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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order to ai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oral health improvement programs for adul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 correlation exists between oral health indices assessed by experts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Methods: Raw data from the second year (2013-2015) of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analyzed. Among those surveyed, adults over the age of 19 were designated
as research subjects.
Results: The DT indices, prosthetics indices, and Community Periodontal indices were higher when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was “Bad.”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nsistency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Thus,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is a reliable index to evaluate adult oral health
projec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dults, improving their oral health, and evaluating future oral
health services.
Key Words: Adult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DT, Prosthetic, Subjective oral health

서 론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증
진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3). 즉 구강건

구강은 소화와 영양섭취를 도와 전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 인해 단순히 객관적 지표의 구강건강상

하며 외모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자

태의 증진만이 아닌 실질적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주관적인

신감과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구강문

지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

제는 구강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삶의
1)

질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구강건강상태는 치과의사에 의해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본인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구강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

구강건강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신체,

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며, 임상적 질병에 의한 평가보

정신, 사회적 건강을 포함하여 개인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상태로

다는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이 보다 정확한

건강을 확인하는 종합적 기준으로 활용되며6), 개인의 삶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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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행복을 반영하여 객관적 구강건강평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7). 이렇듯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
다8).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6기 1차년도(2013

과거에 비해 점차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의한 치과 진료의 효

년), 2차년도(2014년), 3차년도(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과,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인 심리 효과 등 비임상적 결과물에 대한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9)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 전통적인 방법으로

Survey)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

구강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적인 지표를 많이 이용하여

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7,327명, 여자 9,774명으

왔으나, 이는 포괄적인 건강개념에서 볼 때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로 총 17,101명을 선정하였다.

기능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스스
로 인지하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10).
11)

2. 연구변수

Ostberg 등 은 구강건강수준을 조사할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식하는 구강건강수준을 포함시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수준, 거주지를 사용하였고, 연령은 공중구강보건에서 연령군을

으며, 특히 진료필요에 대한 인식은 자기평가를 북돋움으로서 건

구분하는 기준으로 ‘청년(19-39세)’, ‘장년(40-64세)’, ‘노년(65

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세 이상)’의 3분류로 재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적 구
12)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련된 국외 연구로는 Gift 등 의 연

강건강상태로는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를 사용하였고, ‘매우 좋

구에서 구강건강상태는 객관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보건행태

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의 5점 척도를 ‘매우 좋음’

와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

과 ‘좋음’을 ‘좋음’으로, ‘보통’은 ‘보통’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

13)

다고 주장하였고, Wilson과 Cleary 는 객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주

을 ‘나쁨’으로 재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객관적 구강건

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정지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

강상태로는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태를 사용

14)

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Allen 등 은 구강건강과 관련

하였고, Shin 등20)의 연구를 참고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에 의해서 측정되는 객

바탕으로 우식영구치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우식영구치

관적인 질병의 평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의 측

수(O_DTP)변수를 이용하였고, 치아 보철 상태는 국민건강영양

15)

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Atchsion과 Dolan 은 구강건강관리

조사 자료 중 상악 보철물 상태(O_PROS_U)와 하악 보철물 상태

에 있어 치과의사들이 관찰한 임상적 진단상태가 환자의 구강 내

(O_PROS_L)의 합을 사용하였으며, 값이 작을수록 양호함을 의미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지각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치주건강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상악과 하악 삼

하였다.

분악의 지정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조직을 치주조직검사기준
16)

국내 연구로는 Lim 의 연구에서 전문가가 평가한 구강건강지

에 따라서 건전치주조직을 0점, 치은출혈조직을 1점, 치석형성치

표보다 본인이 평가한 구강건강지표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

주조직을 2점, 천치주낭형성조직을 3점, 심치주낭형성조직을 4점

17)

친다고 보고하였고, Cha와 Jang 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

으로 평가하는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즉 지역사회

태가 나쁜 집단이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주지수를 이용하여 총 6개의 삼분악의 합을 6으로 나눈 평균값

Shin과 Jung18)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인식이 삶의 질

을 사용하였고, 값이 작을수록 양호함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 연

해당’, ‘모름’, ‘제외’, ‘기록 불가’는 ‘무응답’과 함께 결측값으로 처

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노인층에 국한되어 객관적인 임상도

리하였으며, 분석 시 사용자 결측값은 유효한 값으로 설정하여 처

구들을 활용하여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리하였다.

최근 30세 이상 성인에서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당뇨병 등
전신질환의 유병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젊은 연령층으
19)

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국민건강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표본배분과 표본추출 과정에서 표본과 조사 모집단간의 관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하여

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모수추정에서 사용

향후 성인구강보건사업, 평가 및 성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구

하여 추정치의 편향(Bias)을 줄였다.

