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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65년 L e 등1)의 experimental gingivitis 연구 

이래로 치태의 침착은 치은염 및 치주 조직의 염증
과 파괴를 나타내는 치주염의 진행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특히, 치태의 양은 치은염
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태의 제거 여부
에 따라 치은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을 보인다. 이에 질환을 예방하고 치주 처치 
전후의 치주조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균성 치
태의 제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4).1)

자가치태조절을 위한 기계적 치태 제거 중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칫솔질이며, 그 외 보조
적인 방법으로 치간칫솔, 치실, 나무 자극기, 수압 
청정기 등이 있다5,6). 치태제거에 한 칫솔질의 효
과는 칫솔모의 형태, 개인의 칫솔질 능력, 칫솔질의 
빈도 및 사용시간이라는 3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7). 후자의 2가지 요소의 경우 구강위생교육에 의
해 일부 개선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는 여전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권장 시간(한 회 2분, 하루 2회)
에 채 미치지 못하게 칫솔질을 시행하고 있다8,9). 
Yankell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칫솔질 시행 시간에 

하여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시간
보다 3배 정도 많게 할애하였다고 잘못 인식하였으
며, 실제로는 한 회당 30~60초 정도 밖에 되지 않
았다고 한다. 또한 Kleber 등11)에 의하면 일반적으
로 구강 내 전체 치면의 40% 정도가 제 로 치태조
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치보다는 구치, 협면 보다
는 설면과 인접면에서 미흡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12,13). 이러한 부위들이 일반적으로 치은염 및 치주염 
호발 부위와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14)에서 칫솔
모 도달이 어려운 부위인 인접면, 설면 그리고 전치 
보다는 구치의 치태 조절과 구강 위생 관리 향상을 
위한 효율적 형태의 칫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960년  중의 평균적인 구강 위생 관리 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능성으로 전동칫솔이 처음 소
개된 이래, 그 형태 및 운동 양상은 큰 발전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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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창기에는 단순한 reciprocal-type, arcuate-type 
운동을 보였으나, 초소형 전자기술(microelectronics)
의 도입과 함께 현재는 oscillating, rotational, 
counter-rotational 및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합
된 운동을 보이고 있으며, 칫솔모 역시 도달하기 어
려운 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15). 전동칫솔이 치태의 제거와 치은의 염증 
해소 측면에서 일반적인 칫솔보다 효과적인가에 
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16), 최근 위와 
같은 발전된 형태의 전동칫솔들이 유의할 만한 임상
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17-21). 

Sonicare Elite 의 작용은 칫솔모의 직접적 접촉
에 의한 기계적 제거와 저주파수 음파에너지
(acoustic energy)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체역학
(dynamic fluid activity)에 의한다22,23). 칫솔의 손잡
이 안에 장착된 초소형 전자기술(microelectronics)
은 고체상태(solid-state)의 전자로부터 자기장을 발
생시키면서 oscillation을 야기한다. 칫솔모는 주파
수 260Hz, 분 당 31,000회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횡단(transverse) 움직임의 진폭은 적용되는 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2.5mm 이상이라고 
한다24,25). 이러한 움직임은 치아 표면에 접촉 시 치
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데 작용할 뿐 아니라, 공
기나 액체환경에서 칫솔모 주위에 난류(turbulent 
fluid), streaming, bubble activity 및 전단력(shear 
force)등을 일으킨다20,26,27). 공동현상(cavitation)과 
그 외의 유체역학(hydrodynamics)에 의한 치태 제
거 작용, 치약을 거품의 형태로 균일하게 하여 치면
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작용 및 액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에 의해 물리적으로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은
연하 3~4mm 하방의 치태 세균을 치면에서 제거하
는 작용20,28) 등은 치태 제거에 한 전동칫솔의 간
접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진 칫
솔의 헤드와 위, 아래가 길고 전체적으로 커브 진 형
태의 칫솔모는 설면, 인접면, 구치부 등 도달이 어려
운 부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29).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도 치주염에서 치태제거 및 

치은 염증 감소에 있어 일반 칫솔과Sonicare Elite
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특히, 칫솔모가 잘 도달하지 
않는 부위인 인접면과 설면에 한 효과를 관찰하고
자 한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연세 학교치과병원을 내원한 환자에서 

