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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ssociationoftheOralHealthBehaviorand

theOralHealthStatuswithResidentialArea

inKoreanAdults:basedon2012KNHANESdata

Hwang,Chan-Hee

Advisor:Choi,Seong-Woo,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ChosunUniversity

Purpose:Thisstudyaimedtoidentifyandcomparetheoralhealthbehaviorin

adultsand theiroral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irresidentialarea with

demographicalcharacteristics,generalhealth characteristics and oralhealth

characteristics.

Methods: Primitivedatafrom the5th KoreaNational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Surveywasused,andthesubjectsforthisstudywereadultsover

theageof18whoparticipatedininterviewswiththeuseofaquestionnaire

andoralexaminations.Ofthose,4,273whometallthevariablesnecessarywere

selected forthe finalanalysis.The residentialareas were categorized into

'metropolitancity','city',and'ruralarea'basedonDong,EupandMyonas

administrativedistricts.

Results:Theresultsareoralhealthbehavior,theoddsratioforself-recognition

oforalhealthstatusforsubjectsinruralareaswas0.75(0.59-0.96).Theodds

ratioforusingoralhygienedevicesforthoseinruralareaswas0.75(0.63-0.88).

Afterrevised(ModelⅠ),theoddsratioforperiodontaldiseaseinthesubjectsin

cities was 1.43(1.15-1.77),and that for the subjects in ruralareas was

1.96(1.61-2.38).The odds ratio forthe necessity ofprosthetic treatm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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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inruralareaswas1.30(1.03-1.63).Afterallrevised(ModelⅡ),theodds

ratioforperiodontaldiseaseinthesubjectsinurbanareaswas1.42(1.14-1.76),

andthatofsubjectsinruralareaswas1.97(1.62-2.41).Theoddsratioforthe

necessityofprosthetictreatmentinsubjectsinruralareaswas1.27(1.01-1.60).

Conclusion:Itwasdiscoveredthattherewasadifferencebetweentheoral

healthbehaviorandoralhealthstatusofadultsaccordingtoresidentialarea.

Therefore,toenhanceoralhealthstatus,programsforwhichthecharacteristics

ofareas with such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hould be developed and

consistentresearchonstrategiestoreducethegapsintheoralhealthstatus

shouldbemade.

keyword:OralHealthBehavior,OralHealthStatus,ResidentialArea,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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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발 을 한 산업화로 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 간,산

업 간 이동으로 도시 집 화와 핵가족화를 이루었으며,농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

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도농 간 인구구조의 차이가 발생하 다(김배성과 최세 ,

2007). 한 농가소득의 증가속도는 도시가구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상 으로 낮아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김형진,2010),농 지역 개발

의 악순환 구조를 통해 교육수 ,생활환경 등 체 인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

다(이동필,2004).그리고 농 지역은 교통·환경 요인과 지역이 갖는 고립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고( 병국,2006), 방 의료서비스 건강

생활을 한 련 시설의 근성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이상민 등,2007).더구

나 농 은 도시에 비해 지역이 매우 넓고,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 역시 높

다는 을 감안한다면,실제 체감하는 의료기 의 지역 차이와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 제한이 더욱 심각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윤태호와 김지 ,2006).이러

한 도시와 농 간의 인구분포와 소득수 ,물리·환경 차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행태나 건강수 에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이정미 등,2005).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에 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일반 인 건강수

에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이상규,2003;정혜경,1991;장창곡,1991;한소 ,2

001).김두섭과 박효 (2003)의 시·군의 연령별 사망자수와 조사망률,표 화 사망

률,장수비율을 사망력 수 의 지표로 삼아 지역별 편차와 그 변화 추이를 살펴 본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표 화 사망률이 가장 낮고,다음으로 소도시,농 지

역,해안지역의 순서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어 지역 간 격차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강보건의 경우,사회활동이 많은 연령층인 성인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되는 시기로 구강건강 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치아상실을 가 시키는 결과를

래한다(박미경,2008).이러한 구강건강은 신건강과 한 련이 있으며 개인

의 구강생활습 ,성별,연령,교육 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

다(김민자 등,2012).뿐만 아니라 주 구강건강과 같은 구강건강 행 들도 지역

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ttussi등,2006;Turrell등,2007).특

히 농 지역은 구강건강 리에 한 정확한 지식을 달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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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강건강 리를 하지 못하고(장분자 등,2003),치과의료 자원 한 경제

수요가 덜한 농 지역보다 경제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 집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 호,2008).이러한 상으로 인해 일반 인 건강수 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구

강건강수 의 차이가 상되어진다.

