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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 교실

오 정 규․김 연 중․고 홍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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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강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구강 건
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최근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
면서 구강건조증 및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환
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약물 복용자의 증가 및 전신 질환
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1,2) 구강건조증을 유발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항우울제,
항콜린성제제, 항히스타민제, 항고혈압제 및 이뇨제
등이 있으며, 수백 가지 이상의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
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구
강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
으로는 면역성 질환인 쉐그렌 증후군이 있으며,5,6) 두
경부 악성 종양의 치료를 위해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타액선의 비가역적인
기능 저하도 심각한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며, 이는 방
사선 치아우식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7,8)
타액의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윤활 및 세정작용, 구
강점막의 보호 및 항균작용, 치아의 재석회화 및 소화

작용 등이 있으며,9,10) 이는 타액내의 단백질 및 당단
백질, 면역글로블린 및 비면역글로블린성 방어인자,
효소, 전해질 및 수분 등 타액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
능에 의존한다.11-14)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액의 분비 감소가 발생된 경우에는 구강과 구
순 및 인후의 건조감으로 인하여 말할 때의 불편감
및 마른 음식의 저작과 연하시의 불편감, 구강점막의
통증 등과 같은 기능적 불편감 뿐만 아니라 설태의
증가로 인한 구취의 증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의 증가 및 구강 캔디다증과 같은 진균성 기회감염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정
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1,15-17)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단법으로는 병력
조사 및 불편감에 대한 문진과 더불어 타액 분비율
검사, 타액선 스캔, 타액선 조영술, 생검, 임상검사실
검사 등이 있으며,7,18) 이 중 타액 분비율 검사는 검사
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기
구없이 진료실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에게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하
여 검사를 시행할 시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재현성
있게 타액선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19) 하지
만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의 정도가 타
20-22)
액분비의 감소 정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고,
구강
건조감을 일으키는 타액 분비율의 감소 정도가 개인
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2) 타액 분비
율 검사 및 타액선 스캔과 같은 타액선의 기능적 평
가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병력과 더불어 구강
건조감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감의 정도 및 그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구강건조증
환자를 평가할 때 필수적인 사항이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HMP-00-CH-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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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임상적 특징을 평가하고, 타액 분비
율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대조군과 비교분석 함으로써 향후 구강건조증
환자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강건조감 이외의 불편감, 증상 경감을 위해 하는 것들
및 그 효과, 구강건조감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
인, 평상시의 잔존타액량, 약물 복용 여부와 전신 질
환 병력 및 가족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식사시의
구강건조감의 정도, 연하시의 불편감 정도, 마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 및 평상시의 잔존타액량에
23)
관한 질문은 Fox 등 에 의해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
였다.

1. 연구대상
3. 타액 분비율 측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진단과에 구강건조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15
ml/min 이하인 40명(남자 7명, 여자 33명)을 환자군
으로 하였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42.0±12.3세였다. 대
조군으로는 구강건조증을 호소하지 않고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20 ml/min 이상인 사람 중 환자군과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40명(남자 7명, 여자 3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9±10.7세였
다 (Table 1).
2. 구강 건조증에 대한 설문지 조사
구강건조증 환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구강건조감
및 이와 관련된 구강 기능에 관한 다양한 설문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내용은 구강건조감으
로 인해 불편감을 겪은 기간, 구강건조감의 빈도, 식
사시의 구강건조감의 정도, 연하시의 불편감 정도, 마
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 구강건조감으로 인
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감의 정도, 일상 생활에서 구

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subjects
Controls (N)

Patients (N)

Age
(years)

