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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Mercury contains in Foods and Oral Health in 

the Low Income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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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ral state and quality of life following to 
foods with mercury index.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proper quantity of food’s mercury from 
adults 272 living in Pusan, Ul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index of snack 
we need to reducing take the snacks because of DMFT and subjective oral healt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Second, in quality of life related oral, we need to taking the snacks properly 
unbiased(P<.05). Third, in index of mercury, DMFT was showed orderly the foods of V, III, IV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Finally, in subjective oral health only V grou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and in case quality of life totally I, II, III, IV, V group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in index of snack only V, III group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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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을 식품 양학회에서는 다

섯 가지 기 식품군으로 분류하는데 단백질이 주요

양소인 식품을 I군 식품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생

선 등 어육류와 난류, 두류 등의 콩 제품으로 분류

되고, 칼슘이 주요 양소인 식품은 II군 식품인데, 

주요 식품으로는 멸치, 뱅어포, 요구르트 등 우유 

 유제품,  채 먹는 잔생선 등으로 분류되며, I

군, II군 식품을 통틀어 '구성식품'으로 분류하 다. 

무기질  비타민이 주요 양소인 III군은 '조 식품

'으로, 시 치, 당근 등 채소  과일이나 녹황색 

는 담색과일 등으로 분류되고, 당질이 주요 양소

인 IV군은 , 보리, 식빵, 과자류 등 곡류, 감자류 

등으로 분류되며, 지질이 주요 양소인 V군은 참

기름, 버트 등 유지류 등으로 분류되며, IV군과 V군

을 통틀어 '열량식품'이라고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게 자연 으로 섭취하는 속 에서 특

히, 수은의 섭취 정도가 구강상태와 구강 련 삶의 

질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평소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품들을 심으로 수은 

섭취지수를 조사하 다[2]. 수은은 환경 에 존재

하며 순환되어 물에 녹은 무기수은 형태로 산화되

었다가 수  생태계로 유입되어 기성 세균에 의

해서 메틸화 된다. 자연 으로 생긴 메틸수은은 

랑크톤, 식물을 먹는 물고기, 육식물고기, 바다포유

류 등과 같은 순서로 먹이사슬을 통해 축 된다. 먹

이사슬의 꼭 기에 있는 큰 생선의 섭취가 가장 

요한 노출경로이며 인체 내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수은은 인체 사에서 어

떠한 생리  역할을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인체

가 수은을 능동 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 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특히 수은은 잘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류되면서 공기, 물, 음식

물 등에 의해 체내로 흡입, 섭취되어 건강을 하

고 있고[7], 체내 축척 시 잘 배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추신경계, 순환기계 등에 작용하

여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과다 노출 시 호흡기계와 

심 계 그리고 소화기계에 독성을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8-10].

수은노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증세는 무력증으로 

허약, 피로, 식욕감퇴, 체 감소 그리고 소화불량 등

의 증세가 나타난다. 차 노출이 증가하게 되면 미

세하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서리치듯 떨리는 오한이 신체에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뇌에 향이 가해지고 일정량 정도의 수은 

증기에 노출됨으로써 신경계에 향이 가해진 것과 

한 련을 갖는다[2,11]. 연구에 따르면 칼슘  

크 아틴의 농도, 백 구  구수, 소  수에 

있어 유의  차이를 보 고[2], 체 반응검사  손 

떨림의 강도와 심이동 정도에서도 유의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으며[12], 타 연구들[13,14]에서도 련

조사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은의 인

체독성에 한 근거에 기반 하여 여러 나라에서 음

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은의 건강 해성에 

해 인지하고 음식내의 수은 잔류 허용 기 , 인체 

내의 수은 노출 기 , 음식 섭취로 인해 미성숙하고 

약한 면역체계를 가진 상자에 한 권고안을 제

정하고 있다[15-17]. 재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생선 

섭취량과  수은 농도의 련성은 보고[18]된 바 

있으나 식품군에 함유된 수은농도와 주  구강건

강상태와 삶의 질 련성에 한 연구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층의 성인들이 

평소 섭취하는 식품군별의 종류에 따라 함유된 지

수를 심으로 본인이 자각하는 재의 구강건강상

태와 삶의 질과의 계를 조사하여 련성이 있는 

식품군의 섭취를 조 하여 구강보건교육의 자료로 

삼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4월 30일에서 5월 7일까지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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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산에 거주하는 소득층의 일반성인 300명을 