구강건강수 에 한 선행연구는 지역별 구강건강수 의 차이를 개인의 사회경

제 수 과의 련성을 악하고자 한 연구(송근배 등,2003)와 구강건강행

구강진료 이용도에 한 개인의 사회경제 수 과의 연 성을 악한 연구(김혜

,2006;신선정 등,2008)등이 있다.그러나 거주지역이 개인 인 사회경제 수

과 생활양식을 통제하고서도 구강건강수 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에 한 국 규모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미숙,2005).따라서 본 연구는 우

리나라 성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고자 시행

하 다.

구체 인 연구목 으로 도시,도시,농 지역으로 분류되는 거주지역에 따라

성인의 인구학 특성을 비교하고,거주지역에 따른 성인의 일반 건강특성,구강

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 으며,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구강

건강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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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의 방법

A.연구자료 상

본 연구는 제5기 3차년도(2012)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 다.제5기

국민건강국민건강 양조사는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3,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

구원 체를 상으로 하 다.제5기 표본 추출틀은 2009년 주민등록인구와 2008년

아 트 시세조사 자료를 이용하 고,일반주택 표본조사구는 2009년 주민등록인구

의 통반리 조사구에서,아 트 표본 조사구는 아 트 시세조사 자료의 아 트 단지

조사구에서 추출하 으며,시도별(서울,6 역시,경기,경상·강원,충청, 라·제

주)로 1차 층화하고,일반 지역은 성별,연령 별 인구비율 기 26개 층,아 트

지역은 단지별 평당 가격,평균 평수 등 기 24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표본 조

사구를 추출하 으며,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방식으로 20가구씩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3).본 연구는 제5기 3차년도(2012)의 건강설문조사

와 검진조사의 참여자 7,645명을 일차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이 18세 미만

과 구강검진 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3,192명을 제외한 성인 4,273명을 최종

분석 상자로 선정하 다.

B.연구에 사용된 변수

1.지역구분

본 연구에서 지역의 분류는 서울특별시,6 역시,도와 거주 지역(동/읍·면)을

이용하여 분류하 다.동 지역에 거주하며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와 6 역시에

해당되는 경우를 ‘도시’로 분류하고,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정구역이 도에 해당

되는 경우를 ‘도시’로,행정구역에 계없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농 ’으

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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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학 특성

인구학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건강보험종류,

직업유무를 사용하 다.연령은 40세 이하,41-64세,65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교

육수 은 졸 이하, 졸,고졸, 졸 이상으로 구분하 고,소득수 은 하(1사분

), 하(2사분 ), 상(3사분 ),상(4사분 )로 분류하 으며,결혼 상태는 유배

우자와 무배우자로 분류하 다.건강보험종류는 지역의료보험과 사업장가입자는 건

강보험으로,의료 여 1종과 2종은 의료 여로 재분류하 다.직업유무는 직업재분

류 실업/비경제활동상태 코드에서 있음,없음으로 재분류하 다.

3.일반 건강특성

일반 건강특성은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 여부,만성질환

(고 압,당뇨병,이상지 증, 염,심뇌 질환,암)유병 여부를 사용하 다.

재 음주 여부는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경우를 ‘음주’로, 마시지 않은 경우

를 ‘비음주’로 분류하 고, 재 흡연 여부는 피움과 가끔 피움은 ,과거엔 피웠

으나 재 피우지 않는 경우는 아니오로 분류하 다.걷기 실천 여부는 걷기 1회

30분 이상,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오로 분류하

다.만성질환 유병 여부는 고 압,당뇨병,이상지 증, 염,심뇌 질환,암

에 해 각각의 질환이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 다.

