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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pregnancy, 

childbirth experience status and diseases of oral cavity.   

This study used the raw material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hich 

is done, and announced every year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This study targeted oral contraceptive pills takers, and Korean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having a Pregnancy & Childbirth experienc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held during the 6th term 

of the primary year (2013) and secondary year (2014)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did final analysis of 1,354 persons in total. For research & analysis, this study used SAS 

Ver.9.2 (SAS Institute, Cary, NC, USA). 

  Caries experience teeth and periodontiti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much in case the women 

having a Childbirth experience were 40~49 years old while caries experience missing teeth and 

periodontiti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much in case they smoke at present. Diseases of oral cav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in case women have both pregnancy experience and Childbirth 

experience; in case they are between the ages of 40~49, and in case they smokes at present. On 

the contrary, taking an oral contraceptive pill was found to have nothing to do with diseases of or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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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강건강상태는 일반적으로 전신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생

명이나 큰 장애와 같은 신체적 건강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

지는 않지만,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 특히 여성은 여성만이 가지는 임

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치아상실수도 많고 무치

악 비율도 높다[2]. 즉, 출산이 여성의 치아를 상실하는 위험

인자라 할 수 있다[3].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하면 이로 인해 임신성 치은염이 발

생되는 경우가 35-100%에 이르며, 이 중 약 10%는 화농성 육

아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4][5]. 이러한, 임신성 치

은염은 호르몬변화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구강위생불량, 전신

적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고, 치석이나 치태와 같은 자극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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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으며,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보

다는 임신기간 중 치은에 대한 자극이 더 많이 발생한다[6]. 또

한, 임신기 치주염은 저체중아 조기출산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7][8]. 이러한 조기출산은 영유아 사망의 75%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산아의 경우는 신경계 발달 이상, 호

흡기계 질환, 심혈관 이상, 간질, 심각한 학습장애의 위험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중보건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

이다[9].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임기여성의 구강관리는 임신초

기에 치주조직 내의 만성적인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임

신기 구강건강관리를 임신 전에 습득하여 실천함으로써 구강

병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10]. 그러나 전통적 구강보건

교육은 개인위생의 관리에만 집중하여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행위변화에 치중하므로 건강의 주요결정인자인 사회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건강증진의 일반적인 원칙

에 입각한 구강보건정책의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11]. 

임산부의 구강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함으로 치주염과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과정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

강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체계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

로 우식경험치아, 우식경험상실치아, 치주질환의 위험도와 임

신과 출산 경험의 유무, 경부피임약복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상호 상관관계에 있는 구강건강변수들을 찾아 가임기여성의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계속적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가임기여성의 모자구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년)와 2차년도(2014년)에 실

시된 경구피임약복용자와 임신 및 출산경험이 있는 한국 미

혼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검진조사, 영양조사, 

건강 설문조사로 구성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를 선별 후 구

강검진내용과 임신 및 출산 경험 과 경구피임약복용의 유무 

내용을 포함하는 1,354명을 최종 분석 하였다. 구강검사는 지

역사회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영구치아검

사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독립변수로는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거주형

태), 건강관련 생활양식 변수(일일 식사횟수, 흡연, 음주, 유산

소 신체활동), 구강보건형태 변수(최근 1년 간 구강검진 여부, 

1일 칫솔질 유무, 구강위생용품사용), 미혼/기혼여성 건강 변

수(임신/출산경험 및 경부피임약복용여부), 종속변수인 구강건

강변수 중 우식경험영구치아는 치아검사에서 우식치면과 보

철치면의 유무를 기록하였고 우식경험상실치아는 치아검사에

서 외상이나 사고로 인한 비경험우식치면은 제외한 우식경험

상실치면만 해당시켰다. 치주질환여부는 치주조직겸사결과인 

CPI를 이용하였다. 정상치주조직은 0점, CPI탐침 출혈 시 1점, 

치석촉진 시 2점, 치주낭의 깊이가 4~5mm인 경우는 3점, 치

주낭의 깊이가 6mm이상인 경우 4점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AS Ver.9.2(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

로 분석하였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식경험 치아, 우식경험

상실 치아, 치주염 여부에 대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생

활습관, 구강보건행태, 여성건강 특성에 따른 독립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식경험 치