Male

Female

Male

Female

20-29

2

5

2

5

30-39

2

8

2

8

40-49

1

10

1

10

50-59

1

9

1

9

60-69

1

1

1

1

Total

7

33

7

33

Mean age 40.9±13.7 43.3±10.2
(years)
42.9±10.7

40.7±15.9 42.2±11.7
4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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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 측정
타액을 채취하기 전 5분 동안 연구대상을 편안한
상태에서 말없이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타액 채취 직
전에는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구강 내의 타액을 모두
삼키도록 한 후 시험관에 10분 동안 채취를 시행하였
고, 타액 채취는 입안에 타액이 자연스럽게 고이면 분
당 1-2회씩 시험관에 뱉도록 하는 spitting 법을 이용
24)
하였다. 채취 시간이 종료되면 구강 내 타액을 모두
뱉도록 한 다음 그 총량을 측정하고 이를 분당 분비
율(ml/min)로 환산하였다.
(2) 자극성 타액 분비율 측정
자극성 타액 분비율 검사는 비자극성 타액을 채취
한 후 행하여 졌다. 자극원으로는 gum base를 5분 동
안 저작하면서 비자극성 타액 채취 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시행하였다.
4. 통계분석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환자들을 분류하고
타액분비율을 각각의 응답별로 정리하였다.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군간의 타액 분비율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post hoc 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질문
에 대한 대조군과 환자군의 응답의 분포도를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타액 분비율 검사
대조군과 환자군의 타액 분비율 검사 결과, 환자군의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0.05±0.05 ml/min 였고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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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stimulated and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s of subjects
Controls
(N = 40)

Patients
(N = 40)

UWS (mean±SD ml/min)

0.39±0.16

0.05±0.05

SWS (mean±SD ml/min)

1.42±0.28

0.32±0.30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성 타액 분비율은 0.32±0.30 ml/min 였으며, 대조군의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0.39±0.16 ml/min 였고 자극
성 타액 분비율은 1.42±0.28 ml/min 였다 (Table 2).
2. 설문지 결과
(1) 병력조사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불편감을 겪은 기간에 대한 조
사 결과, 환자군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라
는 응답이 40명중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몇 개월 전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Controls
(N)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Patients
(N)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Group 1: Several years

0

-

-

29

0.05±0.05

0.31±0.31

Group 2: Several months

1

0.38

1.60

5

0.07±0.04

0.41±0.32

Group 3: Recently

1

0.52

1.46

2

0.10±0.08

0.32±0.33

Group 4: Unknown

1

0.24

1.04

4

0.06±0.07

0.29±0.26

37

0.40±0.16

1.42±0.28

0

-

-

ANOVA

0.683

0.534

0.406

0.925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NS

NS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How long have you ever been
suffered from oral dryness?

Group 5: No, I have not.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Table 4.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How often do you feel oral
dryness?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Group 1: Always

0

-

-

35

0.05±0.05

0.30±0.30

Group 2: Occasionally

11

0.34±0.14

1.37±0.24

5

0.08±0.04

0.41±0.28

Group 3: No, I do not.

29

0.42±0.16

1.44±0.30

0

-

-

ANOVA

0.176

0.484

0.321

0.392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NS

NS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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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How much does your mouth
feel dry when you eat a meal?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Group 1: Much

0

-

-

12

0.03±0.03

0.12±0.12

Group 2: Some but endurable

2

0.51±0.17

1.12±0.02

16

0.05±0.05

0.38±0.33

Group 3: No, I do not.

38

0.39±0.16

1.44±0.28

12

0.08±0.05

0.44±0.28

ANOVA

0.298

0.117

0.014

0.014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 (1,3)

* (1,2)
* (1,3)

* p<0.05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Table 6.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How much do you have
difficulties when you swallow
any foods?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SWS

UWS
(mean±SD

(mean±SD

ml/min)

ml/min)

Group 1: Much

0

-

-

5

0.02±0.02

0.12±0.17

Group 2: Some but endurable

1

0.33

1.11

11

0.03±0.04

0.15±0.13

Group 3: No, I do not.

