과적인 식이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시판되고 있는 유산균음료 중 서울우유요구르트(서울우유, 3군)를 선정하였다. 칼슘 첨가에 따른 복합레진 표
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유산균음료에 젖산칼슘(Calcium Lactate Pentahydrate,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분자식 C6H10CaO6·5H2O, 분자량 308.30) 3%를 첨가(이하 4군), 또 유산균음료 침지 전 2%
NaF (Sodium Fluoride, DC Chemical CO., Ltd. Korea)불소용액을 도포(이하 5군), 불소 도포 후 칼슘이
첨가된 유산균음료를 침지(이하 6군)하였고, 음성대조군인 제주삼다수(이하 1군)와 양성대조군인 코카콜라(이하
2군)를 포함하여 총 6군으로 설정하였다.
2.2. 연구방법
실험음료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6시간 전 실온 25℃에 방치한 후 측정 직전에 개봉하여 사용하였다. 탄산음
료는 측정 전 탄산가스를 방출시키기 위해 1시간 이상 교반하였으며, 칼슘 3%에 포함된 군은 200rpm으로 교
반하면서 측정하였다. 음료의 pH는 pH meter (3-Star Benchtop, Thermo Orion, USA)를 이용하여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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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과 7.00의 완충액으로 보정한 후 실험음료 20 ㎖를 비커에 담아 측정하였다.
시편은 복합레진(Filtek TM Z350 XT; 3M ESPE, St Paul, MN, USA)을 아크릴 봉 직경 5 mm, 두께 2
mm의 원형 공간에 충전한 후 복합레진을 압축하고 기포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1650g 무게의 유리 슬라이드를
올려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을 만든 후 무선 광중합기(Dr.s Light Good Docors, Inchon, Korea, Normal
mode 800 mW/㎠ ~ 900 mW/㎠)로 10초 동안 광중합 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시편은 상, 하, 좌, 우 4부위
의 Vickers hardness number (VHN)을 측정하여, 평균이 83.00-83.99 VHN 범위에 해당하는 시편 72개를
선정하여 평균 표면경도가 유사하도록 각 군당 12개씩 6개의 군으로 배정하였다.
시편을 각 실험음료에 1, 3, 5, 10, 15, 30분 동안 침지시킨 후 흐르는 증류수에 30초 동안 세척하고, 5군
과 6군은 침지 전 4분 동안 불소용액을 도포한 후 30분 이후 각 분당 침지를 진행하였다. 침지 전 측정하였던
부위와 인접한 상, 하, 좌, 우 4부위에서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침지 전과 30분 후의 표면미세경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각 군간 표면
미세경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사용한 후 Tukey test로 사후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
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3.0,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실험된 음료 1~4군의 pH 측정 결과 2군(2.34±0.08), 3군(3.45±0.03), 4군(4.04±0.06), 1군
(7.72±0.17)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 침지 후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표
면미세경도 차(△VHN)는 2군(코카콜라)에서 가장 높았고, 1군(제주삼다수)에서 제일 낮았다(P<0.05, Table 1).
<Table 1> Difference in enamel surface microhardness after treatment for 30 minutes
(Unit : VHN)
Group

N

1

Treatment

△VHN**

Before (0min)

After (30min)

12

83.63±1.40

81.92±1.01

-1.71±0.57

12

83.57±1.41

72.10±1.57

-11.48±1.45

3

12

83.52±1.31

73.98±1.59

-9.54±1.15

4a,b

12

83.52±1.20

74.30±0.41

-9.21±1.21

b

12

83.49±1.09

75.39±0.69

-8.10±0.92

b

12

83.64±0.92

75.51±0.72

-8.14±0.84

2
a

5
6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 P<0.05, by Paired t-test.
**
: P<0.05, by One way ANOVA.
a,b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α=0.05.

3.2. 고찰
본 연구에서 표면미세경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음료에 따른 표면미세경도 변화를 확인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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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군, 3군, 5군, 4군, 1군순으로 표면미세경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음료에 따라 복합레진 표면에
물리적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 실험은 단순침지 후 결과를 살펴본 것이
므로 앞으로 구강내 타액의 작용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3)

4. 결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pH가 낮은 유산균음료는 복합레진 표면에 물리적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유산균음료 음용 시 치아부식뿐 아니라 치아수복재료인 복합레진에도 위험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참고문헌
1) Kim KH.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s for preventing dental erosion caused by
fermented milk. Gwang ju:Chonnam National University;2019[Korean].
2) Kim KH, Kim DE, Kim AO, Shin AR, Jeong SS, Choi CH. A study of dental erosion
prevention by calcium contents of fermented milk. J Korea Soc Dent Hyg 2017;17:969-981.
3) Lee HO. Effects of sparkling water on the surface of composite resin. Gwang ju:Chonnam
National University;2016[Korean].
24)

e-mail: 06p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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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유산균 발효유 섭취시 칼슘과 불화물이 초기우식 법랑질 표면에 미치는 영향
김다은1, 김지은1, 정기호1,2, 최충호1,2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2치의학연구소

Keywords: 유산균 발효유, 초기우식, 불화물, 칼슘, 재광화

1. 서론
유산균 발효유(Fermented milk)는 일반적으로 우유, 마유, 산양유 등과 같은 포유동물유의 젖을 원료로 하
여 유산균이나 효모를 이용하여 배양하고 발효시킨 제품을 말하며, 여기에 향미와 산미를 강화시켜 음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유산균 발효유 185종은 평균 pH가 4.08로 치아부식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유산균 발효유에
칼슘 첨가와 치면에 불소를 적용하여 초기 치아우식 법랑질의 재광화 효과를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실험을 위해 유산균 발효유(Seoul Milk Yogurt, Seoulmilk, Korea) 제품을 선정하였고 유산균 발효유와
대조군으로 비교하기 위해 생수(Jeju SamDa So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Korea)를 사용하였다. 재광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칼슘과 불소를 적용하였으며 칼슘은 고농도 및 저
농도를 유산균 발효유에 첨가하였으며(Ca 2%, Ca 0.5%) 불소는 고농도와 저농도를 치면에 적용하기 위해 산
성불화인산염과 불화나트륨 0.05%를 선정하였다. 또한 불소와 칼슘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유산균 발효
유에 저농도의 칼슘을 첨가한 후 저농도와 고농도의 불소를 치면에 처리하여 총 8개의 군(1군: Mineral water
처리, 2군: Fermented milk 처리, 3군: Ca 2%가 함유된 Fermented milk 처리, 4군: Ca 0.5%가 함유된
Fermented milk 처리, 5군: APF gel 도포 후 Fermented milk 처리, 6군: APF gel 도포 후 Ca 0.5%가 함
유된 Fermented milk 처리, 7군: NaF 0.05% 도포 후 Fermented milk 처리, 8군: NaF 0.05% 도포 후 Ca
0.5%가 함유된 Fermented milk 처리)을 형성하였다.
2.2. 실험방법
육안으로 보아 우식 및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질 노출이 없는 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소의 전치를 선
택하여 5mm의 원통형 시편을 취득한 후 자가 중합형 acrylic resin을 이용하여 아크릴 봉에 포매하였다. 시
편을 아크릴 봉에 포매한 후 #60, #240, #600번 연마지(CarbimetⓇ, Buehler, USA)와 산화감마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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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MicropolishⓇ Alumina B, Buehler, USA)를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연마 후 표면경도계(HMV-G21, Dong-il SHIMADZU Corp,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 경도
를 Vickers hardness number (VHN)로 측정하되, 측정 시에는 시편의 상·하·좌·우 가장자리에서 200 gf의
하중으로 10초간 압인하여 계측현미경 400배의 배율에서 압흔의 크기를 계측하고 법랑질 표면경도를 측정한
후 4부위의 법랑질 표면경도는 270~320 VHN 범위의 시편 170개를 선정하여 인공 치아우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시편을 탈회용액에 처리하여 평균 VHN이 100~150범위의 초기우식 법랑질 표
면경도를 갖는 시편 120개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각 군당 10개씩 8군으로 배정하였다. 시편은 초기 치아우
식 상태와 실험 음료에 침지한 후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좌측 1/3 부위에 네일 바니쉬를 도포하였다. 시편은
5일 동안 매일 5분씩 4회 침지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인공타액에 처리하였다. 5일간 순환처리 후 각 시편의 법
랑질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법랑질 표면상태를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각 실험음료에 시편을 5일 동안 순환처리 하기 전과 후 표면미세경도 값의 변화를 군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초기 치아우식 재광화 처리 실험군 중 8군은 유일하게 1군과 통계적으
로 표면미세경도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리고 3군, 7군, 8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P>0.05), 3군, 4군, 5군, 6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또한,
2군은 표면미세경도 값이 모든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모든 그룹과 표면미세경도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enamel surface microhardness after treatment for 5 days

(unit: VHN)

Time
Group

N

1*

After (5 days)

10

144.63±9.55

266.37±6.67

121.13±5.41a

2

10

144.67±9.60

137.64±19.98

- 7.03±27.82d

3*

10

144.63±9.80

240.27±9.33

95.63±10.76b,c

4*

10

144.53±9.98

222.93±29.57

78.40±23.54c

5*

10

144.30±10.26

232.10±14.86

87.80±18.56c

6*

10

144.43±10.33

232.10±16.55

87.67±13.51c

7*

10

144.23±10.53

253.03±11.01

108.80±9.72b

8*

10

144.10±11.10

267.97±15.31

123.87±11.77a,b

Values are mean±SD.
*

: P<0.05, by Paired t-test.
: P<0.05, by one-way ANOVA.
a,b,c,d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α=0.05.
**

Difference**

Before (0 day)

Ⅴ. 자유연제 초록

4. 결론
본 연구결과에서 초기 치아우식 상태에서 유산균 발효유에 칼슘을 첨가하고 동시에 치면에 저농도의 불화물
을 적용하였을 때(8군) 표면미세경도를 관찰한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재광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산
균 발효유의 섭취 시 초기 치아우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농도의 불소도
포와 음료에 칼슘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해 치아표면 탈회의 최소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참고문헌
1) Attin T, Weiss K, Becker K, Buchalla W, Wiegand A. Impact of modified acidic soft drinks
on enamel erosion. Oral Dis 2005;11:7-12.
2) Larsen MJ, Nyvad B. Enamel erosion by some soft drinks and orange juices relative to their
pH, buffering effect and contents of calcium phosphate. Caries Res 1999;33:81-87.
3) Jensdottir T, Bardow A, Holbrook P. Properties and modification of soft drinks in relation to
their erosive potential in vitro. J Dent 2005;33:569-575.
4) Lussi A, Jaggi T, Scharer S. The influence of different factors on in vitro enamel erosion.
Caries Res 1993;27:387-39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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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중등도 치주염 환자의 전문가잇솔질을 포함한 예방적 치주관리 증례
이병진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Keywords: 비침습적 치주치료, 예방적 치주관리, 전문가잇솔질, 치주질환, 와타나베법

1. 서론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치아를 상실을 초래하는 위협
적인 질환이다. 치조골이 흡수되고, 치주낭이 깊으며, 치은연하에 치석이 형성된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 환자
의 치료는 치면세균막 관리, 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및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이
루어진다. 여기에 항생제 혹은 항균제와 치주질환 치료제를 부가적으로 활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보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치주치료법에 더하여 와타나베식 전문가잇솔질법을 활용해 치주조직의 염증을 치유하고,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치료의 일환으로 치주세균을 관리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
기도 한다. 이러한 예방적 치주치료법은 기존의 치료법과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치주판막수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증례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깊은 치주낭, 치아동요, 치은염증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와타나베법 전문
가잇솔질을 포함한 예방적 치주관리를 통해 치주상태를 개선한 사례로서 진료과정 및 전후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증례 경과
본 4 증례는 1개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로, 치주질환 치료 경험이 있었으나, 치주질환이 계속 진행되어 치
아유지 및 동요 개선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초진시 방사선 사진상 진행성 치조골 흡수, 치아 동
요, 치은부종 및 자발적 출혈, 치은 배농이 관찰되었다. 또한 다량의 치면세균막과 치석이 관찰되었으며, 치은
연하에도 광범위하게 치석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대구치의 치근이개부까지 치조골 흡수되어 병소가
발달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며, 일부 치아에 동요도가 1 이상이었다.
1명의 예방치과 전문의와 1명의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치과진료팀은 일주일 간격의 7회 치주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7회차 진료는 6회차 진료 1개월 후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이닦기 교습을 포함한 와타
나베법 전문가잇솔질과 단계별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매 진료시 시행하였으며,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시행
한 경우에는 항생제(amoxacillin)를 복용하고, 치료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Lactobacillus ruteri)를 복용하였
다. 전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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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fessional periodontal care module for moderate and severe periodontal disease patient
Examination or treatment

1st

2nd

3rd

4th

5th

6th

7th

Plaque test, oral hygiene coaching and training

○

○

○

○

○

○

○

Periodontal pocket depth and mobility

○

○

Oral microbiological test (Realtime-PCR)

○

○

Oral gas detection

○

○

Professional toothbrushing(Watanabe’s method)

○

○

Scaling

○

○

Root planning
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PMTC)

○

○

○

○

○

○

○

Antibiotics

○

○

○

○

○

○

○

○

○

Probiotics

예방적 치주관리를 마친 후 증례의 구강건강을 평가한 결과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증례에서 4-6 mm 및 7 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치아가 감소하였다.
2. 모든 증례에서 동요 치아 수가 감소하였다.
3. 모든 증례에서 탐침 후 출혈(BoP)이 감소하였다.
4. 모든 증례의 치면세균막 지수가 개선되었다.
5. Porphyromonas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 Prevotella intermedia,

Fusobacterium nucleatum의 수가 감소하였고, Streptococcus mitis, Streptococcus mutans,
Lactobaillus casei의 수는 증가하였다.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는 모든 증례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6. 구강 가스는 치료 후 증가한 증례와 감소한 증례가 혼재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치주질환은 다요인 만성질환으로 개별적인 처치만으로 개선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는 치주질
환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치아 동요를 비롯한 치주상태 개선을 확인하였다. 개별
처치방법의 치주질환 치료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이 치주상태를 개선시키는 데에
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이 증례는 개별적 처치의 효과를 평가한 증례와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치
주 처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문헌
1) Watanabe T. Message for periodontal health promotion by host activation through gingival
stimulation of toothpick method J Korean Acad Oral Health 20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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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 BD, Kim DK, Lee BJ. Change in plaque control ability by the professional oral health
care program.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5;39:25-36.
3) Jo BD, Jeong SK, Lee KH, Kim AH, Lee BJ, Kim DK. Effect of regular oral health care on
aggressive periodontitis using Watanabe's tooth brushing method: case report.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36:333-34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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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형광 특성을 이용한 치아균열의 탐지
전미경1, 정회인1, 김백일1,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1

Keywords: 치아균열증후군, incompleted tooth fracture,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1. 서론
Cracked tooth 은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치부에서 흔히 발견되고 치아의 유형과 위치에 따
라 유병률이 0~70%의 차이가 있으며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치아균열의 원인요
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치아균열은 진행 범위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임상에서 치아균열의 진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의 어려움
이 있다. 치아균열의 조기 진단은 성공적인 수복물 유지 및 예후와 관련되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치아균열의
진행된 깊이와 방향을 시진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최근 전통적 cracked tooth 검사방법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crack의 진행된 깊이와 방향을 보다 객관
적이고 시각화 하기위한 새로운 진단도구를 활용한 치아균열의 심도에 따른 탐지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랑질 균열을 넘어 상아질까지 침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 cracked tooth의 탐지
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균열이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발치된 치아를 대상
으로 crack의 심도에 따른 형광의 양상을 이용하여 crack의 깊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며 이
를 통해 치아균열의 발생과 진행 정도를 탐지하여 예방적 치료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편 준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
포함되는 환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2-2017-0038). 연구에
사용할 치아의 선정은 교정 및 치주, 보철 치료를 목적으로 발거된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진 평가로 교
합면 부위에 crack이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총 80개의 영구 소구치 및 대구치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발치
직후 치아를 conical tube 50ml에 개별 수집하였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였다. 각 시편의 치근에 붙어 있는
granulation tissue 및 calculus는 curette으로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였고 저속 핸드피스 (Lasungmedice,
Korea)와 다이아몬드 디스크 (NTI-Kahla, Kahla, Germany)를 이용하여 치근부 1/3을 절삭하고 치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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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절단한 치아는 아크릴 몰드(20 mm × 12 mm × 7 mm의 고정된 크기의 중앙에 9 mm 지름의
구멍) 중앙에 위치시키고 폴리비닐실록산 (DuoSil Putty set, Bukwang, Busan, Korea)을 사용하여 매몰하였
다. 모든 시편은 균열 탐지의 수행과정 내 탈회와 건조로부터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00% 습윤한 상태
로 4℃ 냉장보관 하였다.
2.2. Visual inspection을 이용한 치아균열 평가
시진은 한명의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동일하게 유지된 환경에서 explorer와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시진의 프로토콜은 The National Dental Practice-Based Research Network (PBRN)
의 cracked tooth 검사용 기록부(http:// NationalDentalPBRN.org)를 활용하여 검사하였다.
2.3.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QLF-D)을 이용한 치아균열 평가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system (QLF-D bilumination, Inspekt 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the Netherlands)을 이용하여 각 치아 시편을 동일한 조건의 암실에서
촬영하였다. cracked tooth의 평가는 균열에 따른 형광소실량(Fluorescence loss)을 나타내는 평균 형광소실
량(Fluorescence loss)인 ΔF[%]와 가장 큰 형광 소실량을 나타내는 최대 형광소실량(maximum fluorescence
loss)은 ΔFmax [%]로 분석하였다. 또한 crack line의 porphyrin 존재와 연관된 parameter인 red
fluorescence는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인 QA2프로그램 (version 1.25, Inspekt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the Netherlands)에서 정량화된 수치로 계산되는 ΔR [%]와 ΔRmax [%]를 평가하였다.
2.4. 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 평가
모든 샘플은 Skyscan 1076 micro-CT (SkyScan, Aartselaar, Belgium)를 이용하여 스캐닝 되었으며 촬
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00 kV accelating voltage; 100 µA beam current; 0.5mm Al filter; 18 µm
resolution; 360° rotation at 0.5° step. 스캐닝한 이미지의 분석은 DataViewer (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을 이용하였다.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획득된 3 dimension view에서 coronal portion의
영역 내에서 axial plane으로 관찰했을 때 법랑질 두께, 치수까지의 거리, crack이 존재하는 부위의 법랑질
두께, crack line의 길이를 세 지점에서 측정하였고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Crack line이 침범된 영역을 기준
으로 하여 Crack score로 분류하였다(Fig. 1).