아, 우식경험상실 치아, 치주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임신경험 및 출산경험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0.05이

하에서 실시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 1,354명 중 연령은 30-39세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40-49



Relationship between Pregnancy and Childbirth on Oral Diseases in Korean Woman

116

세가 32.3%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9.2%로 가장 높고 초졸 이하가 1.8%로 가장 낮았으

며, 소득수준은 중상위군이 26.0%이 가장 많았고 하위군이 

23.1%로 가장 적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teristics

Variables 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year)

15-29 442 32.6

30-39 474 35.0

40-49 438 32.3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23 1.8

Under middle school 115 9.2 

Under high school 497 39.8 

college or higher 614 49.2 

Area
City 1,177 86.9 

Rural area 177 13.1 

Income level

Lowest 311 23.1 

Second lowest 338 25.1 

Second highest 350 26.0 

Highest 347 25.8 

A style of living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203 15.0 

Twice a day 423 31.2 

Three times a day 728 53.8 

Smoking

Non-smoking 1,032 86.4 

Past smoking 93 7.8 

Present smoking 70 5.9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29 9.9 

Nondrinking more than year 207 15.9 

Present drinking 964 74.2 

Aerobic exercise
Yes 743 59.8 

No 499 40.2 

Oral health

behavior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441 33.0 

No 894 67.0 

tooth brushing 
Yes 1,293 99.5 

No 7 0.5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841 64.7 

No 459 35.3 

Woman health

experience of pregnancy
Yes 787 62.9 

No 464 37.1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746 59.6 

No 505 40.4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101 8.8 

No 1,044 91.2 

Oral health

DMFT
Yes 618 45.6 

No 736 54.4 

Missing Teeth
Yes 282 20.8 

No 1,072 79.2 

Periodontal Disease
Yes 157 11.6 

No 1,197 88.4 

Total     1,3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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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생활습관 변수 중 하루식사횟수는 3회 53.8%, 비

흡연 86.4%, 현재음주 74.2%로 각 영역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소 신체활동은 유 59.8%, 무 40.2%로 

조사되었다. 구강보건형태에서는 최근 1년 간 구강검진경험 

유 33.0%, 무 67.0%였다. 하루 동안 1회 이상 칫솔질은 유 

99.5%, 무 0.5%였다. 구강보조용품 사용 유무에 대해서는 구

강보조용품 사용이 64.7%로 구강보조용품 미사용 35.3% 보다 

많았다. 임신경험은 유경험이 62.9%로 무경험 37.1% 보다 많

았고, 출산경험에서는 출산유경험이 59.6%로 출산무경험 

40.4% 보다 많았다. 경부피임약복용여부에 따른 유무의 차이

는 경부피임약 복용 8.8%, 경부피임약 미복용91.2%로 경부피

임약복용하지 않는 여성이 많았다.

종속변수인 구강건강에서는 우식경험치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54.4%가 우식경험치아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우식경험상실치아의 경우에서도 우식경험상실치아가 없는 경

우가 79.2%로 우식경험상실치아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또

한, 치주질환의 경우에서도 치주질환이 없는 경우가 88.4%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식경험치아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식경험치아유무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DMF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Yes No p-value

Age(year)

15-29 108(24.4) 334(75.6)

<.00130-39 252(53.2) 222(46.8)

40-49 258(58.9) 180(41.1)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4(17.4) 19(82.6)

<.001
Under middle school 19(16.5) 96(83.5)

Under high school 222(44.7) 275(55.3)

College or higher 321(52.3) 293(47.7)

Area
City 527(44.8) 650(55.2)

0.098
Rural area 91(51.4) 86(48.6)

Income level

Lowest 140(45.0) 171(55.0)

0.636
Second lowest 159(47.0) 179(53.0)

Second highest 151(43.1) 199(56.9)

Highest 165(47.6) 182(52.4)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66(32.5) 137(67.5)

<.001Twice a day 208(49.2) 215(50.8)

Three times a day 344(47.3) 384(52.7)

Smoking

Non-smoking 502(48.6) 530(51.4)

0.758Past smoking 44(47.3) 49(52.7)

Present smoking 37(52.9) 33(47.1)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38(29.5) 91(70.5)