39

0.40±0.16

1.43±0.28

24

0.07±0.05

0.44±0.31

ANOVA

0.691

0.270

0.034

0.004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NS

* (1,3)
* (2,3)

* p<0.05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부터 존재하였다” 라고 답한 경우는 5명이었다
(Table 3). 그리고 구강건조감의 빈도에 대한 조사 결
과, 대조군의 경우 “가끔 느낀다”, “없었다” 라는 응답
이 각각 11명, 29명이었던 반면 환자군의 경우 “항상
느낀다” 라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느
낀다” 라고 답한 경우가 5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항상 느낀다” 라고 답한 군이 “가끔 느낀다” 라고 답
한 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과
자극성 타액 분비율을 보였으나 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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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불편감의 정도
식사시의 구강건조감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
조군의 경우 “구강건조감이 없다” 라는 응답이 38명
이었던 반면 환자군의 경우 “많이 느낀다”, “조금 느
끼지만 참을 만하다”, “구강건조감이 없다” 라는 응답
이 각각 12명, 16명, 12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응답
에 따른 군간에는 타액 분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
었고 이는 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유의성이 더욱
뚜렷하였다 (Table 5). 연하시의 불편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의 경우 “불편감이 없다” 라는 응답

구강건조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Table 7.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Do you sip liquids to aid
when you swallow dry foods?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Group 1: Always

1

0.24

1.04

20

0.04±0.01

0.17±0.17

Group 2: Occasionally

20

0.36±0.15

1.44±0.33

13

0.06±0.04

0.47±0.36

Group 3: No, I do not.

19

0.44±0.17

1.41±0.22

7

0.09±0.05

0.48±0.27

ANOVA

0.155

0.383

0.055

0.003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 (1,3)

* (1,2)
* (1,3)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 p<0.05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Table 8.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How much do you feel discomfort
in usual life due to oral dryness?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Group 1: Very much

0

-

-

10

0.03±0.05

0.21±0.27

Group 2: Much

0

-

-

20

0.06±0.05

0.29±0.23

Group 3: Some but endurable

2

0.41±0.16

1.37±0.13

8

0.06±0.05

0.52±0.39

Group 4: No, I do not.

38

0.39±0.16

1.42±0.29

2

0.07±0.03

0.43±0.49

ANOVA

0.921

0.802

0.604

0.138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NS

NS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이 39명이었던 반면 환자군의 경우 “많이 힘들다”,
“조금 힘들지만 참을 만하다” 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5명, 11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응답자의 군간에는
타액 분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이는 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Table 6).
마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의 경우 “가끔 마신다” 라는 응답이 20
명, “마시지 않는다” 라고 답한 경우가 19명이었던 반
면 환자군의 경우 “항상 마신다”, “가끔 마신다” 라는
응답이 각각 20명, 13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응답자
의 군간에는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보다 자극성 타액

분비율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더욱 뚜렷하였다
(Table 7).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감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의 경우 “불편감이 없
다” 라는 응답이 38명이었던 반면 환자군의 경우 “매
우 심하다”, “심한 편이다” 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10
명, 20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응답자의 군간에는 비
자극성 타액 분비율과 자극성 타액 분비율 모두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불편감의 정도가 심하다
고 표현할수록 비자극성 및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모
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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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구강건조감 이
외의 불편감에 대한 조사 결과, “말을 하기가 불편하
다” 와 “입안이 쓰고 나쁜 맛을 느낀다” 라고 답한 경
우가 각각 25명,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9).
환자군을 대상으로 증상 경감을 위해 하는 것들 및
그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물을 마신다” 와 “껌을 씹
는다” 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29명, 26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증상 경감을 위해 하는 것들의 효과에 대하여
“효과가 전혀 없었다” 라고 답한 경우가 16명, “일시
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라고 답한 경우가 22명

Table 9. Other oral discomfort in patients
Do you have other discomfort in your
mouth?

Patients
(N = 40)

Speaking discomfort

25

Bitter and bad taste

18

Burning sensation

8

Taste blindness

6

Others

10

Nothing

2

이었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라고 답한 경우는 없
었다 (Table 10). 또한 구강건조감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키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는 “말할 때” 와 “긴장하거나 피로할 때” 가 각각 29
명,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물” 과 “신맛이 나는 음식” 이 각각 26명,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1).
평상시의 잔존타액량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적당하다.” 라는 응답이 32명이었던 반면 환자
군의 경우 “많이 적다”, “조금 적다” 라고 답한 경우
가 각각 29명, 9명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많이 적다”
라고 답한 군의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과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다른 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지만 응답자
의 군에 따른 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12).
(3) 불편감과 관련된 배경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의 경우
9명, 환자군의 경우 27명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타액 분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환자군의 경
우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 이는 자극성 타액 분
비율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Table 13).