<Fig. 1> According to Crack score of crack depth by Micr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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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분석
Tooth crack의 각 score별 QLF parameters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및 GamesHowell post hoc을 수행하였다. Micro-CT 결과에 대한 검사방법들과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가 수행되었다. 각 score를 cutoff로 설정하여 2개의 threshold (D1, Micro-CT score
0 vs 1-2; D2 Micro-CT score 0-1 vs 2) 에서의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area under the ROC curve
(AUROC)를 산출하였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PASW Statistic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QLF-D에서 관찰되는 최대 형광 소실량과 깊이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ho; 0.79; P<0.001) 깊게 형성된 균열에서 붉은 형광이 발현되는 비율이 높았다. Dentin crack thresholds
균열의 평가 시 시진은 민감도 1, 특이도 0.40으로 AUROC 0.80 으로 나타났다. QLF-D는 Dentin crack
thresholds에서 |ΔF max|가 민감도 0.93, 특이도 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ΔR은 민감도 0.80, 특이도
0.98로 나타났다. Pulp involved crack thresholds에서 |ΔF max|는 민감도 0.90, 특이도 0.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ΔR은 민감도 0.85, 특이도 0.88로 나타났다. QLF-D의 |ΔF max| value가 Dentin crack
에서 AUROC 0.95로 가장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4. 결론
QLF Technology의 이용은 우수한 진단 능력으로 cracked tooth 탐지 시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cracked tooth의 screening 도구로서 치아 표면에 존재하는 crack의 형광양상으로 존재의 유, 무
뿐만 아니라 진행된 깊이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참고문헌
1) Jun MK, Park SW, Lee ES, Kim BR, Kim BI.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racked tooth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technology. Photodiagnosis Photodyn Ther 2019;26:
324-326.
2) Ku HM, Oh YR, Lee ES, Kim E, Kim BI. Using autofluorescence to detect bacterial contamination
in root fractures. J Dent 2019;86:27-3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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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예방치과학 분야)

효과적인 불소바니시 도포 방법의 개발
김지수, 변민지, 김진범, 정승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Keywords: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불소농도, 불소바니시, 불소용출량

1. 서론
불소는 구강 내 존재하는 치면세균막과 타액 내에서 치아의 탈회(Demineralization)를 지연하고 초기우식병
소의 재광화(Remineralization)를 촉진하기 때문에 치아우식을 조절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물질이다. 불소
농도에 따라 치면은 재광화에 차이를 보이는데 불소가 고농도인 경우 재광화가 치아표면에만 나타나지만 1
ppm 정도의 저농도인 경우 병소 내면까지 재광화가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불소바니시(Fluoride Varnish: FV)는 송진형과 액상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송진형은 대부분이 5% NaF (22,600 ppm)이고 액상형은 0.9% difluorosilane (1,000 ppm)이다. 송진형 FV
는 점도가 높고 치면 도포 이후 얇은 막을 형성, 치면에 부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불소를 방출한다. 제품에 따
라 도포 후 구강 내에서 3일 또는 7일간 불소를 지속적으로 방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도포 후 3시간 동
안 식·음료를 제한하고 24시간 동안 칫솔질을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소가 6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았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양한 구강환경과 개인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강은 계속적
인 식·음료 섭취와 1일 최소 1회 이상의 칫솔질이 이루어지므로 치면에 도포된 FV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FV 국소도포 시 저농도의 불소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출할 수 있는 새로운 FV 임상적용방법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 내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불소를 방출할 수 있는 새로운 FV 도포방법인 다공성 개
인맞춤형 바니시 트레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자연치아가 20개 이상 존재하는 성인 남, 여 9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남자가 3명, 여
자가 6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32.4세, 평균 자연치아 수는 27.1개이었다(PNU IRB/2019_01_HR). 연구에 활
용한 FV는 MI VarnishTM (GC, Japan: MI)이었으며, FV 치면 직접도포와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도포 후 타
액 내에 용출되는 불소량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2차례 FV 도포를 수행하였다. 치면 직접도포와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도포는 모두 동일하게 0.2 g의 FV를 도포하였다. 대상자들은 FV가 도포된 트레이를 도포 후 4
시간 동안, 그리고 취침시간 동안 장착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 동안에는 트레이를 구강 내에서 제거한 후,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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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였다.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제작을 위해 대상자들의 치열 석고모형(Cast)을 제작하였으며, 음압형성기와 트레이
전용 쉬트를 이용하여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를 제작하였다. 구강 내 장착 시 치면과 타액의 접촉을 유도하기
위해 트레이의 치아 협, 설 및 교합면에 직경 1mm의 홀을 다수 형성하였다(전치: 4-5개, 소구치: 4개, 대구치:
6개).
대상자들은 3 ml의 증류수를 1분 동안 입안에 머금은 뒤 뱉는 방식으로 타액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타액
의 불소농도 측정은 불소이온전극봉(Orion ionplus Fluoride Electrode 9609, Orion Research, USA)을
활용하였다. 측정값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측정된 값이 0.01 ppm 이하인 경우에는 0 ppm으로 기록하였
으며, 모든 ppm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치면 직접 도포의 타액 수집 시기는 도포 직전, 도포 1시간 후, 도포 4시간 후, 도포 20시간 후 및 도포 72
시간 후이었고 트레이 도포의 타액 수집 시기는 도포 직전, 도포 1시간 후, 도포 4시간 후, 도포 20시간 후, 도
포 72시간 후 및 3일 동안 잠자기 직전 시점과 기상 직후 시점이었다. 트레이를 장작하고 타액 수집을 하는 시
기는 도포 1시간 후, 도포 4시간 후 및 기상 직후이었고 그 외에는 트레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액을
수집하였다.
각 측정시점 불소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고 Baseline과 도포
후 각 시점의 불소농도 차이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제1종 오류에 대한 유의수준은
0.05로 판정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5.0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치면 직접도포와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도포의 타액 내 불소이온농도를 평가한 결과, 도포 4시간 후 시점에
서 트레이 도포와 치면 직접도포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시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P<0.05). 치면 직접도포와 트레이 도포의 Baseline 불소이온농도는 각각 0.03 ppm, 0.02 ppm이
었다. 도포 1시간 후 치면 직접도포는 78.98 ppm, 트레이 도포는 150.95 ppm이었으며, 치면 직접도포보다
트레이에 도포하였을 때 불소용출이 1.91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포 4시간 후 측정된 불소농도는 치
면 직접도포가 7.45 ppm, 트레이 도포가 13.70 ppm (1.84배)이었으며, 이 농도는 도포 1시간 후 용출량의
9.43%, 9.08%이었다. 도포 20시간 후 불소이온농도는 각각 0.11 ppm, 0.30 ppm으로 감소하였으며, 도포
72시간 후 측정된 불소이온농도는 각각 0.00 ppm, 0.01 ppm이었다. Baseline과 도포 후 각 시점의 불소농
도 변화를 평가한 결과 치면 직접도포는 도포 4시간 후까지 Baseline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트레이 도
포는 도포 20시간 후까지 Baseline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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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luoride concentration (ppm) of saliva after gargling of distilled water (3 ml) for 1 min
according to tooth and individual tray application (Mean (SD))
N

Baseline

1 h

4 h

20 h

72 h

Tooth application

9

0.03 (0.05)

78.98 (50.21)*

7.45 (3.79)a*

0.11 (0.12)

0.00

Tray application

9

0.02 (0.06)

150.95 (195.39)*

13.70 (8.08)b*

0.30 (0.30)*

0.01 (0.02)

Data were analyzed by Mann-Whitney test 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a,b: Data in column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 This mar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aseline and each time point.

트레이장착유무에 따른 타액의 불소이온농도 결과는 표2과 같다. Baseline 불소이온농도는 0.02 ppm이었
다. 첫째 날 취침하기 전 타액의 불소농도는 0.37 ppm이었으나 기상 후 측정된 불소농도는 2.78 ppm이었다.
취침 전과 비교하여 7.51배 높은 불소농도이었다. 둘째 날 불소이온농도는 35.3배(취침 전 0.03 ppm, 기상
후 1.06 ppm) 높았고, 셋째 날 불소이온농도는 26배(취침 전 0.02 ppm, 기상 후 0.52 ppm) 높았다.
Baseline과 3일 동안 측정한 취침 전 불소이온농도, 그리고 기상 후 불소이온농도들 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첫째 날 취침 전까지는 Baseline과 불소용출량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나 둘째 날 취침 전부터는 Baseline과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첫째 날 기상 후 불소농도와 비교하여 둘째 날과 셋째 날 기상 후 불소이온농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2> Fluoride concentration (ppm) of solution and saliva after gargling of distilled water (3 ml) for 1
min according to tray application (Mean (SD))

Tray application

N

Baseline

First
night

First
morning

Second
night

Second
morning

Third
night

Third
morning

9

0.02
(0.06)

0.37
(0.50)*

2.78
(2.24)

0.03
(0.04)

1.06
(0.49)§

0.02
(0.03)

0.52
(0.49)§

Data were analyz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 This mar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aseline and each time points of before sleeping.
§: This mar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time points of after get up.

4. 결론
연구를 통하여 치면직접도포 보다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 도포가 더 오랜 시간 불소를 지속적으로 방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취침시간 동안 장착한 개인별 바니시 트레이에서도 불소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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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치과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역량교육 필요도
이정화1.2,3 남지애1,3
1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의과학과, 2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3구강위생과학연구소

Keywords: Dental environment, Dental hygienist,, Occupational competency,

1.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이후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을 예측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생활에 무한한 가능성과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며, 원격의료 시스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로봇수술은 의료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김선정 외. 2018), 최근 치과 영역에서도 로봇 석션이 개발되어 시
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3D 프린트 기술은 치의학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컴퓨터의
CAD·CAM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치과치료 장비가 발달하여 보철치료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도 가능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치위생 직무 변화도 함께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치과위생사의 직무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
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DIRB-201903-HR-E-05)을 받아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은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인 치과위생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 후 설문지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실시
하였다.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수된 300명의 설문지 중 성실히 답변한 264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
다. 통계량 분석을 위한 대상자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을 .90으로 하여 최대 표본수는 232명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1)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치과의료 환경변화에 필요한 역량교육의 중요도 조사결과 매우 중요하다 39.4%,
중요하다 39.4%, 보통 19.3%로 나타났다.
2) 치과의료환경변화에 필요한 역량교육의 참여 의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2.6%, 그렇다 46.6%, 보통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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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7.3%가 보통 이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치과의료 환경변화에 강화되어야 할 역량으로는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 사고가 54.2%, 전문가적 직업관과
윤리의식 16.3%, 효율적인 의사소통 13.3%, 연구능력 9.8%, 국제적 감각과 역량 6.4%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4차 산업시대와 관련된 3D, CAD/CAM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필요와 치과용 석션 로봇 개발
및 시판 가능성 타진 단계이므로 단순 업무에서 전문화 업무영역 개발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여 향후 보급될 원격진료와 개인맞춤형 구강관리 중재를 위한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대한 폭넓은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참고문헌
1) 오찬숙.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방안으로서 융합교육프로그램 효과분석: 중학생 대상 미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018;32(2):
2) 김윤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한국경제 연구원 2017;1:16-33.
3) 박사준. NCS를 활용한 ICT-의료 융합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지 2017;12:869-878.
4) 이정화, 김영선. 미래 보건의료융합에 대비한 치과위생사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융합학회
지 2018;9:131-139.
5) 김선정, 김연선, 김지훈, 이정화, 장경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산업분야 종사자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지 2018;9:43-52.
29)

e-mail: yamako93@deu.ac.kr

_123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P-31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Assessment of carious lesions with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ee Hyun Hwang1, Baek-Il Kim1,2,and Hoi In J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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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luorescence-based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aid early caries lesion detection. This
study aimed to perform a comprehensiv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o analyz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ology in diagnosing caries lesions.

2. Methods
Two independent reviewers searched Ovid-Medline and Ovid-Embase through April 2020 to
identify published articles published. Other sources were checked to identify non-published
literature. The eligibility criteria were studies that: (1) have assessed the accuracy of QLF
technology of detecting caries lesions on occlusal, approximal or smooth surfaces, in both
primary or permanent human teeth, in the laboratory or clinical setting; (2) have used a
reference standard; (3) have reported sufficient data relating to the sample size and the accuracy
of methods, (4) and have reported in English or Korean. A diagnostic 2x2 table was extracted
from included studies to calculate the pooled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UC. The analyses were
performed separately for each method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The quality of
the studies was evaluated by using the QUADAS tool.

3. Results & Discussion
Fifteen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from the 481 articles initially identified. The search
of the grey or nonpublished literature did not identify any further studies. For sound ve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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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mel and dentinal lesions, the range sensitivity value was 0.53-0.96, the range specificity value
was 0.56-0.92 and range AUC was 0.57-0.97.

<Table 1> Summary of performance measures for sound versus enamel and dentin lesions (S vs E+D)
Diagnostic
Method

Number of
Studies

Spearman's rank
correlation

Range Sensitivity

Range Specificity

Range AUROC

QLF

13

0.53-0.81

0.53-0.96

0.56-0.92

0.57-0.97

Visual

8

0.57-0.81

0.70-0.90

0.50-0.91

0.56-0.88

DIAGNOdent

5

0.45-0.53

0.531-0.85

0.50-0.92

0.57-0.82

Radiograph

3

na

0.20-0.71

0.55-0.89

0.68-0.80

na: not available.

Further analysis was done for the four articles which met the meta-analysis criteria. The
pooled sensitivity value was 0.91 and the pooled specificity value was 0.79 for meta-analysis. In
general,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QLF method tend to have similar accuracy for all
types of teeth, dental surfaces or settings. Most of the articles were of good quality and low to
high heterogeneity was observed.

<Fig. 1> Forest Plot for QLF sensitivity.

<Fig. 2> Forest Plot for QLF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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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sions
QLF is a valid detection method offering moderate to high diagnostic effectiveness for caries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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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deficiency and periodontal statu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Hyo-Jin Lee, Soo-Myoung Bae, Sun-Jung Shin, Bo-Mi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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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Vitamin D is a fat soluble vitamin that can be synthesized within the human skin when
exposed to adequate sunlight, which makes it unique from other essential vitamins that require
outer intake through food or artificial insertion.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vitamin D
deficiency may affect the periodontal health. Because vitamin D has both, immunomodulatory
effects and an effect on bone mineral density, it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periodontal
disease. Associations between short sleep duration and the risk of systemic infections have been
highlighted, explained by the experimental evidence of host immunity impairment. On the other
hand, many studies have also shown a relationship between long sleep duration and poor health,
suggesting that some inflammatory diseases could induce a prolonged sleep. Due to its potential
to influence systemic inflammation and oxidative stress and to predispose to bacterial infections,
extreme sleep durations could potentially be a risk factor for periodontit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vitamin D level is associated with periodontal statu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usi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s.