상으로 무작  설문조사법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수은지수를 산출하기 해 마트나 시장, 슈

퍼 등 주 에서 일반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

품들을 상으로 김[19]이 작성한 설문지의 식품들

을 활용하여 한식품 양학회에서 제공하는 수은

섭취지수[1]들을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0 K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수은섭취 지수에 

따른 DMFT, 구강건강상태, OHIP(Oral Health 

Impact Profile) 등을 개인의 질의와 설문을 통하여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

계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최종 설문지는 부

당한 응답지 28부를 제외한 나머지 272부를 사용

하 다.

III. 결과

1. 일반 인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117명(43%), 

‘여자’는 154명(57%)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

졸’(54%), 월 소득은 ‘100만원미만’(51%), 구강증상질

환은 ‘없다’(63%), 최근 6개월 이내 치과방문은 ‘없

다’(53%), 잇 솔질 교육경험은 ‘있다’(62%), 칫솔휴

여부는 ‘없다’(65%), 구강상태는 ‘보통’(49%), 정기  

치과방문은 ‘  방문하지 않았다’(49%)가 가장 많

이 나타났다<Table 1>.

2. 일반  특성과 각 군별 충치지수의 평균과 

표 편차

연령은 평균 30.5세로 나타났으며, DMFT는 평균 

6.31개, 주 인 건강은 9.90 , 평균 하루 동안의 

간식 섭취지수는 7.20 , OHIP는 54.70 , I군 수은

섭취지수는 143.02 , II군 수은섭취지수는 0.88 , 

III군 수은섭취지수는 11.77 , IV군 수은섭취지수는 

3.89 , V군 수은섭취지수는 2.30 으로 각각 나타

났다<Table 2>.

3. 각 군별 수은섭취지수의 상 계

각 군별 수은섭취지수와의 상 분석의 결과 각 

군별 수은섭취지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3>. 

한 주요 특성인 주 인 구강건강은 V군 수

은지수와 r=-0.22로 주 인 건강도가 높을수록 V

군 수은지수는 낮아지는 유의미한 수 으로 나타났

다. 주 인 구강건강과 DMFT는 r=-0.42로 유의미

하여 주 인 구강건강이 좋을수록 DMFT가 낮게 

나타났고, 하루 간식 섭취지수는 V군 수은섭취지수

와 r=0.17로 유의미하 으며, 하루 간식 섭취지수와 

DMFT는 r=0.35, 하루 간식 섭취지수와 주  구

강건강과는 r=-0.34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하루간식 

섭취를 많이 할수록 수은섭취가 많고, DMFT가 높

고 주  구강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련 삶의 질과 DMFT는 r=-0.46, 구강 련 삶

의 질과 주  구강건강과는 r=0.26, 구강 련 삶

의 질과 하루 간식 섭취지수와의 계는 r=-0.36으

로 유의미한 계로 나타나 구강 련 삶의 질이 높

을수록 DMFT가 낮고 주 인 구강건강은 좋으며 

하루간식 섭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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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

Sex
Men 117 43
Women 155 57
Total 272 100

Education

Below middle 41 15
High school 147 54
College 81 30
Graduate school 3 1
Total 272 100

Income

Below 1 million 138 51
1 Million ～ 2 million 63 23
2 Million ～ 3 million 40 14
3 Million ～ 4 million 22 8
Over 5 million 9 4
Total 272 100

Oral disease
Yes 112 37
No 160 63
Total 272 100

Within 6 months visit clinics
Yes 129 47
No 143 53
Total 272 100

Experienced oral education
Yes 169 62
No 103 38
Total 272 100

Keeping toothbrush
Yes 95 35
No 177 65
Total 272 100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Very not healthy 6 2
Not healthy 62 23
Moderate 132 49
Healthy 55 20
Very healthy 17 6
Total 272 100

Periodic visit clinics

Never 134 49
1/a week 5 2
1/ a month 14 5
1/ 3 months 29 11
1/ 6 months 90 33
Total 272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Between Mercury contains in Foods and Oral Health in the Low Income Brackets