4.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 변수

구강건강행태 변수로 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구강검진여부,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구강건강용품사용 여부를 사용하 다.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과 좋음에 응답한 경우를 좋음으로,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를 나쁨

으로 재분류하 다.구강검진여부는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에 해 ,아니오

로 분류하 다.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는 ,아니오로 분류하 다.구강건강용품사

용여부는 치실,치간칫솔,양치용액(구강세정액), 동칫솔,기타( 클리 ,임 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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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칫솔,틀니 리용품)의 사용여부를 이용하 다.

구강건강상태 변수로는 치아우식증,치주질환,보철치료 필요여부를 사용 하 다.

치아우식증은 치료필요 변수를 이용하여 구강검사를 수행한 모든 치아 에서 제3

구치를 제외한 후,1치면 처치필요(=1),2치면 이상 처치필요(=2),인조치 수복필

요(=3),치수치료 수복필요(=5),우식으로 인한 치아발거필요(=6),기타 치료 필

요(=7)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치아우식증이 있는 것으로 재분류하 다.치주

질환은 출 치주조직(=1),치석형성치주조직(=2),천치주낭 형성치주조직(=3),심치

주낭형성치주조직(=4)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추질환이 있는 것으로 분

류하 다.보철치료 필요 여부는 상·하악 고정성가공의치 필요(≥1),국소의치 필요

(=1)나 총의치 필요(=2)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

하 다.

C.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21.0(SPSSInc.,Chicago,IL,USA)을

이용하 으며, 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학 특성을 악하기 해 교차분석

(χ²-검정)하 고, 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일반 건강특성과 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를 교차분석(χ²-검정)하 다. 상자의 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와

구강건강상태의 차이를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구강건강

행태에서 ModelⅠ은 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여부,고 압 유병여부,당뇨병 유병여부,이상지 증 유병

여부, 염 유병여부,심뇌 질환 유병여부,암 질환 유병여부를 보정하 고,

구강건강상태에서 ModelⅠ은 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여부,고 압 유병여부,당뇨병 유병여부,이상지

증 유병여부, 염 유병여부,심뇌 질환 유병여부,암 질환 유병여부를 보정하

으며,ModelⅡ는 ModelⅠ의 변수에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구강검진여부,어제

하루 칫솔질여부,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를 추가하여 보정하 다.본 연구의 유의

수 은 P<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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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연구 상자의 거주 지역별 특성분포

1.거주지역에 따른 인구학 특성

18세 이상 성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학 특성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교육수 은 졸 이하가 도시는 16.6%,도시지역은 18.8%,농 지역은

35.9%로 교육수 이 낮은 경우가 농 지역이 높았다(P<0.001).소득수 의 경우도

하 인 1사분 가 도시의 경우 20.3%,도시지역 20.7%에 비해 농 지역이 30.0%

로 높았으며,상 인 4사분 는 도시의 경우 33.8%,도시지역 23.7%,농 지역은

19.8% 낮았다(P<0.001).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도시는 79.0%,

도시지역은 85.6%,농 지역은 88.7%로 높았고(P<0.001),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도시는 55.4%,도시지역은 54.3%,농 지역은 60.1%로 농 지역이 높았

다(P=0.003).성별,연령,건강보험종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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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도시 도시 농 P-값

성별

남 573(40.6) 443(40.5) 722(40.8) 0.982

여 838(59.4) 651(59.5) 1,046(59.2)

연령(세)

≤40 465(32.0) 382(32.4) 593(36.2) 0.080

41-64 607(44.5) 481(43.7) 695(43.7)

≥65 367(23.4) 308(23.9) 375(20.2)

교육수

졸 이하 236(16.6) 206(18.8) 634(35.9) <0.001

졸 132(9.4) 116(10.6) 227(12.8)

고졸 495(35.1) 410(37.5) 545(30.8)

졸 이상 548(38.9) 362(33.1) 362(20.5)

소득수

1사분 282(20.3) 223(20.7) 540(30.0) <0.001

2사분 300(21.6) 299(27.7) 485(27.7)

