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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used the 2015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chewing abil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chewing abi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between factors affecting 

caries and subjective oral health; and between factors affecting caries and DMFT. We conclud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ll items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sex (p<0.05). Second, chewing 

ability according to cardiovascular disease are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hird, factors 

affecting caries and subjective oral health all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inally, factors 

affecting caries and DMFT all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using oral health supplier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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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1]라고 볼 때, 의료인의 임상적인 질병 평

가보다 개인이 판단하는 구강건강인식이 건강에 한 보다 

정확한 예측 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구강 건강 인식은 전통적

으로 이용되어온 역학적 지표에 비해 보다 정책적 적용이 쉬

우며 치과서비스 이용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한다[2][3]. 

Willson과 Cleary[4]는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 구강건상상태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김[5]

은 서울지역 일부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전신

건강인식과 구강건강관심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틀니여부나 저작상태, 구강 내 자각증상, 사회적 관

계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다. 또한 Locker[6]는 Theoretical model로서 스스로 평가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증상이 기능제한 및 불편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구강통증과 불편감이 저작기능에 제

한을 주어 스스로 평가하는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도 하였다. 이렇듯이 주관적인 건강 인식도는 의료인의 임상

적인 질병평가보다 삶의 질과 안녕(well-being)상태에 한 보

다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다[7].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반

적으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기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 국

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

강보건 사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구강보건사업에 있

어서 구강건강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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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적 구강증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Baker[9]는 앤더

슨 행동모델을 활용해서 잇솔질 빈도, 치과방문과 같은 요인

들이 구강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구

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사회경

제적인 요소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10]을 비롯하여 노인의 주관적인 

구강증상과 구강건강인식과의 관련성[11], 노인의 전신건강 

및 식생활 습관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12] 등에 한 연구들

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분 정상적인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전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상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와 객관적 구

강건강상태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13], 또한 일부

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상실치나 불량한 치주상태를 가진 사

람이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여 이에 

한 의견 또한 불명확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14][15]. 이러

한 이유는 다양한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이 다른 사람들의 

구강보건의식행태 등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60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그들의 저

작능력과 주관적인 구강증상, 객관적인 구강증상, 사회인구학

적인 요인,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추출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순환표본조

사(Rolling Survey Sampling)방법을 도입한 제6기(2013-2015)1

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조사기간은 1-12월

(12개월)실시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 1차 층화기준(시도, 동, 읍

면, 주택유형), 2차 층화기준(주거면적 비율), 내재적 층화기

준(가구주학력 비율)에 근거하여 층화하여 총 574개 조사구

를 추출하였다. 2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계통추출방법을 사용

하여 표본조사구내 적절가구 중 20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

상 8,018명 중에서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3부

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상자중 심혈관계질

환에 이환된 60  이상 성인 1,870명을 추출하여 연구 상으

로 하였다. 

2. 선택 문항 및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제6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조사내용중 공통변수의 사회경제위치지표인 동. 읍. 면 구

분, 성별, 나이, 교육수준 재분류 코드를 사용하였고, 만성질환

의사진단여부에서 순환 기계질환 중 고혈압, 이상지혈 증, 뇌

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을 사용하였고, DMFT는 우식경험영

구치수(우식영구치+상실영구치+충전영구치)를 이용하였다.

Ⅲ. 결과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

자는 씹기 능력 좋음 58.9%(1,324명), 여자 씹기 능력 좋음 

57.7%(1,77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60~69세가 11.7%(94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

구 상자의 지역은 ‘동’에서 2590(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63.9%(5,127명)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34.1%(2,73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 10.0%(79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사분위수(가구)는 하 17.7%(1,417명), 중하 27.4%(2,194명), 

중상26.3%(2,112명), 상 27.8%(2,231명)로 나타났다.