- 37 -

Classification Mean(M) Standard deviation(SD)
Age 30.50 13.95
Number of brushing 2.63 0.55
DT 1.83 2.41
MT 0.78 1.66
FT 3.69 3.81
DMFT 6.31 5.52
Subjective oral health 9.90 2.62
Index of snack 7.23 4.38
OHIP 54.70 13.8
I group index of mercury 143.02 104.14
II group index of mercury 0.88 0.32
III group index of mercury 11.77 6.21
IV group index of mercury 3.89 1.84
V group index of mercury 2.30 1.38

I Group
index of mercury

II Group
index of mercury

III Group
index of mercury

IV Group
index of mercury

V Group
index of mercury

II Group
index of mercury 0.41** 1 - - -

III Group
index of mercury 0.38** 0.33** 1 - -

IV Group
index of mercury 0.54** 0.54** 0.43** 1 -

V Group
index of mercury 0.50** 0.39** 0.40** 0.73** 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ex of mercury each groups.

<Table 3>  Correlation with major factors and index of mercury of each groups

** p <.01

4. 각 수은섭취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각 수은섭취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가 DMFT인 경우는 카라멜(p=0.00), 김치

(p=0.00), 비스켓(p=0.00), 치즈(p=0.00), 수박

(p=0.00), 햄(p=0.00), 명란젓(p=0.00), 귤(p=0.02), 밤

(p=0.00), 과일쥬스(p=0.04), 무(p=0.00), 식빵

(p=0.00), 인 미(p=0.00), 요구르트(p=0.02) 등으로 I

군이 3개, II군이 1개, III군이 5개, IV군이 5개로 유

의한 변수들이었고, 설명력은 Adj. R2 = 0.47로 나

타났다(<.05). 종속변수가 주 인 구강건강인 경우

는 과일통조림(p=.05), 명란젓(p=0.00), 생선묵

(p=0.00), 사탕(p=0.00). 수박(p=0.00), 귤(p=0.00), 치

즈(p=0.00), 햄(p=0.00), 꽁치(p=0.00), 호박(p=0.00), 

인애 (p=0.00), 건빵(p=0.00), 고구마(p=0.00), 우

유(p=0.00), 쇠고기(p=0.00), 김치(p=0.00), 메 묵

(p=0.00) 등의 수은섭취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I군이 6개, II군이 1개, III군이 6개, IV군이 4개

로 그 설명력은 Adj. R2 = 0.48로 나타났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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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F Adj. R2

DMFT Caramel, Kimchi, Biscuit, Cheese, Water-mellon, Ham, Salted fish 
guts, Mandarin, Nut, Juice, Radish, Plain bread, Injelmi, Yakurt, 2.93 0.47

Subject oral health
Fruit canning, Salted fish guts, Fish jelly, Candy, Water-mellon, 
Mandarin, Cheese, Ham, Saury, Pumpkin, Pineapple, Hardtack, 
Sweet potato, Milk, Beef, Kimchi, Buckwheat jelly 

3.16 0.48

OHIP
Kimchi, Chicken, Dried persimmon, Margarine, Honey, Jelly, 
Squid, Dried slices of fish, Icecream, Radish, Caramel, Melon, 
Fish jelly, Castera, Cider, Grape, Dried grape, Potato, Cucumber, 
Donut, Hardtack, Shrimp, Egg, Ramyon, Crab, Salted fish guts, 
Yakurt 

8.51 0.71

Index of snack
Kimchi, Dried slices of fish, Egg, Buckwheat jelly, Persimmon, 
Banana, Cider, Cheese, Radish, Jelly, Mandarin, Hardtack, Dried 
persimmon, Apple, Nut, Chocolate, Pineapple canning, Chicken, 
Fish jelly, Ramyon