<.001Nondrinking more than year 106(51.2) 101(48.8)

Present drinking 445(46.2) 519(53.8)

Aerobic exercise
Yes 333(44.8) 410(55.2)

0.561
No 232(46.5) 267(53.5)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212(48.1) 229(51.9)
0.18

No 395(44.2) 499(55.8)

tooth brushing
Yes 587(45.4) 706(54.6)

0.372
No 2(28.6) 5(71.4)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428(50.9) 413(49.1)

<.001
No 161(35.1) 298(64.9)

experience of pregnancy
Yes 434(55.1) 353(44.9)

<.001
No 133(28.7) 331(71.3)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415(55.6) 331(44.4)

<.001
No 152(30.1) 353(69.9)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46(45.5) 55(54.5) 0.467

　No 515(49.3) 529(50.7)

Total 618(45.6) 7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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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식사횟수, 음주유무, 구강보

조용품사용여부, 임신과 출산경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

상자 연령에서 40-49세의 58.9%가 우식경험치아를 지니고 있

으며, 15-29세는 24.4%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에서

는 대졸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16.5%로 우식경험

치아를 가장 적게 지니고 있었다.

1일 식사횟수에서는 1일 2회의 식사를 하는 경우 49.2%, 3

회 47.3%, 1회 32.5%에서 우식경험치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주상태에서는 음주를 하는 집단의 50.9%가 우식경험치

아를 지니고 있어 비음주 집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구강보

조용품 사용유무에서는 구강보조용품 미사용일 때 우식경험

치아 무 64.9%로 가장 높았다.

임신경험에서는 임신 유경험자의 우식경험치아가 없는 경

우가 71.3%로 가장 높았고, 출산경험에서는 출산 무경험자의 

우식경험치아가 없는 경우가 69.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식경험상실치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유무는 

<Table3>과 같다. 

<Table 3> Missing tee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Yes No p-value

Age(year)

15-29 34(7.7) 408(92.3)

<.00130-39 110(23.2) 364(76.8)

40-49 138(31.5) 300(68.5)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6(26.1) 17(73.9)

<.001
Under middle school 11(9.6) 104(90.4)

Under high school 134(27.0) 363(73.0)

College or higher 92(15.0) 522(85.0)

Area
City 225(19.1) 952(80.9)

<.001
Rural area 57(32.2) 120(67.8)

Income level

Lowest 74(23.8) 237(76.2)

0.001
Second lowest 86(25.4) 252(74.6)

Second highest 70(20.0) 280(80.0)

Highest 49(14.1) 298(85.9)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40(19.7) 163(80.3)

0.683Twice a day 94(22.2) 329(77.8)

Three times a day 148(20.3) 580(79.7)

Smoking

Non-smoking 208(20.2) 824(79.8)

0.002Past smoking 24(25.8) 69(74.2)

Present smoking 26(37.1) 44(62.9)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7(13.2) 112(86.8)

0.13Nondrinking more than year 43(20.8) 164(79.2)

Present drinking 199(20.6) 765(79.4)

Aerobic exercise
Yes 132(17.8) 611(82.2)

0.051
No 111(22.2) 388(77.8)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91(20.6) 350(79.4)
0.831

No 180(20.1) 714(79.9)

tooth brushing
Yes 259(20.0) 1034(80.0)

0.186
No 0 (0.0) 7(100.0)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183(21.8) 658(78.2)

0.025
No 76(16.6) 383(83.4)

experience of pregnancy
Yes 215(27.3) 572(72.7)

<.001
No 29(6.3) 435(93.8)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202(27.1) 544(72.9)

<.001
No 42(8.3) 463(91.7)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33(32.7) 68(67.3)

0.003
No 210(20.1) 834(79.9)

Total 282(20.8) 10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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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 구성요소 중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 흡연

유무,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 임신과 출산경험에서 유의하였

다. 연령에서는 40-49세에서 우식경험상실치아가 있는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27.0%, 소득수

준에서는 중하위군이 25.4%로 우식경험상실치아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유무에서는 현재 흡연자의 37.1%가 우식경험상실치아

를 지니고 있으며, 비흡연자는 2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임신경험 유무에서는 임신 경험자 27.3%, 출산경험

