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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강질환인 치주질환은 학령기 후반에 치은염으로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점차 증가 하면서 청장년기에 이르기까
지 유병률은 계속 증가되어 결국 치아상실에 이르는 만성질환으로 전 생애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치주질환은 구강
건강행위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구강건강행위와 치주질환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2015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비교결과 잇몸병 치료, 잇솔질 시기, 치실, 치간칫솔 사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통계적 의미
가 있었다. 구강건강행위 습관이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올바른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성인, 구강건강행위, 치주질환, 융복합, 잇솔질 시기

Abstract  Periodontal disease as one of oral diseases is a chronic disease that continuously worsens once 
it occurs. It begins with gingivitis in the late school childhood. Its prevalence rate gradually increases 
in adolescence and continues to rise until young and middle ages. Therefore, the preventive care for 
the disease in one’s whole life is of very importance. Since periodontal disease can be prevented and 
controlled by oral health behavi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adults’ oral health 
behaviors and the disease and emphasizes its importance. Based on the data of the 2015 6th (3rd Year)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prevalence rate of periodontal disease was 
compared according to study subjects’ oral health behaviors. As a result, gum disease treatment, the 
count of gum brushing, use of dental floss use of interdental brush, and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Given that oral health behaviors ar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study for developing and performing th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to make the right habit of oral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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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보건의료 수준이 높아지
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전체적으로 건강수준이 향상
되어 건강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구강건강관리
가 소홀한 사람들은 전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고
하였다[2].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일부이며, 소화와 영
양섭취는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3] 구강건강 증
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강건강행위란 구강
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제반 활동이며, 구강병의 증상이나 증후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4]. 구강건강행
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강 내의 질병이 발
생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
주질환으로 한번 질병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만성질환 특성이 나타나 전 생에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5]. 구강병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우며, 그 결과 삶의 질 
저하, 심장병 및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 소화
불량,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고
하였다[6,7].

치주질환은 학령기 후반에 치은염으로 시작되어 청소
년기에 점차 증가 하면서 청장년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유병률은 계속 증가되며,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에 따르면 성인의 치주질환 발생이 최근 몇 년
간 줄어들고 있으나 2013년 조사 결과 치주낭 형성자율
이 35-44세에 22.3%이고, 노인층에서는 40% 넘어서 여
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5].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s)이란 한 가지 요인으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발생되어 진행하는 질환이며[8], 치아 주위와 치주낭 
내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치은발적, 치은출혈과 부종, 치
은퇴축, 치주낭 형성, 치조골 흡수, 치아동요 등을 통해 
치아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상실에 이르게 된다[9]. 치
주질환의 원인으로는 치면세균막과 치석 등 국소적인 요
인과 당뇨, 흡연, 스트레스, 유전 등 전신적인 요인을 통
해 발생되며[9], 치주질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 만
성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이러한 결과 치아 상실, 저작능
력 저하, 영양섭취 부족, 삶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0]. 치주질환에 이환되기 전 가장 적은 비용
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치면세균막 관리를 
위한 잇솔질, 구강위생용품 사용,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11]이 있다. 구강건강행태 중 잇솔질, 정기
적인 구강검진, 구강관리용품 사용, 구강보건교육, 흡연 
및 음주 경험 등은 치주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2,13]. 건강행태와 치
주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표
준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행위가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과 치주질환 
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편의표본추출
을 통해 조사 되어져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단편적인 연
구들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건강행위 
수준과 치주질환 유병률을 파악하고,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구강건강행위의 중요성과 체계
적인 관리법을 전달하여 향후 구강건강증진사업 계획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통계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2015년)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미만이면서 주요 변수에 결측
치가 존재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3,760명의 성인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 하였다. 

2.2 연구조사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 원시자료에 기입된 성

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 칼슘섭취량, 스트레스, 구강검진, 치과방문, 잇몸병 
치료, 잇솔질 시기, 치실 사용, 치간칫솔 사용, 양치용액 
사용, 주관적 구강건강, 치주질환 유병여부를 활용하였
다.