3.42 0.63

종속변수가 OHIP인 경우는 김치(p=0.00), 닭고기

(p=0.00), 곶감(p=0.00), 마가린(p=0.00), 꿀(p=0.00), 

젤리(p=0.00), 오징어(p=0.00), 어포(p=0.00), 아이스

크림(p=0.00), 무(p=0.00), 카라멜(p=0.00), 참외

(p=0.00), 생선묵(p=0.00), 카스테라(p=0.00), 사이다

(p=0.00), 포도(p=0.00), 건포도(p=0.03), 감자

(p=0.00), 오이(p=0.00), 도넛(p=0.00), 건빵(p=0.00), 

새우(p=0.00), 달걀(p=0.00), 라면(p=0.00), 게

(p=0.00), 명란젓(p=0.00), 요구르트(p=0.00) 등이 통

계 으로 유의한 변수 고, I군이 8개, II군이 2개, 

III군이 9개, IV군이 9개, V군이 1개로, 그 설명력은 

Adj. R2 = 0.71로 나타났다(<.05). 종속변수가 하루

간식섭취지수인 경우는 향을 끼치는 독립변수가 

김치(p=0.00), 어포(p=0.00), 달걀(p=0.04), 메 묵

(p=0.00), 감(p=0.00), 바나나(p=0.00), 사이다

(p=0.00), 치즈(p=0.00), 무(p=0.00), 젤리(p=0.00), 마

가린(p=0.00), 건빵(p=0.00), 곶감(p=0.00), 사과

(p=0.00), 밤(p=0.00), 콜릿(p=0.00), 인애  통조

림(p=0.00), 닭고기(p=0.00), 생선묵(p=0.00), 라면

(p=0.00)등 이었으며, I군은 5개, III군은 7개, IV군은 

4개, V군은 4개 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Adj. R2 = 

0.63로 나타났다(p<.05) <Table 4>.

<Table 4> Regression analysis based as each index of mercury

   * p<.05

IV. 고찰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은 생태학 으로 상당히 

요한 요소이며,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유기체의 

에 지 동화작용의 감소, 성장, 생존 율 감소로 이

어지게 된다[20]. 수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유

독성 속 오염물질들이 배출되어 수권, 기권, 

토양 권, 생물권을 포함하는 지구화학  환경으로 

분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유기생명

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21]. 따라서 수은이 축 된 

식품의 섭취로 인해 만성 으로 수은에 노출되고 

있어 인체에 험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22]. 체

내에 흡수된 수은은 액과 조직 내 단백질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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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은 유리를 어렵게 만들어 체내 축 작용을 

일으킨다. 체내에 축 된 수은은 화합물의 종류에 

계없이 추 신경계, 순환기 등에 작용하여 인체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본 연

구는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주로 소득층의 시민

들을 상으로 그들의 평소 음식섭취 정도에 따른 

수은섭취지수를 기 으로 DMFT, 주 인 구강건

강상태와 삶의 질  간식 섭취와의 연 성을 분석

했다. 본 연구 상자는 성별로는 ‘여자’가 57%로 

많았고, 최종학력은 ‘고졸’, 월 소득은 ‘100만원 미

만’, 구강증상 질환은 ‘없다’, 최근 치과 방문은 ‘없

다’, 잇솔질 교육경험은 ‘있다’, 칫솔휴 여부는 ‘없

다’, 구강상태는 ‘보통’, 정기  치과방문은 ‘  방

문하지 않았다‘로 보통의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특

성을 나타내었다. 연령은 평균 30세로, DMFT는 평

균 6.31개, 하루 간식 섭취지수는 7.2 , OHIP 14는 

54.7 , I군 수은섭취지수는 143.02 , II군 수은섭취

지수는 0.88 , III군 수은섭취지수는 11.77 , IV군 

수은섭취지수는 3.89 , V군 수은섭취지수는 2.30

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 분석의 결과 주  건강

은 DMFT와 유의미하 고, 하루 간식 섭취 지수는 

DMFT, 주  건강과 유의미하 다. 구강 련 삶

의 질은 DMFT, 주  건강과 련이 높았고, 하

루 간식 섭취 지수와도 유의미한 계로 나타났다. 

