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치아우식발생률이 성인에 비해 

높으며 구강건강습관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시기이다[1]. 이 시기

의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시기로

서[2] 유치가 탈락되고 영구치가 맹출되는 시기에 속한다. 그러므

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전체 구강건강 가운데에서 핵심 

시기로 손꼽히며 이 시기 습득하는 구강보건교육은 평생 구강건강

을 관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3]. 더불어 유년기부터 형성

되어진 구강건강을 위한 습관들은 평생 지속되므로 구강건강 

행동이 형성되어지는 학령기 아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4]. 따라서 일생 중 구강건강에 기반이 되는 

학령기에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쌓고, 본인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와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5].

우리나라 국민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영구치우

식경험자율(DMFT rate)는 2010년 60.5%에서 2012년 57.3%, 

2015년 54.6%까지 감소하였지만 2018년 56.4%로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2세 아동이 경험한 평균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2010년 2.08개, 2012년 1.84개, 2015년 1.90개, 2018년 

1.84개로 다소 정체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OECD 가입국의 

평균인 1.2개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이러한 치아우

식증은 한번 발생 시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만성질

환의 일환으로 치아상실에 미치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7] 치아우

식증이 발생하기 전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올바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학령기에 구강질환이 발생되

어지면 저작기능이 상실되어 음식물 섭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구강기능 중 일부인 심미적인 기능과 발음 

장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며 대인관계에

도 어려움을 주어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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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대체적으로 학령기 아동들은 본인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동통 및 저작

기능장애를 함께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영구치 배열의 방해가 

생겨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8]. 그러므로 초등

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가 자녀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도관리

가 필요하며 더불어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구강건

강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9].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을 감소시키며, 학생의 구강보건지

식 및 행태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0].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아동기에서의 구강건강 예방사업이나 구강보건교육 지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구강건강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학교 내에서 일정하지 않게 진행되거나, 구강보

건교육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보건교육이 시행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어진다[11]. 따라서 아동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건강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를 위한 학교 구강보

건교육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구강

건강행태를 평가하여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행태요인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구

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등

학생의 구강건강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2018년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승인번호: 2018-01-03-P-A)’를 바탕으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1,0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행태이며, 종속

변수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로 구분하였으며, 주거지는 ‘동’, ‘읍면’으로 구분

하였다. 구강건강행태에서 1일 칫솔질횟수는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구강검진여부는 ‘아니오’, ‘예’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우식치아’, ‘상실치아’, ‘충전치아’ 총합

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행태

는 복합표본 빈도분석(Complex samples 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복합표본 기술통계분석(Complex 

sampl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복합표본 일반선

형모형 분석(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을 하였다. 

복합표본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사용자 

결측값이 유효함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SPSS 21.0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가 541명(51.6%), ‘여자’는 532명(48.4%)

이었다. 연령분포는 ‘7세’ 219명(19.7%), ‘8세’ 184명(17.0%), 

‘9세’ 192명(17.4%), ‘10세’ 176명(14.9%), ‘11세’ 160명(14.3%), 

‘12세’ 142명(16.7%)이었다. 거주지는 ‘동’ 894명(82.5%), ‘읍면’ 

179명(17.5%)이었다. 하루 칫솔질 횟수는 ‘2회’ 498명(47.0%)

으로 가장 높았으며, ‘3회’ 413명(38.7%), ‘1회’ 83명(8.3%), 

‘4회 이상’ 65명(6.0%) 순이었다. 구강검진여부는 ‘아니오’ 237명

(20.9%), ‘예’ 835명(79.1%)이었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보

통’ 723명(68.8%), ‘좋음’ 216명(19.3%), ‘나쁨’ 134명(11.9%)

이었다.



초등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관한 연구: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3

2. 일반적 특성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평균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평균 비

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에서 ‘12세’에 비해 ‘10세’(p=0.002), ‘9세’ (p=0.002), 

‘8세’(p=0.001), ‘7세’(p<0.001)에서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칫솔질 

횟수에서 ‘4회 이상’에 비해 ‘1회’(p=0.013)에서 우식경험영구

치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 여부에서 ‘예’에 비해 ‘아니오’(p=0.013)가 우식경험

영구치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에서 ‘나쁨’에 비해 ‘보통’(p=0.009), 

‘좋음’(p=0.002)에서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미치는 영향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하루 칫솔질 횟수, 구강검진여부, 주관적 구강건

강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12세’에 

비해 ‘10세’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0.632개 낮았고(p=0.001), 

‘9세’ 0.623개 (p<0.001) ‘8세’ 0.670개(p<0.001), ‘7세’ 1.065개

(p<0.001) 낮았다. 하루 칫솔질 횟수에서는 ‘4회 이상’에 비해 

‘3회’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0.362개 높았고(p=0.037), ‘2회’ 

0.425개(p=0.021), ‘1회’ 0.528개 높았다(p=0.041). 구강검진여

부에서는 ‘예’에 비해 ‘아니오’가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0.265

개 높았다(p=0.026).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나쁨’에 비해 

Variables N %

Gender

Male 541 51.6

Female 532 48.4

Total 1,073 100.0

Age

7year 219 19.7

8year 184 17.0

9year 192 17.4

10year 176 14.9

11year 160 14.3

12year 142 16.7

Residential 

district

Big city 894 82.5

Country area 179 17.5

Total 1,073 100.0

Tooth brushing 

freguency(daily)

1 time 83 8.3

2 time 498 47.0

3 time 413 38.7

≧4 times 65 6.0

Total 1,059 100.0

Oral examination

No 237 20.9

Yes 835 79.1

Total 1,072 100.0

Percep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y 216 19.3

So 723 68.8

Unhealthy 134 11.9

Total 1,073 100.0

Complex samples frequency analysi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 Oral health behavior