Table
Table 10. Things which patients usually do to relieve
oral dryness and their effectiveness

11.

Things which
dryness

exacerbate

or

relieve

oral

What do you usually do to relieve oral
dryness?

Patients
(N = 40)

Things that
exacerbate oral
dryness

Drinking water

29

Speaking

29

Water

26

Chewing gum

26

Stress or fatigue

24

Sour foods

19

Visiting dental clinic

13

Salty foods

11

Sweet foods

9

Visiting medical clinic

11

Toothpaste

10

Cold foods

6

Visiting drugstore

4

Sweet foods

9

Hot foods

3

Others

2

Hot foods

8

Soda water

3

Nothing

1

Spicy foods

8

Mouthrinse

1

What do you think of their effectiveness?

Patients
(N = 39)

Soda water

5

Drinking

1

Cold foods

3

Others

3

Not effective

17

Smoking

3

Nothing

4

Sometimes effective

22

Drinking

2

Very effective

0

Other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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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Does the amount of saliva in
your mouth seem to be little,
much, or you dont notice it?

Control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Patients (N)

UWS
(mean±SD

SWS
(mean±SD

ml/min)

ml/min)

Group 1: Too little

0

-

-

29

0.04±0.05

0.26±0.24

Group 2: Little

1

0.39

1.49

9

0.08±0.04

0.48±0.40

Group 3: Not little, not much

32

0.38±0.16

1.44±0.30

0

-

-

Group 4: Much

7

0.47±0.18

1.34±0.21

2

0.08±0.01

0.47±0.45

Group 5: Too much

0

-

-

0

-

-

ANOVA

0.413

0.684

0.140

0.105

Significance between groups

NS

NS

NS

NS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Patients (N)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Table 13.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Do you take any kind of drugs? Controls (N)
Yes, I do.

9

0.35±0.15

1.37±0.21

27

0.04±0.05

0.22±0.20

No, I do not.

31

0.41±0.16

1.43±0.30

13

0.08±0.04

0.53±0.35

0.372

0.564

0.031

0.001

Significance between groups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전신 병력에 대한 조사 결과,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대조군의 경
우 28명이었던 반면 환자군의 경우 35명이었다. 환자
군의 경우 소화불량, 불면증, 위장염 등과 같이 스트
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병력이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았다 (Table 14).
가족력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 3
명이 “있다” 라고 답한 반면 37명이 “없다” 라고 답하
였다.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에서 이에 따른 타액 분비
율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5).
(4) 응답의 분포도 분석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조군과 환자군의 응답의 분
포도를 분석한 결과,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불편감을
겪은 기간, 구강건조감의 빈도, 식사시의 구강건조감

의 정도, 연하시의 불편감 정도, 마른 음식 섭취시 음
료의 섭취 여부,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
의 불편감의 정도, 평상시의 잔존타액량,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조군과 환자군간의 응
답의 분포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가
족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조군과 환자군간의 응
답의 분포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6).
Ⅳ. 총괄 및 고찰
타액은 구강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
액선 기능의 변화는 곧 구강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타액은 구강 점막과 치아를 피복하여

337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오정규․김연중․고홍섭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
고, 치아의 재석회화를 도우며, 자정작용과 미각, 소
화작용에 관여하고, 항균작용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리고 자극시 분비되는 타액은 음식물과 섞여 연
하를 돕는 반면, 안정시 분비되는 타액은 보호작용과

Table 14. Medical history of subjects
Medical history

Controls
(N = 40)

Patients
(N = 40)