3사분 337(24.3) 317(27.9) 395(22.5)

4사분 492(33.8) 255(23.7) 348(19.8)

배우자유무

유 1,115(79.0) 937(85.6) 1,569(88.7) <0.001

무 296(21.0) 157(14.4) 199(11.3)

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 1,379(97.7) 1,063(97.2) 1,713(96.9) <0.349

의료 여 32(2.3) 31(2.8) 55(3.1)

직업유무

유 630(44.6) 500(45.7) 706(39.9) 0.003

무 781(55.4) 594(54.3) 1,062(60.1)

계 1,411(100.0) 1,094(100.0) 1,768(100.0)

표 1.거주지역에 따른 인구학 특성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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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주지역에 따른 일반 건강특성

거주지역에 따른 성인의 일반 건강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재

흡연 여부는 도시 19.3%,도시지역 20.9%,농 지역 17.2%로 도시지역이 높았으

며(P=0.040),걷기 실천 여부는 도시 33.1%,도시지역 17.6%,농 지역 23.0%로

도시지역이 높았다(P<0.001).고 압 유병 여부는 도시,도시,농 지역이 각각

31.0%,37.7%,29.2%로 도시지역이 높았고(P<0.001),당뇨병 유병 여부는 도시

9.0%,도시 15.2%,농 지역 11.0%로 도시지역이 높았다(P<0.001).이상지 증 유

병 여부는 도시 13.3%,도시 14.2%,농 지역 18.4%로 농 지역이 높았다

(P<0.001). 염 유병 여부는 도시35.0%,도시18.0%,농 지역 13.5%로 도시

가 가장 높았다(P<0.001).심뇌 질환 유병 여부는 도시 10.1%,도시3.9%,농

지역 5.6%로 도시가 높았다(P<0.001).암 유병 여부는 도시1.1%,도시6.0%,

농 지역 7.7%로 농 지역이 높았다(P<0.001). 재 음주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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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도시 도시 농 P-값

재 음주 여부

722(55.4) 548(54.8) 1,057(55.5) 0.938

아니오 601(44.6) 539(45.2) 806(44.5)

재 흡연 여부

273(19.3) 229(20.9) 304(17.2) 0.040

아니오 1,138(80.7) 865(79.1) 1,464(82.8)

걷기 실천 여부

467(33.1) 193(17.6) 406(23.0) <0.001

아니오 944(66.9) 901(82.4) 1,362(77.0)

고 압 유병 여부

있음 438(31.0) 412(37.7) 517(29.2) <0.001

없음 973(69.0) 682(62.3) 1,251(70.8)

당뇨병 유병 여부

있음 127(9.0) 166(15.2) 195(11.0) <0.001

없음 1,284(91.0) 928(84.8) 1,573(89.0)

이상지 증 유병 여부

있음 188(13.3) 155(14.2) 325(18.4) <0.001

없음 1,223(86.7) 939(85.8) 1,443(81.6)

염 유병 여부

있음 494(35.0) 197(18.0) 238(13.5) <0.001

없음 917(65.0) 897(82.0) 1,530(86.5)

심뇌 질환 유병 여부

있음 142(10.1) 43(3.9) 99(5.6) <0.001

없음 1,269(89.9) 1,051(96.1) 1,669(94.4)

암 유병 여부

있음 15(1.1) 66(6.0) 136(7.7) <0.001

없음 1,396(98.9) 1,028(94.0) 1,632(92.3)

표 2.거주지역에 따른 일반 건강특성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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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도시 도시 농 P-값

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

좋음 224(15.9) 141(12.9) 214(12.1) 0.008

나쁨 1,187(84.1) 953(87.1) 1,554(87.9)

구강검진여부

384(27.2) 288(26.3) 351(19.9) <0.001

아니오 1,027(72.8) 806(73.7) 1,417(80.1)

어제 하루 칫솔질여부

1,401(99.3) 1,085(99.2) 1,739(98.4) 0.026

아니오 10(0.7) 9(0.8) 29(1.6)

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

773(54.8) 590(53.9) 706(39.9) <0.001

아니오 638(45.2) 504(46.1) 1,062(60.1)