2. Materials and methods
3535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sixth (2013-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ere examined. Vitamin D deficiency was defined as
25-hydroxyvitamin D serum concentrations to be under to 20 ng/mL. Periodontal conditions
were assessed by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and we defined higher CPI as ≥ cod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s,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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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neral health behaviors and systemic health status. All analyses considered a complex
sampling design and a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estimates stratified
according to the effect modifier.

3. Results and discussion
After adjusting for other important co-factors, people with vitamin D deficiency were 5.51
times (95% confidence interval [CI]=2.04-14.89) more likely to have periodontitis than vitamin D
sufficiency in the over sleeping group (more than or equal of 9 hours). The associ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other groups.
<Table 1> Univariate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al and general health behaviors,
and systemic health status based on periodontal status (CPI)
Variables
Age (n=3,690)

Lower CPI
n

% (SE)

Higher CPI
*

37.43 ± 0.27‡

n

% (SE)

*

OR
(95% CI)†

50.14 ± 0.42‡

1.07 (1.07 – 1.08)

Gender (n=3,690)
Male

1178

69.7 (1.3)

619

30.3 (1.3)

1.81 (1.55 – 2.11)

Female

1478

80.6 (1.1)

415

19.4 (1.1)

reference

Primary School

243

47.3 (2.9)

262

52.7 (2.9)

5.22 (4.00 – 6.82)

Middle School

202

62.6 (3.1)

131

37.4 (3.1)

2.80 (2.06 – 3.81)

High school

1030

76.8 (1.4)

342

23.2 (1.4)

1.42 (1.16 – 1.74)

1028

82.4 (1.2)

228

17.6 (1.2)

reference

< 25%

289

64.6 (2.7)

192

35.4 (2.7)

1.88 (1.41 – 2.50)

25 - 50%

696

73.3 (1.6)

304

26.7 (1.6)

1.25 (1.00 – 1.57)

50 - 75%

813

75.7 (1.6)

273

24.3 (1.6)

1.10 (0.87 – 1.39)

> 75%

846

77.4 (1.6)

262

22.6 (1.6)

reference

No

1908

71.5 (1.2)

862

28.5 (1.2)

2.46 (1.97 – 3.07)

Yes

638

86.1 (1.3)

121

13.9 (1.3)

reference

Highest Diploma (n=3,466)

≥ University or College
§

Household income (n=3,675)

Use of floss (n=3,529)

Use of interproximal tooth brush (n=3,529)
No

1983

74.7 (1.1)

771

25.3 (1.1)

1.00 (0.80 – 1.25)

Yes

563

74.7 (2.0)

212

25.3 (2.0)

reference

2049

78.3 (1.1)

672

21.7 (1.1)

reference

Current smoker (n=3,53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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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CPI

Variables

% (SE)

501

*

OR
(95% CI)†

n

% (SE)

64.9 (2.0)

310

35.1 (2.0)

1.96 (1.61 – 2.38)

1018

72.9 (1.5)

424

27.1 (1.5)

reference

1533

75.7 (1.2)

560

24.3 (1.2)

0.86 (0.72 – 1.03)

Yes (< 20 ng/mL)

2046

76.4 (1.1)

699

23.6 (1.1)

0.66 (0.54 – 0.80)

No (≥ 20 ng/mL)

610

67.9 (2.0)

335

32.1 (2.0)

reference

Normal

1895

80.6 (1.1)

536

19.4 (1.1)

reference

Impaired fasting glucose

451

63.5 (2.2)

265

36.5 (2.2)

2.39 (1.94 – 2.94)

Diabetes

128

44.9 (3.4)

151

55.1 (3.4)

5.10 (3.77 – 6.89)

Underweight

139

87.1 (2.9)

23

12.9 (2.9)

0.49 (0.30 – 0.82)

Normal

1735

77.0 (1.2)

583

23.0 (1.2)

reference

Obese

767

67.2 (1.6)

428

32.8 (1.6)

1.64 (1.37 – 1.95)

≤ 5 hours

347

68.7 (2.7)

165

31.3 (2.7)

1.41 (1.08 – 1.84)

6 hours

716

75.2 (1.7)

263

24.8 (1.7)

1.02 (0.84 – 1.24)

7-8 hours

1326

75.6 (1.2)

488

24.4 (1.2)

reference

≥ 9 hours

162

77.4 (3.0)

68

22.6 (3.0)

0.91 (0.64 – 1.28)

Yes

n

Higher CPI
*

Monthly alcohol consumption (n=3,535)
No
Yes
Vitamin D deficiency (n=3,690)

∥

Diabetes (n = 3426)

Obesity (n=3,675)

Sleep duration (n=3,535)

*

Weighted percentage ± standard error.
Crud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higher CPI.
‡
Weighted mean and standard error.
§
Household income: monthly average family equivalent incom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The vitamin D deficiency was defined as < serum 25(OH)D 20 ng/mL.
†

<Table 2>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vitamin D deficiency* for higher CPI in the
subgroup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Groups

Age-adjusted model

Multivariate model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0.99

0.80 – 1.23

1.09

0.86 – 1.38

≤ 5 hours

1.30

0.79 – 2.15

1.68

0.98 – 2.87

6 hours

0.79

0.55 – 1.15

0.83

0.55 – 1.27

7-8 hours

0.92

0.68 – 1.25

0.97

0.70 – 1.34

≥ 9 hours

3.69

1.51 – 9.04

5.51

2.04 – 14.89

Total

*

The vitamin D deficiency was defined as < serum 25(OH)D 20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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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djusted for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al level and household income), oral health behaviors (use of floss, use of
interproximal tooth brush) and health behaviors (monthly alcohol consumption, current
smoking), systemic health status (diabetes, obesity).

4.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eople with vitamin D deficiency who sleep 9 hours or
longer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periodo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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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condition among the elderly in a rural area
Ji-Hye Kim1, Seung-Keun Lee2, Youn-Hee Choi1
1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Gyeongsang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Keywords: Oral health condition, Periodontopathic bacteria complex, Periodontal disease

1. Introduction
Periodontal diseases in older people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oral problems as
they not only occur frequently but also cause tooth loss due to the destruction of periodontal
tissue and bone tissue. The direct cause of the periodontal disease is bacteria in the dental
plaque and gingival sulcus. In particular,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T.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 (T. denticola), Porphyromonas intermedia (P.
intermedia), and Parvimonas micra (P. micra) play important roles for the periodontal disease.
Therefore, identifying the relevance of periodontal bacteria to oral health conditions is essential
to treat and prevent periodontal diseas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ral problem in older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and the expression level of
periodontopathic bacteria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condition of elderly people.

2. Methods
A total of 335 elderly people who are living in Ganghwa-gun, Incheon, and are aged 65 years
or more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Oral examination, question investigation, and collection
of saliva were carried out. The collected saliva was analyzed for the distribution and the
expression level of bacteria (red and orange complex bacteria) by real-time PCR.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SAS 9.4. using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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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The number of remaining teeth and denture use wa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eriodontopathic bacteria except for T. denticola (P<0.05). In addition, periodontitis wa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 gingivalis (P<0.05, 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bacteria according to oral condition in study participants
Red complex

P. gingivalis

Variables

No

Orange complex

T. forsythia

Yes

T. denticola

P. intermedia

P. micra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umber of remaining teeth
0 26(66.7)

13(33.3)

20(51.3)

19(48.7)

0(0.0)

39(100.0)

13(33.3)

26(66.7)

8(20.5)

31(79.5)

1-10 36(50.0)

36(50.0)

24(33.3)

48(66.7)

4(5.6)

68(94.4)

24(33.3)

48(66.7)

4(5.6)

68(94.4)

63(80.8)

62(79.5)

1(1.3)

77(98.7)

11-20 31(39.7)

47(60.3)

15(19.2)

6(7.7)

72(92.3)

16(20.5)

≥21 50(34.3)

96(65.7)

31(21.2) 115(78.8) 4(2.7)

142(97.3)

23(15.8) 123(84.2) 2(13.3) 144(98.6)

P-value*

0.002

0.001

0.158

0.010

< 0.001

Denture use
No 61(35.5) 111(64.5) 35(20.4) 137(79.6) 8(4.7)
Yes 82(50.3)
*

P-value

81(49.7)

55(33.7) 108(66.3) 6(3.7)

0.006

0.006

164(95.3)

30(17.4) 142(82.6)

157(96.3)

46(28.2) 117(71.8) 12(7.4) 151(92.6)

0.657

3(1.7)

0.019

169(98.3)
0.013

Periodontitis**
No 56(45.5)

67(54.5)

35(28.5)

88(71.5) 5(35.7) 118(42.9)

Yes 57(33.7) 112(66.3) 35(20.7) 134(79.3) 9(64.3) 160(57.1)

P-value*

0.041

0.147

0.619

30(24.4)

93(75.6)

4(3.3)

33(19.5) 136(80.5)

2(1.2)

0.226

119(96.7)
167(98.8)
0.219

*

P-value by x2-test.

As the number of remaining teeth increased, the copy number of red and orange complex
bacteria increased (P<0.05). Those who don’t use dentures and have periodontal disease had
more periodontopathic bacteria (P<0.05, Table 2).
<Table 2> The level of bacteria (log) according to oral condition in study participants
Red complex

Variables

P. gingivalis

(Mean±S.D.)

Orange complex

T. forsythia

T. denticola

P. intermedia

P. micra

Number of remaining teeth
0

3.73±0.83a

3.82±0.94a

3.77±0.70a

3.99±1.08a

3.29±0.63a

1-10

4.37±0.95ab

4.46±0.83b

4.14±0.80ab

4.69±1.14ab

3.75±0.60b

11-20

4.56±0.90b

4.62±0.77b

4.43±0.74b

5.14±0.97bc

3.97±0.60bc

≥21

b

b

b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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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66±1.08

4.64±0.86

4.47±0.91

5.39±1.12

4.16±0.53c

0.015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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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omplex

Variables

P. gingivalis

T. forsythia

Orange complex

T. denticola

P. intermedia

P. micra

Denture use
No

4.57±1.06

4.63±0.83

4.47±0.88

5.34±1.09

4.13±0.53

Yes

4.44±0.97

4.42±0.89

4.13±0.79

4.72±1.15

3.74±0.67

0.387

0.066

<0.001

<0.001

<0.001

No

4.33±1.02

4.43±0.70

4.17±0.74

5.00±1.14

3.88±0.60

Yes

4.71±0.97

4.73±0.86

4.54±0.90

5.29±1.08

4.10±0.57

0.018

0.005

<0.001

0.060

0.002

p-value*
Periodontitis

*

p-value
*

P-value by T-test or One way ANOVA.

abc

Denoted by Scheffe’s test post-hoc analysis.

4. Conclusions
The distribution and copy number of periodontopathic bacteria in the elderly were more
related to oral health conditions tha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distribution
and copy number of periodontopathic bacteria were higher in the subject who a lot of
remaining teeth, no dentures, and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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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moking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for periodontal disease, with the incidence of
periodontal disease at least 2.5 times higher than of non-smoking.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is a gram-negative anaerobic bacterium belonging to the red complex,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SS Socransky et al. P. gingivalis is closely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s
including adult periodontiti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P. gingivalis was confirmed by investigating
the distribution of P. gingivalis genotype on smoking and non-smoking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Among adult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who understood the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voluntarily, 230 patients who match the selection criteria and do not have the
exclusion condition were finally select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pproval of the K
University Dental College Hospital Bioethics Committee (KHUSD IRB 0804-07).
2.2 Methods
The amount of smoking was recorded per day, and the smoking period was estimated by
summing up the whole life smoking. The subgingival plaque was collected from the first or
second molar, immediately placed in PBS buffer, and stored at –20℃. Using the DNA extracted
from the collected plaques, the expression and the genotype of P. gingivalis were ident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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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CR methods. Then it was confirmed using the 170-8060 Gel Documentation System, and
these series of analysis procedures were repeated three times. Before analysis, the normality was
checked, and the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The SPSS
25.0 program (IBM Co., Armonk, NY, USA) was used for all statistical analyses.

3. Results
Among 230 subjects, P. gingivalis positive was found 147 in non-smoking (98.0%) and 77
(96.3%) in smoking,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428). These support
the result that smoking did not directly affect the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rate of P.

gingivalis. Type II genotype for P. gingivalis was identified in 104 non-smoking (64.2%) and 58
smoking groups (35.8%). And the total number for Type II genotype was higher than other
genotypes. The amount of smoking was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type Ⅱ (P=0.260), and the
smoking period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type II (P=0.008). And it is
estimated that smoking can increase the expression of the type II genotype for P. gingivalis.
Also, there were many subjects with deep periodontal pockets in the smoking group (P=0.045).

4. Conclusions
Smoking increases the expression rate of P. gingivalis, a major cause of periodontal disease.
And the longer smoking period increases the rate of type II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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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evere childhood tooth-decay (dental caries) is an intractable pediatric disease caused by
microbial biofilms that promote aggressive onset of localized enamel demineralization, affecting
>800 million children globally with costs exceeding $40 billion/year. Streptococcus mutans has
been clinically associated with severe caries in children. However, it remains unknown how the
pathogens are spatially arranged within a polymicrobial infection site to modulate virulence.

2. Methods
Using multiple length scale imaging and computational analysis, spatial designs of polymicrobial
community within intact biofilms formed on teeth of toddlers with caries were investigated. To
assess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naturally formed biofilm, tooth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linical site without perturbing the biofilm to keep its native state intact. Once collected, the
spatial structure was examined using a confocal microscopy after fluorescent labeling of the
microorganisms via taxonomic ranks. As targeted approach, to trace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S. mutans with commensal microbiota in the different phylogentic scale, a
fluorescence subtraction method was applied. To assess the impact of this architecture and
spatial positioning, we used a mixed-species biofilm model on human tooth with simultaneous
biofilm imaging, in situ pH mapping and surface topography.

3. Results
Here, we discovered a unique spatial structures comprised of mixed inter-bacterial species and
inter-kingdom communities within intact biofilms formed on teeth of toddlers affected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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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childhood caries. Further analysis revealed a multi-layered spatial segregation with a
corona-like architecture whereby an inner core comprised of clustered S. mutans cells were
surrounded by an outer layer of mixed bacterial communities harboring other streptococci in
juxtaposition. Also, we found highly localized patterns of acidic pH and acute enamel
demineralization that precisely matched the location of densely packed pathogens positioned in
the core of the rotund structure. Mechanistically, exopolysaccharides produced locally by S.

mutans created physical boundaries to assemble spatially segregated and corona-like
arrangement with non-S. mutans streptococci (e.g., Streptococcus oralis), which altered the
microenvironment and bacterial fitness associated with cariogenesis.

4. Conclusions
Our findings reveal how a pathogen forms highly organized communities in humans with
precise biogeography dictating its positioning at the infection site. In turn, this spatial structure
creates localized acidic microenvironments required for caries development in situ. These
principles may be applicable to other biofilm-associated polymicrobial infections.

5. References
1) Vos T, et al.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incidence, prevalence,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for 328 diseases and injuries for 195 countries, 1990–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Lancet 2017;390:1211-1259.
2) Pitts NB, et al. Dental caries. Nat Rev Dis Prim. 2017;3:17030.
3) Hajishengallis E, Parsaei Y, Klein MI, Koo H. Advances in the microbial etiology and
pathogenesis of early childhood caries. Mol Oral Microbiol 2017;32:24–34.
4) Lemos JA, Quivey RG, Koo H, Abranches J. Streptococcus mutans: a new Gram-positive
paradigm? Microbiology 2013;159:436–44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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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work absence due to dental disease
caused by emotional labor
Ji-young Son, Dong-hun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stress, work absence, dental disease

1. Introduction
There is an increase of service-oriented jobs in recent workplace. As a result, there is a
greater need on employees to expend emotional labor in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f meeting
the demands of a service-oriented econom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bsenteeism in the workplace due to dental disease caused by emotional labor.

2. Material and methods
483 worke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Age, gender, education, work type, employment
type, stress and emotional labor were independent variable. Work absence was an outcome
variable.

3.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absenteeism due to dental disease are the work type and the presence of
emotional labor. 62.6% of workers were absent from work due to dental disease caused by
emotional labor. Absence from work due to dental disease caused by emotional labo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3).