Diabetes mellitus

1

2

Anemia

3

4

Hypertension

4

6

Allergy

5

7

Dry eye

0

2

Menopause

2

8

Headache or migraine

8

8

Neck or back pain

3

7

Indigestion

3

7

Constipation

8

5

Nausea or vomit

0

4

Irregular or unbalanced diet

5

11

Gastritis or enteritis

4

13

Insomnia

1

6

Excessive stress

7

9

Others

4

10

Nothing

12

5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타액의 다양한 기능은
타액내 여러 성분에 의해 개별적으로 혹은 몇몇 성분
이 동시에 같은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여 이루어
9,10,25)
진다.
구강건조증은 여러 수준에서 타액선에 영향을 미
치는 유기적, 기능적 변화이며 여러 질환 및 생리적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는 노인층에서 더 자주
발생하지만 연령의 증가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화에 따라 수반되는 다른 요인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자극성 전타액과 비자극성 및 자극성 이하선 타
액의 경우 연령 증가 자체가 타액 분비율을 감소시키
26-28)
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보고가 있다.
구강건조증
을 유발하는 원인은 유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기적 요인에는 쉐그렌 증후군과 같
은 자가면역질환, 방사선 조사 등이 있고 기능적 요인
에는 약물과 저작의 감소 등이 있다.2) 타액선 기능 장
애에 대한 주요 관심은 타액선 분비세포의 점진적 파
괴가 일어나는 쉐그렌 증후군이나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쉐그렌 증
후군 환자가 중년 이상이고 폐경 전후이기 때문에, 연
령 증가에 따라 혹은 폐경후에 타액선 기능이 감소된
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며 타액선 분비 장애를 일으킨다. 방
사선 조사에 의한 타액선 손상은 일일 조사량, 조사
기간, 방사선 조사 부위와 타액선의 위치적 관계에 따
라 다르며, 1주간의 방사선 치료 후 자극성 및 비자극
성 타액 분비율의 40%가 감소되고 6주까지의 치료
후에는 정상치의 5 - 15%의 분비율만 측정된다고 보
고하였다.29,30)
타액선 기능 저하의 초기진단은 전신 질환뿐만 아
니라 구강 질환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Table 15.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their salivary flow rates

Controls (N)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Patients (N)

UWS
(mean±SD
ml/min)

SWS
(mean±SD
ml/min)

Yes, there is.

3

0.28±0.09

1.19±0.19

3

0.04±0.07

0.21±0.26

No, there is not.

37

0.40±0.16

1.44±0.28

37

0.05±0.05

0.33±0.30

0.217

0.143

0.725

0.496

Is there anyone who complains
of oral dryness in your family?

Significance between groups
UWS: un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SWS: stimulated whole salivary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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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Distribution of subjects to questions related to dry mouth
Controls / Patients

Questions

x2

p

How long have you ever been suffered from oral dryness?

70.800

0.000

How often do you feel oral dryness?

66.473

0.000

How much does your mouth feel dry when you eat a meal?

36.409

0.000

How much do you have difficulties when you swallow any foods?

16.905

0.000

Do you sip liquids to aid when you swallow dry foods?

24.214

0.000

How much do you feel discomfort in usual life due to oral dryness?

66.000

0.000

Does the amount of saliva in your mouth seem to be little, much,
or you dont notice it?

70.178

0.000

Do you take any kind of drugs?

16.364

0.000

Is there anyone who complains of oral dryness in your family?