2.3 자료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로 복합표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구강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련 특성, 잇솔질 시기에 따른 치주
질환 유병률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
다.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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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M±SE

Sex Male 1582(48.0)
Female 2178(52.0)

Age

19-29 474(18.9)

45.94±0.38

30-39 535(19.0)
40-49 675(20.7)
50-59 810(20.5)
60-69 722(12.2)
70~ 544(8.8)

Education

Elementary 801(14.9)
Middle 412(8.5)
High 1271(36.9)
College~ 1276(39.7)

Income

Low 641(13.6)
Mid-Low 926(23.5)
Mid-High 1050(30.5)
High 1143(32.4)

Smoking
Current 586(19.2)
Past 823(22.3)
None 2351(58.6)

Drinking Yes 1999(58.1)
No 1761(41.9)

BMI

Low weight 139(4.4)

23.84±0.07Normal 1426(38.6)
Overweight 895(23.3)
Obesity 1300(33.6)

Waist 
circumference

High 1173(28.7) 82.27±0.19Normal 2587(71.3)

Calcium intake Enough 563(15.7) 508.52±7.32Not enough 3197(84.3)

Stress Much 1024(30.1)
Not much 2736(69.9)

Total 3760(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를 활용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

도분석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8.0%, 
여자 52.0%로 나타났고, 연령은 19-29세 18.9%, 
30-39세 19.0%, 40-49세 20.7%, 50-59세 20.5%, 
60-69세 12.2%, 70세 이상 8.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은 초졸 이하 14.9%, 중졸 8.5%, 고졸 36.9%, 대졸 이상 
39.7%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하 13.6%, 중하 23.5%, 
중상 30.5%, 상 32.4%로 나타났다. 흡연은 현재흡연 
19.2%, 과거흡연 22.3%, 비흡연이 58.6%로 나타났고, 
음주 유무는 음주의 경우 58.1%, 비음주가 41.9%로 나
타났다. 체질량지수는 평균 23.84로 나타났는데, 18.5 
미만의 저체중 4.4%, 18.5 이상 23 미만인 정상 38.6%, 
23 이상 25 미만인 과체중 23.3%, 25 이상 33.6%로 나
타났다. 허리둘레는 평균 82.27cm로 나타났는데, 비만 
28.7%, 정상 71.3%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는 평균 
508.52mg로 나타났는데, 충분 섭취가 15.7%, 불충분 
섭취가 8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음 
30.1%, 적게 받음 69.9%로 나타났다. 

3.2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량 및 빈도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는 검진자가 33.1%, 비검진자가 
66.9%로 나타났고,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여부는 방문 
53.5%, 비방문 46.5%로 나타났다. 잇몸병 치료 여부는 
치료 13.0%, 비치료 87.0%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0-1회 9.4%, 2회 16.9%, 3회 37.1%, 4회 이상 36.6%로 
나타났고, 치실 사용 25.3%, 비사용 74.7%로 나타났다. 
치간칫솔 사용 21.2%, 비사용 78.8%로 나타났으며, 양
치용액 사용 22.0%, 비사용 78.0%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는 좋음 56.7%, 좋지 않음 43.3%로 나타
났고, 치주질환은 정상이 70.7%, 유병이 29.3%로 나타
났다.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N(%)

Oral examination Yes 1228(33.1)
No 2532(66.9)

Visit dental clinic Yes 2038(53.5)
No 1722(46.5)

Gum disease treatment Yes 535(13.0)
No 3225(87.0)

Toothbrushing frequency

0-1 395(9.4)
2 607(16.9)
3 1333(37.1)

4 or more 1425(36.6)

Use of floss Yes 875(25.3)
No 2885(74.7)

Use of interdental brush Yes 724(21.2)
No 3036(78.8)

Use of gargle Yes 855(22.0)
No 2905(78.0)