4. Conclusion
Results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suggest that emotional labor may be associated wit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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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due to dental diseases. Further research requires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bsenteeism due to dental disease and emotional labor. Therefore,
occup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workplace environment may enhance the oral health
of workers.

5. References
1) Hochschild A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3.
2)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Job stress prevention guideline for emotional
laborer (KOSHA GUIDE H-34-2011). Ulsan. 2011.
3) Kim IA, Kim JW, Kim HR, Kim HS, Kim HC, Oh SS, et al. Research on the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emotional laborer.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3.
4) Clazien A M Bouwmans, Bea A M E Lintsen, Maiwen A, Chris M Verhaak, René J C
Eijkemans, J Dik F Habbema, Didi D M Braat, Leona Hakkaart-Van Roijen ROIJEN. Absence
from work and emotional stress in women undergoing IVF or ICSI: An analysis of
IVF-related absence from work in women and the contribution of general and emotional
factors. Acta Obstetricia et Gynecologica 2008;87:1169-117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ge
Gender
Education
Work type

275(57.1)

≥40 years old

207(42.9)

Male

354(73.4)

Female

128(26.6)

Under high school

155(32.2)

College +

327(67.8)

Day work

440(91.3)

Shift, Night work
Employment type

N(%)

<40 years old

42(8.7)

Regular

345(71.6)

Irregular

137(28.4)

Stress

High

156(32.4)

Low

326(67.6)

Emotional labor

Yes

252(52.3)

No

230(47.7)

Work absence due to dental
diseases

Yes

91(18.9)

No

3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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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by absent from work or leave early for dental treatment.
No absent from work or
leave early for dental
treatment (N=391)

Absent from work or
leave early for dental
treatment (N=91)

N(%)

N(%)

<40 years old

229(58.6)

46(50.5)

≥40 years old

162(41.4)

45(49.5)

Male

286 (73.1)

68 (74.7)

Female

105 (26.9)

23 (25.3)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24 (31.7)

31 (34.1)

College +

267 (68.3)

60 (65.9)

Work type

Shift, Night work

39 (10.0)

3 (3.3)

Day work

352 (90.0)

88 (96.7)

Regular

280 (71.6)

65 (71.4)

Irregular

111 (28.4)

26 (28.6)

High

129 (33.0)

27 (29.7)

Low

262 (67.0)

64 (70.3)

No

196 (50.1)

34 (37.4)

Yes

195 (49.9)

57 (62.6)

Age
Gender

Employment
type
Stress
Emotional
labor

P-value
0.16
0.76
0.67
0.04

0.97

0.54

0.03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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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도 분석
김여주1, 유현준2, 조자원1,2, 장종화1
단국대학교 1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2치과대학 예방치과
Keywords: 노인구강건강, 노인건강,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 치과위생사, 치위생학

1. 서론
본 연구는 고령사회가 급증하여 노인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노인 관련 교육과정 개설현황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노
인치위생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노인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현황분석을 위하여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 관련 교
과목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노인 치과 관련 교과서 문헌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위생(학)과 재학 중인
학생 212명, 임상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205명을 대상으로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1)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 중 4년제 8개교, 3년제 12개교에서 노인 관련 교과목(24.4%)이 개설되어 있
었다.
2) 군자출판사와 대한나래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의 경우 노인에 대한 특성, 건강문제, 구강건강문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노인과의 의사소통기법, 노인의 섭식 연하관리 방법, 노
인 구강 건강관리 및 교육 등이 유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목차 순서의 상당 부분이 상이 하였으며, 내용
에 있어서도 분량과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3) 치위생학 전공학생의 노인치위생학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 되었고, 노인의 구강건
강문제 4.05점, 노인치위생 처치 및 기술 4.01점, 노인의 건강문제 4.00점, 노인치위생이론 3.98점 순으
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의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는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4.06점, 노인치위생 처
치 및 기술 4.01점, 노인의 건강문제 3.89점, 노인치위생이론 3.8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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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위생학 전공학생의 경우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노인치위생학 이론교육 필요성
(P=0.002), 노인대상 실습교육 필요성(P=0.001), 졸업 후 노인 구강관리 수행 자신감(P<0.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노인 대상 실습을 경험한 경우 노인 구강관리 수행 자신감 영역에서 유의
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0.001). 임상 치과위생사에서는 노인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한 경우 노인치위생
학 이론교육 필요성, 노인대상 실습교육 필요성, 노인구강관리 수행자신감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노인 대상 실습을 경험한 경우 노인대상 실습교육 필요성, 노인구강관리 수행자신감 영역에서 점수가 높
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05).
5) 치위생학 전공학생과 임상치과위생사 모두 노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 4
개 하위항목에서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으며, 노인치위생학 교육요구도 상관분석 결과 모든 항목 간에 높
은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4. 결론
현재 치위생(학)과의 노인 관련 교육 현황은 미비하며, 교육내용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통일
성 있는 교육내용과 공통된 학습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노인 관련 교과목이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아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지식을 함양하
지 못한 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 전공학생과 임상치과위생사의 노인치위생학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의 구강건강문제와 노인 치위생 처치 및 기술영역에서
높은 교육요구도가 나타났다. 치위생학이 개설된 대학과 관련 단체들은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
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인치위생학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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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hygienist for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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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대학생들의 성인애착 유형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김병수1, 전재규2, 오효원3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전북대학교 예방치학교실, 3원광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Key Words: Adult attachment,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llege students

1. 서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대의학 연구는 신체가 사회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에
관심을 갖고 사회심리학적인 면을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
울증이 있는 경우 구강 건강 행태변화에 영향을 주어 구강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우울증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 음주, 수면 등과 같은 건강행태가 좋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구강건강 습관이 나
빠지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자신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사람에게 강하게 느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영아기에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형성되며 안정
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인간의 사회, 정서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의 이론을 확장하여 성인의 불안정애착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차원인 불안애착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의존에 대한 불편함 차원인 회피애착이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성인애착 유형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전라북도 거주 대학생들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의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2.2. 측정도구
성인애착은 Kim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K, ECRR-K)를 원문(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과 비교하여 해석상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검증된 구강건강영향조사 OHIP-14 (Oral Health Impact
Profile-14)척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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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성인애착,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각각의 특성과 차이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활용하였다. 대학생들의 배경 변인과 성인 애착,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는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Table 1> The differences in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Category

[M(SD)]
OHIP-14

Gender
Man
Female
t

2.44(0.58)
2.69(0.58)
-5.05***

2.67(0.54)
2.63(0.50)
0.92

1.64(0.60)
1.72(0.53)
-2.04*

≤20
21-23
≥24
F
Level of life
The best
Better
Good
F
Residence
Self-help
With family
The others
F
Number of sibling
1
2
≥3
F
Past dating experience
Never
1-2
≥3
F
Current dating duration
Never
< 1 yr
≥1 yr
F

2.70(0.61)b
2.56(0.57)a
2.47(0.59)a
5.61**

2.58(0.48)
2.66(0.53)
2.70(0.52)
2.15

1.74(0.53)ab
1.64(0.55)a
1.77(0.62)b
3.01*

2.50(0.62)a
2.58(0.56)ab
2.69(0.62)b
3.31*

2.58(0.51)
2.65(0.51)
0.60(0.53)
2.31

1.65(0.54)
1.70(0.58)
1.74(0.56)
0.93

2.61(0.60)
2.54(0.59)
2.74(0.45)
1.12

2.69(0.54)
2.60(0.51)
2.72(0.65)
2.21

1.67(0.56)
1.74(0.57)
1.76(0.61)
1.12

2.56(0.62)
2.58(0.58)
2.59(0.63)
0.04

2.67(0.52)
2.65(0.52)
2.63(0.51)
0.09

2.30(0.47)
2.27(0.51)
2.33(0.53)
1.57

2.78(0.60)b
2.58(0.62)a
2.48(0.54)a
8.93***

2.78(0.49)b
2.67(0.55)ab
2.56(0.48)a
6.58**

1.74(0.58)
1.66(0.53)
1.72(0.59)
0.96

2.61(0.60)
2.58(0.63)
2.49(0.53)
1.94

2.66(0.51)
2.60(0.55)
2.66(0.52)
0.63

1.70(0.58)
1.67(0.52)
1.71(0.59)
0.20

Age

Ducan test: a)low<b)high.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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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of the variables
model 1

Variables
control

model 2

b

β

b

β

b

Gendera

0.157

0.138**

0.160

0.141**

0.091

0.080

Ageb

0.169

0.127**

0.161

0.121**

0.173

0.130**

0.135

0.123**

Attachment avoidance

independent

model 3

Attachment anxiety
constant

1.572
2

1.214

β

0.031

0.028

0.277

0.291***

0.809

Adjusted R

0.017

0.028

F(sig)

5.906**

6.888***

0.101
16.711***

a: male=0, female=1, b: 0≦age 23, 1≧age 24.
*P<.05, **P<.01, ***P<.001.

4. 결론
1) 대학생들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과 연령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이 있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24세 이상에서 삶의 질이 더 낮았다.
2) 대학생들의 연령과 불안애착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고 상대적 영향력은 불안애착, 성별,
연령, 회피애착 순이었다.

5. 참고문헌
1) Kim BS. The impact of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self-efficacy on fear of intimacy
among university of students. J Korea Converg Soc 2018;9:59-65.
2) Kennedy DP, Tucker JS, Pollard MS, Go MH, Green HD Jr.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nd change in smoking status. Addict Behav 2011;36:320-326.
3) Deinzer R, Hilpert D, Bach K, Schawacht M, Herforth A.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oral
hygiene-a potential link between stress and plaque-associated disease? J Clin Periodontol
2001;28:459-464.
4)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 J Orthopsychiatry 1982;52:
664-678.
5) Brennan KA, Clark CL, Shaver P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Simpson JA and Rholes W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1998;46-77.
6) Kim SH. Adaption of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2004.[Korean].37)
e-mail: dhdh@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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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대한민국 65세 이상 연령군 발치량 추세 분석
- 2010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김근서,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1. 서론
치아상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나타나는데, 치아상실은 저작능력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도 구강보건 지표의 하나로 2020년까지 노인 자연치아수 20개를 목표로 했다.
따라서 노인의 발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만65세 이상 연령군의 발치량 변화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발치량 변화의 원인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의
료행위통계를 바탕으로 만 65세 이상 연령군의 연도별 발치량을 조사하였다. 사회의 의료화로 인해 대한민국에
서 치아상실의 대부분은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치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연령층의 교정 목적 발치를 제외
한 대부분의 발치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기에 건강보험 행위코드의 발치 해당 코드로 도회하였다. 전치부,
구치부 및 난발치 진료행위를 한 환자수와 발치 치아 개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료보장(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로 1인당 발치량을 계산하여 그 변화량을 비교하고 추세를 살펴보
았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발치량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연령군은 2010년 53만5616개의
전치, 79만535개의 구치 그리고 9만5631개의 난발치로 보험급여 하에서 총 142만1782개의 발치를 했다. 65
세 이상 연령군의 발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도에서 전치부 79만6094개, 구치부 126만 1243개 및 난발
치 15만8825개로 총 228만3748개의 발치를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9년간 전치 발치량은 약 48.6%, 구치 발
치량은 59.5% 그리고 난발치량은 약 13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발치량은 60.6%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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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인당 발치량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연령군은 지속적으로 인구집단의 크기
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집단의 크기가 증가하면 발치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 흐름의 비교 보다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따른 1인당 발치량을 비교하는 것이 발치량의 추
세를 살피는데 정확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장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연령군은 2010년 544
만8984명에서 2018년도 761만1770명으로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2010년에는 만65세 이상 1인당 0.261개(전치 0.098개, 구치 0.145개, 난발치
0,018개)의 발치에서 2018년에는 1인당 0.3개(전치 0.105개, 구치 0.166개, 난발치 0.03개)로 증가하였다.
전치는 7.1%, 구치는 14.5%, 난발치는 66.7% 증가하였으며 총발치량은 약 14.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고찰
약 9년간 총 발치량은 60.6%, 1인당으로 계산하여도 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인구집단 구성의 변화이다. 2010-2018년 사이에 65-74세까지 인구는 그 비율이 63.5% →
56.3%로 줄어든 반면 75세 이상의 인구는 36.4% → 44.7%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초고령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발치가 필요한 치아들의 수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로는 발치가 적용되는 상황이 변했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난발치와 구치 발
치량의 증가이다. 난발치의 증가는 이전에는 진행하기 어려운 유착된 치아나 파절된 치아 또는 매복치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치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구치는 전치보다 저작 작용의 역할이 커 기능적인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치 후 수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치보다 적극적으로 발치하여 불편감
을 해소하고 저작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며 이는 구치 발치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언
급된 “수복의 가능성”은 바로 보험 임플란트의 도입과 연관이 된다. 2014년부터 도입된 보험 임플란트는 꾸준
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1인당 인구에서 식립된 양이 12.5배 이상 증가 했다. 저작 기능을 할 수 없는 불편한
구치 또는 이전에는 수복 방법이 없어 방치해둔 유착, 파절 치아나 매복치를 발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
트를 적극적으로 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치량의 증가를 가져왔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살펴봐야할 것은 1인당 발치량이나 임플란트 식립 개수는 대상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이다. 이 부분까지 함께 생각한다면, 한 환자에서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는 상황보다는 ‘발치 대상 저변의 확대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2010-2018년에 걸쳐 발치량은 60%이상 증가했으며 1인당 발치량도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65세 이상 중에도 상대적으로 발치의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의 인구 비율이 증가한 부분과 보험 임플
란트 도입으로 인한 기능이 떨어진 치아에 적극적인 수복하고자 하는 상황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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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서울시 지역 일부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양병익, 이재영, 박지아, 백혜란,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1. 연구목적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역 일부 노인의 구강
건강실태와 구강건강행동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구강보건실태와 진료수요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2019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시
행하였으며, 구강보건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 혹은 본인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한 65세 이
상 노인을 150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2.2. 연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요인과 구강건강행태 및 일반건강상태에 대한 문항과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Oral health impact profile-14)을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일반건강상태 측정을 위해 악력기(TKK
K401,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좌우측 반복측정하여 가장 높
은 수치를 사용하였다. 전신근력 상태 확인을 위해 팔둘레와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였으며, 구강건강상태 검진
은 치과의사 1인이 구강검진 기준 훈련을 한 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였으며, 검진한 결과는
입력 후 SPSS 23.0 (IBM-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노인 구강건강 삶의 질
점수와 인구사회학적요인, 구강건강행태, 일반건강상태, 구강건강상태가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승산비와 95% 신뢰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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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습관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상관성
Model I
Variables

OR
(95%CI)

Model Ⅱ
P

OR (95%CI)

1.0
0.5
(0.18-1.34)

Model Ⅲ
P

OR (95%CI)

1.0

1.0

0.17

1.07
(0.23-4.95)

0.93

0.68
(0.13-3.4)

P

Socioeconomic status
Female
Sex
Age

Income

Educational level

Male

0.63

60 - 69 years

1.0

1.0

1.0

70 - 79 years

0.26
(0.06-1.07)

0.06

0.29
(0.05-1.62)

0.16

0.25
(0.04-1.52)

0.13

80 years over

0.97
(0.46-2.05)

0.94

1.54
(0.6-3.99)

0.37

1.63
(0.58-4.57)

0.35

Q1

1.0

1.0

1.0

Q2

2.96
(1.05-8.3)

0.04

3.22
(0.92-11.3)

0.07

2.36
(0.64-8.79)

0.20

Q3-4

1.98
(0.65-6.04)

0.23

1.67
(0.43-6.53)

0.46

1.22
(0.3-5.05)

0.78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0

1.0

1.0

Middle school

2.08
(0.61-7.09)

0.24

3.71
(0.77-17.85)

0.10

5.11
(0.95-27.49)

0.06

High school

1.83
(0.57-5.86)

0.31

2.7
(0.59-12.46)

0.20

2
(0.39-10.18)

0.40

College

1.53
(0.39-6.01)

0.54

1.92
(0.32-11.47)

0.47

1.23
(0.18-8.21)

0.83

1.0

1.0

0.16
(0.05-0.52)

0.00

0.25
(0.07-0.92)

1.0

1.0

0.89
(0.13-6.16)

0.91

1.19
(0.14-10.23)

General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Dependent
Independent
Smoker

Smoking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Non-smoker
Never

1.0

0.04

0.88

1.0

Once a week

0.57
(0.13-2.44)

0.45

0.45
(0.1-2.06)

0.30

Once a day

0.57
(0.21-1.59)

0.28

0.41
(0.13-1.25)

0.12

Grip strength

0.87
(0.79-0.95)

0.00

0.87
(0.8-0.96)

0.00

Arm
circumference

1.04
(0.87-1.25)

0.66

1.08
(0.89-1.32)

0.45

Calf
circumference

0.87
(0.78-0.97)

0.02

0.84
(0.74-0.95)

0.01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Number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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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Variables
of toothbrushing
per day

OR
(95%CI)

Model Ⅱ
P

≥ 2 times
Non-user

Interdental brush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User
Dependent
Independent

Lingual site
toothbrushing

Remaining teeth

Not-performed
Performed

P

OR (95%CI)

P

0.21
(0.03-1.46)

0.11

1.0
0.73
(0.26-2.03)

0.13
(0.02-1.08)

0.06

1.0
0.36
(0.11-1.17)
1.0

＜ 20

2.13
(0.75-6.04)

Non-periodontitis

0.54

1.0

≥ 20

Periodontitis
Periodontitis

OR (95%CI)

Model Ⅲ

0.09

0.15

1.0
0.81
(0.26-2.49)

0.71

Model Ⅰ: Socioeconomic status (sex, age, income, education level).
Model Ⅱ: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smoking,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grip strength, arm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odel Ⅲ: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Number of times of
toothbrushing per day, interdental brush,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lingual site toothbrushing,
remaining teeth, periodontitis).

