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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ral state of the clothing repair 

workers in Ulsan, Busan Cities. Recently, Clothing industry were shifted rapidly as a 

sustainable fashion style. It means reuse or recycling of waste materials each clothes. And, 

there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people working in recycling clothes fields. Until now, there 

are few research paper about the clothing recycling worker’s oral state.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552 people as a questionnaire, final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type 

of repai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MFT and drymouth (P<0.05). 2. According to the 

amount of repairs cloth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ymouth (P<0.05). 3. According to the 

use of oral when repairs (i.e biting needle, unsew cloth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ymouth 

(P<0.05) in particular. 4. According to the cleaning at workpla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bjective oral health and drymouth (P<0.05), and in ventilation at workpla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MFT and drymouth (P<0.05). 5. Difference in amount of bevera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MFT and subjective oral health (P<0.05). 6. In discomfort oral ite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oral health factors (P<0.05), lastly, oral abras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bjective oral health and drymouth (P<0.05)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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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70년 후반부터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

식주 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기성복의 수요가 늘고 국

내의 기성복 산업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1]. 패션시장이 진

화되면서 의복의 착용경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패션업계

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정형화된 아름다움

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발전하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의류재활용 중심의 브랜드들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재활용 패션산업의 경향은 산업에서만이 

아닌 소비자층에서도 일어나고 있다[2][3][4]. 기성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으로 표준치수체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량생산하므로 기성복을 사 입었을 때 의복이 잘 맞지 않게 된다

[3]. 또한 신체적 조건이 같더라도 체형과 체격이 다양하므로 

동일 사이즈라 하더라도 신체의 적합성이 고려된 다양한 치수

체계를 적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4]. 
소비자들의 생활양식도 개성화 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소비동향

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져 기성복에 한 소

비자들의 불만족 요인이 두되고 있다[5][6]. 이러한 현실에 보

다 더 적극적인 불만족 해소 방안 중의 하나가 전문 수선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의류 전문 수선점을 이용함으로

써 치수 불만족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다양한 스타일

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맞춤옷에 상응하는 효과

를 추구하고 있다[8]. 이외에도 수선은 의류제품의 재활용 측면

에서도 기존 제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5][7][8]. 이러한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시 적 변화흐름은 

많은 의류수선업 종사자들을 양산하였지만 정작 의류수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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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작업환경[9]이나 그들의 건강 특히 구강을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 관한 연구는 별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구강건강을 파탄

시키는 구강상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요인이 작용

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상병이 발생하는 데에 작용하는 무수히 

많은 요인을 크게 숙주요인과 환경요인 및 병원체요인의 세 가

지 요인으로 구분한다[10].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개인구

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

의 생활환경 전반적으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환경요건 중에서 생활하면

서 구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 수선업에 

종사하거나 세탁소 또는 패션산업에서 의류 수선업을 하는 작

업자들을 찾아 그들의 평소 구강상태와 수선시 입으로 실 뜯기

나 단추물기, 바늘을 입으로 무는 등의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직업적인 환경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전신건강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거니와 특히 구강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류 수선업

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그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4월 30일에서 5월 30일까지 울산, 부산에 

거주하며 세탁업을 하거나 의류수선점 및 의류 리폼점을 운영하

는 종사자 600명을 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법으로 시행되었

다. 설문 문항은 일반사항 2문항(성별, 연령), 직업에 관련되는 

7문항, 생활습관 6문항, 구강관련 문항 12문항으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0 K for windows를 이용하

여 t검정,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과 오지 선다

형으로 응답하게 한 후 부적당한 응답지 48부를 제외한 나머지 

552부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과 직업적인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316명(57%), ‘여자’는 

236명(43%)으로 나타났고, 수선종류로는 옷 수선(280명, 51%)

과 드라이크리닝(116병, 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수선하는 옷들은 21~30벌(172명, 31%)이 가장 많았고 

수선시 구강을 사용하는 경우(입으로 실을 뜯거나 바늘을 입

에 무는 행위 등)는 가끔(200명, 36%)이 가장 많았고, 작업장 

청소는 매일한다(240명, 43%)가 가징 많았으며 작업장 환기는 

6개월에 1번정도(188명, 3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나이, 직업적 특성과 구강건강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은 평균 49.17세로 나타났으며, 총 수선경력은 9.48년, 
하루평균 8.75시간을 일하며 간식먹는 횟수는 2.09번, 칫솔질

은 2.51번으로 나타났으며 DMFT는 평균 2.16개, 주관적인 건

강은 8.3점, 구강건조증은 8.5점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2>.

