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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생리적 구취 환자의 진단과 처방의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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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treatment of physiologic halitosis: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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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lected a patient with physiological bad breath from among the outpatients with bad breath that
have visited the halitosis control clinic in KUMC. We identified th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bad breath and assessed the occurrence of discomfort in the mouth; thereafter, we
were able to prescribe a treatment method for the patient. We determined the daily routine of the patient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 diary of dietary life. From these analyses, we deduc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r physiologic halitosis. We combined this information with the results of analysis of her oral
and exhaled gas measurements, nasal gas measurements by oral malodor measuring devices, and salivary measurements to develop a treatment method that we prescribed to the patient. We conclude that
oral health education, including correction of the patient’s mismanaged oral-care methods and routines,
could act as an alternative treatment method for patients with physiologic halito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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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리적 구취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
은 고대구로병원 구취클리닉에 내원한 생리적 구취 환자의 타액과

생리적 구취란 건강한 사람에게서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구강 내 긴장감 상태를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발생하는 구취로 일상적인 대화 시에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생활 습관 교정 및 구강 관리법 교육을 통해 생리적 구취증을 치료

본인이 자각하는 구취이며 그 종류에는 기상 시 구취, 공복 시 구

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보고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취, 피로 시 구취, 음식물 섭취 후의 구취, 사춘기 구취, 노인성 구

고려를 위해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취, 월경 시 구취 등이 있다1). 선학들의 연구 결과, 구강 내 타액을

다(승인번호 KUGH 16068-001).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혐기성 세균의 활
동이 많아져 생리적 구취 발생을 초래한다고 한다1-6). 그동안 구취

증 례

와 관련하여 타액의 점성도, 타액 내 미생물과 단백질, 안정 시와
저작 시 타액 양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리적 구취 발생과 타액
7,8)

증례 보고 대상자는 2015년 8월에 고대구로병원 구취 클리닉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그러나 평상시 타액의

에 내원하였으며, 만 38세 여성으로 직업은 회사원이다. 4-5년 전

구강 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내 긴장감의 측면에서 접근한

부터 타인에게 구취를 지적 받았으며 기상 시 입 안이 텁텁하고 건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루에도 많은 변동을 보

조한 증상과 함께 자각되는 구취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이는 구강 내 미생물 환경과 신체 생리적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저자들은 우선 병적 구취와 감별 진단을 위해 구강 내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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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검사를 시행 하였다. 검사 결과 구취와 연관 있는 특이한 사항

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하였다.
환자에게 2주간의 식생활 일지를 작성하게 한 결과, 아침식사

을 발견 할 수 없었다.
구취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구취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를 패스트푸드 또는 한식 식단을 병행하며 물을 마시는 시기와 횟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고, 하루 3회 매 식후 2-3분간 양치를 하

수는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며 구취를 줄이기 위해 자주 설태를 닦아내려 한다고 답하였다. 특

습관이 있었다.

이할 만한 구강 증상으로 현재 입이 마르고 입 안이 끈적거리며 혀

이후 생리적 구취 확진을 위해 구취 관능 검사 및 구취 측정기

가 하얗게 보인다고 하였다. 만성 비염이 있고 구호흡은 하지 않으

측정, 타액의 분비량과 성상 검사를 하였다. 구취 관능 검사 결과,

며 한약과 유산균 제제 외의 복용하는 약제는 없다고 답하였다. 음

구강 내 가스는 10 cm 거리에서 입이 마를 때 나는 냄새가 약하게

주와 흡연은 하지 않으며 성격은 소심한 편으로 최근 일, 가족 친

감지되었고, 호기 가스는 20 cm 거리에서 입이 마를 때 목에서 올

Table 1. Malodor measurement results

Measurement device
BB checkerTM

HalimeterTM
TwinBreasorIITM

Exhaled
Oral
Nasal
Room†
VSCs‡
H2S
CH3SH

Malodor level
1st

Threshold level＊

2nd

71
77
50
48
77 (Rt)
84 (Lt)
5 		
116 		
0.91
2.09
0.0
3.64

BBV
BBV
BBV
BBV
ppb
ng/10 ml
ng/10 ml

50

100
1.50
0.49

*When the measured level exceed the threshold level, people can detect oral malodor.
Measured level of malodor in the clinic room.
‡
VSCs : volatile sulfide compounds.
†

Table 2. Saliva test results

Saliva test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pH
Buffer capacity
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Precipitation rate†
Malodor after incubation‡

Result

Reference level＊

1.6 ml/3 min
6.5
5.3
2.6 ml/3 min
15.4% (0.4 ml/2.6 ml)
25 BBV

3-5 ml/3 min
7.2
≥5.5
3-5 ml/3 min
<10%

*Reference1,9).
†
Precipitation rate=precipitate amount (ml) after settling more than 30 minutes/total stimulated saliva (ml).
‡
Stimulated saliva was incubated in AttainTM Incubator mBA450 in 37oC, then malodor was measured by BB checkerTM.