자발적으로 실험에 지원한 사람들을 상으로 구술 
및 서술 설명에 의한 동의서 작성 하에 이루어졌으
며, 연세 학교 치과 학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
인 하에 진행되었다. 연구 상은 나이가 25~55세
에 포함되고, 자연치를 적어도 20개 이상 가지고 있
으며, 치태지수와 치은지수가 적어도 1.0 이상인 치
주낭 깊이가 4~6mm를 보이는 중등도의 치주염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치주낭 깊이
가 한 부위도 6mm를 초과하지 않고, 전신적으로 건
강하며 특이한 전신적 질환이 없고, 실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만한 약물(예:항생제)을 최근 2주 이내에 
복용하지 않았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치주치료 및 
구강 위생 처치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평소 
일반칫솔을 사용하고 전동칫솔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 총 93명의 지원자가 선택되었고, 무작위로 
59명은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실험군으로, 34명은 일
반칫솔을 사용하는 조군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실험군에서 52명, 조군에서 30명이 실험을 완료하
였으며,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40.9세, 조군의 평
균연령은 38세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총 82명 중 각각 실험군 52명, 조군 30명이 실

험을 완료하였으며, 실험군은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Philips Oral Healthcare, 
USA)(Figure 1)를, 조군은 Butler #311 mul-
ti-tufted toothbrush(Butler,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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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anual Sonicare Elite®
Total Subjects 30 52

Males 14 25
Females 16 27
Mean age 38.0 40.9
Age range 25-55 25-55

Smoking / Non-smoking 4 / 26 9 / 43

Table 1. Demographics of subjects 

칫솔질 시 두 군 모두 2080 치약 (애경, 한국)을 사
용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은 다른 보조적 구강위생
용품(치실, 치간 칫솔, 수압 청정기, 양치액 등)의 
사용을 금하였다.

Figure 1.

3. 평가방법
① 환자 선별 및 분류
환자의 전신병력 및 구강검사를 통해 연구 상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였으며, 실험군과 조
군 사이의 성별, 흡연유무 비율을 비슷하게 하면서 
무작위로 분류하였다(Table 1). 

② 초진 (Baseline)
Examiner-blinded design으로 전체 치아에 한 

임상지수의 baseline 검사를 시행하였다. 임상지수
는 Silness & L e plaque index와 L e & Silness 
gingival index를 사용하였으며, 각 치아는 4개의 
면(협면 변연부, 원심협면, 근심협면, 설면)으로 나
누어 UNC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각 군에 한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실험군은 전동칫솔모를 치은연 부위에 약간 경사지
게 놓고, 긴 칫솔모가 치간에 위치하도록 한 후, 
head 부위를 가볍게 원형으로 움직여, 칫솔모가 도
달하기 어려운 치간 부위, 설면에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사용시간은 한 회당 2분으
로 하였다. 조군의 경우 modified Bass method를 
교육하였으며, 두 군 모두 하루에 2회 칫솔질을 하
도록 하였다. 치석제거술 및 치면세마를 통해 치은
연상 부위의 치석, 치태를 모두 제거하였고, 양치액, 
치실, 치간 칫솔, 수압 청정기 등 보조적인 구강위생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 임상지수
  I) 치태지수 - Silness & L e plaque index (PI)

치아의 4개면(협면 변연부, 원심협면, 근심협
면, 설면)을 기록
0：치은에 치태가 나타나지 않을 때
1：유리치은의 변연부나 치아 인접면상에 얇은 

층의 치태가 있으나 치아면을 긁어 보아야 
인지될 정도인 경우

2：치은낭과 치은염 및 인접치아 표면에 눈으
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침착물이 있을 때

3：변연치은이나 치주낭 혹은 치아표면에 많은 
침착물이 있을 때

  II ) 치은치수 - L e & Silness gingival index (GI)
치아의 4개면(협면 변연부, 원심협면, 근심협
면, 설면)을 기록

0：정상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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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oint baseline 1 week 4 week 8 week 12 week
PI * * * *
GI * * * *

Brush change * *

Table 2. Study design

All Surfaces
Visit Control (n=30) Experimental (n=52)

Baseline 1.45 (0.31) 1.38 (0.33)
1 week 1.18 (0.32)* 0.70 (0.42)+*

4 week 1.15 (0.26)* 0.72 (0.38)+*

12 week 1.12 (0.37)* 0.64 (0.37)+*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of both devices across all time intervals : p<0.0001

Table 3. Mean plaque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for whole dentition

1：경한 염증 – 경미한 색조변화, 가벼운 부종, 
치주탐침에 의한 출혈성향이 없는 경우

2：중증 염증 – 발적, 부종, 치은의 색조변화, 
치주탐침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

3：심한 염증 – 상당한 발적과 부종, 궤양이 있
으며, 계속적인 출혈이 있을 경우 

③ 재내원 (recall)
실험 상은 초진 1주, 4주, 8주, 12주 후 재내원 

하였으며, 8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전체 치아에 
해 위의 임상지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매 내원 시 

각 칫솔의 사용에 한 환자의 협조도 여부에 해 
일정 검사자를 통해 확인 받았으며, 4주, 8주 시기
에는 두 군 모두 칫솔모의 교환이 있었다. 