3. 직업 특성들과 구강건강(DMFT,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

건조증)과의 상관관계

직업 특성과 주요 구강건강 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의 결과, 
칫솔질횟수는 간식섭취회수와 r=0.25로 유의미하였고, DMFT
와 하루평균 작업시간과는 r=-0.11로 유의미하였고, 하루평균 

칫솔질 횟수와는 r=0.17로 유의미하였고, 주관적 건강과 총수

선 경력과는 r=-0.31로 유의미하였으며, 간식섭취횟수와는 

r=0.12로 유의미하였고, DMFT와는 r=-0.45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구강건조증과 하루평균 작업시간과는 r=0.10로 유의

미하였고, 간식섭취횟수와는 r=-0.14로 유의미하였고, DMFT
와는 r=-0.24로 유의미하였고, 주관적 건강과는 r=0.47로 유의

미한 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4. 성별과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 요인과의 t-test

성별과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 요인과의 t검정 결과 성별은 

구강건조증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은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5. 직업특성과 구강건강(DMFT,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건조

증)과의 분산분석

직업특성과 구강건강(DMFT,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건조증)
과의 ANOVA 결과에서는 믈을 포함한 음료수의 양만이 구강

건조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나머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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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

Sex
Men 316 43

Women 236 57

Kind of repairs

Dry-cleaning 116 21

Sewing 60 11

Clothes repairs 280 51

Laundry 60 11

Clothes reform 36 6

No. of repair clothes per day

Below 10 140 25

11 ~ 20 108 20

21 ~ 30 172 31

31 ~ 40 100 18

Over 41 32 6

No. of oral use per day

Never 128 23

Often 200 36

Moderate 120 22

Frequently 92 17

Always 12 2

No. of workroom cleaning per day

Never 0 0

Often 48 9

Moderate 116 21

Frequently 148 27

Always 240 43

No. workroom ventilation

Never 12 2

1/1 year 88 16

1/ 6 months 188 34

1/ 3 months 152 28

1/ 1 month 112 20

Smoke
No 248 45

Yes 304 55

Drinking

No 128 23

1/1 month 84 15

1/2 weeks 104 19

1/1 week 124 23

3/1 week 112 20

Favorite snacks

Beverages(coffee, tea, soda, juice, etc) 340 62

Candies 28 5

Snacks 80 15

Flours 8 17

Amount of beverages

Never 4 1

2/1 day 140 25

3/1 day 228 41

5/1 day 120 22

Over 5/1 day 60 11

Oral discomfort 

Never 220 40

Blood 44 8

Chilled 108 20

Fracture 56 10

Decayed 124 22

Cope with discomfort

Endure 12 2

Use drug 80 15

Folk remedy 20 4

Neglect if not pain or clinic if pain 352 64

Instant clinic 88 16

Oral abrasion

Very discomfort 0 0

Discomfort 144 26

Moderate 240 44

Satisfy 128 23

Very Satisfy 40 7

<Table 1> Sex and job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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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ean(M) Standard deviation(SD)

Age 49.17 7.00

Duration of total repairs 9.48 5.74

Working time per day 8.75 2.08

No. of eating snacks 2.09 1.02

No. of toothbrushing 2.51 0.67

Decayed tooth 1.36 1.48

Missed tooth 0.12 0.47

Filled tooth 1.13 1.45

DMFT 2.61 2.79

Subjective oral health 8.28 2.07

Drymouth 8.49 2.32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age, job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Independence
Dependence

DMFT (p) Subject oral health (p) Drymouth (p)

Sex 0.34 0.15 0.00*

Smoke 0.23 0.00* 0.00*

* p<0.05

<Table 4> t-test for oral health(DMFT, subjective oral health, mouth-dryness)

Classification
Dependent variable

DMFT(p) Subjective oral health(p) Drymouth(p)

Kind of repairs 0.00* 0.00* 0.00*

No. of repair clothes per day 0.00* 0.00* 0.00*

No. of oral use per day 0.00* 0.00* 0.00*

No. of workroom cleaning per day 0.00* 0.00* 0.00*

No. workroom ventilation 0.00* 0.00* 0.00*

Drinking 0.00* 0.00* 0.00*

Amount of beverages 0.00* 0.00* 0.98

Oral discomfort 0.00* 0.00* 0.00*

Oral abrasion 0.00* 0.00* 0.00*

* p <0.05 

<Table 5> ANOVA test for oral health factors and job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1. Duration of total repairs 1 - - - - - -