3.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거주지역에 따른 성인의 구강건강행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구강검진여부,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도시

15.9%,도시지역 12.9%,농 지역 12.1%로 농 지역이 낮았다(P=0.008).구강검진

여부는 검진을 한 경우가 도시 27.2%,도시지역 26.3%,농 지역이 19.9%로 농

지역이 가장 낮았다(P<0.001).어제 하루 칫솔질 실천은 도시,도시,농 지역

이 각각 99.3%,99.2%,98.4%이었고(P=0.026),구강건강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 54.8%,도시지역 5.9%,농 지역 39.9%로 농 지역이 가장 낮았다(P<0.001).

표 3.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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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도시 도시 농 P-값

치아우식증

유 444(31.5) 321(29.3) 619(35.0) 0.005

무 967(68.5) 773(70.7) 1,149(65.0)

치주질환

유 915(64.8) 795(72.7) 1,416(80.1) <0.001

무 496(35.2) 299(27.3) 352(19.9)

보철치료 필요여부

필요함 171(12.1) 157(14.4) 291(16.5) 0.003

필요 없음 1,240(87.9) 937(85.6) 1,477(83.5)

4.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거주지역에 따른 성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치아우식

증,치주질환,보철치료 필요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치아우식증

이 있는 경우는 도시 31.5%,도시지역은 29.3%,농 지역은 35.0%로 농 지역이

높았고(P=0.005),치주질환이 있는 경우도 도시는 64.8%,도시지역은 72.7%,농

지역은 80.1%로 농 지역이 높았다(P<0.001).보철치료 필요여부는 도시,도시,

농 지역이 각각 12.1%,14.4%,16.5%로 농 지역이 높았다(P=0.003).

표 4.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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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Crude ModelⅠ

*

OR(95%신뢰구간) OR(95%신뢰구간)

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 도시 1.00 1.00

도시
0.78(0.62-0.98) 0.88(0.67-1.15)

농
0.73(0.60-0.89) 0.75(0.59-0.96)

구강검진여부 도시 1.00 1.00

도시
0.96(0.80-1.14) 1.05(0.86-1.27)

농
0.66(0.56-0.78) 0.88(0.73-1.06)

어제 하루 칫솔질여부 도시 1.00 1.00

도시
0.86(0.35-2.13) 0.98(0.38-2.56)

농
0.43(0.21-0.88) 0.84(0.37-1.89)

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 도시 1.00 1.00

도시
0.97(0.82-1.13) 1.02(0.86-1.22)

농
0.55(0.48-0.63) 0.75(0.63-0.88)

B.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의 비차

비

1.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의 비차비

도시 지역을 기 으로 구강건강행태에 한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

을 보정한 후(ModelⅠ),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에 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도시에 비해 농 이 0.75(0.59-0.96)이었다.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에 한 비차비

(95% 신뢰구간)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 지역이 0.75(0.63-0.88)이었다.구강검진

여부,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의 비차비

*
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여부,고

압 유병여부,당뇨병 유병여부,이상지 증 유병여부, 염 유병여부,심뇌 질환 유병여부,

암 질환 유병여부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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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상태 구분
Crude ModelⅠ

*
ModelⅡ

**

OR(95%신뢰구간) OR(95%신뢰구간) OR(95%신뢰구간)

치아우식증 도시 1.00 1.00 1.00

도시
0.90(0.76-1.07) 0.87(0.73-1.05) 0.88(0.73-1.05)

농
1.17(1.01-1.36) 1.10(0.94-1.30) 1.11(0.94-1.31)

치주질환 도시 1.00 1.00 1.00

도시
1.44(1.21-1.71) 1.43(1.15-1.77) 1.42(1.14-1.76)

농
2.18(1.86-2.56) 1.96(1.61-2.38) 1.97(1.62-2.41)

보철치료 도시 1.00 1.00 1.00

필요여부 도시
1.22(0.96-1.53) 1.16(0.90-1.48) 1.16(0.90-1.48)

