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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타액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이러한 타액의 기능이상 및 타액 분비의 감소는 여러 구강내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구강건조증의 경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

며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30%가 넘는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생

활수준이 향상 되고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였

지만 만성질환자와 이로 인한 약물복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타액 분비의 감소는 치아 우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장기적인 측

면으로 볼 때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구강건조증은 

대화 시, 음식물 섭취 시, 수면 시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

게 하며,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구강건조증은 환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환이며 적절

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 및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주로 설문을 이용하게 된다. 설문 마다 구성 및 각 항

목에 따른 응답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병 

시기, 불편감을 느끼는 빈도,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효과, 증

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묻는 항목이 포함된다. 응답 방

법으로는 Yes/No, 다지선다, Numerical Rating Scale/Verbal 

Rating Scale/Visual Analogue Scale, 복수 선택법 등을 이용하여 

설문의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구강건조증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

료법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설문들 중에는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에

는 그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환자의 불편감이 단순

히 타액량의 감소가 아닌 타액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복용중인 약, 전신질환, 두경부 방사선 치료, 쇼그렌 증

후군, 탈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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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평가를 위한 설문에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구강건조증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의 평가는 오직 설문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설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설문들이 개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수

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으며 응답 방법에 있어서도 보

완할 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환자의 상태 및 치료법

을 평가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설문을 제시 하는 것이 이 연구

의 목적이다.

 환자들이 구강건조증에 이환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최종적인 확

진을 위해 다양한 평가법이 사용된다. 주관적인 증상을 평가하는 방

법 및 객관적인 징후를 평가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강건조증 진단 및 치료법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파악하였

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구강건조증 설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항목,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질문에 따른 응답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거쳐서, 기

존의 설문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설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설문에서 두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갖는 항목들을 각각 분

리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구강 내 건조감

을 느끼는 부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보기를 세분화 하여 질문을 

수정하였다. 타액의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항목과 의치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설문을 보완하여 구강건조증 환자의 진

단 및 치료법을 평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구강건조증, 설문

학  번 : 2011-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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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타액은 구강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

소이다. 이러한 타액의 기능이상 및 타액 분비의 감소는 여러 구강

내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구강건조증이란 이러한 타액 분비의 감

소 및 타액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의해 입 안이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구강건조증의 경우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

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30%가 넘는다.1,2) 과거에 비해 생

활수준 향상과 의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만성질환자의 수가 많아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 복용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다수의 약물은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며 결과적으

로 구강건조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3-5) 

 타액은 약산성을 띄는 맑은 액체로 대타액선, 소타액선, 치은열구

액의 혼합물이다. 대타액선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으로 구성되며 

소타액선은 아랫입술, 혀, 구개, 점막, 후두 등에 위치하는 작은 타

액선이다.6) 정상인의 경우 하루 동안 분비되는 총 타액량은 1-1.5 

L 정도이다. 비자극성 타액의 경우 이하선 20%, 악하선 65%, 설하

선 7-8%, 소타액선에서 나머지 10% 미만이 분비된다. 자극성 타

액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변화가 크지만 50% 이상이 이하선에서 분

비된다.7) 

타액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염, 인산염 등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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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면역글로불린, 단백질, 효소, 뮤신, 요

소, 암모니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중탄산염, 인산염, 요소는 타액의 pH를 

조정하며 타액의 완충작용 능력에 기여한다. 여러 단백질과 뮤신은 

구강 내 미생물의 군집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치태 형성에 영향을 

준다. 칼슘, 인산염, 일부 단백질은 탈회와 재광화를 조정하는 인자

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면역글로불린, 여러 단백질, 효소는 세

균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8)

 이와 같이 타액이 구강 내에서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윤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로 인한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2) 완충작용 및 세척 작용을 한다. 또한 3) 치아의 

구성을 유지하고 4) 세균과 진균을 비롯한 외부 감염으로부터 치아 

및 연조직을 보호한다. 5) 맛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며 일부 소화 작

용에도 관여한다.9)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1) 장점액성 타액으로 인한 피막 형성은 구

강 내에서 윤활 작용을 하며 자극 물질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된다. 치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분해효소, 가수분해 효소 및 흡

연 시 유입되는 발암물질 등이 자극원이 된다.10) 윤활 작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악하선, 설하선 및 소타액선에서 분비되는 뮤신

이다. 폴리펩티드사슬에 의해 연결된 복잡한 당단백질 분자인 뮤신

은11,12) 낮은 용해도, 높은 점성도, 높은 탄성도와 강한 점착성을 갖

는다. 구강 내 연조직과 치아, 연조직과 연조직, 연조직과 보철물 사

이의 윤활 작용을 담당하며 저작, 대화, 연하작용에도 도움을 준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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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신은 구강 내 미생물이 조직의 표면에 달라붙는 정도를 선택적

으로 조절함으로써 항균성 및 항진균성을 갖는다. 악하선, 설하선에

서 두 가지 종류의 뮤신인 MG1과 MG2가 분비 되는데 저분자량의  

MG2가 치아 우식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7) MG2는 구강 건강에 해

를 끼치지 않는 세균의 군집화를 자극하는데, 이러한 군집화에 의해 

조직의 불필요한 마모, 산의 침투, 치아로부터의 무기질 이탈 현상

이 줄어들게 된다.13)

 2) 타액의 완충능은 중탄산염, 인산염, 요소, 단백질과 효소에 의

한 것이다. 그 중에서 중탄산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치태

로 확산됨으로써 산을 중화시킨다. 요소는 치태에 의한 대사 작용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물로 암모니아가 생산되어 치태의 산성도가 줄

어든다.27) 구강 내의 pH는 타액의 완충능, 청소능 및 타액 분비율

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

 3) 타액이 치아의 재광화와 탈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치아의 구

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치태에서 세균에 의해 산이 생성되고 확산 

되어 pH가 5-5.5에 이르렀을 때 탈회가 일어나는데, 이 값은 치아 

우식이 발생하는 임계 pH이다.7) 이렇게 용해된 무기질은 치아 주변 

타액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태의 pH는 타액의 

완충 능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탈회와는 반대의 의미를 갖

는 재광화는 치아에서 무기질이 빠져나간 부분이 다시 채워지는 과

정이며 타액 내에 녹아 있는 무기질의 과포화도가 매우 중요하다. 