2. Working time per day - 1 - - - - -

3. No. of eating snacks - - 1 - - - -

4. No. of toothbrushing - - 0.25** 1 - - -

5. DMFT - -0.11** - 0.17** 1 - -

6. Subjective oral health -0.31** - 0.12** - -0.45** 1 -

7. Drymouth - 0.10* -0.14** - -0.24** 0.47** 1

 ** p <0.01, * p <0.05

<Table 3> Correlation with job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DMFT, subjective oral health, drymouth)

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각 변수들에 한 사후검

정(Scheffe)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선업무의 종류에 있어서는 드라이크리닝과 바느질이 

DMFT, 구강건조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5), 드
라이크리닝과 세탁은 구강건조증에서, 드라이크리닝과 옷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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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pendent variable

DMFT(p) Subjective oral health(p) Drymouth(p)

Kind of repairs

Drycleaning - Sewing

Drycleaning - Laundry

Drycleaning - Clothes repairs

Drycleaning - Clothes reform

Clothes repairs - Sewing 

Clothes repairs - Laundry

Clothes repairs - Clothes reform

0.00*

-

-

0.00*

0.00*

0.03*

0.00*

-

-

0.00*

-

-

0.01*

-

0.00*

0.02*

0.00*

0.02*

-

-

-

No. of repair clothes per day

Below 10 - 21 ~ 30

Below 10 - 41 ~ 50

11 ~ 20 - 21 ~ 30

11 ~ 20 - 31 ~ 40

21 ~ 30 - 31 ~ 40

21 ~ 30 - 41 ~ 50 

0.00*

0.01*

-

-

-

-

-

-

-

0.02*

0.00*

-

0.04*

-

0.00*

-

0.02*

0.01*

No. of oral use per day

Never - Frequently

Never - Moderate

Never - Often

Often - Frequently

Moderate - Frequently

Frequently - Always

0.02*

-

-

0.00*

0.00*

-

0.00*

-

-

0.03*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No. of workroom cleaning per day

Often - Always

Often - Moderate

Often - Frequently

Moderate - Always

Frequently -Always

-

-

-

-

-

0.01*

-

-

0.00*

0.00*

-

0.00*

0.02*

0.00*

0.00*

No. workroom ventilation

1/ 1 month - 1/1 year

1/ 1 month – 1/6 months
1/ 1 month - 1/ 3 months

1/ 3 months - 1/1 year

1/ 6 months - 1/1 year

0.00*

0.00*

-

0.00*

-

-

-

-

-

0.02*

0.00*

0.00*

0.03*

-

-

Amount of beverages

2/1 day – 3/1 day
2/1 day – 5/1 day
2/1 day – over 5/1 day
3/1 day – 5/1 day
3/1 day – over 5/1 day
5/1 day – over 5/1 day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

-

-

-

-

-

-

-

-

Oral 

discomfort 

Never - Blood

Never - Chilled

Never - Decayed

Never - Fracture

Blood - Chilled

Blood - Fracture

Blood - Decayed

Chilled - Fracture

Decayed - Fracture

0.00*

0.00*

0.00*

-

0.00*

0.00*

0.00*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0.00*

-

-

0.00*

0.00*

0.00*

0.00*

0.00*

0.00*

Oral abrasion

Discomfort - Moderate

Discomfort - Satisfy

Discomfort – Very satisfy
Moderate - Satisfy

Moderate - Very satisfy

Satisfy - Very satisfy

0.00*

0.00*

-

-

-

-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2*

0.00*

0.00*

* p <0.05 

<Table 6> Specific results in table 4(Scheffe post test)

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서, 드라이크리닝과 

옷리폼에서는 DMFT와 구강건조증이, 옷수선과 바느질에서는 

DMFT만이, 옷수선과 세탁에서는 DMFT와 주관적 건강이, 옷

수선과 옷리폼은 DMFT만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하루에 수선하는 옷의 개수는 10벌이하와 20
여벌에서는 DMFT와 구강건조증이, 10벌이하와 40여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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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T만이, 10여벌과 20여벌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10여벌과 

30여벌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만이, 20여벌과 30여벌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이, 20여벌과 40여벌에서는 구

강건조증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하루 중 구강을 이용하는 횟수에서는 전혀사용안함과 자주에