수은섭취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가 DMFT인 경우는 Caramel, Kimchi, Biscuit, 

Cheese, Water-mellon, Ham, Salted fish guts, 

Mandarin, Nut, Juice, Radish, Plain bread, Injelmi, 

Yakurt 등의 III, IV, V군이, 주 인 구강건강인 

경우는 Fruit canning, Salted fish guts, Fish jelly, 

Candy, Water-mellon, Mandarin, Cheese, Ham, 

Saury, Pumpkin, Pineapple, Hardtack, Sweet 

potato, Milk, Beef, Kimchi, Buckwheat jelly 등의 

V군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가 OHIP인 경우는 

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는 Kimchi, Chicken, Dried 

persimmon, Margarine, Honey, Jelly, Squid, Dried 

slices of fish, Icecream, Radish, Caramel, Melon, 

Fish jelly, Castera, Cider, Grape, Dried grape, 

Potato, Cucumber, Donut, Hardtack, Shrimp, Egg, 

Ramyon, Crab, Salted fish guts, Yakurt 등의 I, II, 

III, IV, V군 모두 고, 종속변수가 하루 간식 섭취

지수인 경우는 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는 Kimchi, 

Dried slices of fish, Egg, Buckwheat jelly, 

Persimmon, Banana, Cider, Cheese, Radish, Jelly, 

Mandarin, Hardtack, Dried persimmon, Apple, 

Nut, Chocolate, Pineapple canning, Chicken, Fish 

jelly, Ramyon 등의 III, V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P<.05). 본 연구의 결과 구강 건강상태와 삶의 질

에 향을 미치는 식품군은 V군, III군, IV군의 순이

었고, I군과 II군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수은 함량이 낮은 빵이나 유지류 군이 

모두 유의미 있게 나타났고, III군인 채소류 역시 수

은 함량이 낮아 구강건강에 별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매우 높은 I

군 류 는 삶의 질에만 향을 나타내어, 가끔씩 육

류나 생선류의 섭취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

며 수은 축 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연구지역을 농어 으로 구분하여 생선섭

취 빈도에 따른  수은농도 련성을 보고한 연

구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해 있어 생선 소비가 많

은 어 지역이 안델스 산맥에 치한 지역에 비해 

 수은농도가 9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24], 우

리나라에서도 남해군 거주 상자와 부산 역시를 

비교하 으며 남해군이 부산 역시 상자에 비해 

 수은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섬 지역으

로 분류되는 남해군의 지역  특성 때문이라고 하

다[17]. 생선 섭취 련된 연구에서는 거두 고래

(pilot whale)를 많이 섭취하는 북해의 덴마크 량 

로 섬 연구에서 산  유기수은노출은 아이들의 

운동, 집 력, 언어 검사에서 결손이 나타났다[25]. 

따라서 생선섭취 빈도 량이 증가하면  수은농

도가 높아져 인체 장애를 일으켜 삶의 질을 하시

킬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식품군만을 

상으로 하여 생선섭취량에 한 조사가 없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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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직 인 비교를 하기는 힘드나 식품 I군

류 는 삶의 질에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본 연구는 식품군의 수은농도를 추정

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 상자의 정확한 식

품 섭취량과 수은농도를 구하지 못하 다. 향후 식

품 섭취 빈도 설문지 등을 통한 식품 섭취 빈도와 

생선 섭취량에 한 설문을 더 체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 식품군 마다 함유되

어 있는 수은에 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일상 인 식품 섭취 종류에 한 수은 노출  

섭취 기 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제한 으

로 인하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식품군 별 수은섭

취지수와 구강건강 상태와 삶의 질의 련성을 본 

연구는 최 이므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식품군별 수은섭취지수와 구강상태와

의 련성을 악하고자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소득층의 일반성인 272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MFT에 향을 미치는 식품군은 V군, III군, 

IV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 인 건강도가 높을 

수 록 V군 수은지수는 낮았고 DMFT도 낮게 나타

났다(p<.05).

2. 구강 련 삶의 질은 I, II, III, IV, V군이 모두 

유의하 고, 구강 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DMFT가 

낮고 주 인 구강건강은 좋았으며 하루간식 섭취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간식섭취는 V군, III

군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하루간식 섭취를 많이 

할수록 수은섭취가 많고, DMFT가 높고 주  구

강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 구강건강상태는 DMFT, 하루간식섭취와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식섭취를 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되며, 구강 련 삶의 질은 DMFT, 주

 건강, 하루 간식 섭취지수등과 의미 있게 나타

나, 수은 함유량이 많은 생선 류 는 과다섭취하지 

않으면서 모든 음식들을 평소 골고루 섭취함이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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