칼슘과 인산염은 타액 내 단백질에 의해 높은 농도를 유지 할 수 

있는데 이 두 무기질의 의해 법랑질의 재광화가 일어난다.16) 타액 

내에 존재하는 statherin이 칼슘과 인산염 용액을 안정화 시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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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인회석에 결합하여 에나멜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17) 박막에 있

는 histatins, cystatins, proline-rich proteins 등은 크기가 커서 

법랑질로 침투하지 못하고 치아 표면의 수산화인회석에 결합함으로

써 치아의 무기질 결정화를 가능하게 한다.17,18) 이러한 재광화와 탈

회과정은 타액 분비율과도 관련을 가지는데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나 타액 분비 감소를 유발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타액

의 재광화 기능이 감소한다. 타액 분비가 크게 감소한 환자를 진료

할 경우 초기 우식병소를 과하게 긁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치아의 표면 구조를 과도하게 조작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재광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7)

 4) 타액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항균 작용이다. 타액 속에는 면

역 단백질과 면역과 관련성이 적은 비면역 단백질이 모두 포함 되

어 있다. 그 중 면역 단백질에는  면역글로불린G(IgG), 면역글로불

린M(IgM), 분비형 면역글로불린A(sIgA)이 있으며 비면역성 단백

질에는 뮤신, 펩티드, 효소 등이 있다. 그 중 sIgA는 결합조직의 형

질 세포에서 생산되며 타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역 단

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거나, 세균 항원에 결합

하는 항체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병원성을 갖는 미생물이 조직의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17,19) 타액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종

류의 면역글로불린은 매우 소량 존재하며 치은열구액으로부터 유래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6) IgA가 직접 보체를 활성화 시키지는 않으

며,10) 치주염이 있는 경우 치은열구액에 있는 보체에 의해 타액의 

보체 시스템이 활성화된다.6,20)

 면역 작용을 주로 담당하는 IgA 및 MG2 이외에 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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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alated duct) 세포에서 분비되는 lactoferrin과 이하선 줄무

늬관(striated duct) 세포에서 분비되는 lysozyme도 세균에 저항

하는 기전을 가진다. Lactoferrin은 타액 내의 철 이온과 결합하여 

Streptococci 와 같은 미생물의 대사에 필요한 이온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15) Lysozyme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함으로써 증식을 

막는다.10,21) Cystatins과 선방 세포(acinar cell)가 분비하는 

peroxidase도 구강 내 세균에 의한 발병을 막는 역할을 한다.11,17) 

당화단백질, statherin, agglutinin, histatins, proline-rich 

proteins도 세균을 뭉쳐지게 함으로써 이들이 구강 내 조직에 달라

붙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기전으로 타액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의 병원성 미생물의 군집화와 성장을 막는다.

 타액 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과 관련성을 갖는 단백질의 양

이 늘어나게 되는데,16) 그 농도는 스트레스, 감염, 염증반응, 호르몬 

변화에 의해 달라진다.22) 

 5) 타액은 맛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고 소화 작용에도 일부 관여한

다. 타액은 저장성(hypotonic) 용액이므로 소금기 있는 음식의 맛

을 잘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은 gustin을 비롯한 아연 결합 단

백질과 관련이 있다.15) 녹말은 소화효소 아밀라아제에 의해 작은 단

위로 분해되는데 녹말의 주된 소화 작용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에 의해 일어나므로 타액이 가지는 소화 작용은 다른 여러 기능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다.10) 이보다는 음식 덩어리와 섞여서 연하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소화과정에서 타액이 갖는 더욱 주된 기능이다.

 타액 감소에 의한 구강건조증은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의 상실로 

인해 대화 시, 음식물 섭취 시, 수면 시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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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며 만성적으로 진행 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Gerdin 등24)은 10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 상태와 삶의 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응답법으

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0점, 아주 가끔:1점, 때때로:2점, 자주:3

점, 매우 자주:4점, 항상:5점’으로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결

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였으며 구강건조

증과 관련된 주관적 증상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29%

의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OHIP 설문에 ‘자주, 매우 자주, 항상’ 

으로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응답자 중 13%가 단

어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11%가 맛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10%가 구강 내 통증을 느꼈다. 나머지 항목인‘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남의 눈을 의식한다. 긴장감을 느낀다. 식

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끼니를 거르게 되었다. 휴식을 취하기 어

렵다. 당황감을 느낀다. 타인과 있을 때 짜증을 느낀다. 평소 생활을 

하기 어렵다. 삶의 만족감이 떨어진다. 기능적인 활동이 완전히 불

가능하다’의 경우에도 10% 이내의 응답자가 3점 이상의 불편감을 

표시하였다. 

 Thomson 등25)은 32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1037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그들이 성장하여 26세가 되었을 때 설문을 통해 성격

을 조사하였다. 32세가 되었을 때 치아우식, 상실, 치주건강 등의 

구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구강건조증상을 보이는 9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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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OHIP-14 설문을 이용한 결과로 ‘남의 눈을 의식한

다. 당황감을 느낀다.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항목이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되지 않은 우식 치아가 있거나 

상실된 치아가 있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OHIP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이들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

었으며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항목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앞의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구강건조증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 보

고되었다. 그러므로 구강건조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 및 치료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 징후를 평가하게 된다. 객관적 징후를 평

가하기 위해 타액 분비율, 구강 내 잔여 타액량, pH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구강건조증의 발병여부 및 불편감과 반드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26,27)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설문을 이용하는데, 설문마다 구성 및 각 항목에 따

른 응답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병 시기, 불

편감을 느끼는 빈도,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효과, 증상에 변

화를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묻는 항목이 포함된다. 응답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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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No, 다지선다, Numerical Rating Scale/Verbal Rating 

Scale/Visual Analogue Scale, 복수 선택법 등을 이용하여 설문의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구강건조증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평

가를 위해 시행하는 설문들 중에는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그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환자의 불편감이 단순히 타

액량의 감소가 아닌 타액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복용중인 약, 전신질환, 두경부 방사선 치료, 쇼그렌 증후군, 

탈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

과 평가를 위한 설문에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

되어야 한다.28)

 구강건조증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의 평가는 오직 설문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설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설문들이 개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수

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으며 응답 방법에 있어서도 보

완할 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환자의 상태 및 치료법

을 평가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설문을 제시 하는 것이 이 연구

의 목적이다.

II. 본 론

1. 구강건조증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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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구강건조증을 앓고 있는 경우 현재 상태와 치료의 전후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크게 주관적인 증상

과 객관적인 징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1) 주관적 증상 평가법

 

 환자가 입이 마르는 증상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며 타액 분비율

의 감소가 항상 이러한 증상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29) 약

물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의 성인의 경우에도 타액 분비율에 있어서 

약 50%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30) 구강건조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타액 분비율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경

우가 있다.31,32) 몇몇 연구에 따르면 입 안이 마르는 증상이 비자극

성 타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반면,33-35)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타액 분비율과 구강건조증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

이기도 한다.36-40) 그러므로 주관적 증상을 평가하는 데에는 실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이용하

게 된다. 

 Pai 등27)은 구강건조증에 관련된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8가지 항목은 입이 마른 증상에 의해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P1),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P2), 입 안에 있는 침의 양(P3), 입이 마르다고 느끼

는 정도(P4), 목구멍이 마르다고 느끼는 정도(P5), 입술이 마르다

고 느끼는 정도(P6), 혀가 마르다고 느끼는 정도(P7), 목마름을 느

끼는 정도(P8) 이다. 응답 방법은 모두 Visual Analogue Scale을 



10

사용하였다. 36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타액 분비를 억제하는 

glycopyrrolate를 투약 받은 그룹과 통제군을 나누어 설문의 유효

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P1, P2, P3, P5, P6 항목이 비

자극성 악하선 타액 분비율과 관련이 있었으며 P1, P6 항목이 자극

성 악하선 타액 분비율과 관련이 있었다. P2 항목은 유일하게 자극

성 이하선 타액 분비율과 연관이 있었다. 건강한 성인의 20% 정도

가 비자극성 이하선 타액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비자극성 악

하선 타액 분비율은 일반적으로 측정가능 한 정도로 유지된다.29) 악

하선에서 분비되는 타액의 경우 구강 내의 윤활 작용에 있어서 필

수적인 역할을 하는 뮤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구강 점막이 젖

어 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41) 전신질환을 앓는 경우 악하선이 이하

선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42-44) 약물 복용에 의한 영향도 

이하선에 비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45)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비자극성 악하선 타액 분비율 측정이 구강건조증의 주