0.000

1.000

필수적이다. 타액선 기능 저하와 그 원인의 진단은 환
자의 내과 및 치과 병력, 임상적 검사, 특수 검사법 등
으로부터 얻어진다. 그 중 중요한 객관적 검사법 중의
하나가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개별 타액선
분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악하선의 경우
적용이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자극시
및 자극시에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율을 측정한다. 일
반적으로 정상인의 비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은 0.3 0.5 ml/min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의 분비율이 0.1 ml/min 정도면 구강건조증이
2)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0.2
ml/min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31-33)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조증 환자군의 기준을 0.15
ml/min 이하로 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타액 분비율 감소와 구강건조증 증상사이의 직접
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구강건조증이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이
다. 또, 구강건조증의 주관적 보고 자체가 타액선 기
능 저하라고 하는 단언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
려져 있다.20-22)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54%만이 실제적인 타액선 기능 저
34)
하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타액의 양과 더불어 타액의 다
른 요소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타액
의 유형(비자극성, 자극성)과 특성(점액성, 장액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구강건조감이 자극성 타액 분비
보다는 비자극성 타액 분비와 더욱 관련이 있다는 보
고가 있으며,3) 타액의 특성과 관련하여 mucin의 부족
이 구강건조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35)
제안도 있었다. 이는 수면 중이나 최소한의 활동 중
에는 주로 mucin이 많은 타액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경우 구강건조감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점액성 물질
을 포함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타액 대체 용액은 구
강건조증 환자의 불편감을 많이 줄이지 못한다는 사
실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만약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예견할 수 있
는 구강 증상이나 징후가 있다면 이는 임상에서 타액
선 기능 저하의 존재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타액선
기능 저하의 여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은 더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구분하고 보다 집
중적인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타액선의 기능 저하
를 암시하는 주관적인 증상들을 조사하기 위해 구강
건조증에 대한 불편감을 세분하여 일련의 질문들을
구강건조증 환자군 및 대조군에게 제시하였다. 환자
군에서 식사와 관련된 구강건조감(식사시의 구강건
조감의 정도, 연하시의 불편감의 정도 및 마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는
타액 분비율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는 Fox 등23)에
의해 연구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전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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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사와 관련된 구강 건조감의 경우 응답군에 따른
타액 분비율의 차이가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보다 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뚜렷
하였다. 미각과 저작행위는 생리적인 타액선 자극이
므로 식사시에는 최대의 타액 분비가 예상된다. 그러
므로 식사 중에 구강건조감을 느끼는 대상은 미각이
나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광범위한
타액선 기능 저하가 일어난 경우일 것이다. 이를 고려
해 볼 때 비자극성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자극성 타
액 분비율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강건조감은 구강점막이 타액에 의해 젖어있는
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지되며,36)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전타액 분비율의 감소와 함께 구강의 연조
직 및 경조직 표면에 붙어 있는 잔존타액의 감소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37) 이 같은 잔존타액의 감소가
단지 전타액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타액 조
성의 변화나 소타액선 분비 타액의 변화에 의한 것인
지, 그리고 잔존타액량 감소에 따른 잔존타액의 조성
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환자들의 잔존타액량에 대한 조사
중 많이 적다 라고 답한 군의 타액 분비율을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은 아니었
지만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구강 점
막 표면의 건조감과 잔존타액량의 감소와의 관련성
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군의 경우
약물 복용자의 타액 분비율이 복용하지 않는 군의 분
비율보다 현저히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자극성인 경우 더 뚜렷하였다. 이와 같이 약물 복용에
의한 구강건조증의 유발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642명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 463명의 약물
복용자의 파라핀 저작시의 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을
측정한 결과 항정신성 제제, 삼환성 항우울제, 항고혈
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 30 - 40%의 타액 분비
율 감소를 보였고,26) 약물 복용으로 구강 건조증을 유
발한 연구에서 건강한 피검자의 타액 분비율이 약물
38)
복용 후 약 40 - 50%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는 16%, 여
자는 25%가 구강건조감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의
58%, 여자의 75%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강건조감을 가진 경우 항콜린성 제제, 항
히스타민제, 안정제, 수면제의 복용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복용 약물의 수가 많을수록 구
강건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약물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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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는 사람 중 약 10% 만이 구강건조감을
호소하였다.3)
전신 병력에 대한 조사 결과, 소화불량, 불면증, 위
장염 등과 같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병력이 환
자군의 경우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스트레스가 타액
선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교감 신경 자극은 혈관 팽창과
타액 분비의 증가를 일으키는 반면, 교감 신경 자극은
단백질이 많은 타액을 분비하게 한다.39) 스트레스가
타액 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급
성 및 만성 스트레스 모두 타액 분비율의 감소를 일
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타액의 성분에도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타액내 cortisol의
증가와 sIgA의 감소에 대한 보고가 있다.40-42)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환자군의 75%가 증
상의 심각함을 보고하였고, 그들 대부분이 증상 경감
을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수의 환자들은 구강건조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대화, 긴장, 신체적 피로감
등을 보고하였고,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물, 신 음식
등을 가장 많이 답하였다. 하지만 증상 경감을 위한
이러한 시도들은 일시적 효과 이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해
결이 필요한, 뚜렷한 불편감을 겪고 있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조증 환자의 불편감에 대한
평가시 이용될 수 있는 질문의 유용성을 보여 주었다.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약물 복용 및 전신 질환과 관련
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심한
불편감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
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
징을 평가하고, 타액 분비율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상
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대조군과 비교분석
함으로써 향후 구강건조증 환자를 평가하는데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환자군으로는 서
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진단과에 구강건조증을 주소
로 내원한 환자 중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15
ml/min 이하인 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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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구강건조증을 호소하지 않고 비자극성 타액
분비율이 0.2 ml/min 이상인 사람 중 환자군과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자극
성 및 자극성 타액 분비율 측정과 구강 건조증에 대
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군 간의 타액 분비율의 차이 및 환자군과 대조군
의 응답의 분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조군과 환자군의 응답의 분
포도를 분석한 결과,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불편감
을 겪은 기간, 구강건조감의 빈도, 식사시의 구강
건조감의 정도, 연하시의 불편감 정도, 마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일
상 생활에서의 불편감의 정도, 평상시의 잔존타액
량,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조군
과 환자군 간의 응답 분포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
성이 있었다.
2. 환자군은 소화불량, 불면증, 위장염 등과 같이 스트
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병력이 대조군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자군의 경우 식사시의 구강건조감의 정도, 연하
시의 불편감의 정도 및 마른 음식 섭취시 음료의
섭취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군간에는 타액 분비율
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이는 자극성 타액 분
비율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4.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군간에는 타액 분
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이는 자극성 타액
분비율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해결이
필요한 뚜렷한 불편감을 겪고 있었으며 타액 분비율
감소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불
편감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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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 ABSTRACT -