4. 통계분석
치아의 4개면(협면 변연부, 원심협면, 근심협면, 

설면)에 해 측정된 Silness & L e plaque index 
(PI), L e & Silness gingival index (GI)는 각 군에 

한 전체 치아의 평균 뿐 아니라 치간(interproximal 

; 근심협면과 원심협면), 협면 변연부, 설면으로 각
각 분리하여 평균을 측정하였다. Baseline에 한 
각각의 시기(1주, 4주, 12주)에서 나타나는 각 군 내
의 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였
다. 각 시기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비교는 un-
paired-T test를, 시간 변화에 따른 두 군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측정하였다. 또한 위
의 통계분석을 부위에 따라 치간, 협면 변연부, 설면
으로 각각 분리하여 다시 적용하였다.

 
III. 결과

1. 치태지수(Plaque index ; PI)
전체 치아는 4개의 면(근심협면, 협면 변연부, 원

심협면, 설면)으로 측정되었으며, 총체적인 치태지수
는 조군, 실험군 모두 baseline에 비하여 1주, 4
주, 12주 각 시기에서 유의할 만한 감소가 나타났고
(p<0.05), 각각 시기(1주, 4주, 12주)에서 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할 만한 감소(p<0.05)를 나타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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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ial Lingual Interproximal
Visits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Baseline 1.17 (0.38) 1.08 (0.36) 1.75 (0.34) 1.46 (0.42) 1.47 (0.34) 1.50 (0.34)
1 week 0.91 (0.41)* 0.40 (0.41)+* 1.37 (0.46)* 0.72 (0.53)+* 1.23 (0.32)* 0.85 (0.43)+*

4 week 0.89 (0.36)* 0.39 (0.38)+* 1.27 (0.37)* 0.80 (0.54)+* 1.24 (0.23)* 0.87 (0.36)+*

12 week 0.71 (0.50)* 0.33 (0.40)+* 1.25 (0.43)* 0.71 (0.50)+* 1.18 (0.37)* 0.76 (0.36)+*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of both devices across all time intervals 
 at labial : p<0.0001, at lingual : p=0.0018 , at interproximal : p<0.0001

Table 4. Mean plaque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for the labial, lingual, and the interproximal sites

baseline에서 12주까지의 시간에 따른 조군과 실
험군 효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01)가 있었다(Table 3, Figure 2). 

Figure 2. Plaque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전체 치아를 인접면(근심협면, 원심협면), 협면, 
설면으로 나누어 관찰하였을 때 조군, 실험군은 
각 부위에서 모두 baseline에 비하여 1주, 4주, 12주 
시기에서 유의할 만한 감소를 보였다(p<0.05). 각 
시기(1주, 4주, 12주)에서의 조군과 실험군 비교에
서는 인접면, 협면, 설면 모두 실험군에서 유의한 감

소(p<0.05)를 보였으며, baseline에서 12주까지의 
시간에 따른 두 군의 효과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설면:p=0.0018, 인접면:p<0.0001, 협
면:p<0.0001)를 나타났다(Table 4).

2. 치은지수(Gingival index ; GI)
전체 치아는 4개의 면(근심협면, 협면 변연부, 원

심협면, 설면)으로 측정되었으며, 총체적인 치은지수
는 조군, 실험군 모두 baseline에 비하여 1주, 4
주, 12주 각 시기에서 유의할 만한 감소가 나타났고
(p<0.05), 각각 시기(1주, 4주, 12주)에서 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할 만한 감소(p<0.05)를 나타내었다. 또한 
baseline에서 12주까지의 시간에 따른 조군과 실
험군 효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01)가 있었다(Table 5, Figure 3). 