관적 증상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Rayman 등46)은 구강건조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입 안에 있는 침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삼키

는데 어려움을 경우가 있는지,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마르다고 느끼

는지,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 음료수를 마시는지 의 4가지를 제안

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불편감을 인지하

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의사가 위의 질문에 대

한 응답을 주시하고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Suh 등47)은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이용하여 타액 분비

율과 임상적 증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설문의 항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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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마르는 증상의 발병 시기, 입이 마르는 증상을 느끼는 빈도, 

밤이나 잠에서 깨어날 때 입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일상생활 중 입

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식사 중 입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음식물

을 삼키기 힘든 정도, 평소 입 안의 타액량, 구강건조감이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횟

수, 잠자리에 들기 전 물을 준비하는 횟수,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을 마시는 빈도, 입이 마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는 빈도, 입이 마른 증상과 관련된 불만의 유무’를 사용하

였다. 항목별로는 구강건조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평소 입 안의 타액량, 일상생활 중 입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잠자

리에 들기 전 물을 준비하는 횟수,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을 마시

는 빈도,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횟수, 잠자리에 들

기 전 물을 준비하는 횟수와 관련성을 보였다. 

(2) 객관적 징후 평가법

 구강건조증 환자의 객관적인 징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타액 분비율

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타액의 분비는 연수에 위치한 여러 가지 

신경핵에 의해 조절되며10) 특정 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씹

기와 같은 기계적인 자극, 신맛 또는 단맛과 같은 맛에 의한 자극, 

향에 의한 후각적 자극이 타액 분비를 유발하는 주된 자극원이며 

그 외에도 통증, 약물, 질병 등의 요소들도 자극원이 된다.10,16,48) 

타액선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다양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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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물질과 호르몬에 따라 각각 다른 수용기가 자극된다.49) 교감신경

이 우세하게 작용할 경우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한 타액이 분비되

며 부교감 신경이 우세할 경우 비교적 묽은 타액이 분비된다.7)

 일반적으로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1 mL/min을 넘는 경우 정

상범위이며 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0.7 mL/min를 정상 기준으

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타액 분비율은 같은 개인의 경우에도 측정 

환경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50-52)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15세 이후의 반복 측정된 타액 분비율을 바탕으로 개별적

인 기저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7) 타액선 기능이 저하된 그룹과 정

상 그룹을 나누게 되는 임계 기준에 대해 다른 문헌에서는 

0.12-0.16 mL/min으로 보고하고 있고,53) 개인마다 다른 기준점을 

설정하기도 하므로 타액 분비율의 50% 감소를 보이는 경우 타액선 

기능 저하로 고려 할 수 있다.29)

 평균적으로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3 mL/min 정도이며7,10) 타

액 분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 동안 분비

되는 비자극성 타액량은 300 mL 정도이다.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최고 7 mL/min의 값을 가지는데7) 하루 동안 분비되는 총 타액량

은 500 mL - 1.5 L 이다. 하루 중 수면 시에 타액 분비가 가장 

적으며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타액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

다.54) 1년 중 여름에 타액 분비율이 작고 겨울 동안 최댓값을 갖는

다.7,48)

 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변화가 아니다. 

비자극성 뮤신의 분비 변화는 관찰 되지만55,56) 타액 분비율의 감소

는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 경우가 많다.7,57) 음식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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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타액 내 단백질의 양이 늘어나지만 심한 다

이어트 등으로 인해 칼로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액 분비율 및 

타액 내 많은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된다.14)

 타액 분비율 측정은 검사 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2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시행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 측정을 위해서는 검사 이전 최소 

1-2시간 동안 음식 및 음료수 섭취, 흡연, 양치, 치실 사용 등을 금

하도록 한다. 팔다리를 편안하게 두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고개를 자

연스럽게 숙인 채로 10분간 타액을 모은다. 이 때 외부의 자극이 

없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도 타액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측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타액을 삼키도록 

하며 시작 후에는 눈금 있는 시험관에 타액을 뱉어내는 방법으로 

모은다. 자극성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는 경우는 1 g정도의 껌 베이

스 또는 파라핀 왁스를 이용한다. 처음 2분간은 씹기만을 반복 한 

뒤 5분간 타액을 모은다.

 앞에서 언급한 Suh 등47)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액 분비율을 측

정하였으며 구강건조증 설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구강건조증상과 

타액 분비율 간의 연관성을 찾았다.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과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큰 연관성을 가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자극성 총 타액량과 구강건조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액분비율의 경우 입이 마르는 증

상을 느끼는 빈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입이 마르는 증상의 

발병 시기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타액 분비율은 일상생활 중 입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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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입이 마름을 느끼는 정도,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정도, 평소 입 

안의 타액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극성 타액 분비율

이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보다 더 큰 연관성을 보였다. 자극성, 비자

극성 타액 분비율 모두 잠자리에 들기 전 물을 준비하는 횟수, 음식

물을 삼키기 위해 물을 마시는 빈도와 관련 있었으며 구강건조감으

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횟수는 비자극성 타액분비율과 연관성을 

보였다.

 Rosas 등58)은 15분간 모인 비자극성 타액의 부피가 1.5 mL 이하

인 경우, 즉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1 mL/min 이하인 경우를 

구강건조증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pilocarpine과 anetholetrithione 

(ANTT)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들의 자극성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

였다. 내원 시에 5 mg의 pilocarpine을 혀 아래에 두어 흡수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 내원 시에는 50 mg의 ANTT를 복용하도록 하여 

약물에 의한 자극조건을 만들었다. 각각의 내원시 1시간 간격으로 

세 번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약물 자극에 의한 타액 분비율 

변화를 측정할 함으로써 정상 기능을 갖는 타액선 조직의 잔존 정

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타액 분비율 측정 이외에도 modified Schirmer test 및 Saxon 

test가 있다. Modified Schirmer test(MST)는 기존의 안구 젖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Schirmer test strip을 구강 내에 적

용하여 비자극성 타액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환자는 긴장을 풀고 바

른 자세로 앉아서 혀를 경구개에 두도록 한다. Strip으로 혀를 건드

리지 않으면서 설소대의 좌측 또는 우측에 strip의 둥근 끝부분이 

닿도록 올려둔다. 타액에 닿아 적셔지면 파란색 염료가 strip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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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하게 되는데 1분마다 그 거리를 측정하여 3회 기록한다.59) 

Fontana 등60)은 이동 거리가 25 mm 이내일 때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고 하였다. Saxon test는 마른 거즈 또는 스펀지를 이용하

는 방법이다. 무게를 측정한 10*10 크기의 멸균된 거즈를 절반씩 

두 번 접은 뒤 2분간 환자가 씹도록 한다. 젖은 거즈의 무게를 측정

한 다음 알고 있는 마른 거즈의 무게를 빼면 거즈에 포함된 타액량

을 알 수 있다. Kohler와 Winter는61)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명의 환자와 건강한 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Saxon test를 사용

하여 구강건조증상을 평가하였다. 건강한 성인 중 10명에게 2일후, 

30일 후에 다시 Saxon test를 시행하여 통제군의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이 실험을 통해 정상 그룹의 평균 타액 분비율이 1.6 

mL/min, 환자 그룹의 평균 타액 분비율이 0.5 mL/min 라는 결과

를 얻었으며 Saxon test를 통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강건

조증 환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타액의 pH도 타액 분비율과 연관성을 갖는 지표이다. 정상 타액의 

pH는 5.3-7.8 정도의 범위에 있으며7) 약산성에서 부터 약알칼리

성을 띤다. 타액 분비율이 낮아지면 타액도 산성을 띄게 되는데, pH

가 낮아진 산성 타액은 점막을 자극하고 치아를 부식 시킨다.62) 

