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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환자의 설태, 휘발성 황화합물, 타액분비율 및 타액내 
secretory Immunoglobulin A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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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oral malodor patients by evaluating the 

differences of salivary flow rate, secretory immunoglobulin A (sIgA) level in saliva between the patient and control groups,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tongue coating, volatile sulfur compound (VSC), salivary flow rate and sIgA level in saliva in the 
patients group.

Methods :　Forty-seven patients with oral malodor and twenty healthy voluntee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ir 
tongue coating was assessed with the Winkel tongue coating index, and salivary flow rate, sIgA concentrations in saliva and 
the level of VSC in oral cavity were measured.

Results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salivary flow rate and the sIgA level in saliva between the patient 
and control group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mulation of tongue coating and the level of VSC 
in oral cavity.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at tongue coating is closely related to oral malodor, bu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ongue coating and sIgA level in saliva.

Key Words : Oral malodor, Tongue coating, Volatile sulfur compound(VSC), Secretory Immunoglobulin A(sIgA), Salivary 
flow rate

Ⅰ. 서 론

구취의 구강 내 원인은 주로 박테리아의 부패과

정에서 생성된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 VSC)이 호기 가운데 포함되어 배출되

는 것이다1. 이것은 구강내 혐기성의 그람 음성균

에 의해 gingival crevicular fluid, 혈액, 탈락된 상

피세포, 타액 및 음식물의 잔사 등에 포함된 펩티

드와 단백질에서 유래된 아미노산이 부패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러한 냄

새는 구강 내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생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혀 배

변의 후방이 구취의 주요발생 부위이다4. 이와 관

련해서 Yaegaki 등
5
은 gas chromatography(GC)를 

이용한 실험에서, 설태를 제거하 을 때 5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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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가 감소된다는 결과를 통해 설태가 구취의 주

요한 원인 물질임을 밝혔다.

구강 내 타액에는 여러 종의 단백질, 탈락된 상

피세포, 백혈구, 음식물 찌꺼기 및 세균 등이 섞여 

있으며6, 하루 총 분비량은 약 1.0∼1.5ℓ 정도이다. 

타액은 구강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비량이 감소하면 구강의 질환이나 불편감을 야

기하게 된다7. 

Secretory immunoglobulin A(sIgA)는 타액선의 

분비액 가운데 포함되어 인체의 점막에 분비되는 

면역물질로, 점막의 면역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즉, sIgA는 점막표면에 

세균이 응집, 부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10, 구취의 주요 

발생부위인 혀 표면에 구강 세균이 축적하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Hinode 등
11
은 이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타액 중 sIgA가 설태의 축적에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구취에 대해 그 원인으로 胃

中不和, 胃熱, 勞心으로 인한 心火나 虛熱, 心脾虛

弱, 肺熱, 脾熱 등을 들고 있는데12, 이러한 병리상

태에서는 두터운 설태의 변화(厚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한의학적으로도 설태가 구취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구취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 

인자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취를 주소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구취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

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타액분비율과 sIgA의 

농도에 대한 비교를 하 고, 더불어 구취 환자군에

서의 설태 정도, 구강내 VSC 측정치, 타액 분비율 

및 타액내 sIgA 농도 등의 상관성을 조사하 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 상

구취를 주소로 하여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구취클리닉을 내원한 

환자가운데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자를 환자군

으로 하 고, 대조군은 구취유발 관련 질환에 이환

되지 않은 건강한 지원자 중 관능적 및 황화합물 

측정시 구취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

로 하 다. 또한,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치주나 치

아질환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분명한 자는 제외하 다. 

2. 방 법

1) 일반적 특성 및 설태 평가

환자군 및 대조군을 대상으로 구취 및 관련 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숙련된 전

공의가 직접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구취 관련 

인자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태의 정도는 

Winkel 등
12
이 고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혀의 표면

을 전후 두 부분으로 나눈 뒤, 다시 각각을 횡으로 

세 등분 하여 6부분으로 나누었다. 그 후, 각 구역

을 설태가 없으면 0점, 엷은 설태는 1점, 짙은 설태

는 2점으로 하여 각 점수를 합산하 다.

2) Halimeter를 이용한 VSC 측정

Halimeter(Model ; RH-17, Interscan Co., USA)

를 이용하여 구강내 VSC 농도를 측정하 다. 측정

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Instruction Manual for 

Halimeter)에 따라 이루어졌다. 모든 환자는 내원

시 2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

으며, 측정 전 모든 환자는 3분간 구강 내에 냄새 

물질을 모으기 위해 가볍게 비호흡을 하면서 입을 

다문 상태를 유지하 다.  Halimeter의 수치가 

±5ppb사이에 오도록 점 조절을 한 후, 측정부위

에 연결된 1회용 스트로우의 말단이 대상자의 구

강내 대구치 연결선 중앙부위, 혀의 후방 1/3부위

에 위치하되 입술이나 치아, 혀 혹은 구강내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30초간 비호흡만 시키는 상태에

서 Halimeter에 나타난 최고치의 숫자를 측정하

다. 총 2회의 측정치 평균을 실험 대상자의 구취 

점수로 하 고, 2회 측정 중 측정치 간의 차이가 1

회 측정치의 25%보다 클 때에는 1회 더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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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 측정치 중 차이가 많은 것을 배제한 나머지 

두 측정치의 평균을 실험 대상자의 VSC 농도로 

하 다.