<Table 1>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ewing 

ability

Object Class
Chewing ability

p
Bad(%) Moderate(%) Good(%) 

Sex
Man 543(24.1) 382(17.0) 1324(58.9)

0.70
Woman 759(24.7) 542(17.6) 1778(57.7)

Age

60~69 336(39.9) 159(18.9) 347(41.2)

0.00
70~79 310(49.1) 103(16.3) 219(34.7)

80~89 91(56.9) 28(17.5) 41(25.6)

Over 90 2(40.0) 2(40.0) 1(20.0)

Area
Dong 977(22.7) 730(17.0) 2590(60.3)

0.00
Up, myun 325(31.5) 194(18.8) 512(49.7)

Marriage
Not single 1220(27.1) 814(18.1) 2460(54.7)

0.00
Single 82(9.8) 110(13.2) 64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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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저작능력과의 관련성을 조

사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지역,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

득4분 위수(가구)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성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70), 연령에서 90세 이상이 

저작능력이 좋은 비율이 20%로, 연령이 높을수록 저작능력감

소가 나타나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지역은 ‘동’에 

거주하는 군이 저작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결혼여부는 기혼은 저작능력이 좋음이 

54.7%, 미혼 77%로 미혼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에서 40.9%, 중졸이하

55.7% ,고졸61.3% , 졸이상70.2%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

작능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소득4분 위수(가구)에서는 중상이 61.3%로 가장 높

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2> Relation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and chewing 

ability

연구 상자의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저작능력과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고혈압 이상지혈증,뇌졸증,심근경

색협심증,고지혈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고혈압에서는 질환 없음이 63.1%, 있음이 39.8%로 의사진단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상지혈 증에서는 저작능력 

좋은 비율이 질환 없음 60.2%, 있음 45.0%로 의사진단 이상

지혈증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력이 떨어졌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뇌졸중에서는 저작능력이 좋은 비율이 없음 

58.8%, 있음 36.3%로 의사진단 뇌졸중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

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심근경색에서는 저작능력이 좋은 비율이 없음 

58.8%, 있음 35.5%로 의사진단 심근경색증이 있는 군에서 저

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01).고지혈증에서는 저작능력이 좋음으로 응답한 군

에서는 의사진단 고지혈증이 있는 군이 59.8%, 없는 군이 

45.1%로 의사진단 고지혈증이 있는 군이 저작능력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3>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subjective oral health

Object Class
Chewing ability

p
Bad(%) Moderate(%) Good(%) 

High bleed 

pressure

No 841(20.0) 709(16.9) 2,655(63.1)
0.00

Yes 461(41.1) 215(19.1) 447(39.8)

Cholesterol
No 1,062(23.0) 775(16.8) 2,784(60.2)

0.00
Yes 240(33.9) 149(21.1) 318(45.0)

Stroke
No 1,235(23.8) 898(17.3) 3,049(58.8)

0.00
Yes 67(45.9) 26(17.8) 53(36.3)

Cardiacinfarction 

or angina 

No 1,240(23.9) 898(17.3) 3,054(58.8)
0.00

Yes 62(45.6) 26(19.1) 48(35.3)

Hyper-

lipidemia

No 1,107(23.3) 799(16.8) 2,839(59.8)
0.00

Yes 195(33.4) 125(21.4) 263(45.1)

Class Number
Subjective oral health

p
Bad(%) Moderate(%) Good(%) 

No. of 

brushing

0 72 38(52.8) 22(30.6) 12(16.7)

0.00

1 624 178(28.5) 293(47.0) 153(24.5)

2 4,366 796(18.2) 2,103(48.2) 1,467(33.6)

3 3,815 592(15.5) 1,834(48.1) 1,389(36.4)

Over 4 1,576 193(12.3) 727(46.4) 647(41.3)

Use of oral 

supplies

Yes 4,256 730(17.2) 1,904(44.7) 1,622(38.1)
0.00

No 6,153 1,065(17.3) 3,052(49.6) 2,036(33.1)

Treatment 

dental clinic

Yes 6,357 1,142(18.0) 2,979(46.9) 2,236(35.2)
0.02

No 4,062 650(16.0) 1,988(48.9) 1,424(35.1)

No. of eat-

ing snack

0 1,288 197(15.3) 558(43.3) 533(41.4)

0.00

1 3,341 492(14.7) 1,566(46.9) 1,283(38.4)

2 3,088 514(16.6) 1,521(49.3) 1,053(34.1)

3 1,430 287(20.1) 688(48.1) 455(31.8)

Over 4 725 195(26.9) 334(46.1) 196(27.0)

No. of eat-

ing bever-

age

0 3,527 524(14.9) 1,681(47.7) 1,322(37.5)

0.00

1 4,015 650(16.2) 1,854(46.2) 1,511(37.6)

2 1,614 319(19.8) 821(50.9) 474(29.4)

3 576 141(24.5) 272(47.2) 163(28.3)

Over 4 266 80(30.1) 111(41.7) 75(28.2)

Object Class
Chewing ability

p
Bad(%) Moderate(%) Good(%) 

Edu.