 Polland 등64)은 pH 측정기를 이용하였으며 90분간 껌을 씹었을 

때의 타액 분비율과 pH 변화를 관찰하였다. 껌을 씹기 시작하면서 

타액 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씹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타액 분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껌의 크기가 

처음에 비해 70%가 작아지고 물성이 부드러워지므로 기계적 자극

이 줄어들게 된다.63) 새로운 껌으로 바꾸어 씹으면 다시 타액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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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실로써 오랜 자극에 의한 타액선

의 피로누적이 타액 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타액분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pH도 증가 하는데, 이는 타

액 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타액 내 중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5) Polland 등64)의 연구에서는 타액 분비율이 

0.88 mL/min, 0.55 mL/min 일 때의 pH가 각각 7.17, 7.12로 측

정되었다. pH는 타액 분비율과는 달리 기계적 자극이 있는 90분 동

안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구강 건강에 매우 중

요한 성질이다. Navarro 등66)은 6.4-8의 범위를 갖는 pH 지표 막

대를 사용하여 0.2구간 간격으로 타액의 pH를 측정하여 약물복용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였다. Korsten 등67)은 만성 구강건조증에 의해 

구강 내에 유입된 산이나 식도의 산을 중화 시키는 타액의 기능이 

떨어져 pH가 감소하여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2. 구강건조증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지

(1) 설문지의 구성

 현재 국내에서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설문은 서울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사용되는 설문이 대표적이며 체계적

인 구성을 갖는다.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은 크게 발병 

시기, 불편감을 느끼는 빈도,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 불편감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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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과 효과, 증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병력 관련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설문의 가장 처음은 의무기록번호, 작성일, 환자의 성명, 성별, 생

년월일, 나이를 통해 환자의 기본 정보를 얻는다. 발병 시기를 묻는 

‘입이 마르다고 느끼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설1)’ 항목에 대해

서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최근 들어(한 달 이내), 기타’ 

의 보기가 제시되고‘입이 마른 증상은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설 

2)’의 질문으로 빈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항상, 자주, 긴장하

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기타’의 보기가 제시되며 두 항목 모

두 4지선다의 응답법으로 결과를 얻는다.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은‘밤 시간에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 안이 마

르는 정도(설3), 평소 낯 시간에 입 안이 마르는 정도(설4), 식사를 

할 때 입 안이 마르는 정도(설5), 입이 마르는 증상 때문에 음식물

을 삼키기 힘든 정도(설6), 입 안에 있는 침의 양이 적다고 느끼는 

정도(설7),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설8)’이며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응답법은 0(전혀

없다)에서부터 10(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정도)까지 10칸으로 표

시된 Visual Analogue Scale을 사용한다.‘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

을 깬 적이 있는지(설9),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실 물을 준비해 두는

지(설10), 마른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지

(설11), 입이 마르는 증상 때문에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지(설

12)’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빈도의 차이에 따른 4지선다 또는 

5지선다의 보기가 제시된다.‘입이 마르는 것 이외에 느끼는 불편감

(설13)’은 ‘입 안이 화끈거리며 아프다, 입 안의 감각이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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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입 안이 쓰고 나쁜 맛을 느낀다, 구취

가 있다, 말을 하기가 불편하다, 기타’의 보기 중에서 모두 선택하

도록 한다.‘현재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해 보았는지 묻

는 질문(설14)’의 경우‘물을 많이 마신다, 껌을 씹는다, 치과에 

간다,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과에 간다, 이비인

후과에 간다, 한의원에 간다, 약국에 간다, 그냥 참는다, 기타’의 

보기 중 모두 선택하는 복수 선택법을 사용하며‘그것의 효과는 어

떠했는지를 묻는 항목(설15)’의 경우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일시

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만족할 만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의 3가

지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의 경우‘입을 더 

마르게 하는 것(변1)’과‘입을 덜 마르게 하는 것(변2)’을 모두 

고르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병력과 관련된 항목

은 모두 7가지이며‘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 앓았던 질환 및 증상을 

모두 고르는 질문(병1)’으로 시작한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나 빈번이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병2-1), 안구(눈)의 건조감이 있

는지(병3), 귀 밑 부위에 종창(붓는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병

4), 가족이나 친척 중 같은 증상(입 마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지(병5), 최근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은 일이 있는지(병

6)’를 묻는 질문의 응답법으로 있다/없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

는 Yes/No법을 사용한다.‘약을 복용하는 이유(병2-2), 현재 복용

하고 있는 약을 묻는 질문(병2-3)’에서는 환자가 직접 서술하도

록 함으로써 결과를 얻는다. 병력의 마지막 질문은‘흡연여부를 묻

는 것(병7-1)’인데‘한다, 현재는 안하지만 한 적이 있다, 안 한

다’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며‘하루 동안의 흡연 양(병7-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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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갑 이상, 2갑에서 1갑 사이, 1갑에서 반 갑 사이, 반 갑 이하’

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한다. 

(2) 설문항목 분석

 구강건조증은 노인의 경우 흔히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이다.68) 일반

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선방 세포가 지방 조직 또는 섬유

성 조직으로 대체되며 그 수가 감소하게 된다.69) 이러한 사실은 조

직학적으로 명백한 증거이지만 타액 분비율과 나이에 관련된 상관

관계는 아직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에 따

른 타액선의 기능을 조사하였을 때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으며 총 

타액량 및 이하선 타액량의 감소가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

다.55,70-73) Streckfus 등74)은 나이든 여성의 경우 자극성 총 타액

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자극성 이하선 타액 분비율은 여성이 남

성보다 작은 값을 갖지만 나이에 따른 변화는 아니었다. 

Ben-Aryeh 등75)은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지만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

였다. Sreebny 등31)은 14가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 및 총 타액 분비율이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지만 자

극성 타액 분비율이 이를 보완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입술 

타액선의 점장액성, 장액성 선방 세포가 매우 큰 감소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점장액성, 장액성 타액이 각각 49%, 28% 감소한

다.76) 설문의 시작에서 얻게 되는 성별 및 생년월일/나이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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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환자가 겪고 있을 임상적 증상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설1의 경우 모든 환자를 문진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하여 구강건조증상

이 오래 지속된 경우 타액 분비율이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77) 발병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Wiener 등78)은 구강건조증 환자의 증상 및 치료법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치과의사의 임상적 평가, 환자가 작성한 설문 그리고 환자의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구강건조증 관련 설문이 개발 되었는데78) 그 중 많은 연구에

서 타당성을 갖는 11 항목으로 구성된 ‘구강건조증 척도

(xerostomia inventory : XI)’가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11개의 

항목은 ‘음식을 삼키기 위해 음료수를 마신다(XI1), 식사를 할 때 

입이 마르다고 느낀다(XI2), 밤중에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깬다

(XI3), 입이 마르다고 느낀다(XI4), 마른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들다

(XI5), 입이 마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 것 또는 사탕을 먹는

다(XI6), 특정 음식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XI7), 얼굴 피부가 건조

하다고 느낀다(XI8), 눈이 건조하다고 느낀다(XI9). 입술이 건조하

다고 느낀다(XI10), 코 안이 건조하다고 느낀다(XI11)’이다. 각 

항목에 대해서‘전혀 그렇지 않음:0점, 아주 가끔:1점, 때때로:2점, 

자주:3점, 매우 자주:4점 의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합하여 구강건

조지수를 얻는다. Putten 등80)의 연구에 따르면 XI2, XI4가 비자극

성 총 타액량과 커다란 연관성을 가지며 XI2, XI4, XI5, XI7, XI10

이 구강건조증과  관련해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Thomson 등81)은 구강건조증이 막 진행된 환자와 건강한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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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6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측정한 구강건조 지수의 변화가 

구강건조증상과 유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구강건조증 척도 항목과 

설문지의 항목을 비교해 보았을 때 XI1은 설11, XI2는 설5, XI3는 

설9, XI4는 설3, XI6은 설12, XI9는 병3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

하며 XI5와 XI7은 설6의 내용을 포함한다.