강건강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
석을 시행하였고,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과 복합표본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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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치주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우식영구치수,

4,876명(35.9%)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하’ 4,211명(25.1%),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선형 회

‘중하’ 4,276명(25.3%), ‘중상’ 4,272명(24.9%), ‘상’ 4,224명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 시 모든 변수에는 가중치를 적용

(24.7%), 거주지는 ‘동’ 13,719명(82.2%), ‘읍/면’ 3,382명(17.8%)

하였고, 결측값은 유효한 값으로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

으로 나타났다(Table 1).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2.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연구 성적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좋음’ 2,289명
(14.8%), ‘보통’ 6,329명(41.7%), ‘나쁨’ 6,943명(43.5%)으로 나타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났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7,327
명(49.5%), ‘여자’ 9,774명(50.5%), 연령은 ‘19-39세’ 4,817명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37.6%), ‘40-64세’ 7,944명(46.7%), ‘65세 이상’ 4,340명(1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683명(16.9%), ‘중학교 졸업’

별에서 ‘남자’의 경우 3,479명(40.0%)으로 ‘나쁨’이 가장 높게 나

1,640명(9.1%), ‘고등학교 졸업’ 5,225명(38.1%), ‘대학 졸업 이상’

타났고(P <0.001), 연령에서 ‘40-64세’ 의 경우 3,237명(45.1%)
으로 ‘나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2,062
명(51.6%)으로 ‘나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Sex
Age (yrs)

Education grade

Individual income

Town

였다(P <0.001).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2,168명

Classification

N

%

Male
Female
19-39
40-64
65≤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Graduation≤
Lower
Lower-middle
High-middle
High
Dong
Eup/Myeon

7,327
9,774
4,817
7,944
4,340
3,683
1,640
5,225
4,876
4,211
4,276
4,272
4,224
13,719
3,382

49.5
50.5
37.6
46.7
15.7
16.9
9.1
38.1
35.9
25.1
25.3
24.9
24.7
82.2
17.8

(44.0%)으로 ‘나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P <0.001), 소득수준에
서 ‘하’의 경우 2,052명(43.3%)으로 ‘나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P <0.001), ‘읍/면’에 거주할 경우 1,699명(43.4%)으로 ‘나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0.001, Table 3).

Table 2. The subjective oral health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Subjective oral health

Good
Normal
Bad

2,289
6,329
6,943

14.8
41.7
43.5

M±SD
3.28±0.01
M means mean; SD means standard deviation.

Table 3. The subjective oral health in rel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Age (yrs)

Education grade

Income

Town

Classification

Good

Normal

Bad

c2 (P-value)

Male
Female
19-39
40-64
65≤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graduation≤
Lower
Lower-middle
High-middle
High
Dong
Eup/Myeon

1,705 (18.5)
1,908 (16.5)
631 (15.1)
1,022 (14.4)
636 (15.6)
1,687 (24.3)
280 (13.1)
701 (14.5)
740 (16.1)
801 (15.4)
833 (16.4)
968 (19.0)
989 (19.2)
2,972 (17.8)
641 (15.9)

3,703 (41.5)
4,883 (46.3)
2,083 (46.9)
2,913 (40.5)
1,333 (32.8)
2,950 (43.5)
916 (43.7)
2,034 (41.5)
2,167 (47.9)
1,986 (41.3)
2,084 (43.1)
2,195 (44.1)
2,265 (47.3)
7,102 (44.6)
1,484 (40.7)

3,479 (40.0)
4,143 (37.2)
1,644 (38.1)
3,237 (45.1)
2,062 (51.6)
2,310 (32.2)
927 (43.2)
2,168 (44.0)
1,624 (36.0)
2,052 (43.3)
2,046 (40.5)
1,810 (36.9)
1,665 (33.5)
5,923 (37.6)
1,699 (43.4)

48.159 (<0.001*)

*P <0.001 by complex sample cross analysis.

172.815 (<0.001*)

337.299 (<0.001*)

121.232 (<0.001*)

41.27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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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objective oral health in rel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Age (yrs)

Education grade

Income

Town

Subjective oral health

Classification
Male
Female
P -value
19-39
40-64
65≤
P -value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graduation≤
P -value
Lower
Lower-middle
High-middle
High
P -value
Dong
Eup/Myeon
P -value
Good
Normal
Bad
P -value

DT

Prosthetic

CPI

0.72±0.02
0.53±0.02
<0.001*
0.89±0.04c
0.55±0.02b
0.44±0.03a
<0.001*
0.80±0.04d
0.63±0.05c
0.63±0.03b
0.45±0.02a
<0.001*
0.83±0.04d
0.62±0.03c
0.57±0.03b
0.48±0.02a
<0.001*
0.89±0.04
0.55±0.02
<0.001*
0.36±0.02a
0.49±0.02b
1.04±0.03c
<0.001*

1.70±0.03
1.57±0.03
<0.001*
0.45±0.03a
1.08±0.03b
3.38±0.07c
<0.001*
2.24±0.06d
1.76±0.07c
1.32±0.03b
1.23±0.03a
<0.001*
1.65±0.04
1.64±0.04
1.60±0.03
1.64±0.04
0.684
1.67±0.02
1.90±0.05
<0.001*
1.40±0.04a
1.56±0.03b
1.95±0.03c
<0.001*