Categories M SD t p

Gender

Male 0.74 0.078 0.014 0.989

Female 0.74 0.059 -

Total 0.74 0.048 -

Age

7year 0.28 0.058 -5.819 0.001**

8year 0.64 0.099 -3.212 0.001**

9year 0.68 0.094 -3.168 0.002**

10year 0.68 0.111 -3.088 0.002**

11year 1.04 0.142 -0.979 0.329

12year 1.24 0.155 - -

Total 0.76 0.050 - -

Residential 

district

Big city 0.71 0.053 -0.901 0.368

Country area 0.84 0.133 - -

Total 0.78 0.071 - -

Tooth brushing 

freguency(daily)

1 time 1.10 0.210 2.509 0.013*

2 time 0.78 0.070 1.941 0.053

3 time 0.66 0.071 1.399 0.163

≧4 times 0.44 0.156 - -

Total 0.75 0.072 - -

Oral 

examination

No 0.99 0.114 2.490 0.013*

Yes 0.67 0.054 - -

Total 0.83 0.064 - -

Percep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y 0.59 0.097 -3.100 0.002**

So so 0.70 0.053 -2.634 0.009**

Unhealthy 1.19 0.178 - -

Total 0.83 0.073 - -

Complex sampl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0.05 **p<0.01 ***p<0.001

<Table 2> Average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MF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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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0.617개 낮았고(p=0.001), ‘좋

음’ 0.666개 낮았다(p=0.001).

Ⅳ. 고찰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건강이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구성요소 중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직접적이고,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강건

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치와 영구치가 교환되는 혼합치

열기 시기인 학령기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학령기 

시기에 형성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은 평생 동안 

구강건강 관리에 큰 영향을 주며, 영구치는 일생동안 보존해야 

하기에 구강건강 증진⋅유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2018년 7기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1,073명

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및 구강보건행태, 우식경험영

구치지수와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하여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 일반선형모형 분석 

결과, 연령, 1일 칫솔질 횟수, 구강검진여부, 주관적 구강건강인

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별, 거주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낮았다. 

이는 포천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 등[13]의 연구에서

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국민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지수가 2010년 2.08개에서 2018년 1.84개

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2개 미만이므로, 우리나라의 우식경험

영구치지수는 1.84개로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6]. 따라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령기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예방중심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요구되며, 주기적이고 반복적

인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구강건강 행위 및 구강건강실천

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일 칫솔질 횟수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높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 등[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령기 시기의 구강건강관리 방법에는 

칫솔질, 식이조절,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정기적긴 치과방문 

여부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칫솔질이다[14]. 어렸을 때부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습득하고 칫솔질을 실천할 수 있다면 구강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15]. 하지만 적절한 1일 칫솔질 횟수가 몇 번 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하루 한번을 하더라도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14, 15], 

대한 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하루 매일 3회의 칫솔질을 해야한다고 

보고하였다[13]. 따라서 구강질환 예방법에 기본이 되는 칫솔질

은 하루 칫솔질 횟수와 시기, 정확한 칫솔질 방법으로 행하게 

될 때 완벽하게 치면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다. 칫솔질 관련 구강보

건교육이 구강건강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

나[16] 한 번의 칫솔질 교육만이 아니라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습득할 때 까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17],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하여 칫솔질 관련 동기유발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8].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높을수

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낮은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이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러

Categories Estimate SE t p

1.517 0.277 5.483 0.001**

Gender
Male -0.057 0.094 -0.610 0.543

Female Ref.

Age

7year -1.065 0.167 -6.366 0.001**

8year -0.670 0.180 -3.723 0.001**

9year -0.623 0.175 -3.557 0.001**

10year -0.632 0.181 -3.496 0.001**

11year -0.258 0.202 -1.277 0.202

12year Ref.

Residential 

district

Big city -0.080 0.143 -0.558 0.577

Country area Ref.

Tooth brushing 

freguency(daily)

1 time 0.528 0.257 2.051 0.041*

2 time 0.425 0.184 2.312 0.021*

3 time 0.362 0.173 2.098 0.037*

≧4 times Ref.

Oral 

examination

No 0.265 0.119 2.230 0.026*

Yes Ref.

Percep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y -0.666 0.189 -3.521 0.001*

So so -0.617 0.179 -3.442 0.001*

Unhealthy Ref.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 *p<0.05 **p<0.01 ***p<0.001

<Table 3> The effect of DMF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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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구강보건인식이 낮을수록 치아우식증에 대한 위험도

가 높아진다는 이 등[19]의 연구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높을

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아진다는 김 등[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구강보건인식이 높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건강 행위 및 구강건강실천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객관적 구강건강상태 역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강보건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20].

구강검진여부에서는 ‘예’에 비해 ‘아니오’가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0.265개 높았다(p=0.026). 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김과 전[21] 연구에서도 구강검사의 빈도가 객관적 구강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구강검진 여부 즉, 구강검진의 빈도가 구강보건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2], 구강보건인식은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

육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동기유발에 의한 태도 

변화 및 실천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

다.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에 대한 직적접인 정보가 없었고, 

보호자가 자녀 구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구강보건교육 등 우식경

험영구치지수와의 다양한 변인들을 수집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성과 신뢰성인 가진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우식경험영

구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보완 및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제7기(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우식경

험영구치지수와의 관련성 파악하고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의 평균 

비교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검진여부가 있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이 좋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1일 칫솔질 횟수, 구강검진여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 초등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및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예방 및 조기치

료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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