전체 치아를 인접면(근심협면, 원심협면), 협면, 
설면으로 나누어 관찰한 경우, 모두 조군, 실험군
에서 baseline에 비하여 1주, 4주, 12주 각 시기의 
치은지수가 유의할 만한 감소(p<0.05)를 보였다. 또
한, baseline에서 12주까지의 시간에 따른 조군과 
실험군 효과의 비교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01)를 나타내었으며, 각 시기에서의 
조군과 실험군 비교의 경우 실험군에서 유의할 만한 
감소(p<0.05)를 보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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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urfaces
Visit Control (n=30) Experimental (n=52)

Baseline 1.45 (0.28) 1.33 (0.29)
1 week 1.20 (0.32)* 0.67 (0.44)+*

4 week 1.17 (0.25)* 0.63 (0.38)+*

12 week 1.14 (0.40)* 0.65 (0.4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of both devices across all time intervals : p<0.0001

Table 5. Mean gingival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for whole dentition

Labial Lingual Interproximal
Visits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Baseline 1.26 (0.32) 1.03 (0.34) 1.63 (0.30) 1.39 (0.38) 1.49 (0.29) 1.45 (0.30)
1 week 1.01 (0.40)* 0.42 (0.40)+* 1.37 (0.39)* 0.66 (0.55)+* 1.22 (0.34)* 0.80 (0.45)+*

4 week 0.99 (0.34)* 0.33 (0.37)+* 1.29 (0.28)* 0.65 (0.51)+* 1.22 (0.23)* 0.77 (0.38)+*

12 week 0.95 (0.42)* 0.37 (0.40)+* 1.23 (0.47)* 0.70 (0.51)+* 1.19 (0.40)* 0.77 (0.38)+*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of both devices across all time intervals 
 at labial : p<0.0001, at lingual : p<0.0001, at interproximal : p<0.0001

Table 6. Mean gingival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for the labial, lingual, and the interproximal sites

Figure 3. Gingival index of the 2 groups at 

each vis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manual at p<0.05 (unpaired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Wilcoxon 
signed ranks test)

IV. 고안
최근 전동칫솔의 효능에 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연구에서 치은염 환자
의 치태 제거 혹은 치은 염증 완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15-31). Sonicare Elite  전동칫솔은 칫솔모가 
도달하기 힘든 인접면 및 치은연하 부위에의 접근성
을 높여 효과적인 치태 제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낭이 4~6mm인 중
등도 치주염에서의 치태 및 치은 염증 완화 효과와 
인접면, 설면에서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치태지수(Silness & L e)와 치은지수(L e & Silness) 
에서 일반칫솔과 Sonicare Elite  모두 우수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Sonicare Elite 에서 통계학
적으로 더 유의한 감소를 보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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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상반되게 두 방법 간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으나32-36) 이는 
연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위생교육 
방법이나 동기부여가 제 로 되지 않은 경우36), 실
험 상이 치과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치위생 
혹은 치과 학 학생, 치과 진료 관계자 등)32,33), 단
기간으로 진행되는 연구 등37)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
를 도출하기 힘들다. Listgarten 등38)은 치태, 치은
염 관련 연구에 치과 분야 관계자를 연구 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하여 논의하였
으며, 연구기간과 관련하여 van der Weijden 등37)

은 1~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서는 차이가 없다가 6
개월 이상의 장기간 연구로 진행되면서 유의한 차이
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
반인의 일상적인 칫솔 사용을 최 한 반영하기 위하
여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며, 
칫솔의 사용 여부는 내원 시 마다 검사되어 비교적 
환자의 협조도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연구는 12주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인 
1주, 4주 에서도 시간에 따른 두 군 간의 유의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의 단기간 연구의 문
제점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칫솔모가 도달하기 힘든 부위에 한 관찰에서 설
면 및 인접면의 치태 및 치은 염증 정도는 두 군 모
두 시간에 따른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Sonicare Elite  사용군이 일반 칫솔에 비하여 더욱 
유의성 있는 감소 효과를 보였다. 두 군 모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의 교육과 꾸준한 사용 여부 점검 과정
을 통해 이와 같은 임상적 향상을 보였으나, 칫솔질
에 한 시간과 노력이 비슷한 정도에서는 전동칫솔
의 작용이 치태 및 치은 염증에 부가적 효과를 가져
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구강 내 전체적인 치아면 뿐 아니라 각 부위별로 
분리되어 관찰하였을 때에도, 본 연구에서는 치태지
수와 치은지수의 증가와 감소가 비슷한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Forgas-Brockmann 등39)의 연
구에서 치태가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었음에도 치은
지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난다. 이 연구는 치은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것은 치태의 제거가 주로 
치은연상부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치은연하치태 
및 세균에 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Terezhalmy 등40)의 연구는 전
동칫솔에서 생성되는 음파와 진폭이 치태에 부착된 
세균의 구조를 일부 변형시키는데 기여하여, 그 부
착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치태의 생성 기전 자체를 저
하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치은연하치태세균에 
한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Sonicare 의 칫솔
모 운동을 통해 유체역학적으로 형성되는 힘과 전단
력은 칫솔모가 직접 치면에 닿지 않아도 하방 
3~4mm 범위에 존재하는 치태부착세균의 제거에 기
여하여, 일반 칫솔에 비해 56~78%까지 치태의 감소
를 보인다는 연구도 발표 되었다26).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이 부분 6mm 이하의 치주낭을 가지고 있
고, 실험에 앞서 치은연상 치석제거술을 전반적으로 
시행 받았으며, 협조도가 상당히 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칫솔 및 전동칫솔 모두 치태 및 치은염
증의 효과를 보였으나, 전동칫솔이 그 보다 더 유의
한 호전을 보인 것은 역시 직접 접촉에 의한 기계적 
제거 효과 뿐 아니라, 유체역학적으로 형성된 힘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동칫솔은 치은염 뿐 아니라 중등도 
치주염의 4~6mm 치주낭에서도 치태 제거와 치은염
증 감소가 뚜렷하였다. 