Subjective 
oral health 

Good 2080(56.7)
Bad 1680(43.3)

periodontal 
disease

No 2506(70.7)
Yes 1254(29.3)

Total 37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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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에 따라 치주질환 유병률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스트레스에 따라서 치주질환 유병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Table 3.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Periodontal disease p*

No Yes

Sex Male 954(66.5) 628(33.5) < . 00
1Female 1552(74.6) 626(25.4)

Age

19-29 451(94.8) 23(5.2)

< . 00
1

30-39 444(82.7) 91(17.3)
40-49 487(71.2) 188(28.8)
50-59 451(55.6) 359(44.4)
60-69 390(53.3) 332(46.7)
70~ 283(51.4) 261(48.6)

Education

Elementary 422(53.3) 379(46.7)
< . 00
1

Middle 217(52.5) 195(47.5)
High 883(72.6) 388(27.4)
College~ 984(79.4) 292(20.6)

Income

Low 326(53.7) 315(46.3)
< . 00
1

Mid-Low 575(66.1) 351(33.9)
Mid-High 755(75.1) 295(24.9)
High 850(77.1) 293(22.9)

Smoking
Current 336(62.4) 250(37.6)

< . 00
1Past 489(64.3) 334(35.7)

None 1681(75.9) 670(24.1)

Drinking Yes 1360(72.0) 639(28.0) .068No 1146(69.0) 615(31.0)

BMI

Low weight 109(81.2) 30(18.8)
< . 00
1

Normal 1036(77.2) 390(22.8)
Overweight 576(68.6) 319(31.4)
Obesity 785(63.5) 515(36.5)

Waist 
circumfer
ence

High 683(61.5) 490(38.5) < . 00
1Normal 1823(74.4) 764(25.6)

Calcium 
intake

Enough 362(68.3) 201(31.7)
.254Not

enough 2144(71.2) 1053(28.8)

Stress Much 728(75.2) 296(24.8) < . 00
1Not much 1778(68.8) 958(31.2)

Total 2506(70.7) 1254(29.3)

3.4 잇솔질 시기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대상자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을 검정 

하고자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
과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취침 전에서 치주질환 유병
률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according to 
toothbrushing time

Variables Grou
p

Periodontal disease p*No Yes
Before 

breakfast
No 1568(69.4) 828(30.6) .076Yes 938(72.8) 426(27.2)

After 
breakfast

No 839(71.1) 423(28.9) .790Yes 1667(70.6) 831(29.4)
Before 
lunch

No 2470(70.7) 1234(29.3) .955Yes 36(70.4) 20(29.6)

After lunch No 1267(67.5) 743(32.5) <.001Yes 1239(74.1) 511(25.9)
Before 
dinner

No 2450(70.7) 1226(29.3) .807Yes 56(72.0) 28(28.0)

After dinner No 1110(72.7) 521(27.3) .023Yes 1396(69.1) 733(30.9)

After snack No 2391(70.6) 1210(29.4) .266Yes 115(74.8) 44(25.2)
Before 
sleep

No 1233(65.2) 767(34.8) <.001Yes 1273(76.0) 487(24.0)
Total 2506(70.7) 1254(29.3)

**p<0.01, *p<0.05 by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3.5 구강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연구대상의 주요 구강건강행위 특성에 따라 치주질환 
유병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잇몸병 
치료는 받지 않은 경우 유병률이 높았고, 잇솔질 횟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치실 사용을 하는 경우 
유병률이 낮았고,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유병률이 낮
았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치주
질환 유병률이 낮았다.