에서는 출산 경험자 27.1%가 우식경험상실치아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의 유무는 <Table 4>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흡연유무, 임신과 출산경험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Table 4>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Yes No p-value

Age(year)

15-29 10(2.3) 432(97.7)

<.00130-39 59(12.4) 415(87.6)

40-49 88(20.1) 350(79.9)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4(17.4) 19(82.6)

0.016
Under middle school 8(7.0) 107(93.0)

Under high school 69(13.9) 428(86.1)

College or higher 54(8.8) 560(91.2)

Area
City 129(11.0) 1048(89.0)

0.06
Rural area 28(15.8) 149(84.2)

Income level

Lowest 40(12.9) 271(87.1)

0.133
Second lowest 49(14.5) 289(85.5)

Second highest 33(9.4) 317(90.6)

Highest 35(10.1) 312(89.9)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17(8.4) 186(91.6)

0.24Twice a day 48(11.3) 375(88.7)

Three times a day 92(12.6) 636(87.4)

Smoking

Non-smoking 120(11.6) 912(88.4)

0.001Past smoking 7(7.5) 86(92.5)

Present smoking 18(25.7) 52(74.3)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5(11.6) 114(88.4)

0.61Nondrinking more than year 27(13.0) 180(87.0)

Present drinking 103(10.7) 861(89.3)

Aerobic exercise
Yes 78(10.5) 665(89.5)

0.534
No 58(11.6) 441(88.4)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38(8.6) 403(91.4)
0.025

No 114(12.8) 780(87.2)

tooth brushing
Yes 144(11.1) 1149(88.9)

0.792
No 1(14.3) 6(85.7)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86(10.2) 755(89.8)

0.15
No 59(12.9) 400(87.1)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20(15.2) 667(84.8)
<.001

No 16(3.4) 448(96.6)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119(16.0) 627(84.0)
<.001

No 17(3.4) 488(96.6)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9(8.9) 92(91.1)
0.334

No 127(12.2) 917(87.8)

Total 157(11.6) 119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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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조사에서 40-49세가 20.1%로 가장 높은 치주질환 

증상을 보였고, 15-29세가 97.9%가 치주질환 증상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의 경우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의 25.7%가 치주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간 구강검진 여부에서는 검

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8.6%가 치주질환 증상이 나타났

으나 검진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12.8%로 높게 조사되었다. 

임신경험 유무에서는 임신경험자의 15.2%, 출산경험 유무

에서는 출산경험자의 16.0%가 치주질환 증상을 보여, 비경험

자보다 경험자 집단이 치주질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5. 우식경험치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우식경험치아가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련 있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MFT 

Variables OR 95% CI p-value

Age(year)

15-29 1

30-39 2.18 1.48-3.20 <.001

40-49 2.82 1.86-4.28 <.001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

Under middle school 4.24 1.11-16.24 0.035

Under high school 3.40 1.06-10.95 0.04

College or higher 4.60 1.41-14.97 0.011

Area
City 1

Rural area 1.33 0.92-1.91 0.125

Income level

Lowest 1

Second lowest 0.99 0.71-1.39 0.971

Second highest 0.94 0.67-1.32 0.733

Highest 1.07 0.75-1.51 0.713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1

Twice a day 1.74 1.17-2.58 0.006

Three times a day 1.19 0.82-1.74 0.365

Smoking

Non-smoking 1

Past smoking 0.98 0.64-1.51 0.932

Present smoking 1.64 0.99-2.71 0.054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

Nondrinking more than year 1.08 0.62-1.89 0.794

Present drinking 0.91 0.55-1.50 0.715

Aerobic exercise
Yes 1

No 1.06 0.83-1.35 0.622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1

No 0.95 0.74-1.22 0.688

tooth brushing
Yes 1

No 1.34 0.20-8.84 0.761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1

No 0.62 0.48-0.81 <.001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

No 1.04 0.51-2.09 0.923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1

No 0.82 0.42-1.60) 0.556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1

No 1.14 0.76-1.71 0.528

Likelihood Ratio χ2(p-value) 109.433(<.001)

R2; adjusted R2 0.08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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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15-29세에 비해 30-39세가 2.18배, 40-49세는 2.82배 