3) 비자극시 타액분비율 측정

타액채취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측정 전 

적어도 2시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및 양치질과 같

은 구강위생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이루어졌다.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

고 편안한  상태에서 5분간 소독된 깔때기에 타액

을 흘리게 한 뒤 마지막 입에 고인 타액을 뱉게 하

여 15㎖ polyethylene test tube에 모아 분비량을 측

정하고 이를 분당 분비율(㎖/min)로 환산하 다.

4) 타액 내 sIgA 측정

채취된 타액은 분비량 측정 후, -20℃에서 냉동 

보관되었다. 타액내 sIgA의 측정은 ELISA 

kit(ALPCO Diagnos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

며, 실험 과정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이루

어졌다. 

Buffer용액을 이용하여 1:2000으로 희석한 타액 

샘플들과 calibrator, control을 각각 96well microtiter 

plate에 100㎕씩 넣고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배양한 

후, buffer 용액으로 5회 세척하 다. 100㎕ 

peroxidase-labelled anti-sIgA antibody를 각 well에 

가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한 뒤 buffer 용액으로 5번 

세척하 다. 그 후 100㎕의 tetramethylbenzidine 

substrate를 가한 뒤 5-10분 배양 한 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50㎕의 stop solution을 가하 다. 

ELISA reader로 450㎚에서 샘플 및 calibrator의 

OD(optical density)를 구한 뒤, calibration curve

에서 sIgA의 농도를 구하 다. 실험에 사용된 kit

의 사용설명서상 expected values(102-471㎍/㎖)를 

벗어난 수치는 제외하 다.

3. 통계 분석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 다. 모두 비모수적 방

법을 적용하 고, 환자군과 대조군의 타액내 sIgA

값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 다. 환

자군내에서의 기타 구취 인자 분석은 spearman 상

관계수를 이용하 다. 모든 test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하 다.

Ⅲ.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환자군은 총 47명으로 남자는 22명, 여자 25명 

이었다. 나이는 15세부터 50세까지 평균 31.62±9.35

세 다. 대조군은 총 20명으로 남자는 7명, 여자 13

명이었다. 나이는 15세부터 77세까지 평균 37.05±15.73

세 다.

2. 환자군과 대조군의 타액 분비율 비교

환자군의 5분간 타액 분비율은 평균 1.24±0.80㎖

로 분당 0.248㎖로 측정되었고 대조군의 5분간 타액 

분비량은 평균 1.27±0.47㎖로 분당 0.254㎖로 측정되

어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24).

3. 환자군과 대조군의 타액내 sIgA 농도 비교

환자군의 타액내 sIgA의 평균 농도는 

157.78±92.96㎍/㎖이었고(14.71㎍/㎖에서 470.71㎍/

㎖까지 분포), 대조군의 타액내 sIgA의 평균 농도

는 137.29±98.01㎍/㎖로 측정되어(33.47㎍/㎖에서 

374.51㎍/㎖까지 분포) 두 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425).

Table 1. Age, Salivary Flow Rate and Concentration of sIgA in Saliva between Patients and Controls

N Age Salivary Flow Rate Saliva(㎖/5min) Concentration of sIgA(㎍/㎖)

Patients 47  31.62±9.35 1.24±0.80  157.78±92.96

Controls 20  37.05±15.73  1.27±0.47  137.29±98.01

p value  0.171  0.82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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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태와 VSC농도와의 상관성

환자군에서 측정한 설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Winkel tongue coating 수치와 halimeter로 측정한 

VSC 농도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상관계수 = 0.314, p=0.031)(Fig. 1).

Fig. 1. Correlation between Tongue Coating and 
VSC, and Its Regression.

Y=9.80X-16.68, R2=0.19, p=0.031

5. 설태와 타액분비율의 상관성

환자군에서 측정한 설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Winkel tongue coating index 수치와 타액 분비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상관계수 

= 0.158, p=0.300)(Fig. 2).

Fig. 2. Correlation between tongue coating and 
VSC, and its regression.

Y=9.80X-16.68, R2=0.19, p=0.031

6. 설태와 타액내 sIgA 농도와의 상관성

환자군에서 측정된 설태 정도를 평가하는 

Winkel tongue coating index 수치와 타액내 sIgA

의 농도사이에는 상관분석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상관계수 = -0.011, p=0.941)(Fig. 3).

Fig. 3. Correlation between tongue coating and 
concentration of sIgA, and its regression.