Elementary 437(41.8) 181(17.3) 428(40.9)

0.00
Middle 358(25.6) 262(18.7) 778(55.7)

High school 284(20.9) 242(17.8) 833(61.3)

Over college 214(14.3) 233(15.6) 1051(70.2)

Income

low 437(41.8) 181(17.3) 428(40.9)

0.00
Low~middle 358(25.6) 262(18.7) 778(55.7)

Middle~high 284(20.9) 242(17.8) 833(61.3)

High 214(14.3) 233(15.6) 309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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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의 따른 우식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주관

적인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5). 잇솔질의 횟수에서 4번 이상에서 

41.3%, 전혀 안 한다에서 52.8%로 주관건강이 나쁘게 나타

나, 잇솔질을 많이 할수록 주관적인 구강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서는 사용하는 그룹이 38.1%로 좋게 인식했으며, 안한

다 17.3%로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

는 군에서 주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1년 이내 치과치료의 여부에서는 치료를 받

는 그룹이 35.2%로 좋게 인식했으며 안 받는다 16%가 나쁘

게 인식하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치과치료를 받는 군에

서 주관적인 구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간식을 먹는 횟수에 있어서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41.4%, 간식을 4번 이상 먹는 

그룹에서 26.9%로 나쁘게 인식하여, 간식을 먹지 않는 그룹

이 주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01). 음료수를 먹는 횟수에서는 전혀 먹

지 않거나 1번 먹는 군에서 37.5, 37.6%로 좋게 인식하였으

며, 4번 이상 마신다에서 30.1%로 나쁘게 인식하여 음료수를 

먹지 않을수록 주관적인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4>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DMFT

연구 상자의  따른 우식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DMFT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관

한 항목(p>0.05)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p<0.05). 잇솔질의 횟수에서 전혀 안 한다 에서 DMFT가 

2.1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번 이상 하는 군에서 3.15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위

생용품의 사용에서는 사용하는 그룹이 2.69, 안한다 2.59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에서 객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1

년 이내 치과치료의 여부에서는 치료를 받는 그룹이 3.09로 

낮게 인식되었으며 안받는다 1.91로 좋게 인식되어 치과치료

를 안 받는 군에서 객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간식을 먹는 횟수에 있

어서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2.27, 간식을 4번 이상 

먹는 그룹에서 3.39로 나타나, 간식을 먹지 않는 그룹이 객관

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001). 음료수를 먹는 횟수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2.38로 낮게 나타났으며, 4번 이상 마신다에서 3.08로 

높게 나타나 음료수를 먹지 않을수록 객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IV. 고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10]을 비롯하

여 노인의 주관적인 구강증상과 노인의 전신건강 및 식생활 

습관과 객관적인 구강건강과의 관련성[12] 등에 한 연구들

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

지고 있는 60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그들의 저작능력과 

주관적인 구강증상 및 객관적인 구강증상을 사회인구학적인 

Object Number DMFT t/F p

No. of 

brushing

0 72 2.18±2.46a

21.60 0.00

1 624 2.43±2.84ab

2 4,366 2.37±2.95a

3 3,815 2.76±3.17ab

Over 4 1,576 3.15±3.33b

Use of oral 

supplies

Yes 4,256 2.69
1.55 0.09

No 6,153 2.59

Treatment 

dental clinic

Yes 6,357 3.09
19.24 0.00

No 4,062 1.91

No. of eating 

snack

0 1,288 2.27±2.81a

25.63 0.00

1 3,341 2.37±2.88a

2 3,088 2.74±3.15b

3 1,430 2.92±3.27b

Over 4 725 3.39±3.54c

Object Number DMFT t/F p

No. of eating 

beverage

0 3,527 2.38±2.88a

14.26 0.00

1 4,015 2.62±3.10ab

2 1,614 3.01±3.31b

3 576 2.86±3.23ab

Over 4 266 3.08±3.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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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나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순환표본조사

(Rolling Survey Sampling)방법을 도입한 제6기(2013-2015) 1

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상자중 심혈관계 질

환에 이환된 60  이상 성인 1,870명을 추출하여 연구 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저작능력