4. 결론
1)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별, 수입, 일상생활도움정도, 치간칫솔사용여부, 칫솔질도움필요여부,
치아안쪽면 칫솔질여부, 잔존치아수, 치주질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data no shown P<0.05).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노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인구사회학적요인,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습관 및 상
태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도움필요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감소와 전신건강지표인 허벅지
둘레와 악력등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칫솔질도움필요를 요하는 대상자에게서 낮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이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노인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위치, 전신건강, 구강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변수들이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으며, 상호간의 연관성을 보다 심
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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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대 절제술과 영어 조기교육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Yong-sun Choi, Dong-hun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Health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설소대 절제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발음 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유발되는 경우 혀 운동성 향상, 그리고 발
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다.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시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실질적
으로 발음의 정확도는 유아기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음 장애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 시행되
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소대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연령대 및 증가 추이를 조기
유학의 증가 추이와 비교하여 영어 조기교육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설소대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연도별 환
자 추이를 나이별로 분석하고 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의 기간에 동 나이대의 조기 유학 증가 추이와
의 비교 역시 시행하였다. 조기 유학 증가 추이는 국정모니터링지표 및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Table 1>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d performed lingual frenectomy (age < 10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of patients below
the age of 10

58.9
%

65.2
%

67.1
%

66.4
%

69.3
%

74.4
%

69.3
%

70.9
%

65.9
%

65.7

Number of patients
below the age of 10

1,526

1,829

2,197

2,083

2,546

3,061

2,416

2,377

2,065

2,124

Total number of
patients

2,585

2,785

3,246

3,104

3,632

4,068

3,437

3,304

3,076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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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d performed lingual frenectomy (age < 10Y)

9세 미만의 나이에 설소대 절제술은 받은 환자의 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며 3,000명 이상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9년에는 미약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Fig. 1). 또한 해당 연도에 전체 환자의 수 중 10세 미만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기간 모
두 동일하게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환자 수가 가장 많은 2015년에는 74.4%까지 올라가는 양
상이었다(Table. 1).

<Fig. 2> Blue: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age<10Y). Orange: The
number of students who emigrated abroad. Gray: The sum of students
studying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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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number of student and lingual frenectomy

Pearson correlation
Studying abroad
(age < 10Y)

Ligual frenectomy

Studying abroad (age<10Y)

Lingual frenectomy

1

.793

P-value

.011

N

9

9

Pearson correlation

.793

1

P-value

.011

N

9

9

Correlation analysis.
Studying abroad (age<10Y): from 2002 to 2010.
Lingual frenectomy: from 2011 to 2019.

지난 20년간 동 연령대에 학업을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학생의 수와 이민을 떠난 학생의 수를 취합하면
2006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Fig. 2).
하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의 기간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의 기간의 correlation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11).

4. 결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최근 10년 동안 행해진 술식 뿐이어서 정확한 추세 파악은 어렵지만, 내용을 종합적
으로 파악 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조기 유학을 하러 가는 학생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국내에
조기 영어 교육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설소대 절제술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유학
및 이주가 감소하고 설소대 절제술이 조기 영어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면서 설소대 절제술의 시술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시행되는 설소대 절제술은 10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를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신청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Reference
1) Baxter R, Merkel-Walsh, R, Barbara S, Lashley A, Rendell, Nicholas R Functional Improvements
of Speech, Feeding, and Sleep After Lingual Frenectomy Tongue-Tie Release: A Prospective
Cohort Study. Clinical pediatrics 2020;59;885-92.
2) 김용덕, 신상훈. 손우성, 김욱규, 박성희, 정인교 설소대 절제술이 설운동과 발음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
강악안면외과학회지 2002;28;4:310-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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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섭식행태와 유아기우식증
박유현1, 최윤영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통계학과, 2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인공지능빅데이터의학센터

1

Keywords: 유아기우식증, 섭식행태, 국민건강영양조사

1. 서론
평생의 구강건강에 있어 유아기의 건강한 구강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시기의 구강건강이 평생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 유아기우식증(early childhood caries, ECC)은 유아기에 가장
호발하는 구강질환 중 하나이며, ‘6세 미만 어린이의 유치에 하나 이상의 치아우식, 상실, 또는 충전된 치면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된다.2 한국에서 유아기우식증은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은 감소세를 멈추었고, 우식경험유치지수(decayed and filled primary
teeth, dft)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3 유아기의 섭식행태는 유아기우식증
발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매우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한
국 인구에 대한 대표성이 충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섭식행태와 유아기우식증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 및 연구 과정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CR320328). 국민
건강영양조사 4-7기(2007-2018)의 대상자 중 1-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총 3,284명 중에 본 연
구에서 선정한 변수에 결측이 존재하는 512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772명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설문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 성별, 가구수입을 선정하였고, 구강위생관리 관련
항목으로 칫솔질 횟수, 정기적 치과검진 여부를 선정하였다. 섭식행태 관련 변수로 수유형태, 이유보충식 시작
시기, 일반우유 시작시기, 영양제 섭취 여부에 대한 정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유형태는 모유수유, 혼합수
유, 조제유수유로 구분하였고, 이유보충식 시작시기는 생후 4-6개월에 시작한 적기도입군과 6개월 후에 시작한
지연도입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우유 시작시기는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비
타민/무기질제 영양제, 유산균 영양제, 기타 영양제의 섭취 여부는 ‘네’,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치아우식은 조사원으로 참여한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식경험유
치지수가 1 이상인 경우와 0인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유아기우식증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dft값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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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섭식행태와 유아기우식증 경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수유형태에 따른 dft 평균으로는 모유수유군이 0.62±1.56, 혼합수유군이 0.35±1.28, 조제유수유군이
0.48±1.33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01). 생후 4-6개월 사이에 이유보충식을 시작한
경우 dft 평균은 0.39±1.26으로 지연도입군의 0.58±1.65보다 더 낮았고(P<0.01), 일반우유 시작시기도
12-17개월 시작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dft 평균값이 낮았다(P<0.001). 영양제 섭취에 따른 dft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비타민/무기질제 영양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양제를 섭취한 군의
dft 평균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0.59±1.67, 0.40±1.29; P<0.01).
유아기우식 경험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Table 1), 남아에 비해 여
아는 유아기우식 경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OR, 0.76; CI, 0.61–0.95), 정기적 치과검진을 받는 경
우에서 유아기우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OR, 1.75; CI, 1.39–2.20).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검진을 자주
받을수록 우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한 아동이 치과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유보충식이 적정한 시기에 시작된 경우에 비해 지연도
입군은 유아기우식 가능성이 높았으며(OR, 1.37; CI, 1.07–1.75), 일반우유 시작시기와 영양제 섭취여부는 우
식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혼합수유군은 모유수유군에 비해 우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52; CI, 0.40–0.66), 조제유수유군 또한 OR이 1보다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OR,
0.73; CI, 0.49–1.08).
세계보건기구는 영유아의 전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으며,4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유수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모유의 우식유발능이 제조유에 비해
낮다고 보고한 실험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역학연구에서는 모유수유군의 유아
기우식증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는 추세에 있다.5 이는 모유 자체가 치아경조직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기 보
다는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젖병을 사용한 수유에 비해서 수유시간이 더 길고, 하루 수유 횟수가 더 빈번한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상가로서 모유수유를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구강위생관리법에 대한 교육
과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Table 1> Association of feeding practices with early childhood caries experience
Simple analysis

Variables
Age (ref: 1 year-old)
Sex (ref: Boy)
Household income (ref: low)

crude OR

95% CI

Multiple analysis
adjusted OR

95% CI

2

5.20

3.30-8.19

4.57

2.87-7.28

3

13.04

8.41-20.22

11.32

7.18-17.86

Girl

0.75

0.61-0.93

0.76

0.61-0.95

Low-medium

0.67

0.45-1.02

0.68

0.44-1.07

High-medium

0.54

0.36-0.82

0.52

0.33-0.82

High

0.65

0.42-0.99

0.59

0.3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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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analysis

Variables

Multiple analysis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Tooth brushing frequency
(ref: ≤1)

2

1.47

1.12-1.93

1.00

0.74-1.35

≥3

1.56

1.18-2.04

0.86

0.63-1.17

Dental checkup (ref: no)

yes

2.12

1.71-2.63

1.74

1.37-2.20

Mode of feeding
(ref: Breast feeding)

Mixed feeding

0.55

0.44-0.69

0.52

0.40-0.66

Formula feeding

0.81

0.57-1.17

0.73

0.49-1.08

>6 month old

1.51

1.90-1.20

1.37

1.07-1.75

12-17 month old

0.88

0.57-1.37

0.92

0.57-1.48

≥18 month old

1.52

0.94-2.46

1.06

0.63-1.80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 (ref: no)

yes

1.21

0.94-1.56

1.16

0.88-1.54

Probiotic supplement
(ref: no)

yes

0.82

0.64-1.06

0.97

0.74-1.28

Other nutritional supplement
(ref: no)

yes

0.80

0.52-1.24

0.77

0.48-1.23

Introduction of weaning
food (ref: 4-6 month old)
Introduction of bovine milk
(ref: <12 month old)

95% CI derived using unadjusted (simple) and adjust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4. 결론
1~3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유식 도입시기가 지연된 경우에 유아기우식증의 위험이 높아지
며, 혼합수유군에 비해 모유수유군의 유아기우식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의 유아기우식증 예
방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섭식을 제공해야 하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교육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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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장애인 구강건강 진료 및 교육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최용금1,2, 정소윤2, 허솔2, 김동민3, 정강부3, 강인애4, 이경오3,4†
1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2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3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4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Keywords 교육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인구강관리,

1. 서론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열악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구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
이다.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또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
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평소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들이 활용하고, 다가가기 쉽도록 구성하여 장애인 질환 별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담고자 개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진 구성
본 개발은 컴퓨터공학과 교수 1인, 석사과정 1인, 치위생학과 교수 1인, 학부과정 4인의 공동연구로 진행이
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과정을 거친 후 프로그램 개발팀과 콘텐츠 제작팀, 그리고 치위생 관련 내용
이 적합하게 시스템에 적응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약 4개월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었다.
2.2. 개발 도구
본 개발은 아래의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① Mobile Application은 Android Studio를 사용해 개발하였고 권장 버전은 Android 9.0 Pie이다.
② Database는 유저의 로그인을 위한 Google Firebase, 테스트 점수를 관리하기 위한 SQLite 가 사용되
었다.
③ 컨텐츠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YouTube Android Player API, Google Maps SDK for
Android, MPAndroidChart 등의 API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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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메인화면>

<Login 화면>

<장애인별 구강관리방법&음성인식서비스> <전국 장애인치과병원 지도>

<Fig 1> Execution screen for key content developed

메인 화면은 본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되었다. 구강관리용품소개 화면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강관리용품들을 소개하고 판매처를 제시하였다.
장애인별 구강관리방법은 시각장애인,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구강상태의 특징과 구강관
리요령을 설명하며 시각장애인 화면은 음성지원서비스를 진행하여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
였다. 장애인치과병원 화면은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 설명하고 위치 및 세부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구강재활 훈련영상은 구강움직임이 적은 장애인을 위해 구강근육을 재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공학 전공과 치위생 전공의 융합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향상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참고문헌
1) 박찬호. 경도인지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훈련 앱 개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7.
42)

e-mail: leeko@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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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불편감과 주관적인지장애 및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과의 연관성: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박솔1,2, 정회인1, 김백일1,2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교실, 2BK21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Keywords: 저작불편감, 주관적인지장애,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지역사회건강조사

1. 서론
평균 수명의 연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치매 유병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지능력은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지능력의 저하는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지능력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며, 특히 저작이 어려울수록 기
억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년의 조사주기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
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원이 대상자의 가구로 방문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동검진차량에 와서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연구에 보다 유리하다.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65세 노인인구의 인지장애와 저작불편함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서 사용한 변수 중 무응답이 있는 결측치를 제거한 후 최종 70,323명을 연구대상자로 확정하였다.
2.1. 주관적 인지장애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주관적 인지장애(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서 시행하는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에서 사용하는 문항으로 해당 문항은 “최
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
까?”라는 문항의 ‘예’, ‘아니오’라는 응답에 ‘예’로 응답한 경우 주관적 인지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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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SCD with functional difficulties)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SCD with functional difficulties)의 경우 주관적 인지장애를 경험한
사람 중 다음의 문항에 대해 ‘항상’, ‘자주’, ‘가끔’이라고 응답한 문항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인지장애로 인한 일
상생활 어려움으로 분류하였다 (문항1 –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
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평소 잘하던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항2 – 인지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지장 정도: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직장생
활이나 자원봉사,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었습니까?”).
2.3. 저작불편감 (Chewing discomfort)
저작불편감의 경우에는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
낍니까? (※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틀니를 낀 상태에서 느끼는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다음
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다.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2.4. 통계분석
인지장애와 저작불편감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지장애와 저작불편감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SAS 9.4 통계 프로그
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자 중 주관적 인지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0,989명(30.7%)이었으며,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
움을 경험한 사람은 3,838명(5.5%)이었다. 회귀분석 수행 결과 주관적 인지장애 경험과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저작불편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결론
주관적 인지장애 경험과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은 저작불편감과 양의 연관성이 있다.