우식경험치아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서

는 초졸에 비해 대졸의 경우 4.60배, 중졸은 4.24배, 고졸은 

3.40배 우식경험치아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횟수는 1회에 비해 2회일 때 1.74배 우식경험치아위험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조용품 사용유무에서는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0.62배로 우식경험치아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우식경험상실치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우식경험상실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issing teeth 

Variables OR 95% CI p-value

Age(year)

15-29 1

30-39 1.90 1.10-3.29 0.022

40-49 2.44 1.38-4.3) 0.002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

Under middle school 0.78 0.23-2.70 0.697

Under high school 0.89 0.32-2.47 0.819

College or higher 0.48 0.17-1.37 0.171

Area
City 1

Rural area 1.82 1.23-2.6) 0.003

Income level

Lowest 1

Second lowest 1.15 0.77-1.70 0.491

Second highest 0.96 0.64-1.44 0.833

Highest 0.77 0.49-1.20 0.247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1

Twice a day 1.11 0.68-1.82 0.67

Three times a day 0.84 0.53-1.35 0.47

Smoking

Non-smoking 1

Past smoking 1.40 0.85-2.31 0.182

Present smoking 2.20 1.28-3.78 0.004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

Nondrinking more than year 0.61 0.31-1.19 0.149

Present drinking 0.71 0.39-1.28 0.255

Aerobic exercise
Yes 1

No 1.15 0.86-1.55 0.337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1

No 0.96 0.70-1.31 0.805

tooth brushing
Yes 1

No 0.00 0.00-.00 0.983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1

No 0.65 0.46-0.9) 0.01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

No 0.27 0.12-0.62 0.002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1

No 1.42 0.68-2.98 0.35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1

No 0.53 0.34-0.83 0.005

Likelihood Ratio χ2(p-value) 154.573(<.001)

R2; adjusted R2 0.118; 0.179



Relationship between Pregnancy and Childbirth on Oral Diseases in Korean Woman

122

연령은 15-29세에 비해 30-39세가 1.90배, 40-49세는 2.44배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읍면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1.82배 우식경

험상실치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유무에서는 금연에 비해 현재 흡연하는 경우가 2.20배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

조용품 사용유무에서는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0.65배로 우식경험상실치

아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경험 유무에서는 임신유경험자에 비해 임신 무경험자

의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위험도가 0.2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경부피임약복용 유무에서는 경부피임약 복용자에 비해 

경부피임약 미복용자의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위험도가 0.53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 요인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eriodontal disease 

Variables OR 95% CI p-value

Age(year)

15-29 1

30-39 3.63 1.59-8.28 0.002

40-49 5.65 2.46-12.98 <.001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

Under middle school 1.86 0.46-7.47 0.381

Under high school 0.90 0.27-2.96 0.857

College or higher 0.57 0.17-1.94 0.365

Area
City 1

Rural area 1.26 0.78-2.04 0.344

Income level

Lowest 1

Second lowest 1.21) 0.74-1.97 0.445

Second highest 0.97 0.58-1.64 0.915

Highest 1.15 0.67-1.97 0.619

Number of meals

Once in a day 1

Twice a day 1.11 0.58-2.12 0.749

Three times a day 1.06 0.57-1.96 0.852

Smoking

Non-smoking 1

Past smoking 0.95 0.47-1.89 0.874

Present smoking 2.73 1.46-5.10 0.002

Drinking  alcohol

Nondrinking 1

Nondrinking more than year 0.51 0.24-1.04 0.065

Present drinking 0.45 0.24-0.84 0.013

Aerobic exercise
Yes 1

No 1.05 0.73-1.52 0.776

dental inspections 

during present year

Yes 1

No 1.50 1.00-2.26 0.05

tooth brushing
Yes 1

No 1.25 0.11-14.81 0.86

using oral care products
Yes 1

No 1.21 0.82-1.78 0.338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

No 3.55 0.44-28.61 0.234

experience of child birth
Yes 1

No 0.16 0.02-1.20 0.075

taking birth control pill　
Yes 1

No 1.26 0.67-2.39 0.473

Likelihood Ratio χ2(p-value) 103.007(<.001)