Y=-0.55X+162.24, R2<0.01, p=0.941

Ⅳ. 고 찰

구취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구강내 원인과 구

강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구강

내 원인이 9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14. 구강내 원인은 타액의 분비량과 구성성분, 

설태, 세균 등과 그 외 치주나 편도 등 구조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병리적 

기전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연

구에서 구취가 설태와 치아, 치은, 치주의 혐기성 

세균의 부패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6.

구취를 일으키는 주요물질은 세균이 타액, 치아

틈새, 인후부 및 혀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

에 포함된 황을 함유한 단백질 분해산물인 아미노

산(cystine, cysteine, methionine 등)을 분해할 때 

발생되는 hydrogen sulphide(H2S), methyl mercaptan 

(CH3SH), dimethyl sulphide((CH3)2S)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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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C이며
17-18
, 치주 질환 환자군에서 VSC의 농도가 

높다는 연구나, 설태와 VSC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15,19-20

. 구취의 생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구강 내 부위 가운데서도, 혀는 

세균의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여 구취의 가장 

주요한 발생부위이다
4
.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군

을 선정할 때에 치아나 치주질환 등 치과 역의 

질환과 이비인후과 역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는 제외하고 타액 및 설태에 대한 상관성을 조사

하 다. 

혀는 유두상 구조로 넓은 표면적을 가지게 되는

데, 여기에 세균과 구강에서 탈락된 많은 양의 상

피세포, 혈액 대사산물 및 음식물 찌꺼기들이 축적

되어 설태가 형성된다
21-22
. 이와 관련, Yaegak 등

23

은 GC를 이용한 실험에서 설태를 제거하 을 때 

50% 정도 구취가 감소된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설태가 구취의 주요한 원인 물질임을 밝혔고, Oho 

등
20
은 구취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설태의 양이 더 

많다는 보고를 하 다. 반면 구취 환자에서 한의학

적 분류에 의한 설태의 厚薄을 살펴 본 저자의 선

행 연구
24
에서 정상 설태인 薄苔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는 위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면이 있었다. 이

에 저자는 보다 객관적 평가 방법의 하나로 사료

되는 Winkel의 설태 평가와 VSC의 측정을 위한 

Halimeter 측정치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 설태와 VSC 농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

견되어 설태가 주요한 구취의 원인 인자임을 재확

인하 다. 

타액은 하루에 약 1.0∼1.5ℓ 정도 분비되며, 구

강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비량이 

감소하면 구강의 질환과 불편감을 야기하게 된다
25
.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타액분비 감소가 구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구취와 타액 분비량

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26-27
 구취환자군

이 대조군보다 타액 분비량이 적다는 연구
28
등이 

있으나, Koshimune 등
7
은 정상 타액분비량(안정시 

0.1㎖/min 이상)이 유지되는 한 구취의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고, Oho 등
20
은 구취환

자와 대조군 사이에서 타액분비량의 차이가 없다

고 하여 타액 분비량과 구취의 관계는 아직 명확

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환

자군 모두 타액 분비량은 정상수준으로 두 군간 

분비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구취와의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아 Koshimune 등
7
과 Oho 등

20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타액 분비량과 설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Kojima
29

는 타액분비량이 적을수록 설태가 생기기 쉽다고 

하 으나, Hinode 등
11
은 반대로 설태가 두꺼운 군

이 엷은군과 중간군에 비해 타액 분비량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태와 타

액 분비량간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SIgA는 소화기계, 호흡계 및 비뇨기계 등 점막

표면의 감염에 대한 1차 방어선으로 알려져 있으

며
30
, 구강에서는 타액에 섞여 분비된다. SIgA는 점

막에 세균이 부착되는 것을 막고, 세균의 효소나 

독소를 불활성화시키며,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보체를 활성화 시키는 등의 기전으로 면역 작용을 

한다
31
. SIgA와 구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

에 대한 간접적인 작용에 관한 연구로서, 치주염 

환자군에서 sIgA의 농도가 낮게 관찰된다는 연구
32

와 치주염과 sIgA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
11,33
가 있어 

sIgA와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

지 않고 있다. SIgA와 설태에 관해서는 Hinode 등
11
의 연구에서 설태가 엷은 군에서 중간과 두꺼운 

군에 비해 sIgA 농도가 높고 중간과 두꺼운 군에

서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며, 앞서 제시한 

sIgA의 항균작용이 설태의 침착을 방해할 것이라

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sIgA 농도와 설태 두께와의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구취를 호소하는 환자군(47명)과 대

조군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타액 분

비율 및 타액 내 sIgA 평균 농도는 두 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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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군에서 측정한 설태

의 정도를 나타내는 Winkel tongue coating 수치와 

halimeter로 측정한 VSC 농도사이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구취의 한방치료를 

위해서는 전신적임 탐색을 통하여 설태의 과잉축

적을 유발하는 胃熱證을 비롯한 다른 辨證조건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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