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지역, 결혼

여부, 교육수준, 소득4분 위수(가구)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5).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서 90

세 이상이 저작능력이 좋은 비율이 20%로, 연령이 높을수록 

저작능력감소가 나타나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지

역은 ‘동’에 거주하는 군이 저작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혼여부는 기혼은 저작능력이 좋

음이 54.7%, 미혼 77%로 미혼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에서 40.9%, 졸

이상70.2%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작능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소득4분위 수(가

구)에서는 중상이 61.3%로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저작능력과의 관련성을 살

펴본 결과, 고혈압, 이상지혈 증, 뇌졸중, 심근경색협심증, 고

지혈증 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고혈

압에서는 질환 없음이 63.1%로 의사진단 고혈압이 있는 군에

서 저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이상지혈 증에서는 저작능력 좋은 비율이 질환없

음 60.2%로 의사진단 이상지혈증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력이 

떨어졌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뇌졸중에서는 있

음 36.3%로 의사진단 뇌졸중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력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심근

경색에서는 저작능력이 좋은 비율이 있음 35.5%로 심근경색

증이 있는 군에서 저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고지혈증에서는 저작능력이 

좋음으로 응답한 군에서는 고지혈증이 있는 군이 59.8%로 의

사진단 고지혈증이 있는 군이 저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우식발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과 주관적인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은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잇솔질의 횟수에서 4번 이

상에서 41.3%로 잇솔질을 많이 할수록 주관적인 구강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

강위생용품의 사용에서는 사용하는 그룹이 38.1%로 좋게 인

식했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에서 주관적인 구강상

태가 좋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1년 이내 

치과치료의 여부에서는 치료를 받는 그룹이 35.2%로 좋게 인

식했으며 주관적인 구강상태가 좋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간식을 먹는 횟수에 있

어서는 간식을 4번 이상 먹는 그룹에서 26.9%로 인식되어, 

간식을 먹지 않는 그룹이 주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음료수를 먹

는 횟수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37.6%로 좋게 인식하

여 음료수를 먹지 않을수록 주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우식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객관적인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관한 항목(p>0.05)을 제외

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잇솔질의 횟

수에서 전혀 안한다 에서 DMFT가 2.18로 가장 낮게 나타났

고 4번 이상 하는 군에서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젊은 시절에 

구강건강을 관리할 기회를 잃어 뒤늦게 나이가 든 후에 치과

치료를 통하여 구강을 관리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혀 잇솔질을 하지 않는 그룹이 가장 낮은 DMFT수치를 보

이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비록 이렇게 나타났지만 추후에 또 

구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구강

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서는 사용하는 그룹이 2.69, 안한다 2.59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에서 객관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년 이내 치과치료의 여부

에서는 치료를 받는 그룹이 3.09로 낮게 인식되었으며 안 받

는다 1.91로 좋게 인식되어 치과치료를 안 받는 군에서 객관

적인 구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이는 이미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식을 먹는 횟수에 있어서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2.27, 간식을 4번이상 먹는 그룹에서 

3.39로 나타나, 간식을 먹지 않는 그룹이 객관적인 구강상태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음료수를 먹는 횟수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군에서 

2.38로 낮게 나타났으며, 4번 이상 마신다 에서 3.08로 높게 

나타나 음료수를 먹지 않을수록 객관적인구강상태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러한 상

황을 토 로 추정해 보면 청소년기 때부터 건강하게 구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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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하면 노인에 이르러서도 구강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지속적인 치과방문의 필요성과 우식발생

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각종 전신질환에 노

출되면 구강의 저작능력 또한 떨어지고 구강의 면역상태 역

시 저하됨으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들을 더 철저

하게 해야 하고 구강에 좋은 식품섭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다.

V. 결론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순환표본조사(Rolling 

Survey Sampling)방법을 도입한 제6기(2013-2015)1차년도 원

시자료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된 우리나라 60  

이상 성인들의 저작능력과 주관적인 구강건강 및 DMFT수치

와 사회인구학적요인, 만성질환 유무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

라 성인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저작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지역,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

4분 위수(가구)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저작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고혈압, 이상지혈 증, 뇌졸증, 심근경색, 협심증, 고지혈

증 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우식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주관적인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나타내었다.(p<0.05)

4. 우식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객관적인 구강건강 DMFT

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관한 

항목(p>0.05)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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