5. 참고문헌
1) Lin CS. Revisiting the link between cognitive decline and masticatory dysfunction. BMC
Geriatr 2018:18:5.
2) Lee JE, Ju YJ, Chun KH, Lee SY. The frequency of sleep medication use and the risk of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or SCD with functional difficulties in elderly individuals
without dementia.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20;16;75:1693-1698.43)
e-mail: parksol@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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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들을 소생시키기 위한 생명구조 행위로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심정지는 발생 후 4-5분이 경
과하면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시작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정지를 처음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시행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3배
높아진다1). 사회경제 및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신질환을 동반한 노인환자의 증가,
치의학 분야의 진료기술의 발달, 침습적인 치과치료의 증가로 치과 진료 시간의 연장 및 치과 진료 시 약물 사
용의 증가 등에 의해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는 진료 시 직접적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하는 최초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심폐소
생술 교육 및 처치 능력은 치과진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최신 의
료정보의 공유화로 인해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의 의식수준의 변화로 인해 환자들은 치과의
원에 비해 치과병원을 더욱 선호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은 치과의원에 비하여 내원 환자 수가 많고 내원 환
자 수가 많은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3).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는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4)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과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 등을 파악하여 응급상
황 시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시기
2019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광주-전남에 위치한 치과병원 18개 가운데 기관 협조가 가능하며 30
인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병원 7개를 선정하여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21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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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1040798-190603-HR-050-01)을 받아 시행하였다.
2.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3문항, 심폐소생술
지식 20문항, 심폐소생술 태도 11문항,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관련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태도 및 수행능력 차이분석은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하고 또한 사후분석으로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변
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im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지식, 태도,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
(r=0.415, P=0.00), 심폐소생술의 태도와 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r=0.605, P=0.00)을 나타냈다. 심폐소생
술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은 증가하고, 심폐소생술의 태도가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태도, 일반
적 특성 중 연령, 근무경력, 학력과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중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병원 내 자동제세동기 위
치 파악, 자동제세동기 교육 중 실습여부를 독립변수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폐소
생술의 태도(β=0.740, P<0.001), 심폐소생술의 지식(β=0.497, P=0.011), 병원 내 자동제세동기 위치 파악(β
=5.801, P<0.001), 자동제세동기 교육 중 실습여부(β=2.663, P=0.059)순으로 나타났다. 즉 심폐소생술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심폐소생술 지식이 높을수록,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자동제세동
기 실습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2. 고찰
치과위생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심폐소생술에 대
한 지식이 증가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보건진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 Tae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병원 근무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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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among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N=210)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ability

Knowledge

P
Attitude

0.37

P

0.00

Performance ability

0.415

0.605

P

0.00

0.00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2> Influencing Factors on CPR Performance ability

(N=210)
t

p

1.135

0.258

0.070

1.210

0.228

1.439

-0.065

-1.104

0.271

-1.166

1.186

-0.052

-0.983

0.327

Education level (University ≤)

-1.178

2.745

-0.023

-0.429

0.668

CPR education experence(NO)

2.147

1.358

0.086

1.581

0.116

AED location within the hospital(NO)

5.801

1.400

0.253

4.143

<0.001*

AED training experience(NO)

2.663

1.401

0.117

1.901

0.059*

Knowledge

0.497

0.194

0.144

2.564

0.011*

Attitude

0.740

0.099

0.423

7.502

<0.001*

Variables

B

SE

Constant

4.345

3.828

Age(26-29)

1.689

1.396

Age(30 ≤)

-1.588

Education level (University)

β

*Dummy variables.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결론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병원 내에 체계적
이고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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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h EK, Lee SL, Choi JH. Analysis of Selection Criteria for a Dental Clinic and Satisfaction.
J Korean Acad Dent Hyg 201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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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과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후향성 코호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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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혈관질환, 죽상동맥경화증, 치주염, 코호트연구, Propensity score matching

1. 서론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CVD)은 관상동맥 심장질환(협심
증, 심근경색), 허혈성 뇌혈관질환(뇌졸중, 허혈발작) 및 말초동맥질환을 포함 한다1).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혈관질환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혈관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심혈관계에 치주질환 관련 미생물이 침입하여 죽상경화가 촉진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ietrich2) 등은 문헌분석을 통해 치주질환을 가진 사람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주질환의 측정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전체 인구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
성 코호트연구로서 치주질환과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에 공개한 표본코호트2.0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0,000명의 진료내역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전에 발생한 치주염과 ACVD가 연구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02년에 치주염과 ACVD로 진단받은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003년 처음으
로 치주염을 진단받은 20세이상 성인은 52,425명이었으며,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그룹, 건강보험자격, 소득분위, 고혈압 유병여부, 당뇨병 유병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서 치주염으로
진단 받지 않은 성인 52,425명을 추출하였다. 이 두 집단을 매칭하여 총 104,850명의 진료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2015년까지 ACVD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진단명은 한국질병분류코드(KCD7)를 사용하였다.
치주염 유병여부에 따른 ACVD 발생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7.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95% 신뢰구
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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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성별, 연령그룹, 건강보험자격, 소득분위, 고혈압 유병여부, 당뇨병 유병여부, 치주염 유병여부를 보정한 다
변량 콕스비례위험모형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ACVD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소득분위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ACVD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ACVD 발생 위험이 높
았고(aHR: 3.64, 95% CI: 3.44–3.86),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ACVD 발생 위험이 높았다(aHR:
2.18, 95% CI: 2.08–2.28). 치주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ACVD 발생 위험이 높았다(aHR: 1.09,
95% CI: 1.05–1.13) (Table 1).
이번 연구는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이용한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치주염 이외의 심장질환
발생에 관련이 되는 교란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치주염과 ACVD 발생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치주염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만 확인한 이전의 단면연구와 달리, 코호트연구로서 치주염이 ACVD 발생에서
위험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able 1>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for the risk factor of ACVD
Variables

Contents

Gender

Female (ref)
Male

Age group

20–29 (ref)
30–39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ousehold
income (%)

Hypertension

Univariable Cox Regression
HR

95% CI

1
1.09

adjusted HR

95% CI

1
1.05–1.13

1
3.46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0.99

0.95–1.04

1
2.94–4.07

2.27

1.93–2.68

40–49

9.60

8.24–11.18

3.99

3.41–4.66

50–59

19.29

16.59–22.43

5.75

4.92–6.72

≥60

25.67

22.09–29.83

6.29

5.38–7.36

Self-employed insured (ref)

1

1

Householder of self-employed insured

1.54

1.46–1.62

0.92

0.91–1.03

Employed insured

1.58

1.50–1.67

0.98

0.93–1.04

Dependents of insured employee

1.02

0.96–1.09

0.95

0.88–1.01

First quintile (lowest) (ref)

1

1

Second quintile

0.77

0.73–0.81

0.90

0.86–0.95

Third quintile

0.74

0.70–0.78

0.90

0.85–0.95

Fourth quintile

0.69

0.65–0.73

0.87

0.82–0.92

Fifth quintile (highest)

0.81

0.77–0.86

0.93

0.87–0.98

7.74–8.61

3.64

No (ref)
Yes

Diabetes
mellitus

No (ref)

Periodontitis

No (ref)

Yes
Yes

1
8.16

1

1
5.02

1
4.81–5.25

1
1.08

3.44–3.86

2.18

2.08–2.28

1
1.04–1.12

1.09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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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was adjusted for sex, age group,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ousehold income, hypertension status, diabetes mellitus status, and periodontitis status.

4. 결론
치주염이 있는 사람에서 치주염이 없는 사람보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ACVD)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다. 후향성 코호트 연구를 통해 치주염이 ACVD 발생의 위험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주염 예방은
ACVD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하였다.

5. 참고문헌
1) Tonetti MS, Van Dyke TE, Working group 1 of the joint EFP/AAP workshop. Periodontitis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Consensus report of the Joint EFP/AAP
Workshop on Periodontitis and Systemic Diseases. J Clin Periodontol 2013;40 Suppl
14:S24-29.
2) Dietrich T, Sharma P, Walter C, Weston P, Beck J.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behind the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itis and incident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J Clin
Periodontol 2013;40 Suppl 14:S70–84.
45)

e-mail: erica@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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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운영 사례연구
- 임상치위생학의 치주기구조작 수업을 중심으로 최용금1, 김은정2, 손정희3‡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1, 강동대학교 치위생과2, 대원대학교 치위생과3
Keywords: COVID-19, Dental hygiene practice, Flipped-learning, Online learning, Periodontal instrumentation,
Youtube

1. 서 론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교수자들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온라
인 기반의 수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한 비대면 수업이지만 현재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교육계뿐만 아니
라 치위생계의 온라인 학습은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며, 교수자 입장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
된 수업으로 플립러닝과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임상치위생학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기반의 학생 참여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아산지역 소재 S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교수법과 유
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수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하였다. S대
학교 치위생학과의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III 교과목은 3학년 1학기 3학점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
되게는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스케일링을 위한 치주기구조작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15주의 교육과정 중 6회의 플립러닝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유튜브 플랫폼을 활
용한 치주기구술기능력 향상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팀은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과 실습수
업은 15주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기반의 플립러닝과 유튜브 플랫폼 활용 학습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온
라인 기반의 플립러닝과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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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플립러닝 학습에 관한 인식에서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학습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4.4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
용한 학습 인식도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학습자인 나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
도록 동기유발 시켰는가’라는 질문에서 4.45점의 높은 점수로 보여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15주간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치주기구조작법 수업에 플립러닝 교수방법을 적용하
고,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결과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향상시키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학생참여중심의 교수설계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자는 코로나19
와 같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교수설계 방법을 고안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참여중심의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문헌
1) Park W, Jung SY, Lee WJ: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contents for basic culture
education. The Korean Assoc General Educ 2019;12:415-428.
2) Lee NY, Han JY: Nursing students’learning motivation, class participation, and class
satisfaction on flipped class and teacher-centered class.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253-67.
46)

e-mail: jadoreya@dae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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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8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필리핀 세부 지역 12세 일부 학생의 구강건강조사 결과
송연희1,8, 고소영2,8, 정진환3,8, 지혜선4, 이정옥5,8, 손정화6, 이병진7,8
1

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2군포치과의원, 3사과나무치과의원, 4서울미래치과의원, 5e편한치과의원,
6

라파엘인터내셔널, 7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8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Keywords: 구강건강실태조사, 필리핀 아동 구강건강, 치아우식증

1. 서론
치아우식증은 치아가 맹출하면서부터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비만, 당뇨 등의 전신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후 치아 발거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이다. 따라서 치아
우식증은 영유아 시기부터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치아우식증의 발생 상태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진
료실에서 혹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치아우식증에 의한 위협은 비단 우리나라만
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공중구강보건 환경이 열악한 일부 국가의 어린이
의 경우 치아우식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구강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구
강보건상태를 조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019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의 2개 학교 1학년 남학생 425명(13.06세) 및 여학생 636
명(13.12세) 등 총 1,061명(13.08세)을 대상으로, 조사자 교육훈련을 받은 6인의 치과의사 조사자가 대한예방
치과·구강보건학회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구강건강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건강조사는 설문조사와 구강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항목은 치아상태, 치주상태, 구강연조직질환,
응급치료필요이었다. 설문조사는 구강건강관리행태 8항목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4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를 제작하여 구강검사 전 미리 배포하고, 구강건강조사시 조사지를 회수하였다. 구강검사는 이동용 유니트체어
에 조사대상자를 위치하고, 조명 하에서 치과용 거울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준비된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 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율은 85.3%이었으며, 우식영구치보유자율은 79.4%이었다. 우식영구치수
(DT)는 3.52, 상실영구치수(MT)는 0.38, 충전영구치수(FT)는 0.50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우식경험영구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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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DMFT)는 4.40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전색경험률은 0.8%이었으며, 치은출혈율은 2.7%, 치은염 유병률은
21.7%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충전이 필요한 치아는 3,103개, 크라운 수복은 26개, 근관치료와 크라운 수복은 193
개, 발거가 필요한 치아는 308개, 전색필요치아는 37개 및 상실 등으로 보철 혹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는
359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잇솔질 실천율은 95.9%, 1일 2회 이상 잇솔질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77.3%, 치실 사용자
는 7.0%, 하루 2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조사대상자는 9.3%이었다. 최근 3개원 이내에 치아통증을 경험한 조
사대상자는 48.9%, 치은 출혈은 54.9%, 치아 지각과민은 48.8%, 구취는 68.4%이었다.

4. 결론 및 고찰
조사대상 학생들은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한 상태로 대부분 치
료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에 조사대상자를 위한 치과진료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치아우식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학교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참고문헌
1)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Oral health surveys: basic methods – 5th ed.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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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경제적 상태 및 구강건강형태에 따른 현존치아 수
이정화1.2,3, 남지애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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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구강건강행태, 현존치아 수

1. 연구목적
성인에 있어서 구강건강상태 불편으로 저작이 어려울수록 일상생활 능력과 주관적인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고 우울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년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인지수행 능력 저하는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 구강건강행동과 치아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동거 노인과
독거노인의 영양섭취 상태와 구강상태와의 관련성에서 치아수가 많은 대상자가 영양 섭취상태와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45세 이상 성인들의 인구 사회경제적 상
태 및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현존치아 수를 분석하여 향후 구강건강행태 개선과 현존치아 수 유지 및 향상을 위
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원시자료 요청 절차에 따라 원시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질
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2013-07CON-03-4C, 2014-12EXP03-5C, 2015-01-02-6C).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총 대상자 수는 22,948명이었고, 그 중 만 45세 이상
성인은 11,099명이었으며, 그 중 현존치아 수 관련 검사를 완료한 9,726명 중 구강검사와 구강건강행태 관련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6,59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독립변수로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 가족형태, 경제활동, 흡연, 음주),
구강관리행태(하루 칫솔질횟수, 치간 칫솔 사용여부, 치실 사용여부, 구강검진 여부)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 사
회경제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여자, 연령은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교
육수준 재분류(초등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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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득사분위수를(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거주지는 동, 읍면거주로 구분하였고, 가족형
태는 독거, 가족동거로 구분하였으며,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 여부(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현재 흡연여부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고, 음주경험 여부는(예, 아니오)로 구분하였으며, 현존치아 수의 분류 기준은
Yamanaka 등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저작 기능이 적합하고 식사가 맛있다고 느끼는 치아 수인 20개를 기준으
로 하였다. 구강건강행태는 하루 칫솔질 횟수를 재구성(1회 이하, 2-3회, 3회 초과)하였고,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여부(사용, 사용하지 않음)로 구분하였으며, 1년간 구강검진 여부(예, 아니오)로 재구성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와 현존치아수의 관련성은 현존치아수를 20개 미만과
2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경제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
득, 거주 지역, 가족형태, 경제활동)와 구강건강 관련행동 변수(칫솔질 횟수, 치간 칫솔사용, 치실사용, 구강검
진, 흡연, 음주)를 보정한 복합표본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
로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1) 인구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현존치아 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개 미만 현존치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는 성별에서 남자 770명(22.6%), 연령에서는 75세 이상 488명(61.4%),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941명
(36.9%), 가구소득에서는 하 718명(37.8%), 거주 지역에서는 읍·면 지역 479명(29.3%), 가족형태에서는
독거 310명(33.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군 950명(27.9%)으로 나타났다(P<0.05).
2)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현존치아 수를 분석한 결과 20개미만 현존치아를 가진 대상자는 하루 칫솔질 1회
이하 실시군 394명(36.8%), 치간 칫솔 비사용군 1,397명(22.5%), 치실 비사용군 1,485명(23.2%), 정기
적인 치과검진 비실시군 1,282명(24.1%), 흡연군 282명(24.6%), 비음주군 370명(31.6%)으로 나타났다
(P<0.05).

4. 결론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성인의 현존 치아 수는 구강건강행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성
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구강보건전문인력의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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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wing 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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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변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0-2018 자료 이용
김별1, 김백일1,2, 정회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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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건강통계는 효과적인 건강정책 수립과 이행에 반드시 필요하다. 의학적 검사로 측정
된 건강상태는 타당성이 높은 지표이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조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당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단일 문항(singleitem)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단순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분석 및 해석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의학적 검사로서 알 수 없는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한 개인이 구강 건강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삶의 질, 구강건강습관 및 구강건강행
태를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간결하게 제시하는 지표기 때문에 심리사회학, 노인학 및 보건 의료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도구임이 검증되었으며,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QoL) 등 다른 다문항(multi-item) 주관적 구강건강척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더불어 치아 상실, 치아우식 경험, 치주 건강 상태 및 기타 구강질환과 같은 임상적 구강건강
지표와도 연관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경향
(trend)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KNOHS)와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ES)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0년, 3003년, 2006년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연구 계획 정보를 제출 후 원시자료를 받아 이용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
사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였다. 스스로 보고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자료가 있는 20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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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하였다. 연령은
10년 간격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각 조사기간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선정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후 기간 효과(period effect)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 기간의 자료를 통합하였다. 독립변수로 이전
분석에서 사용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조사 가능한 상호작용 (기간×연령, 기간×성별, 기간×교
육 수준 및 기간×소득 수준)을 추가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 선택에는 후진 선택법
(backward sele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우도비 검정과 Wald 검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의 Complex samples 모듈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2000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각 조사
기간에 대한 별도의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따르면 여성 및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
답할 확률이 더 높았고, 통합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조사 기간인 경우, 고등 교육을 받은 경우,
20-29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할 확률이 더 높았다. 50-59세의 응답자들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가장
낮았다.

4. 결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개선되었다. 젊은 여성, 고등 교육을 받은 경우,
소득이 더 높은 경우, 더 최근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구강건강상태가 우수하거나 매우 좋다고 보고하였다.

5. 참고문헌
1) Li KY, Okunseri CE, McGrath C, Wong MCM. Trends in self-reported oral health of US
adult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9-2014. Community Dent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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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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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한국인의 무치악률 변화추이: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유나현1, 신아라2, 안성복3, 최연희1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구미대학교 치위생과, 3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1

Keywords: 무치악, 유병률, 치아상실, 구강건강

1. 서론
치아상실은 구강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치아상실로 인해
치아의 기본기능인 저작, 발음, 심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구강건강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강건강은 자연치아를 노년기까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구강상태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통증, 장애, 불편함 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대
화를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자연 치아를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
든 치아를 상실한 상태인 무치악은 영양실조의 위험 요소이다. 치아상실은 대체로 40대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
작하여 65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치악 및 치아상실 유병률에 대한 역학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무치악 유병률은 인구의 구강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2018년 (제4기-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우리나라 무치악률 변화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7-2018년(제4기-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검사에 참여한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7년 2,925명, 2008년 6,681명, 2009년
7,403명, 2010년 6,206명, 2011년 6,039명, 2012년 5,757명, 2013년 5,439명, 2014년 5,118명, 2015년
5,024명, 2016-2018년 13,199명 총 40,5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상, 하악 잔존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뿐 아니라 치아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치근만 남은 치아, 발거
가 필요한 치아에 대해서도 상실치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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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변수인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고, 연령은 만 19세 이상과 만 65세 이상, 그리고 30대, 40
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구분하였다. 국가건강영양조사를 시작한 2005년에 맞추어 2007-2018년 자료
를 연령표준화 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연도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무치악 환자에 대해 복합표본설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산추정층, 조사구,
설문 검진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도별 무치악 유병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
계 검정에서의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치악률 변화추이는 연령표준화를 한 만 19세 이상의 전체 대상자는 점차 감소하
였고 만 65세 이상 대상자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비교
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2007년에 비해 2016-2018년의 무치악 유병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80대에서 대폭 감
소하였다(P<0.05). 성별에 따른 무치악 유병률은 연령표준화를 시행한 남성은 2007년에 비해 2016-2018년에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은 2007년에 비해 2016-2018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05, Table 1).