건강한 치주상태는 정기적인 전문적 관리와 효과
적인 자가치태조절 방법이 동반될 때 이루어진다. 

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 관리를 받지는 못하고 있
으며, 집에서 이용하는 일반 칫솔질 역시 방법이나 
시간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교육을 통해 약간 개선
이 될지라도 완벽한 방법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노력이나 시간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전동칫솔은 그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onicare Elite  power brush는 치
태의 제거 및 치은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건강한 치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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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를 사용한 

군에서 전체적인 치태지수(Silness & L e) 및 
치은지수(L e & Silness)의 유의성 있는 감소
를 보였다(p<0.0001).

2.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는 일반칫
솔에 비하여 1, 4, 12주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p<0.05) 치태 및 치은염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치태 지수에 있어 Sonicare Elite  power tooth-
brush를 사용한 군에서는 일반칫솔에 비하여 치간부
위(p<0.0001), 협면 변연부위(p<0.0001), 그리고 설
면부위(p=0.0018)의 유의할 만한 감소를 보였다.

치은 지수에 있어 Sonicare Elite  power tooth-
brush를 사용한 군에서는 일반칫솔에 비하여 치간부
위(p<0.0001), 협면 변연부위(p<0.0001), 그리고 설
면부위(p<0.0001)의 유의할 만한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Sonicare Elite  power tooth-
brush는 일반 칫솔에 비하여 치태 및 치은 염증의 
유의할 만한 감소를 보이며, 협면 뿐 아니라 칫솔모
가 도달하기 힘든 인접면과 설면에 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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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icacy of the Sonicare Elite® in plaque removal and 
reduction of gingival inflammation from hard-to-reach 

sites of the moderate periodontitis
Ji-Youn Hong, Sung-Won Jung, Yoo-Jung Um, Gyung-Jun Chae, Ui-Won Jung,

Chang-Sung Kim, Seong-Ho Choi, Chong-Kwan Kim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Periodontal Re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in 
plaque removal and reduction of gingivitis from hard-to-reach sites of the moderate periodontitis 
compared to regular manual toothbrush in 12 week follow-up. 

82 subjects with incipient to moderate periodontitis were randomly assigned to use either the 
manual or sonic brush, instructed in its use, and asked to brush 2 times a day for 2 minutes. Plaque 
scores were taken at baseline, 1, 4, 12 weeks using Silness & L e plaque index and gingival in-
flammation was assessed by the L e & Silness gingival index.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p<0.0001) of the pla-
que(Silness & L e) and gingival inflammation(L e & Silness).

2. The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showed a significant better reduction of plaque and gin-
givitis(p<0.05) than the manual toothbrush after 1, 4, and 12 weeks.

3. The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demonstrated a significant reduction(p<0.0001) of the 
plaque in interproximal sites(p<0.0001), buccal sites(p<0.0001) and the lingual sites(p=0.0018) 
of the teeth.

4. The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demonstrated a significant reduction(p<0.0001) of the 
gingival inflammation in the interproximal sites(p<0.0001), the buccal sites(p<0.0001) and the 
lingual sites(p<0.0001) of the tee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findings that Sonicare Elite  power toothbrush has a great 
potential to remove the plaque and resolve the gingival inflammation during the period of 12 week.2)

Key words : moderate periodontitis, electric toothbrush, plaque, gingival inflam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