농
1.43(1.17-1.75) 1.30(1.03-1.63) 1.27(1.01-1.60)

2.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의 비차비

도시 지역을 기 으로 구강건강상태에 한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

을 보정 후 (ModelⅠ),치주질환에 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도시에 비해 도

시지역이 1.43(1.15-1.77)이었고,농 지역이 1.96(1.61-2.38)이었다.보철치료 필요여

부에 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도시에 비해 농 지역이 1.30(1.03-1.63)이었

다.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구강건강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Model

Ⅱ),치주질환,보철치료 필요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치주질환

에 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도시에 비해 도시지역이 1.42(1.14-1.76)이었고,

농 지역의 비차비(95% 신뢰구간)는 1.97(1.62-2.41)이었다.보철치료 필요여부에

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도시에 비해 농 지역이 1.27(1.01-1.60)이었다.치

아우식증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의 비차비

*
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여부,고

압 유병여부,당뇨병 유병여부,이상지 증 유병여부, 염 유병여부,심뇌 질환 유병여부,

암 질환 유병여부를 보정함.
**
ModelⅠ의 변수에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구강검진여부,어제 하루 칫솔질여부,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를 추가하여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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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분포와 사회경제 수 의 차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자

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한 희소성 근성 등의 차이,물리 ,사회 고

립 등을 유도함으로써 궁극 으로 건강수 의 지역 간 차이를 래하게 되었다(최

희와 신윤희,1991;Wilcox등,2000;Rosenthal과 Fox,2000).지역 간의 건강수

의 격차는 개인 간 건강수 의 격차 못지않게 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남희 등,

2012).그러나 지역 간 건강 수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 히 진행되

어 왔으나,국내의 경우 일부 한정된 지역의 건강행태와 건강수 을 비교하고자 하

는 연구가 부분으로 범 한 지역의 건강수 을 비교하고자 한 연구는 드물다

( 종덕 등,2013).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행

태와 구강건강 상태 차이를 비교하고자 수행하 다.

본 연구결과,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인구학

특성(성별,연령,교육수 ,소득수 ,결혼상태)과 일반 건강특성( 재 음주 여부,

재 흡연 여부,걷기 실천 여부,고 압,당뇨병,이상지 증, 염,심뇌 질

환,암 질환 유병 여부)을 보정한 후,본인 인지 구강건강 상태,구강검진 여부,어

제 하루 칫솔질 여부,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를 악한 결과,농 지역의 본인 인

지 구강건강 상태에서 도시에 비해 농 의 비차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OR,0.75;95% CI,0.59-0.96),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에서도 도시에 비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OR,0.75;95% CI,0.63-0.88).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구강건강 행태특성(본인 인지 구강건강 상태,구강검진 여부,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을 모두 보정한 후 치아우식증,치주질환,보

철치료 필요여부를 악한 결과 도시에 비해 농 지역의 치주질환 비율이 높고

(OR,1.97;95% CI,1.62-2.41),보철치료 필요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27;

95% CI,1.01-1.60).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에서는 농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비

해 낮은 사용률을 보 으며,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도 농 지역에서의 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의 비차비는 유의하게 낮았다.서은주 등

(2003)의 우리나라 일부지역(서울, 구, ,경기,충남,경북)의 보조구강 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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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사용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도시와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득수 이

높거나 간정도일 경우에는 사용율이 비슷하 고,농어 지역 거주자와 소득수

이 낮을 경우에 사용율이 비교 낮았다.비록 이 연구는 일부지역에 한정된 연구

지만,본 연구의 우리나라 체 성인을 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용품

사용율을 비교한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

지역 간 구강건강 수 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명희와 조 태(2007)는 서울

의 25개 구의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통증과 치과서비스 이용의 지역 편차에

해 조사하 다.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 수 이나 치과 병의원 수 같은

지역 수 의 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박희정(2010)의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8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건강 불평

등에 한 연구에서 성별,연령,구강건강의식 행태 변수와 사회경제 지 의

향력을 함께 고려한 후,구강치료 필요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농어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구강치료가 필요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42배 높게

나타났다.최연희 등(2009)은 200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 126개 시군