A Study 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Dry Mouth

Jeong-Kyu Oh, D.D.S., Youn-Joong Kim, D.D.S.,M.S.D.,Ph.D.,
Hong-Seop Kho,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nd Oral Diagnosis,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ances in medical procedures and utilization of medication have resulted in expanding aged population, which leads
to increased aged patients with salivary hypofunction and its associated symptoms in dental clin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dry mouth and its correlation with
their salivary flow rate. Forty dry mouth patients (7 males, 33 females, mean age 42.0 years) whose flow rate of
unstimulated whole saliva was less than 0.15 ml/min were included and their gender- and age-matched controls (7 males,
33 females, mean age 42.9 years) who did not report any complaints, suggestive of salivary gland dysfunction and had
the flow rate of greater than 0.20 ml/min were included for comparison. The salivary flow rate was measured in both
unstimulated and stimulated conditions. Dry mouth-related clinical information including history, dry mouth associated
symptoms, exacerbating and relieving factors, drugs, systemic diseases, and family history was investigated using
questionnaires. The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to each question and their relation to the
salivary flow rate were analyzed and we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controls to the following questions:
the period and frequency of suffering from dry mouth; severity of dry feeling during a meal; severity of discomfort
during swallowing; necessity of sipping liquids during swallowing dry foods, severity of discomfort in usual life due
to dry feeling; self-assessment of residual salivary volume; taking medications.
2. The patients had more stress-related medical histories including indigestion, insomnia, and gastritis compared with
controls. The patients took many kinds of medications to control their systemic diseases.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livary flow rate between different groups of patients to following
questions: severity of dry feeling during a meal; severity of discomfort during swallowing; necessity of sipping liquids
during swallowing dry foods. The difference was more significant in the case of 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rather
than unstimulated one.
4. The salivary flow rate of patients taking medication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patients who did not take
medications. The difference was more significant in the case of 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rather than unstimulated
one.

Key words : Dry mouth, Clinical characteristics, Salivary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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