R2; adjusted R2 0.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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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15-29세에 비해 30-39세가 3.63배, 40-49세는 5.65배 

치주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유무에서는 금연에 비해 현재 흡연하는 경우가 2.73배 

치주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유무에서

는 술을 마시지 것에 비해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0.45배 

우식경험상실치아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6기 1차년도(2013년)와 2차년

도(2014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복용, 임신 및 출산경험이 우식경험치아위험도, 우

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 치주질환위험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령별 조사에서 우식경험치아, 우식경험상실

치아, 치주질환 모두에서 40-49세가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즉, 15-29세일 때 치주조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40-49

세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치주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

고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많기에 치과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학력별 조사

에서는 우식경험치아는 대학교졸 이상에서, 치주질환은 초등

학교졸업 이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설탕을 많이 배합하고 정제한 음식을 식음하며, 

정제한 음식은 세정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12]. 그러

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치아우식증의 경우 비교적 문화수준이 

높은 대학원 졸업이상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주질환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 치주조직병의 유병률과 진행정도는 증가되는데[12], 본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수의 교육을 통해 구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흡연관련 조사에서는 현재 금연인 집단보다 흡연하고 있는 

집단에서 우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 2.20배, 치주질환위험도 

2.7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두 배나 

더 빨리 인접골 소실이 나타나며, 치태 침착이 최소일지라도 

더 깊은 치주낭과 치조골 소실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13]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구강위생관리는 치주질환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강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구강질환의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강보조용품

을 사용하는 집단이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우식경험치아위험도와 우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구강보조용품을 사

용하지 않는 집단의 치주질환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을 구강질환의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하

기 보다는 치아우식증 등의 치료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치과계에서는 구강보조용품과 

관련하여 구강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국민대상의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hahidhar[14]은 임신경험이 구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

는 영향요인이라 하였고, 최[15]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임신 전 62.7%가 잇몸질환 경험이 없었으나 임신 후 

55.9%가 잇몸질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동일한 대상자의 

경우 임신전후 잇몸질환에 대한 경험빈도는 임신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우식

경험치아, 우식경험상실치아, 치주질환 모두에서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우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신 중에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대됨으로써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하게 되어 구강질환 이환

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임기여성들은 일

반인과 달리 임신 중에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철

저한 구강관리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임기여성들의 구강건

강을 위한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하다.  

최와 이[16]는 가임기 여성의 특성인 결혼여부, 출산여부는 

구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출산여부는 우식경험치아위험도, 우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 치

주질환위험도 등 구강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출산 후 소홀했던 구강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치료 

및 관리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구

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구강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임산부 대상의 체계적인 구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임약복용과 관련하여, 에스트로겐(150㎍)과 프로게스틴

(9.85㎎)으로 만들어진 I세대 고용량 복합경구피임약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염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위험가능성

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사용되는 사전 경구 피임약은 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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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제로 이전에 보고된 치석에 잇몸염증반응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였다[17]. 하지만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스

트로겐은 궤양성 치은염과 치주질환발병에 영향을 주었으며

[18], 경구피임약 복용자와 흡연자는 심한 치주염 유병을 보였

고[19], 20-35세 여성 중 경구피임약복용자는 미복용자에 비해 

출혈성 치주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여[20], 서로 상

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부피임

약복용이 우식경험상실치아위험도에는 영향을 미치나, 치주

질환위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에스트로겐은 치주질환과 출혈성치주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20]에 따라 경부피임약 복용이 구강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경부피임약

복용 중 치주조직상태가 나빠지면 경부피임약 복용 중단을 

고려해 할 것이다. 피임약복용이 치주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

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추후 경부피임약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한 여성의 경우와 경부피임약복용기간과 신체 내 

에스트로겐함량과 구강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원인을 밝히

고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된 데이터자료만을 

연구하였기에 가임기 여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가임기여성의 특성과 구강질환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

히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

상으로 하여 우식경험치아, 우식경험상실치아, 치주질환 위험

도와 임신 및 출산경험의 유무, 경부피임약복용 여부에 따른 

상관관계와 관련성을 분석한 본 연구가 가임기 여성과 임신 

및 출산한 여성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및 계속구강관리 필요

성을 인지하여 모자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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