Table 5.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
p

Periodontal disease p*

No Yes

Oral examination Yes 847(71.7) 381(28.3) .470No 1659(70.3) 873(29.7)

Visit dental clinic Yes 1370(70.7) 668(29.3) .963No 1136(70.8) 586(29.2)
Gum disease 

treatment
Yes 286(54.1) 249(45.9) <.001No 2220(73.2) 1005(26.8)

Toothbrushing 
frequency

0-1 218(60.9) 177(39.1)

<.001
2 451(77.5) 156(22.5)
3 924(72.4) 409(27.6)

4 or 
more 913(68.5) 512(31.5)

Use of floss Yes 695(81.9) 180(18.1) <.001No 1811(66.9) 1074(33.1)
Use of 

interdental brush
Yes 534(76.9) 190(23.1) .004No 1972(69.1) 1064(30.9)

Use of gargle Yes 573(67.7) 190(23.1) .052No 1933(71.6) 1064(30.9)
Subjective 
oral health 

Good 1540(78.6) 282(32.3) <.001Bad 966(60.4) 972(28.4)
Total 2506(70.7) 125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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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소득수
준, 흡연, 스트레스, 잇몸병치료 유무, 치실사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affect periodontal disease
Variables B SE OR (95% CI) p*

Sex Male -0.153 0.135 1.302(-0.420~0.113) .257Female 1.000

Age

19-29 2.597 0.291 1.500(2.024~3.170)

<.001

30-39 1.046 0.258 1.741(0.539~1.553)
40-49 0.494 0.207 1.396(0.088~0.901)
50-59 -0.078 0.164 1.014(-0.401~0.245)
60-69 -0.034 0.157 0.930(-0.343~0.276)
70~ 1.000

Education

Elementary .019 0.195 1.567(-0.365~0.403)

.161Middle -0.267 0.174 1.253(-0.610~0.076)
High -0.158 0.143 1.831(-0.440~0.123)

College~ 1.000

Income

Low -.660 .177 1.501(-1.008~-0.311)

.001Mid-Low -.386 .146 1.548(-0.673~-0.099)
Mid-High -.177 .154 1.958(-0.481~0.126)

High 1.000

Smoking
Current -0.695 0.177 1.751(-1.042~-0.347)

<.001Past -0.242 0.158 1.557(-0.553~0.070)
None 1.000

BMI

Low weight 0.092 0.330 1.684(-0.558~0.742)

.163Normal 0.298 0.139 1.177(0.025~0.571)
Overweight 0.153 0.144 1.341(-0.130~0.436)

Obesity 1.000
Waist 

circumfer
ence

High -0.060 0.121 1.013(-0.297~0.178)
.622

Normal 1.000

Stress Much 0.233 0.103 1.208(0.031~0.435) .023Not much 1.000
After 
lunch

No 0.116 0.160 1.463(-0.199~0.432) .469Yes 1.000
Before 
sleep

No -0.056 0.099 1.249(-0.250~0.139) .574Yes 1.000
Gum 

disease 
treatmen

t

No -0.428 0.126 1.254(-0.676~-0.0180)
.001

Yes 1.000

Toothbru
shing 

frequenc
y

0-1 0.081 0.138 0.896(-0.190~0.351)

.2132 0.032 0.190 1.078(-0.342~0.405)
3 0.317 0.208 0.952(-0.092~0.727)

4 or more 1.000
Use of 
floss

No 0.520 0.122 1.359(0.279~0.761) <.001Yes 1.000
Use of 

interdent
al brush

No 0.021 0.142 1.737(-0.259~0.300)
.884

Yes 1.000
Subjectiv

e 
oral 

health 

Bad 0.652 0.108 1.686(0.441~0.864)

<.001Good 1.000

F=29.05, Nagelkerke R2=0.275, p*<0.00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4. 고찰 및 제언