1,9,10)

Fig. 1. Examination of tongue (Left: red and indented tongue, Right: normal tongue)

.

BBV

ppb
ng/10 mL
ng/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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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는 냄새가 감지되었다. BB checkerTM (TAIYO, Osaka, Japan)
TM

와 Halimeter

kit; Motrita, Osaka, Japan). 타액 완충능(CAT21 Buf kit; Motrita,

(Interscan, Chatsworth, U.S.A.), Twin Breasor

Osaka, Japan)이 5.3정도로 부족한 편이었으며, 자극성 타액을

TM

II (iSenLab, Seoul, Korea) 와 같은 구취 측정 기기를 사용하여

침전시켰더니 백탁 침전이 나타났다. 자극성 타액을 인큐베이터

각각 2회 이상 구취 가스를 측정한 결과, 구취라고 인식할 수 있

(ATTAIN incubator mBA-450; TAIYO, Osaka, Japan)에서 37oC

는 역치 값 이상의 농도가 검출 되었다(Table 1). AttainTM (TAIYO,

로 1시간 가량 온도를 유지 시킨 후 BB checkerTM로 타액취 측정

Osaka, Japan) 측정 수치가 20 ppm이상이면 잠재적 구취 유발 가

시 25 BBV로 측정되었다(Table 2).
혀의 진찰 결과 홍설과 치흔이 발견되었다(Fig. 1). MucusTM

능하며, 환자의 측정값은 65 ppm으로 혐기성 세균에 의한 잠재적
구취 유발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였다.

(Life, Saitama, Japan)는 구강 내 점막 습도 측정기로, 혀 점막의

다음으로 타액 성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안정 시 타액과 자

습도 측정치는 27.0 (grade 3)이었다. 이는 정상치(grade 5)보다

극성 타액의 양이 매우 부족한 편이고 탁도가 높았다(Saliva PFT

낮은 수치로 다소 건조한 상태이다. 인후 부위 이상 여부를 관찰하
기 위해 구강 내 카메라 Spirit IITM 사용 하여 육안 검사 결과, 후비
루와 혀의 후반부 설태 및 인후과민 증상이 관찰되었다(Fig. 2).
저자들은 위의 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구취와 관련된 요
인을 추론하였다. 첫 번째로 구취에 대한 불안감과 외적 스트레스
에 의한 구강 내 긴장을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와 혀에 치흔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평상 시 구취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구강 내 긴장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정 시 타액 분비량이 적어지고, 혀의 습도가
낮아져 건조한 구강 상태가 되어 구취가 발생 한다(Fig. 3). 두 번째
로 식생활과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물의 음
용이 불규칙적이며, 아침식사로 간편식을 가끔 섭취 하는 습관과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 한다(Fig. 4).
세 번째로 구강점막 관리상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혀 닦기로 인해 환자의 혀에 홍설이 발생 하였고(Fig. 1), 잘못된 점

Fig. 2. Clinical photograph of throat area.

External stress,
agony

A stop of tongue
movement due
to oral muscle
tension

Anxiety&
timidity about
own oral malodor

Anxiety&
tension factor

A fall of
tongue
function

The decline of
salivary
secretion, an
obstruction of
salivary flow

The decline of salivary secretion activity,
a failure of salivary secretion control due
to the autonomous nerve system ataxia

Oral and throat
tissue drying

Oral
malodor

Fig. 3. Flow diagram showing the effect of patient’s anxiety and stress influence on oral malodor.

A regular sip of
a cup of coffee
once in a day

The deterioration of
salivary nature

Irregular water
drinking

The acidifying of
saliva

Breakfast intake by
fastfood, frequently

The decline of
salivary secretion

Oral tissue drying

Fig. 4. Flow diagram presenting the relationship among dietary habits, life habits and oral malodor.

Oral
malodor

Activation of anaero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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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관리로 인한 타액의 백탁 및 침전이 구취를 유발한다(Fig. 5). 네

하였다(Fig. 8, 9)1,9,10).