1.86±0.02
1.47±0.02
<0.001*
0.75±0.02a
1.32±0.03b
2.92±0.06c
<0.001*
2.25±0.05d
1.80±0.05c
1.34±0.02b
1.27±0.03a
<0.001*
1.79±0.04c
1.72±0.03c
1.59±0.03b
1.56±0.03a
<0.001*
1.68±0.02
2.03±0.05
<0.001*
1.41±0.03a
1.56±0.03b
2.03±0.03c
<0.001*

*P <0.001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b,c,d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Bonferroni post-verification.

4.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Table 4).

우식영구치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0.72개,
연령에서 ‘19-39세’의 경우 0.89개,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

고 안

이하’의 경우 0.8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에서 ‘하’의
경우 0.83개, ‘동’ 지역 거주 0.89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보건정책 수립이나 평가를 위해 주로 우

쁨’으로 인지한 경우 1.0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나 지역사회치주요양필요지수

하였다(P <0.001).

(CPITN) 등의 객관적인 구강역학지표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구강

치아 보철 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1.7,
연령에서 ‘65세 이상’의 경우 3.38,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졸

보건정책 수립 시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도 중요하다21).

업 이하’의 경우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하’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강질환

경우 1.65, ‘동’ 지역 거주 1.67,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쁨’으

에 대한 유병률이 성인과 소아ㆍ청소년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선

로 인지한 경우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외국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인은 우

(P <0.001).

식경험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치주건강상태는 연령에

치주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1.86, 연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2).

령에서 ‘65세 이상’의 경우 2.92,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

또한 60세 이상에서 64.5%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보다 구강건

하’의 경우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하’의 경우

강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에 대한

1.79, ‘읍/면’지역 거주 2.03,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쁨’으로

평가 시 구강보건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추가적

인지한 경우 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3).

(P <0.001).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미치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와 객관적 구

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

강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성인구강보건사업, 평가 및

지를 혼란변수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객

성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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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환경이 구강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본인 인지 구강상태에

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서 ‘나쁨’으로 인지한 경우가 6,943명(43.5%)으로 가장 높게 나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나 Shin 등20), Park24), Kim2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성인

치주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우

이 되면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에 이환되었던 경험이 축적되어져

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

모든 연령군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군에서

적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프

DMFT지수가 낮게 나타난 Kim과 Lim4), Kim 등21), Lee와 Kim26),

로그램이 도입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im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연

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 여겨지며 정기적인 치

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는

과 방문을 통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강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 등20)의 연구에서 35-64세 장년층에

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

서 50.1%가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 라는 것으로 보고

여진다.

된 자료와 Kim 등21), Kim25), Kim과 Lim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

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상실과 치주질환 등으로 인한

조사 자료에만 근거하여 대상자들의 사회ㆍ경제적 수준에 대한 직

치아기능 저하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합리적인 구강건강관리

접적인 정보가 부족하였고, 대상자를 범주화하여 주관적 구강건강

를 통해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상태와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단면연구

여겨진다. 개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

것으로 나타나, Kim과 Lim4)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상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쁨’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50.3%

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층적 분석이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식영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치수, 치아 보철 수, 지역사회 치주지수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결 론

결과가 일치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이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본인 인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구강건강상태를 삶의 질과 연관된 중요한 지표로 반영해야 할 것

년), 2차년도(2014년), 3차년도(2015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으로 사료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객관적 구강건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강상태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상

1.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태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DMFS, DMFT, CPI 지수가 높

높을수록, 읍/면 지역 거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

은 것으로 보고된 Shin 등20), Kim 등21), Kim25), Lee와 Kim26)의 연

한 경우 우식영구치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구강병에 의한 결과로

(P <0.001).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지식 수준을 향상시켜 구강 질환
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
거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 치아 보철 상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주건강

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우식영구치수와 치주건강상태의 경우 교육

3.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수준이 낮을수록 구강 보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구강건강상태에

낮을수록, 읍/면 지역 거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 여겨지며, 우식영구치수가 높게

한 경우 치주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타나 그에 따른 치아 보철 상태도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P <0.001).

개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 치
27)

28)

본 연구 결과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와 객관적 구강건강상

주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나 Kim 과 Hjern 등 의 연구 결과와 유

태의 결과가 일치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사하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으로 보여지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성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

있는 결과로, 향후 의료보험 제도 및 개선 등을 통하여 치과 이용

상 및 구강건강증진과 향후 성인구강보건사업 평가 시 지표로써

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거주지에서는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보다 우
식영구치수, 치아 보철 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 거주자
의 경우 치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치과 진료 이용 어려움
에 의한 결과라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사회 ^ 경제적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다양화와 영역
별 구강인식척도에 대한 문항이 추가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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