4. 결론
무치악 유병률은 연구대상자들의 전 연령에서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7년에
비해 2016-2018년의 무치악 유병률이 낮았는데, 특히 80대 무치악 유병률의 감소폭이 약 20% 정도로 가장
컸다(P<0.05).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도 무치악 유병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치아상실로 인한 무치악은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이다. 이에 본 연구
의 결과가 구강건강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13년 전 연령층에서 소폭 증
가하는 결과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Result on trend analysis by edentulism: Operational definition.

≥19
≥19
(standardi
zation)
≥6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18 *

rate - year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Estimates

p-value
for trend

2925
(2.25)

6681
(2.19)

7403
(2.11)

6206
(2.01)

6039
(1.89)

5757
(1.92)

5439
(2.53)

5118
(1.88)

5024
(2.12)

13199
(2.94)

0.04152

0.2491

2925
(1.98)

6681
(1.91)

7403
(1.77)

6206
(1.61)

6039
(1.44)

5757
(1.45)

5439
(1.82)

5118
(1.36)

5024
(1.47)

13199
(1.38)

-0.05630

0.0084**

727
(13.45)

1497
(13.34)

1658
(12.36)

1396
(12.00)

1521
(10.66)

1559
(10.72)

1289
(13.21)

1399
(9.45)

1349
(10.06)

3426
(10.07)

-0.36336

0.0095**

Age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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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18 *

rate - year

30

616
.

1384
.

1400
(0.05)

1230
.

1085
.

971
.

949
.

868
.

682
.

2102
(0.05)

0.00171

0.4840

40

549
(0.15)

1297
(0.25)

1477
(0.06)

1150
.

1047
.

961
(0.07)

1043
(0.28)

874
(0.21)

869
(0.25)

2419
(0.07)

0.00417

0.7331

50

494
(1.42)

1116
(1.13)

1235
(1.03)

1164
(1.03)

1168
(1.34)

1087
(0.65)

1021
(1.33)

967
(0.85)

1029
(1.09)

2493
(0.68)

-0.04522

0.1034

60

479
(4.29)

1063
(4.46)

1196
(4.11)

1011
(3.45)

1033
(2.56)

1028
(4.15)

870
(3.68)

890
(3.48)

936
(3.08)

2256
(3.47)

-0.09948

0.1076

70

371
(12.33)

754
(14.45)

859
(14.10)

734
(12.68)

828
(9.98)

879
(10.43)

669
(11.60)

733
(9.73)

697
(9.70)

1746
(10.26)

-0.42759

0.0100**

80

87
(39.78)

195
(27.65)

205
(25.25)

159
(25.35)

206
(26.86)

198
(22.56)

201
(31.99)

220
(18.10)

200
(25.19)

621
(19.44)

-1.26621

0.0408*

Men

1215
(1.79)

2787
(1.65)

3207
(1.84)

2678
(1.75)

2569
(1.58)

2389
(1.66)

2336
(2.04)

2133
(2.00)

2187
(2.11)

5793
(3.20)

0.10946

0.0136*

Men
(standardi
zation)

1215
(1.90)

2787
(1.71)

3207
(1.85)

2678
(1.68)

2569
(1.41)

2389
(1.47)

2336
(1.77)

2133
(1.69)

2187
(1.68)

5793
(1.59)

-0.02007

0.2270

Women

1710
(2.69)

3894
(2.73)

4196
(2.37)

3528
(2.26)

3470
(2.20)

3368
(2.18)

3103
(3.01)

2985
(1.76)

2837
(2.12)

7406
(2.75)

-0.02088

0.6251

Women
(standardi
zation)

1710
(2.01)

3894
(2.01)

4196
(1.67)

3528
(1.52)

3470
(1.37)

3368
(1.41)

3103
(1.79)

2985
(1.06)

2837
(1.31)

7406
(1.23)

-0.08025

0.0067**

Gender

*P-value<0.05 **P-value<0.01.
(%)aWeighted proportions.
n

Unweighed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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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 포스터 일반부문 발표(공중구강보건학 분야)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의 모색
박지아1, 이재영1, 백혜란1, 조현재1, 김영재2, 정세환3, 진보형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2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의학교실,

1

3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Keywords: 국가구강검진, 구강검진서식, 치과의사, 인식, 의견조회

1. 서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전 연령의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구
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구강검진 서식은 2013년 전면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의 성인 및 영유아,
학생 구강검진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구강검진은 건강검진에 비해 그 수검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성인 구강
검진 수검률은 2012년 28%에서 서식 개정 후 2018년 31%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영유아의 수검률은 2012
년 23%에서 2018년 4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행 국가구강검진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검진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검자와 검진을 수행하는 치과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검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구강검진서식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IRB 승인(S-D20200012) 후, 국가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를 대상자(연간
100명 이상 검진)로 모집하고, 선별조사를 거쳐 성인 및 영유아 각 분야별로 최종 5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가구강검진 및 그 서식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이 설문조사는, 주로 구강검진 중 문진 및 결과통보서 내용과 구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Fig. 1).
이 조사도구는 Peter Morville의 사용자 경험도에 관한 Honeycomb 모형(2005)에 착안해 개발하였으며, 질
문을 현행 구강검진 서식의 유용성 및 사용성, 접근성, 가치성, 검색성, 신뢰성, 매력성 등 7개 범주에 대한 것
으로 세분하고,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다. 국가구강검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서술형으로 답하였다. 객관식 설문 결과는 SPSS
25.0 (IBM-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주관식 의견서술은 수합하여 비슷한
의견끼리 묶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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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of participant: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Revision Committee
Branch members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n=103)

Experts of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n=31)

Dentists in other dental clinic, hospital,
health screening center (n=40)

↓
Preliminary survey on dentists performing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Agreement on
study participant

No. of examinees
to whom he/she performed
the screening in last year

Major sector of performance
of the screening
(adults, infant and children)

↓

Whether of
travel screening
(only for adults sector)

only participant with 100 ≥ no. of the examinees

Main Survey on dentists performing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each sectors, n=50)
Major sector of
the screening

Evaluation for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 and result report
-criteria: usefulness, usability, accessibility, value, findability, credibility, desirableness

<Fig. 1> Flow chart of survey on dentists performing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성인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과 개선사항에의 의견
현행 성인 구강검진 수행하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근무자가 64%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내 치과검진센터
(20%), 치과(대학)병원(16%) 순이었다. 응답자의 42%는 주로 방문(출장)검진은 수행하였다. 객관식 응답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그 의견을 수렴해보면, 검진 치과의사는 1) 기존 구강검진 내용 구성이 대체로
적절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2) 구강검진에의 소요시간이 부족하진 않으나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 3) 현행
구강검진 수가가 적정하지 않으며, 4) 국가차원의 구강검진은 필요하나 제도의 효율성과 효용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서술형 의견조사에서 국가구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주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1) 검진서식
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 강화, 2) 종합판정기준의 명확성 확보, 3) 결과통보서 및 교
육매체의 활용도/편의성 강화 전략, 4) 국가구강검진의 대국민 홍보, 5) 적정수가로의 조정 및 당일 치료 연계
및 6) 파노라마 포함 방사선사진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었다(data not shown).
성인 구강검진에서 사업장 방문검진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검진 여부에 따른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상당수 질문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방문검진 치과의사 중 29%가 종합검진센터 소속이었다. 방
문검진의 경우, 검진소요시간이 확연히 낮았으며(방문검진 1분 이하 52%, 내원검진 5-10분 52%), 이와 관련
된 항목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방문검진 응답자들은 국가구강검진이 효율적이나 효용성은 낮다고 평가하
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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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results on dentists performing the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for Adults
Contents of questions
(15 items)

Whole
(N=50)

Travel
screening (N=21)

Clinic/hospital
screening (N=29)

Type of institution
Usefulness of the questionnaire
as a tool for oral screening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Appropriateness of
the number of questionnaire items
Appropriateness of judgment and
measures in the result notification
Relevance of recommendations
in the result notification
Appropriateness of the time requir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Time required
in adult oral health screening
Sufficiency of time
for adult oral health screening
Whether the questionnaire item
is used as an evaluation index
The necessity of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Appropriateness of fee
for adult oral health screening
Sufficiency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examinee in the questionnaire
Efficiency of current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rogram
to improve oral health

3.2. 영유아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과 개선사항에의 의견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을 수행하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근무자가 다수(82%)였다. 영유아 구강검진 치과의사
의 객관식 응답을 종합한 결과, 1) 기존 구강검진 내용 구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2) 현행 검진 수가가
적정하지 않고, 3) 국가차원의 구강검진은 필요하나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하면서, 성인 검진 부문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국가구강검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성인 검진 부문과 비슷하였다. 구강검진서식 전반의
가독성 및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결과통보서 및 교육매체 활용, 수가 조정, 치료 연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영유아 구강검진 홍보를 영유아 보육기관 과정이나 누리과정과 연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4. 결론
국가구강검진 수행하는 치과의사들은 대체로 현행 국가구강검진제도는 필요하나 검진서식 내용과 그 구성방
식, 소요시간, 수가 등의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꼈으며, 검진서식 전반의 명확한 내용구성과 가독성 및 편의성
향상, 교육매체 활용도 향상 방안, 수가 조정과 당일 치료 연계, 대국민 홍보 등이 국가구강검진의 효율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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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증대시키고 구강검진 수검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검진 치과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구강검진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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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활동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평가
박지아, 양병익, 이재영, 백혜란,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Keywords: 구강건강활동, 노인, 치면세균막관리, 칫솔질, 치아 안쪽 면(설면, 구개면), 치주질환

1. 서론
인구의 고령화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14.9%로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돼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령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와 함께 치주질환, 저작불편 등 구강건강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강건강관리는 저작기능뿐만 아니라 구
강질환 특히,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상호연관성 측면에서도 여러 만성질환에 겪는 노인인구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오히려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고, 구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다른 중병을 앓
고 있거나, 신체활동 제한 등으로 제대로된 구강건강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구강질환에 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치면세균막 관리는 구강건강관리 또는 치주질환예방의 첫걸음으로, 기본적인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율적인 수단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구
강건강활동과 구강건강상태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일상 구강건강활동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고 그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특히 신체활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그들을 돌보
는 보호자나 관리자가 노인의 구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다양한 신체활동성을
지닌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구강건강활동과 치주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하여, 노인과 보호자나
관리자들이 치주건강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구강건강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IRB 승인(S-D2019020) 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시 광진구 소
재 노인복지시설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만 65세 이상 시설 이용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와 구강검진을 시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성별, 교육수준, 수입), 전신건강상태(일상활동 타인 도움 필
요, 흡연, 전신질환병력), 구강건강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강건강활동은 사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출된 항목으로, 칫솔질 시 타인 도움 필요를 비롯해 일일 칫솔질 횟수, 치아 안쪽 면(설면, 구개면) 칫솔
질, 치간칫솔 사용 등 치면세균막 관리 행동과 구강건강식품인 신선한 채소 섭취에 관한 것이다.
구강검사는 훈련받은 치과의사 2인이 실시하였다. 전악치주검사로 전체 치아의 치주낭깊이와 탐침후 출혈
(bleeding on probing; BOP) 여부를 측정하고, 지역사회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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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수준에 따라 치주건강상태를 나누었다. 잔존치아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도 확인하였다.
노인의 치주건강상태(CPI <3 vs CPI ≥3, low BOP rate vs high BOP rate)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위치,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활동 분포가 다른지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분포 차이를
보인 구강건강활동 항목 중 치아 안쪽 면 칫솔질에 주목하였다. 여러 교란요인을 고려하고도 안쪽 면 칫솔질
행동에 따라 치주질환 유병률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병력, 기타 구강건강행동을 공변량
으로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5.0 (IBM-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치주건강상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CPI와 BOP로 구분된 치주건강상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건강요인, 기타 구강건강
상태 그리고 구강건강활동 분포는 Table 1과 같았다. 총 150명의 대상자 중 CPI ≥3인 사람은 56명(37.3%)
이며, 대상자의 BOP 비의 중위수는 35%(IQR 15-66%)로 중위수보다 BOP 비가 높은 73명(48.7%)을 ‘BOP
많음’ 군으로 보았다.
3.2. 치아 안쪽 면 칫솔질과 치주건강상태 간 연관성
단변량 분석에서 치주건강상태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구강건강활동인 치아 안쪽 면 칫솔질 여부가 다른
영향요인을 고려하고도 치주질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신건강요인, 치주
외 구강건강상태, 기타 구강건강활동 변수를 차례로 공변량으로 보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칫솔질 도움
필요성은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 여부가 치주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데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여(data
no shown), 공변량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치아 설면(구개면) 칫솔질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주질환(CPI ≥3 이상)이 있을 오즈가 0.06-0.15배(P<0.000)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치은출혈도 마찬가지로, 치아 안쪽 면을 닦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탐침후 출혈이 많을 가능성이
0.01-0.02배(P<0.000)로 감소하였다.

4. 결론
1) 단변량 교차분석 결과, 칫솔질 시 타인 도움 필요, 일일 칫솔질 횟수, 치아 안쪽 면 칫솔질, 치간칫솔 사
용, 신선한 채소 섭취 등 모든 구강건강활동 항목이 CPI(치주낭깊이), 치은출혈 등 치주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분포 차이를 보였다. 특히 치아 안쪽 면 칫솔질 여부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CPI 및 BOP
기준, P<0.000).
2)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여러 교란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치아 안쪽 면 칫솔질 여부는 치주건강상
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치아 안쪽 면을 칫솔질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치주질환(CPI 및 BOP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1~10%대로 낮아졌다.
3) 노인의 신체활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치아 안쪽 면 칫솔질은 노인의 치주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 무엇보
다 중요한 구강건강활동으로, 노인과 노인의 구강관리를 돕는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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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ev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periodontal health status
Periodontal health status (n=150)
Community periodontal index

Variables

CPI <3

CPI ≥3

n (%)

n (%)

79.3 (7.3)

79.1 (7.0)

low

high

n (%)

n (%)

78.3 (7.2)

80.2 (7.1)

men

22 (23.4)

12 (21.4)

women

72 (76.6)

44 (78.6)

18 (23.4)

16 (21.9)

59 (76.6)

57 (78.1)

low

45 (47.9)

37 (66.1)

middle

28 (29.8)

16 (28.6)

35 (45.5)

47 (64.4)

23 (29.9)

high

21 (22.3)

21 (28.8)

3 (5.4)

19 (24.7)

5 (6.8)

≤ elementary school

26 (27.7)

12 (24.4)

23 (29.9)

15 (20.5)

middle school

34 (36.2)

32 (57.1)

26 (33.8)

40 (54.8)

≥ high school

34 (36.2)

12 (21.4)

28 (36.4)

18 (24.7)

65 (84.4)

40 (54.8)

12 (15.6)

33 (45.2)

Age (year-old)*
Sex

House income

Education

Activities of daily life
Systemic diseases

independent

75 (79.8)

30 (53.6)

dependent

19 (20.2)

26 (46.4)

absence

3 (3.2)

2 (3.6)

presence

91 (96.8)

54 (96.4)

non-smoker

89 (94.7)

48 (85.7)

5 (5.3)

8 (14.3)

No. of remaining tooth*

17.6 (7.1)

17.4 (5.8)

No.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11.9 (6.2)

12.6 (5.1)

Intake of fresh seasonal
vegetables

≥ once a day

87 (92.6)

43 (76.8)

< once a day

7 (7.4)

13 (23.2)

Need for help in
toothbrushing

independent

90 (95.7)

35 (62.5)

4 (4.3)

21 (37.5)

Daily frequency of tooth
brushing

≥ twice a day

87 (92.6)

45 (80.4)

< twice a day

7 (7.4)

11 (19.6)

Use of interdental brush

user

40 (42.6)

10 (17.9)

non-user

54 (57.4)

46 (82.1)

partially/wholly
performed

69 (73.4)

16 (28.6)

not performed

25 (26.6)

40 (71.4)

Smoking

smoker

Brushing of the inner
surfaces of teeth

Bleeding on probing

dependent

P-value
0.883
0.842

0.014

0.038

0.001

P-value
0.097
0.848

0.007

0.035

0.000

4 (5.2)

1 (1.4)

73 (94.8)

72 (98.6)

73 (94.8)

64 (87.7)

4 (5.2)

9 (12.3)

0.894

19.9 (6.1)

15.0 (6.3)

0.000

0.448

11.2 (6.0)

13.2 (5.5)

0.029

71 (92.2)

59 (80.8)

6 (7.8)

14 (19.2)

74 (96.1)

51 (69.9)

3 (3.9)

22 (30.1)

72 (93.5)

60 (82.2)

5 (6.5)

13 (17.8)

39 (50.6)

11 (15.1)

38 (49.4)

62 (84.9)

71 (92.2)

14 (19.2)

6 (7.8)

59 (80.8)

1.000

0.074

0.011

0.000
0.037

0.002

0.000

0.367

0.152

0.054

0.000
0.044

0.000

0.000

* 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2> Association between the brushing of inner surfaces of tooth and periodontal health statu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Periodontal health
status

Brushing of the inner
surfaces of teeth

Periodontitis (CPI ≥3)

partially/wholly
performed

0.145
(0.064-0.332)

0.148
(0.064-0.345)

0.057
(0.018-0.183)

0.083
(0.024-0.285)

High BOP

partially/wholly
performed

0.014
(0.004-0.047)

0.013
(0.004-0.047)

0.011
(0.003-0.047)

0.011
(0.002-0.058)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BOP, Bleeding on probing;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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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value is that brushing of the inner surfaces of teeth was not performed.
 Model 1: Socio-demographic status (sex, age, income, education level) adjusted; Model 2:
Socio-demographic status, systemic health status (systemic diseases, smoking) adjusted;
Model 3: Socio-demographic status, systemic health status, other oral health status
(remaining teeth,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adjusted; Model 4: Socio-demographic
status, systemic health status, other oral health status, other oral health activities (intake of
fresh seasonal vegetables, need for help in toothbrushing, daily frequency of tooth brushing,
use of interdental brush) adjusted.