 Sreebny 등34)은 ‘평상시 입이 마르게 느끼는지(S1), 규칙적으로 

입 안을 적시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지(S2),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는지(S3), 평상 시 말할 때 입이 마르는지(S4)’의 

4가지 항목을 이용해 구강건조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성인을 나누어 설문의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긍

정 예측 값(positive predictive value), 부정 예측 값(negative 

predictive value)을 평가하였다. 구강건조증상을 묻는 질문에 ‘예

(yes)’라고 대답하였고 낮은 타액 분비율을 갖는 경우를 진양성

(true positive), ‘예’라고 대답하였고 정상 타액 분비율을 갖는 

경우를 가양성(false positive), ‘아니오(no)’라고 대답하였고 낮

은 타액 분비율을 갖는 경우를 가음성(false negative),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고 정상 타액 분비율을 갖는 경우를 진음성(true 

negative)으로 나누었다. 각 수치의 계산은 민감도 : 진양성 / (진

양성 + 가음성), 특이도 : 진음성 / (가양성 + 진음성), 긍정 예측 

값 : 진양성 / (진양성 + 가양성), 부정 예측 값 : 진음성 / (가음

성 + 진음성) 의 식을 사용하였다. 민감도는 낮은 타액 분비율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구강건조증상을 느끼는 사람을 선별하

는 정도이며 특이도는 정상 타액 분비율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실

제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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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예측 값은 구강건조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타

액 분비율이 낮은 사람을 선별하는 정도를 뜻하고 부정 예측 값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타액 분비율이 정상인 사람을 

선별하는 정도를 뜻한다. S1-S4까지의 설문을 이용하여 얻는 결과

를 갖고서 민감도, 특이도, 긍정 예측 값, 부정 예측 값을 계산하였

다. S1 하나의 항목만을 고려했을 때 그 값은 차례로 93%, 68%, 

54%, 96%였지만 S1-S4의 모든 항목을 고려했을 때는 92%, 

91%, 75%, 98%로 나타났다. 민감도의 경우 1% 감소하였지만 다

른 항목을 함께 고려했을 때 민감도는 거의 변화지 않았으며 결과

적으로 4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 

징후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여기서 S1은 설4, S2는 설12

와 설14, S3는 설9와 동일하거나 유사도가 매우 높으며 S4는 설

13과 연관성을 갖는다. 

 본론 1-(1)에서 언급된 Pai 등27)의 연구에 의하면 P1-P3, P5, 

P6 항목이 뮤신을 많이 포함한 비자극성 악하선 타액 분비율과 관

련성을 보이는데 이 항목들은 입이 마르는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 신뢰성을 갖는 항목이다. P1은 설13과 연관성을 가지며, P2는 

설6, P3은 설7, P4는 설4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타액 분비의 감소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

라 음식 맛을 비롯한 입 안 감각에 영향을 준다. 타액이 맛에 미치

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 측면으로 음식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을 녹임으로써 미뢰에 

존재하는 맛 수용기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타액은 맛 수

용기를 자극하거나 맛의 민감성을 조절하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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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측면으로는 타액이 맛 수용기가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타액의 역할은 방사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구강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

져 있으며, 악하선과 설하선을 외과적 수술로 절제한 환자의 경우 

맛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지고 관련 신경의 반응 정도가 감소하였다

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82,83)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타액은 병원성 미생물과 각종 화학적,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구

강 내 조직을 보호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미각세포가 생겨나고 

대체될 수 있게 한다.84,85) 그러므로 타액분비가 감소한 구강건조증 

환자의 경우 구강 내 감각 이상, 입맛의 변화 및 감소, 자극적 음식

에 대한 과민반응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작열감, 구취에 시달리기

도 한다.86) 또한 혀,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거나 캔디다 등의 감염이 

생기기도 하며 점막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77) 설

13 항목은 이러한 불편감을 모두 고르도록 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환자로 하여금 직접 기술하도록 한다. 

 입이 마르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껌

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87) 물을 마시는 것도 효과

가 있다.88) 구강양치용액,89) 치약90)에 포함된 윤활제 역시 증상을 

개선에 도움이 되며 뮤신 스프레이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의해 유

발된 구강건조증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에게 특히 좋은 효과를 보

인다.91)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사용한 치료를 통해 

타액 분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92) 침술에 

의해 타액 분비율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93-97)

 약물 치료의 경우 무스카린 수용체에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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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carpine과 아세틸콜린 유사체인 cevimeline hydrochloride를 

사용할 수 있다. Pilocarpine은 부교감신경성 작용을 보이며 타액, 

땀, 눈물의 분비를 증가시킨다.98) 많은 연구에서 pilocarpine의 효

과가 입증되었으며 방사선 치료의 의해 유발된 구강건조증 및 쇼그

렌 증후군에 의한 구강, 안구건조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다.99) 또한 tramadol에 의해 유발된 구강건조증상을 빠르

게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약물이다.100) Cevimeline hydrochloride도 

무스카린 수용체에 작용함으로써 pilocarpine과 유사한 작용을 보인

다.101) Pillocarpine 복용 후 혈장 최고 농도에 다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며 체내에서의 반감기가 1시간인 반면102) 

cevimeline hrdochloride의 경우 혈장 최고 농도에 다다르는데 1시

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반감기는 5시간 정도이다.103) 

 약물을 비롯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증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역시 다양하다. 설14, 설15 

항목은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어떤 것을 해보았는지 묻고 

그것의 효과를 묻는다. 변1, 변2 항목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요

인으로 입을 더 마르게 하는 것과 입을 덜 마르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보기에서 모두 고르도록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환자가 직접 

기술하도록 한다. 