번째 요인으로 혀의 위치와 혀 후반부 및 인후부 관리상의 문제를

두 번째로 식생활과 평소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하였다. 규칙

생각 할 수 있다. 구취 측정 결과 호기 시 구취와 비취가 확인되었

적으로 물을 하루 6회, 공복 시간대와 식후에 마시도록 하며 이때

고 이는 인후부의 후비루와 혀 후반부 단백질 막에 의해 발생한 것

물 200 ml로 가글 후 삼키면서 점막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침식사

으로 보인다(Fig. 6). 그리고 목 부위 긴장으로 인해 잘못된 위치에

는 한식으로 하고, 야채와 과일 등의 섭취를 늘리도록 하며, 음식

놓인 혀가 타액의 흐름을 막아 구취가 발생 할 수 있다(Fig. 7). 환

을 최소 30회 이상씩 씹어서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가동시켜 타액

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분석 결과, 상기의 구취유발인자들로 초

의 분비를 유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실 경우, 물 한

래된 생리적 구취 환자로 분류하였다.

잔을 함께 마시며 목 부위를 가글하도록 교육하였다.

9)

이후 저자들은 Honda protocol 중 일부를 변형하여 생리적

세 번째 요인인 구강점막 관리 방법 교정을 위해 혀 닦는 방법

구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 교정 및 구강 관리법 교육을

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식사 후에 물을 입에 넣고 입 안에 남아 있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인 구강 내 긴장의 완화를 위해, 심

는 음식의 잔여물과 혀 위의 세균막(설태)이 없어지도록 혀 운동과

호흡법, 발음운동, 혀운동, 입운동, 볼운동 등을 활용하여 긴장을

볼 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때 목 부근의 음식물 잔사를 물로 깨끗

완화시키면서 안정 시 타액 분비율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이 헹군 후 이 물을 그대로 삼키며, 칫솔질 시 혀에 상처를 주지 않

Inappropriate oral
mucosal membrane
management

Redden tongue
and oral mucosal
hypersensitivity

The deterioration
of salivary nature

The whitening
and precipitation

Oral
malodor

Fig. 5. Flow diagram representing the oral malodor caused by the inappropriate mucosal membrane management.

The strained state of upper throat

The accumulation of white
plaque on the posterior

Postnasal discharge
The occurrence
of oral malodor

Oral
malodor

The obstruction of salivary
flow due to malpositioned

Fig. 6. Flow diagram representing the oral malodor caused by the
inappropriate tongue position and inadequate care of posterior part of
a tongue and a throat hygiene.

Inhale

The discharged mucus
from lymphatic tissue

Postnasal discharge

Ah

1)
Fig. 7. Halitosis resulted by the strained state of tongue .

Eee

Oooh

Exhale

1,10)

Fig. 8. Example of deep breathing and pronunciation exercise for tension relieving

.

Ra, r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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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ig. 9. Tongue and mouth movement to release tension of oral muscles .

Fig. 10. Let dorsal surface of the tongue
touch palatal area and move backward,
and then proceed with right and left
reciprocation. After reciprocation, gargle
and swallow one cup of water over three
times1).

The peripheral mucosa of
The dorsal surface of tongue are
tongue gets jammed in molars
touching the palatal surface

Closed firmly

There is a space between
the dorsal surface of tongue
and the palate

The peripheral mucosa of tongue
does not get jammed in molars

The mouth seems to be
closed, but is open

Anterior region of tongue are touching the
palatal surface of upper anterior teeth

Tongue is in natural position
near the lower anterior teeth

Fig. 11. Smile method (Left: A state of tension Right: Through the smile face as shown on the right, the position of a tongue is corrected and the
tension of the throat is relieved1,10)).

으면서 혀를 닦기 위해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 닦도록 교육하였다.

평상 시 고개를 약간 들고 입술을 1 mm 정도 벌린 상태에서 미소

네 번째 요인인 목 부위 긴장, 잘못된 혀 위치, 인후부 후비루

짓는 표정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Fig. 11)1,10). 세 번째는 Gum 법으

및 혀 후반부 관리를 수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

로, 구체가 된 Gum을 혀 위에 놓고 이물질로 인식시켜 고유 구강

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 혀를 위쪽으로

공간의 확보와 무의식적인 혀 운동을 야기하여 안정 시 타액 흐름

말아 올려 입천장 후방에서 좌우로 왕복운동을 하고 이 부근의 단

의 지속적인 확보를 유도 하였다(Fig. 12)1,10).

백질 막을 닦아낸다. 이후 한 잔의 물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가글하
1,10)

면서 삼키도록 하였다(Fig. 10)

. 두 번째 방법은 Smile 법으로,

마지막으로 구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
하도록 환자에게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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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잘못된 관리 습관의 교정과 평상 시 습관의 교정을 통
해 구취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법11)이 우리나라
에서는 차선책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타액의 흐름에 영향
을 미치는 구강 내 긴장감 및 이를 평소에 조절 할 수 있는 생활 습
관 교정과 구강 관리법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증례와 같은 방식으로 생리적 구취환자를 진단하고 처
방하여 생리적 구취가 개선된 결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생리
적 구취 환자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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