서 모두 유의하였고(p<0.05), 전혀사용안함과 보통 그리고 자

주사용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가끔사용과 자주 그리고 보통

과 자주사용에서는 모두 유의하였고(p<0.05), 자주와 항상사용

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하루중 작

업장 청소에서는 가끔과 항상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만이, 가
끔과 보통 그리고 가끔과 자주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보통과 

항상 그리고 자주와 항상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

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환기횟수에서는 1달에 1번과 

1년에 1번 그리고 1달에 1번과 6개월에 1번에서 DMFT와 구강

건조증이, 1달에 1번과 3달에 1번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3달
에 1번과 1년에 1번에서는 DMFT만이 6개월에 1번과 1년에 1
번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만이 유의하게 각각 나타났다

(p<0.05). 마시는 음료의 양에서는 1일에 2번과 1일에 3번 그리

고 1일에 2번과 1일에 5번 또한 1일에 2번과 1일에 5번이상에

서는 DMFT와 주관적 구강건강에서 모두 유의하였고(p<0.05), 
1일에 3번과 1일에 5번 그리고 1일에 3번과 1일에 5번이상, 또
한 1일에 5번과 1일에 5번이상에서는 DMFT만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구강의 불편함에 있어서는 전혀없음과 

출혈, 전혀없음과 시림, 전혀없음과 충치, 전혀없음과 파절에

서 체적으로 DMFT와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5), 출혈과 시림, 출혈과 파절 및 충

치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p<0.05), 시림과 파절, 충치

과 파절에서는 구강건조증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구
강마모증에서는 불편함과 보통, 불편함과 만족에서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고(p<0.05), 불편함과 매우만족, 보통과 만족, 보통

과 매우만족, 만족과 매우만족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

건조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Ⅳ. 고찰

구강상병이 발생하는 데에 작용하는 무수히 많은 요인을 

크게 숙주요인과 환경요인 및 병원체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

로 구분한다[10]. 환경요인을 제외한 숙주요인과 병원체요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직접 

그 원인을 치료하거나 치의학자들은 구강미생물들을 사멸하

기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 개인이 속해있는 생활적 또는 직업적인 요인

들이 서로 달라 이에 한 책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업적인 환경들 중 열악한 한경 속에서 

의류세탁업을 하거나 의류수선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환

경적인 측면들이 구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

태를 파악하여 그들 작업자들이 구강건강에 힘쓸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

역에 한정된 작업자들을 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작업자들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지만 울산, 부산에 거주하며 

세탁업을 하거나 의류수선점 및 의류 리폼점을 운영하는 종

사자 600명을 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법으로 시행되어 이 

지역들에 한정되어 어느 정도 표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사된 성별로는 ‘남자’가 316명(57%), ‘여자’는 236
명(43%)으로 나타났고, 의류수선종류로는 옷 수선(280명, 
51%)과 드라이크리닝(116병, 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루에 수선하는 옷들은 21~30벌(172명, 31%)이 가장 많

았고, 수선시 구강을 사용하는 경우(입으로 실을 뜯거나 바늘

을 입에 무는 행위 등)는 가끔사용(200명, 36%)이 가장 많았

고, 작업장 청소는 매일한다(240명, 43%)가 가징 많았으며, 작
업장 환기는 6개월에 1번정도(188명, 34%)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49.17세로 나타났으며, 총 수선경력

은 9.48년, 하루평균 8.75시간을 일하며, 간식은 하루 2.1번, 칫
솔질은 2.5번으로 나타났으며 DMFT는 평균 2.16개, 주관적인 

건강은 8.3점, 구강건조증은 8.5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과 주요 구강건강 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의 결과로는 칫솔

질횟수는 간식섭취회수와 r=0.25로 유의미하였고, DMFT와 하

루평균 작업시간과는 r=-0.11로 유의미하였고, 하루평균 칫솔

질 횟수와는 r=0.17로 유의미하였고, 주관적 건강과 총수선 경

력과는 r=-0.31로 유의미하였으며, 간식섭취횟수와는 r=0.12로 

유의미하였고, DMFT와는 r=-0.4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구강건조증과 하루평균 작업시간과는 r=0.10로 유의미하였고, 
간식섭취횟수와는 r=-0.14로 유의미하였고, DMFT와는 r=-0.24
로 유의미하였고, 주관적 건강과는 r=0.47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 특성과 주요 구강건강 요인들과의 관

계가 골고루 DMFT,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건조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 요인과

의 t검정 결과 성별은 구강건조증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p<0.05), 흡연은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5), 흡연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과 구강을 건조하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직업특성과 구강건강(DMFT, 주관적 구강건