 설문의 마지막은 병력과 관련된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질환과 많은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므로 환자들의 병력

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쇼그렌 증후군은 결합조직을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 중 두 번째

로 흔한 질환이며 신체 내 외분비선의 염증반응으로 인해 안구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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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강건조증상을 보인다.104) 쇼그렌 증후군은 안구, 구강에만 영

향을 미치는 일차성과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 루푸스 등을 

동반하는 이차성으로 구분되는데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 B세

포의 과도한 면역반응에 의해 유발된다.105) 심한 안구건조증상을 호

소하는 환자의 입술 타액선 생체검사를 해보았을 때 타액선 세포의 

50% 정도만이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06)

 만성적인 유육종증(sarcoidosis)은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

며107) 타액선의 크기를 9%가량 증가시키기도 한다.108) 안구건조, 

구강건조증상의 경우 쇼그렌 증후군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관련 

면역항체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유육종증

은 폐와 피부의 염증반응이 동반되며 소타액선 생체검사를 해보았

을 때 58%의 환자에게서 비건락성 육아종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107)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에 감염된 어린이와 어른 환자 중 각각 4%, 8%의 비율로 타액선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HIV와 관련된 질환인 카포시 육종, 비호치

킨성 림프종, 선내 림프절병종, 급성 화농성 타액선염 등에 의해 타

액선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며 타액 분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109-111)

 C형 간염의 경우 다른 종류의 간염과는 달리 환자의 10-33% 정

도가 타액선 질환을 보인다.112) 구강건조증은 이러한 C형 간염이 

유발하는 타액선 질환 중 매우 두드러진 증상이며113) 타액선염 조

직의 경우 쇼그렌 증후군의 병리학적 소견과 유사하게 나타난다.114)

 그 외에도 Epstein-Barr 바이러스, 1형 인간 T세포 림프친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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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human T-lymphotropic virus 1)도 구강건조증과 관련된 

바이러스 질환이며115-119) 원발성 담도 경화증, 낭포성 섬유

증,120,121) 당뇨병, 갑상선 기능이상, 신경성 질환, 파킨슨 병, 안면신

경마비, 뇌성마비, 우울증도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37,122) 당

뇨병 및 낭포성 섬유증 등은 유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 될 수 

있는데 이는 구강건조증이 가족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강건조증은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주된 부작용 중 하나이

며 500여 가지가 넘는 약물이 이와 관련되어있다. 노인 환자의 경

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이들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23) Nagler와 Hershkovich124)는 노인 환자의 비자

극성 타액 분비율이 낮게 측정되는 원인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이 고령이 되면서 앓게 되는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에 의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항 우울제는 타액 분비를 억제하는 강한 부작

용을 나타내는 항콜린성 약물 중 하나이며 이뇨제는 선방 세포막의 

물과 전해질의 이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타액 분비를 감소시킨다. 

Hunter와 Wilson125)은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과 

dothiepin이 자극성 이하선 타액 분비를 50% 이상 낮추며 타액의 

구성 성분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식

욕억제제, 파킨슨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항경련제, 항구토제, 항불

안제, 이뇨제, 부정맥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종양 억제제,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 가려움 치료제 등 많은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

발 할 수 있다.126)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환자의 가족력 및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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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태가 구강건조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설문의 병1, 병

2, 병3, 병5, 병6 항목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병1, 병2 항목에서 

환자의 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병3 

항목에서 환자가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병6 항목에서 환자

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타액선 질환이 감염이나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타액선이 분

비되는 도관의 폐쇄나 협착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급성 타액선 

염의 경우 타석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 경우 타액선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27) 이에 관련 된 항목은 병4이다. 

 Rad 등128)은 흡연자 100명과 비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의 흡연이 총 타액 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흡연자들의 

하루 평균 흡연 량이 14.8 개비였으며 평균 흡연 기간은 12.15 년

이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총 타액 분비율은 각각 0.38 mL/min, 

0.56 mL/min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기적

으로 흡연이 타액 분비율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인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129) Rad 등의 결과는 흡연이 구강건조증을 유

발하는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많은 연구와 일치한다.130-132) 병7 

항목은 환자의 흡연 여부와 하루 흡연 량을 묻는 것으로서 구강건

조증 설문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3) 응답방법 분석

 설문에 사용되는 응답법은 크게 Yes/No법, Numerical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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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Verbal Rating Scale/Visual Analogue Scale, 다지선다, 복

수 선택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설문에서는 병2-병6까지 5개의 

항목에서 Yes/No 응답법이 사용되었으며 특정 증상이 있는지의 유

무 등을 평가한다. 다지선다의 경우 3개-5개의 보기가 주어지며 그 

중 하나를 고르는 응답법이다. 설1, 설2, 설9-설12, 설15, 병7의 

항목에서 사용되었으며 빈도 및 증상 변화에 대해 차등적으로 제시

된 보기 중 하나를 고르게 함으로써 환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

는다. 복수 선택법은 질문에 대한 가능 답변을 여러 개 제시 하여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게 하는 응답법으로서. 설13, 설14, 변1, 

변2, 병1 항목에서 사용되었다. 

 흔히 통증 정도를 평가에는 Numerical Rating Scale(NRS), 

Verbal Rating Scale(VRS),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

용한 응답법이 사용된다. NRS는 통증 및 불편감 정도를 일정한 숫

자 간격으로 나누어진 점수 표에 기입하는 것으로 흔히 0-10 또는 

1-10의 범위를 1점 단위로 나눈 NRS가 사용된다. VRS는 통증 및 

불편함의 정도를 말로 차등적 기술해 놓은 것을 고르는 응답법이며 

‘통증 없음, 약간의 통증, 중등도의 통증, 심한 통증, 상상할 수 있

는 최대정도’가 VRS의 예이다.133) VAS는 눈금 없는 직선에 환자

가 느끼는 통증 및 불편감의 정도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증

상을 평가하는 응답법이며 주로 100 mm 길이의 직선이 사용된다. 

만성적인 통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VAS의 유용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134-137)  

 Price 등138)은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팔 부

위에 섭씨45도-섭씨51도에 해당하는 온도 자극을 가하여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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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의 정도를 NRS 및 VAS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두 가지 응답

법을 비교하였다. NRS가 VAS보다 더 높은 값을 가졌으며 VAS의 

결과가 온도의 차이에 더 정확히 비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Deloach 등139)은 NRS, VRS, VAS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수술 직

후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VAS와 NRS를 통해 얻은 결과가 좋은 상

관관계를 보였으나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VAS

를 통해 환자들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으며, VAS의 경우 반복 

재현성이 떨어졌다. VAS를 통해 환자의 통증 및 치료법을 평가할 

때에는 20 mm가 넘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유효성을 갖는다고 하

였다. 그 외에도 통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나,140) 급성 통증이 

변화 하는 경우 VAS를 사용한 환자의 통증 및 불편감 측정은 신뢰

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141)

 Hjermstead 등133)은 NRS, VRS, VAS를 사용하여 통증 정도를 

평가한 54개의 연구를 통해 3가지 응답법을 비교하였다. VRS는 교

육 수준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가장 선호되었는데142,143) 

VAS는 이해가 어려워 환자들이 응답 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응답법들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지만 일

부 저자들은 NRS 점수 폭이 VRS에서 나누어진 간격과 일치 하지 

않으며 수치를 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144-147)

 기존 설문의 설3-설8 항목에서는 NRS, VRS, VAS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응답법으로 사용한다. (0(전혀없다), 5(중등도), 10(상

상할 수 있는 최대의 정도)) 가 총 10칸의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진 

직선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연속된 직선 위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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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표시 할 수 있다. 총 11개의 수치를 갖는 NRS-11,  3

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VRS-3, 그리고 VAS가 혼합 형태이므로 앞

에서 언급한 각 응답법의 한계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 

 3.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 및 효과적인 설문지의 개발

(1) 기존 설문지에서 수정되어야 할 항목

 발병 시기를 묻는 설1 항목에서 보기에 해당하는‘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최근 들어(한 달 이내), 기타’의 경우 정확한 발

병 시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본론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물에 의해 특정 시간 이상 구강건조증상이 지속된 경우 타