5. 참고문헌
1) Statistics Korea. 2019 the elderly statistics. 2019.
2) Meurman, JH, Hämäläinen P. Oral health and morbidity–implications of oral infections on
the elderly Gerodontology 2006;23:3-16.
3) Sanders AE, Spencer AJ, Slade GD. Evaluating the role of dental behaviour in oral health
inequalities. Commun Dent Oral Epidemiol 2006;34:71-7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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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3D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신민주, 김세희, 고정민, 김선집,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Keywords: 3D 스캐너, 구강건강실태조사, 치아우식, DMFT, 치주탐침시출혈

1. 서론
현재 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구강검사기준(Oral Health Surveys: Basic Methods.
5th ed.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바탕으로 직접구강검사를 시행한다. 각 조사자는 구강검진
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받고 교육훈련을 통해 검사결과 일치도를 조사하여 조사투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 조상방법은 조사 인력의 높은 인건비로 인력 수급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표본 규모에 한계가 있다.
구강스캐너는 1980년도 초반 치의학계로의 CAD/CAM 도입을 시작으로, CAD/CAM을 이용한 디지털 3D
모델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구강 내 디지털 스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 몇 종의 구강 스캐너들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다.
본 연구는 3D 구강 스캔 영상을 토대로 진단한 치아상태 및 관리필요와 직접구강검사를 통해 진단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3D 스캔 영상이 직접구강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직접구강검사
를 대체 또는 개선할 조사방법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성인 50명을 대상으
로 2020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1명의 대상자가 탈락하여 2명의 조사자가 각각 17명, 32명의 대
상자를 검진하였으며 WHO 기준 치아우식상태 검진, ICDAS II 기준 치아우식상태 검진, 치주탐침 시 출혈 여
부를 측정하였고 3D 스캔 영상(3Shape Trios 3.0)을 채득하였다. 영상은 약 1달 후 검진을 진행했던 조사자
가 판독하였다. 직접구강검사 중 치아우식상태 검진시 소요되는 시간, 구강스캐너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 스캔
영상을 판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_191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3. 연구결과 및 고찰

<Fig. 1> DT_S. 3D 스캐너로 촬영 후 판독한 DT; MT_S. 3D 스캐너로 촬영 후
판독한 MT; FT_S. 3D 스캐너로 촬영 후 판독한 FT; DMFT_S. 3D 스캐너로 촬영 후 판독한 DMFT_S.

직접구강검사에서는 DT 0.22±0.52, MT 0.20±0.68, FT 5.80±4.26으로 측정되었고, 3D 스캐너를 이용
한 검진에서는 DT 0.22±0.59, MT0.16±0.55, FT 5.04±4.12로 측정되었다. DMFT 값은 직접구강검사에서
6.22±4.47, 3D 스캐너를 이용한 검진에서 5.43±4.30으로 측정되어 3D 스캐너를 이용한 경우 치아우식상태
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직접구강검사는 1분 32초±30초가 소요되었고 3D 스캐너 채득은 5분 43초
±2분5초가 소요되었으며 스캔 데이터 판독은 2분 2초±41초가 소요되었다. 즉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검진한
경우 직접구강검사의 약 5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치아우식상태의 경우 직접구강검사와 3D 스캐너를 이용한
경우 kappa 값이 0.784±0.198, Cronbach‘s alpha 값이 0.937로 두 방법 간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BOP의 경우 kappa 값이 0.160±0.217, Cronbach’s alpha 값이 0.562로 두 방법의 결과가 유사
하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3D 스캐너를 이용한 구강검사가 직접구강검사를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캔 속도, 해상도 등에서 개
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판독자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 이경철, 유자혜, 김해선, 김백일, 권호근.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진단의 타당성.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5:29: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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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lly A, Antonio AG, Maia LC, Luiz RR, Vianna RBB, Quintanilha LELP. Reliability assessment
of a plaque scoring index using photographs. Methods Inf Med 2008:47:443-447.
3) Fleiss JL., Fischman SI.,Chilton NW, et al. Reliability of discrete measurements in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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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Nonrestorative treatment for cavitated carious lesion using Silver
Diamine Fluoride: a case report
이승현,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및 예방치학교실
Keywords: cavitated carious lesion, nonrestorative treatment, silver diamine fluoride

1. 서론
Silver diamine fluoride (SDF)는 은 이온 및 불소 이온을 포함한 무색의 용액으로, 치아착색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식증을 정지시키는 데에 탁월한 효과로 장애인, 아동, 노인의 우식증에 대한 비수복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SDF 제재의 상용화가 진행되었고, 2014년 미국에서 38%
농도의 SDF 제재에 대한 첫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및 미국소아치과학회(AAPD)가
SDF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본 제재의 활용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에
SDF를 포함한 제재의 승인으로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적용에 대한 보고가 존재하지 않
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여 국내에서의 SDF 활용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자 한다.

2. 증례
증례 보고 대상자는 2018년 8월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매월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받는 만 26세 남성이다. 2020년 6월 내원시 #45 원심면에 우식증으로 인한 와동이 관찰되었고, 정기적 불소
도포하에 경과를 관찰중이던 #46,47의 근원심 및 협면 치경부의 우식 또한 활성 상태로 확인되었다. 문진을
통해 당류의 섭취가 1일 10회 이상으로 매우 증가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철저히 제한할 것을 지시하였고, SDF
를 이용한 치료 과정에 동의를 얻었다.
다음 날 재내원한 대상자의 #45-47 치아를 세정 및 격리한 후 SDF (Riva Star; SDI, Bayswater, Australia)
를 도포하였다. 병소의 위치상 격리 과정에 러버댐 사용이 불가하여 클램프와 코튼롤 및 광중합형 치은격리재
(opal dam)를 사용하였고, SDF의 적용은 ADA(부위), AAPD(주의사항) 및 제조사(도포 방법)의 권고에 따랐다.
1개월 후 도포부위를 탐침해 보았을 때 이전의 가죽과 같은(leathery) 표면의 강도가 단단한(firm) 상태로
바뀌어 상아질 우식이 정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영역에서 검은 착색이 나타났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
았으며, 당류의 섭취 또한 1일 2회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다. #45 원심면 와동은 음식물의 저류를 방지하기 위
해 광중합형글라스아이오노머로 수복하였으며, 다른 부위와 함께 6개월 단위로 교익방사선촬영을 통해 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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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3. 고찰
대상자의 우식병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복한다면, 연화된 상아질 및 부가적인 건전치질의 삭제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수복에 앞서 SDF를 적용함으로써 우식을 정지시키고, 식습관을 개선하여 우식위
험도를 낮추어 그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수복을 위해 건전치질의 과도한 삭제가 예상되는 경우를 비롯하
여 장기적인 수복물의 유지를 확신할 수 없는 장애인, 아동, 노인과 같은 대상자의 다양한 증례에 대한 SDF의
효용이 임상가들로부터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우식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환자중심의 치과의료 전달에
있어 SDF를 활용한 예방술식이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및 지침의
수립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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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Chairside guide: silver diamine fluorid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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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Travel burden affects treatment delay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김은수1, 김백일1,2, 정회인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2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1

Keywords: 두경부암, 여행거리, 치료지연

1. 서론
전통적인 수술량-결과 사이 연관성은 암 환자들이 수술량이 많은 대형병원을 선택하게 한다. 최근 발표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또한 두경부암 치료를 받는 병원 혹은 의사의 수술량이 많을수록 더 좋은 치료결과를 보고하
였다.1) 하지만, 병원까지의 여행거리가 긴 경우 오히려 암 환자들의 치료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치료지연은 두경부암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두경부암 환자의 긴 여행거리가 대학/종합병
원에서의 치료와 높은 생존과 각각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지만,2) 두경부암 환자의 긴 여행거리와 치료지연
이 연관되어 있는지, 긴 여행거리로 인한 치료지연이 수술량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치료 받는 혜택을 감소시키
는지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두경부암 환자의 여행 부담 및 치료지연에 관하여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두경부암
환자들의 여행거리는 얼마나 긴가?; 2) 두경부암 환자들의 치료지연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3) 긴 여행거리는
치료지연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4) 긴 여행거리와 치료지연은 치료 후 사망 위험을 높이는가?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NHIS-NSC) 2.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두경부 암 환자
중, 초기치료로 수술을 받은 환자로 하였다. 두경부암 환자는 국제질병분류 코드상 입술, 구강 및 편도암(ICD
code: C00–14)을 주진단명으로 2회 이상 의료 이용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여행거리는 시군구 단위에서 환자 거주지와 병원간의 직선거리로 계산하였으며 short distance (<20 km),
intermediate distance (20–79.9 km), long distance (≥80 km)로 분류했다. 치료지연은 두경부암 환자의
초진일과 치료일 간의 차이가 31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청구 자료 특성상 실제 초진 진료내역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초진일과 치료일이 일치하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초진일과 치료일 간의 차이가 180일을
초과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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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두경부암 환자들의 여행 부담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시각화하였다. 이후 환
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의 소재지 간 분포를 교차표로 나타내었다. 두경부암 환자에서 여행 거리와 치료지연
날짜간의 연관성은 산점도로 나타냈다. 두경부 암환자의 치료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modified poisson 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을 이용하였다. 이후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치료지연이 수술 후 사망위험도를 변화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3.3.3
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표본 코호트 대상자 중 두경부암을 주진단으로 2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948명이었으며, 이 중 초기 치
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498명이었다. 치료지연 0일 (148명) 및 180일 이상 (32명)인 환자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318명이었다.
두경부암 환자의 의료이용은 특․광역시 및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집중되었다(Fig. 1A). 전체 두경부암 환자의 19.2%가 서울에서 발생하였으나, 46.9%가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두경부암 환자의 치료지연 날짜는 여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났다(Fig. 1B). 두경부암 환자에서 31일 이상 치료지연이 될 비율은 short distance에 비해 intermediate
distance에서 1.54배(95% CI, 0.89–2.69), long distance에서 1.96배(95% CI, 1.15–3.32) 높게 나타났다.
생존분석에서, 치료지연은 두경부암 환자의 수술 후 사망 위험도를 단변량 분석에서 1.49배(95% CI, 0.99–
2.25), 다변량 분석에서 1.70(95% CI, 1.10–2.6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a) Geographical mapping of travel burden and (b) scatter plot between travel distance and
treatment delay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본 연구는 두경부 암 치료를 위한 고려시 수술량-결과간 연관성 뿐 아니라 시의적절성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
다. 이는 Ambroggi 등이 여행 부담이 암 환자의 치료 및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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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일치한다.3) Graboyes 등 또한 두경부 암환자의 치료지연이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
따라서 두경부암 치료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건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술량-결과 연관성 뿐 아니
라, 치료지연의 예방을 포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
두경부 암환자의 의료이용은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두경부 암환자의 긴 여행거리는
치료지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지연은 수술 후 사망률을 높였다. 두경부 암치료는 수술량-결과 연관성 뿐만
아니라 치료지연을 고려해야 한다.

5. 참고문헌
1) Eskander A, Irish J, Groome PA, Freeman J, Gullane P, Gilbert R, Hall SF, Urbach DR,
Goldstein DP. Volume-outcome relationships for head and neck cancer surgery in a
universal health care system. Laryngoscope 2014;124:2081-8.
2) Graboyes EM, Ellis MA, Li H, Kaczmar JM, Sharma AK, Lentsch EJ, Day TA, Hughes Halbert
C.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travel for head and neck cancer treatment and the
Impact of travel distance on survival. Cancer 2018;1;124:3181-3191.
3) Ambroggi M, Biasini C, Del Giovane C, Fornari F, Cavanna L. Distance as a barrier to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review of the literature. Oncologist 2015;20:1378-85.
4) Graboyes EM, Kompelli AR, Neskey DM, Brennan E, Nguyen S, Sterba KR, Warren GW,
Hughes-Halbert C, Nussenbaum B, Day TA. Association of treatment delays with survival for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A systematic review. JAMA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9;1;145:166-177.

55)

e-mail: red3142@yuhs.ac

198_

2020-21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분과 학회/연구회 학술 행사 안내

2020-21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분과 학회/연구회 학술 행사 안내

행사명

일시

주제

주최

학술대회

2020.11.27.(금)

광역 및 기초 자치지역 구강보건사업 평가체계
검토와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

영남 지부

집담회

2020.12.12(토)
17:00

구취 불안과 의사소통/구취 진단 프로세스

구취조절연구회

집담회

2021.01(예정)

한방 영역에서의 구취 조절

구취조절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21.03.27.(토)
13:00

코로나 사태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집담회

2021.03.27(토)
10:00

노인요양기관에서의 구강건강관리

집담회

2021.04(예정)

구취검사 응용과 임상 증례

구취조절연구회

집담회

2021.06(예정)

생리적, 병적 구취 조절 방법

구취조절연구회

집담회

2020.09(예정)

치주질환과 구취 조절

구취조절연구회

종합학술대회
(60주년)

2021.10(예정)

-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집담회

2021.12(예정)

구강건조 및 구취증 치료의 실패 경향과 대책

구취조절연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
건학회
대한구강보건
교육학회

※ 2021년 학술 행사는 추가될 수 있음.

_199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임원명단
회장/예방치과연구회장

마 득 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감사

김 영 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예방치과

감사

최 충 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부회장

박 덕 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부회장/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장

송 윤 신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부회장

김 형 규

키노치과의원

총무이사

진 보 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학술이사

조 현 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홍보이사

임 미 희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보험이사/구취조절연구회장

이 병 진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편집이사

조 자 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기획이사

오 효 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교육수련이사

정 세 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자재이사

최 재 영

최재영치과의원

기금관리위원장

김 진 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역학조사위원회장/영남지부장

최 연 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호남지부장

전 재 규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이 흥 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 승 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최 연 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김 백 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전 재 규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학교실

한 동 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정 회 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 기 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유 현 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 동 엽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학교실

한 수 진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박 창 진

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

황 수 정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김 은 경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김 기 림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김 영 석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조 부 덕

하나치과의원

김 아 현

풀내음한의원 꽃내음치과

김 세 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이사

간사

200_

이 정 화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김 선 집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2020-21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분과 학회/연구회 학술 행사 안내

_201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202_

2020-21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분과 학회/연구회 학술 행사 안내

_203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204_

2020-21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및 분과 학회/연구회 학술 행사 안내

_205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4권 특별호 2020

206_

2021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