강, 구강건조증)과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음료수의 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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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수선업무의 

종류에 있어서는 드라이크리닝과 바느질이 DMFT, 구강건조

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5), 드라이크리닝과 세

탁은 구강건조증에서, 드라이크리닝과 옷수선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서, 드라이크리닝과 옷리폼에서는 

DMFT와 구강건조증이, 옷수선과 바느질에서는 DMFT만이, 
옷수선과 세탁에서는 DMFT와 주관적 건강이, 옷수선과 옷리

폼은 DMFT만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수선의 종류는 드라이크리닝은 구강건조증과 유의한 

차이를 많이 나타냈으며 옷 수선은 DMFT에 가장 많은 유의

한 차를 나타내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하루에 수선하는 옷의 개수는 10벌이하와 20여벌에서는 

DMFT와 구강건조증이, 10벌이하와 40여벌에서는 DMFT만이, 
10여벌과 20여벌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10여벌과 30여벌에서

는 주관적 구강건강만이, 20여벌과 30여벌에서는 주관적 구강

건강과 구강건조증이, 20여벌과 40여벌에서는 구강건조증만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수선 갯수는 구

강건조증에 가장 많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구강건조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하루 중 구

강을 이용하는 횟수에서는 전혀사용안함과 자주에서 모두 유

의하였고(p<0.05), 전혀사용안함과 보통 그리고 자주사용에서

는 구강건조증만이, 가끔사용과 자주 그리고 보통과 자주사용

에서는 모두 유의하였고(p<0.05), 자주와 항상사용에서는 구강

건조증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구강사용회수는 DMFT나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건조증에 많은 관계가 있으나 구강건조증에는 

모두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하루

중 작업장 청소에서는 가끔과 항상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만

이, 가끔과 보통 그리고 가끔과 자주에서는 구강건조증만이, 
보통과 항상 그리고 자주와 항상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이 유의하게 나타나 작업장 청소는 구강건조증에 

가장 많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환기횟수에서는 

1달에 1번과 1년에 1번 그리고 1달에 1번과 6개월에 1번에서 

DMFT와 구강건조증이, 1달에 1번과 3달에 1번에서는 구강건

조증만이, 3달에 1번과 1년에 1번에서는 DMFT만이 6개월에 

1번과 1년에 1번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만이 유의하게 각각 

나타나, 작업장 환기횟수는 DMFT와 구강건조증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5). 마시는 음료의 양에서는 1일에 2번
과 1일에 3번 그리고 1일에 2번과 1일에 5번 또한 1일에 2번
과 1일에 5번이상에서는 DMFT와 주관적 구강건강에서 모두 

유의하였고(p<0.05), 1일에 3번과 1일에 5번 그리고 1일에 3번
과 1일에 5번이상, 또한 1일에 5번과 1일에 5번이상에서는 

DMFT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음료의 양은 DMFT에서 가

장많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구강의 불편함에 

있어서는 전혀없음과 출혈, 전혀없음과 시림, 전혀없음과 충

치, 전혀없음과 파절에서 체적으로 DMFT와 주관적 구강건

강과 구강건조증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5), 출혈과 

시림, 출혈과 파절 및 충치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p<0.05), 시림과 파절, 충치과 파절에서는 구강건조증에만 유

의하게 나타났다(p<0.05). 구강불편사항은 DMFT, 주관적 구강

건강, 구강건조증 모두가 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강마모증에서는 불

편함과 보통, 불편함과 만족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p<0.05), 불편함과 매우만족, 보통과 만족, 보통과 매우만족, 
만족과 매우만족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Ⅴ. 결론

본 연구는 의류수선 작업자들의 구강상태 실태를 파악하고

자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세탁업을 하거나 의류수선점 및 의

류 리폼점을 운영하는 종사자 552명을 상으로 실태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라서는 구강건조증에서, 흡연은 주관적 구강건

강과 구강건조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 수선의 종류에 따라서는 DMFT와 구강건조증에서 세부 

항목들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3. 하루에 수선하는 옷의 양은 구강건조증의 세부항목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수선시 구강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든 구강건강들이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구강건조증에서 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5. 작업장 청소는 주관적 건강과 구강건조증에서 특히 유의

미한 관계가 많이 나타났고(p<0.05), 작업장 환기는 DMFT와 

구강건조증에서 특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6. 마시는 음료 양에 따른 차이는 DMFT와 주관적 구강건

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7. 구강불편사항은 모든 구강건강 항목에서 골고루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8. 구강마모증은 특히 주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조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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