액 분비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를 고르는 것 대신 입

이 마르다고 느끼기 시작한 구체적 날짜를 적도록 한다. 환자가 정

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대략적인  년, 월의 단위로 기입하도록 

한다. 불편감을 느끼는 빈도를 묻는 설2 항목에서 보기로 제시된 

‘항상 느낀다, 자주 느낀다, 긴장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느

낀다’의 경우 3번째 보기가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을 포함 한다. 이

것을 ‘항상 느낀다, 자주 느낀다, 가끔 느낀다, 긴장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느낀다, 기타’로 분리하도록 한다. 설문을 시행하는 대상

이 입이 마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이므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 

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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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3-설8의 경우 그대로 Visual Analogue Scale의 제일 앞에 있

는 ‘전혀없다’를 해당 질문에 맞게 바꾸어 준다. 설3의 경우 ‘밤 

시간에,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 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자

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기존 설문지의 설11, 설12 항목(변경된 설문지 13, 14 항목)의 

보기의 경우 ‘항상, 자주, 가끔, 그렇지 않다’의 4단계로 이루어

져 있다. 본론 2-(2)에서 언급된 XI를 이용한 구강건조증 환자의 

평가에서 ‘전혀 그렇지 않음, 아주 가끔, 때때로, 자주, 매우 자

주’ 의 5단계를 사용하였고 OHIP-14를 이용하여 구강건조증 환

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 Gerdin 등24)은 ‘전혀 그렇지 않음, 아주 

가끔, 때때로, 자주, 매우 자주, 항상’의 6단계를 사용하였으며 

Thomson 등25)은 5단계를 사용하였다. Hjermstad 등133)이 54개의 

연구를 비교한 결과 5단계로 통증 정도를 나누는 VRS-5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설11, 설12 항목의 보

기를 ‘항상, 자주, 때때로, 아주 가끔, 전혀 그렇지 않음’의 5단계

로 제시한다. 

(2) 기존 설문지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

 

 앞에서 언급된 Sreebny 등31), Pai 등27)의 연구에 다르면 입이 마

른 증상으로 인해 말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구강건조증과 

커다란 연관성을 가진다. '입이 마름으로 인해 말하는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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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지’를 묻는 항목은 OHIP-14에도 사용되는 질문이며 구강

건조증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특이도, 긍정 예측 값, 부정 예측 

값을 높이고34) 비자극성 악하선 타액 분비율 및 자극성 악하선 타

액 분비율과 관련성을 갖는다.27) 따라서 설13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고르는 보기로 제시된‘말을 하기가 불편하다’를 삭제하

고 ‘입이 말라서 말을 할 때 힘드십니까? 라는 새로운 항목(변경

된 설문지 항목6)을 추가하여 기존 설문지의 설3-설8과 같은 응답

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강 내 마른 증상을 느끼는 부위를 세분화 하여 해당 부위를 모

두 고를 수 있는 항목을 추가 하도록 한다. Pai 등27)은 입술의 건조

감이 구강건조증과 관련 된다고 하였으며, Villa와 Abati26)는 입술, 

목구멍, 눈, 피부, 코의 건조감이 구강건조증과 커다란 관련성을 갖

는다고 하였다. Navajesh 등53)은 구강건조증을 평가하는 객관적 요

소로서 입술 및 협측 점막의 건조감을 제안하였고, Rad 등128)은 흡

연자의 협측 점막이 구강 내 병소가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곳이라

고 하였다.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안구건조증상 여부를 묻는 병3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 중 건조감이 느껴지는 부위를 모두 고르시

오.’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보기로 ‘입술, 혀, 잇몸, 입천장, 목구

멍, 눈, 코’를 제시 한다.

 Niedermicier 등148)은 지속적으로 의치를 사용하는 것이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며 구개에 위치한 타액선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타액 분비 감소가 구강건조증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Villa와 Abati26)도 그들의 연구에서 가철

성 국소의치 사용이 구강건조증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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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틀니를 사용하십니까?,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착

용 시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등 의치 관련 항목을 추가 한다. 

 Zussman 등1)은 타액 분비의 감소가 타액 내의 단백질 농도가 높

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져 타액의 점성도를 변화 시킨다고 하였으며 

Won 등17)은 타액 내 단백질 농도와 점막의 젖음 정도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타액 분비의 감소는 타액의 점성도 변화로 

이어지므로 타액의 물리적 성질 변화 유무를 묻는‘입 안의 침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라는 항목을 추가 한다.

(3) 구강건조증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설문지

 본론 3-(1), 3-(2)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설문의 일

부 항목을 수정하고 몇몇 항목을 추가 하여 새로운 설문을 제시하

였다.

1. 입이 마르다고 느끼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 항목: 보기변경)

__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  약 _____년 ____ 개월 전 부터

2. 입이 마른 증상은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2 항목: 보기변경)

(1) 항상 느낀다. (2) 자주 느낀다. (3) 가끔 느낀다. 

(4) 긴장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느낀다. (5) 기타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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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밤 시간에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 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

까? (기존 설문지의 설3 항목: VAS변경)

4. 평소 낮 시간에 입 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4 항목: VAS변경)

5. 식사를 하실 때 입 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5 항목: VAS변경)

6. 입이 말라서 말을 할 때 힘드십니까? (새로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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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드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6 항목: VAS변경)

8. 입 안에 있는 침의 양이 적다고 느끼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7 항목: VAS변경)

9. 그렇다면,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은 전체적

으로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8 항목)

10. 입 안의 침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새로운 항목)

(1) 항상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때때로 그렇다. 

(4) 아주 가끔 그렇다. (5)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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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을 깬 적이 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9 항목)

(1) 매일 깬다. 

(2) 일주일에 약 5-6회 정도의 빈도로 깬다. 

(3) 일주일에 약 3-4회 정도의 빈도로 깬다. 

(4) 일주일에 약 1-2회 정도의 빈도로 깬다. 

(5) 그런 적이 없다. 

12.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옆에 마실 물을 준비해 두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0 항목)

(1) 매일 준비한다. 

(2) 일주일에 약 5-6회 정도의 빈도로 준비한다. 

(3) 일주일에 약 3-4회 정도의 빈도로 준비한다. 

(4) 일주일에 약 1-2회 정도의 빈도로 준비한다. 

(5) 준비하지 않는다.

13. 마른 음식물을 삼키시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1 항목: 보기변경)

(1) 항상 마신다. (2) 자주 마신다. (3) 때때로 마신다. 

(4) 아주 가끔 마신다. (5) 그렇지 않다. 

14. 입 안이 마르는 증상 때문에 껌을 씹거나 사탕을 드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2 항목: 보기변경)

(1) 항상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때때로 그렇다. 

(4) 아주 가끔 그렇다. (5)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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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외 불편감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답

해 주십시오. (기존 설문지의 설13 항목: 보기변경)

(1) 입 안이 화끈거리며 아프다.

(2) 입 안의 감각이 이상하다.

(3) 입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4) 입 안이 쓰고 나쁜 맛을 느낀다.

(5) 구취가 있다.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현재 증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해보았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4 항목)

(1) 물을 많이 마신다. (2) 껌을 씹는다. (3) 치과에 간다.

(4)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과에 간다.

(5) 이비인후과에 간다. (6) 한의원에 간다. (7) 약국에 간다.