인구의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건강
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
었다[12]. 그러나 구강 질환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의 하나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60%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겪고 
있다[13]. 그 중 치주질환은  소아기에 약간의 치은염증
이 시작되어 청소년기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중년기 이후
에는 부분적 혹은 전반적 치아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14] 
중요한 구강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5]. 치주질환은 
구강건강행위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16]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
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의 구강건강행위와 치주질환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이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는 검진자가 33.1%, 비검진
자가 66.9%로 나타났다. 검진을 하는 경우에 비해 하지 
않는 경우가 2배 가까이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17]의 
연구, 정과 이[18]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구강검진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 구강검진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캠패인과 홍보를 제안
한다.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여부는 방문 53.5%, 비 방문 
46.5%로 나타났다. 치과방문여부에서 상세한 방문 목적
을 알 수 없었지만 53.5%수치는 아직까지 예방을 위한 
치과방문율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구강병 유병
률 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잇몸병 치료 여부는 비치료가 87.0%로 극심하게 높은 
결과는 김 등[19]의 연구 결과처럼 치과 공포와 통증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잇솔질 횟수는 0-1회 
9.4%, 2회 16.9%, 3회 37.1%, 4회 이상 36.6%로 나타
났고, 치실 사용 25.3%, 비사용 74.7%로 나타났다. 치간
칫솔 사용 21.2%, 비사용 78.8%로 나타났으며, 양치용
액 사용 22.0%, 비사용 78.0%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
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 이[20]
의 결과를 감안할 때 잇솔질 횟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습
관 형성을 위한 조기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인에
게도 의무화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구강보조용품의 사용률을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조용품의 종류와 사용법을 알릴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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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체
질량 지수, 허리둘레,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황 등[21]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과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
었다. 이를 고려한 맞춤형 구강건강행위 홍보와 접근이 
요구된다. 

잇솔질 시기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비교 결과 점심
식사 후, 취침 전 잇솔질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를 보였다.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상과 
잇솔질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후로 하루 잇솔질을 3
번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다[22]. 그러므로 하루 3번의 잇
솔질 습관에 익숙해져 취침 전 잇솔질 습관의 형성이 미
흡한 실정이다. 치주조직의 관리에 있어 스케일링과 올바
른 잇솔질은 예방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치주조
직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23]. 이[20]의 
연구에서도 잇솔질 횟수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습
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식사 후의 잇
솔질은 불편감 해소를 위해 하지만 취침 전 칫솔질의 실
천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 연계되어야 한다.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치주질환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잇몸병 치료는 받지 않은 경우 유병률이 높았
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치주질
환은 한번 질병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만성질
환이며 비가역적 질환이다[5]. 그러므로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구강건강행위의 습
관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잇솔질 횟수는 0-1회의 경
우 유병률이 높았다. 이 또한 잇솔질 횟수와 치주질환과
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입증된 결과이며[20,23],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하지만 잇솔질 횟수
와 시기에 따른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주장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잇솔질 방법이나 잇솔질 시간 
등의 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을 하
는 경우 유병률이 낮은 결과에서 치실과 치간칫솔 등 구
강용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손쉽게 구입 및 사용방법
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치주질환 유병률
과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할
수록 치주질환 유병률이 낮았다. 여와 이의[25] 연구에서

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행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소득수준, 
흡연, 스트레스, 잇몸병치료 유무, 치실사용,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되
어 목적에 맞는 변수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
만 신뢰성이 높고 대상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2015년)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구강질
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성인 대상의 구강건강행위 습관 형성
을 위한 의무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건강행위 수준과 치주
질환 유병율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 제6기 3차(2015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3,7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강건강행위 특성 분석결과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는 비검진자가 66.9%이었으며, 최근 1년간 치
과 방문 여부는 방문 비방문 46.5%로 나타났다. 잇
몸병 치료 여부는 비치료 87.0%이었으며, 잇솔질 
횟수는 0-1회 9.4%, 2회 16.9%, 3회 37.1%, 4회 
이상 36.6%이었다. 치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74.7%, 치간칫솔 사용하지 않는 경우 78.8%, 양치
용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 78.0%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비교에
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3. 연구대상자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비교에서는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취침 전에서 
치주질환 유병률과 유의한 결과였다.

4.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
률이 비교에서는 잇몸병 치료, 잇솔질 횟수, 치실, 
치간칫솔 사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

5.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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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흡연, 스트레스, 잇몸병치료 유무, 치실사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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