(8) 그냥 참는다. (9) 기타____________________

17. 그것의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설15 항목)

(1) 효과가 전혀 없었다. (2)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3) 만족할 만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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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1. 다음 중에 입을 더 마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변1 항목)

짠 음식___    뜨거운 음식___    짠 음식___    탄산음료___

단 음식___    매운 음식___    치약___    긴장할 때___

피로할 때___    말할 때___    생리 중___    흡연___    음주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중에 입을 덜 마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변2 항목)

물___  찬 음식___   신맛이 나는 음식___   단맛이 나는 음식___

뜨거운 음식___    탄산음료___    구강양치용액___    치약___

음주___    흡연___   없다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병력 및 구강 상태

1.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 앓았던 질환이나 증상에 표시하세요 

(기존 설문지의 병1 항목)

당뇨___    빈혈___    고혈압___    알레르기___    폐경___    

두통 또는 편두통___    목이나 등의 통증___    소화불량___

변비___    오심 및 구토___    불규칙한 식습관___    불면증___

위염 또는 장염___    과도한 스트레스___    류마티스___    

방사선 치료___    임신___개월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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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빈번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십니

까? (기존 설문지의 병2 항목) ( 있다, 없다 )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어떤 질환이나 증상 때문입니까? __________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모두 나열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음 중 건조감이 느껴지는 부위를 모두 고르시오. 

(새로운 항목: 기존 설문지의 병3 항목을 포함)

입술___    혀___    잇몸___    입천장___    목구멍___   코___

눈(안구)_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4. 틀니를 사용하십니까? (새로운 항목)

(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 하는 틀니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상악 전체틀니, 하악 전체틀니, 상악 부분틀니, 하악 부분틀니 ) 

하루 틀니 사용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입니까? _____시간

5. 귀 밑 부위에 종창(붓는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병4 항목)

( 있다, 없다 )

6. 가족이나 친척 중 같은 증상(입이 마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

니까? (기존 설문지의 병5 항목) 

( 있다, 없다 )



40

7. 최근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존 설문지의 병6 항목)

( 있다, 없다 )

8. 흡연을 하십니까? (기존 설문지의 병7 항목)

( 한다, 현재는 안하지만 한 적이 있다, 안 한다) 

흡연을 하신다면 그 양은 하루에 어느 정도입니까?

(1) 2갑 이상 (2) 2갑에서 1갑 사이 (3) 1갑에서 반갑 사이 

(4) 반갑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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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구강건조증은 환자가 구강 내 건조감을 느끼는 주관적 증상을 호

소하는 질환으로서 환자의 전신질환, 복용 약물,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타액 분비 감소, 타액의 물리적 성질 변

화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가 이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징후와 

관계없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구강건조증은 환자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구강건조증 진단 및 치료

법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설문이 개발되어 왔으며 효

과적인 응답법을 비교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Visual Analogue Scale의 경우 만성적인 통증을 평가하는데 효과

적이지만 반복 재현성이 떨어지며 적절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교

육이 필요하였다. Verbal Rating Scale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환

자 및 노인 환자에게서 선호 되었으나 각 구간의 차이를 Numerical 

Rating Scale 결과로 수치화 하였을 때 간격이 일치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사용되는 구강건조증 설문지의 

경우 NRS, VRS, VAS의 3가지 응답법이 섞인 형태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응답법이 갖는 한계점이 잘 보완되었다.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제시된 설문, 기존의 구강건조

증 척도 및 임상적으로 관찰된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

존 설문에서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발병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가지 의미

를 갖는 보기를 따로 분리하여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였다.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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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ue Scale에 사용된 보기를 해당 질문에 자연스러운 대답으

로 바꾸었으며 4단계로 제시된 빈도에 관련된 보기를 5단계로 늘렸

다.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인한 말할 때의 불편감, 틀니 착용 여부, 타

액의 물리적 성질 변화가 구강건조증과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항목을 추가 하였다. 또한 구강건조증과 환자

가 건조감을 느끼는 구강 내 부위에 따른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르는 증상을 느끼는 부위를 모두 고르는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설문지에 따로 분리되어 있던 쇼그렌 증후군 관련 보기를 이에 포

함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의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하였으며 

구강건조증 진단 및 치료법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설문을 제시하였

다.

 구강건조증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질환이므로 올바른 진

단을 위해서는 설문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치과의사는 각 항목

과 관련된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 징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환자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진행되는 치료법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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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for 

Evaluation of Dry Mouth Treatments

Lee, Seung-yub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aliva is the most essential factor in maintaining oral 

health. Functional anomalies and decrease in secretion of 

saliva are causally relevant to various oral problems. 

Morbidity of xerostomia is increasing and the morbidity rate 

of ages 65 years or older exceeds 30%. The reason to this 

high prevalence is improvement in life-quality that resulted 

in rapid increase of life-expectancy and consequently 

number of people taking medications. Decrease in salivary 

secretion increases dental caries and eventually loss of 

teeth. Furthermore, xerostomia causes significant discomfort 

when speaking, eating, and sleeping. Xerostomia can also be 

the cause of stress if it progresses to chronic stage. 

Xerostomia thus directly affects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an accurate evaluation for appropriate treatment is duly 

required.  

 Questionnaire is the routine method of evaluation in 

determining severity and response to treatment. Every 

questionnaire has its own constructions and response format 

to each items but generally they contain questions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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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 scale of discomfort, alleviating factor and its degree, 

and factors that change symptoms. Result of the 

questionnaire is ascertained through response formats that 

include Yes/No, multiple choice, Numerical Rating 

Scale/Verbal Rating Scale/Visual Analogue Scale and multiple 

answers.  Sometimes questionnaires designed for diagnosis 

of symptoms and evaluation of treatments have rather limited 

items to thoroughly evaluate symptoms of xerostomia. 

Moreover patient's symptoms could be other than simple 

decreases in salivary gland secretion. Xerostomia could be a 

result of changes in chemical component of the saliva, a side 

effect of medication, systemic disease, head and neck 

radiotherapy, Sjogren's syndrome, etc. As multiple factors in 

combination can affect this condition, the questionnaire for 

evaluation and diagnosis should have detailed items added or 

revised a more detailed form.

 The importance of questionnaire is paramount because 

xerostomic patient's subjective symptoms can only be 

evaluated through questionnaire. Various forms of 

questionnaires have been developed, yet many items in these 

questionnaires are still insufficient or require re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questionnaire for 

evaluating patient status and treatment methods with 

aforementioned considerations taken into account.

 Patients suspected of having xerostomia undergo various 

evaluations to confirm diagnosis. With the result of 

researches in method of evaluating subjective sympto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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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signs as evidence, the essential factors for 

diagnosing xerostomia and evaluating treatment methods have 

been identified. Additionally pre-existing xerostomia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i.e. scrutinized for 

unnecessary items, checked for omittance of necessary 

items, examined whether each questions is constructed to be 

followed by appropriate response formats. Through these 

modifications, a new questionnaire has been suggested by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pre-existing 

questionnaires.

  Complex items containing multiple subjects in pre-existing 

questionnaires have been separated according to its subjects 

to avoid vagueness. Also questions regarding the anatomical 

location of dryness has been modified by subdividing its 

choice of answers. Items about physical property of saliva 

and denture wearing have been added. By complementing 

pre-existing questionnaire, an effective questionnaire for 

diagnosing xerostomia patients and evaluating treatment has 

been suggested.

Keywords : xerostomia,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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