구를 상으로 지역의 사회 환경 특성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자료에서 사회 환경요인(개별 시군구별 2000년도 인구

수,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승용차 보유 수,제조업 생산액,병의원 수)을 수집

하 고,연령구조 사회경제 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 소도시,군지역

의 구강건강 수 을 악하기 해 구강건강지표 자료와 시군구의 사회경제 지

표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 도시에 비해 소도시,군 지

역으로 갈수록 구강건강 수 이 나빠졌고, 도시에 비해 군 지역에서 지역사회 치

주지수(CommunityPeriodontalIndex:CPI)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 보철 필요

율 한 군지역이 높다고 보고하 다.이는 사용한 변수가 서로 달라 직 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으나, 도시,도시,농 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정선 등(2010)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

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요인에 의한 치주상태를 비교하 다.이 연구에서 지

역을 도시, 소도시,농어 으로 구분하 고,다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요인

과 치주상태와의 련성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치주염 유병률은 지역 요인과

의 련성에서는 농어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경제 요인,주 건

강인식,건강 련행동, 신질환 유무의 혼란 변수를 보정한 결과 소도시에서 높

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치주상태가 거주 지역 요인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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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이는 본 연구의 농 지역의 치주질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치주질환에 향을 수 있는 련요인에 한 추가분석을 통해 한

해석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자 등(2012)의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건강

수 행태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도별 치아건강 수 에서 2006년도의 경

우 치아우식증,치주질환 수와 치아치료 필요 수,보철물 필요 수에서 도시에 비

해 농어 의 경우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을 도시,

소도시,농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도 인구학 특성,일

반 건강특성,구강건강 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 도시를 기 으로 도

시지역과 농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 다.치아우식증의 비차비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지만 도시보다 농 지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 고,치주질환의 경우

도시보다 농 지역의 치주질환 비율이 높았으며,보철치료 필요율도 도시 보다

농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개인 인 사회경제

요인과 생활양식을 고려해도 거주지역이라는 요인이 구강건강수 의 차이를 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해서 개인 심의 구강건강

증진 정책과 더불어 농 지역의 구강보건 의료자원 확 와 환경개선을 한 노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실제 지역특성인 의료기 ,의료인력,의료서비스, 근성 등

을 고려하지 못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다.따라서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켜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가 추가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성인의 구강건강행태와 구강건강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시행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도시,농 지역 간의 구강건강행태와

구강건강상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역 간

구강건강 수 의 격차를 일 수 있는 세분화 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7 -

Ⅴ.요약 결론

본 연구는 거주 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와 구강건강 상태를 악하고,구강건

강 행태와 구강건강 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제 5기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으며,18세 이상 성인으

로 건강 설문조사,구강검진에 참여하여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모두 확보된 4.273

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하 다.지역의 분류는 행정지역과 동·읍면으로 구분된 거

주지역을 이용하여 ‘도시’,‘도시’,‘농 ’으로 분류하 다.

연구결과,구강건강 행태에서는 본인 인지 구강건강 상태에 한 비차비는 도

시에 비해 농 이 0.75(0.59-0.96)이었고,구강건강용품 사용여부는 농 지역의 비차

비가 0.75(0.63-0.88)이었다.구강건강 상태에서는 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 상

태를 보정 후 (ModelⅠ),치주질환에 한 비차비는 도시에 비해 도시지역이

1.43(1.15-1.77)이었고,농 지역이 1.96(1.61-2.38)이었다.보철치료 필요여부에 한

비차비는 도시에 비해 농 지역이 1.30(1.03-1.63)이었다.인구학 특성과 일반

건강특성,구강건강 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ModelⅡ),치주질환,보철치료 필

요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치주질환에 한 비차비는 도시에

비해 도시지역의 비차비가 1.42(1.14-1.76)이었고,농 지역의 비차비가 1.97(1.62-2.

41)이었다.보철치료 필요여부에 한 비차비는 도시에 비해 농 지역의 비차비

가 1.27(1.01-1.60)이었다.

결론 으로 성인의 구강건강 행태와 구강건강 상태는 이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구강건강 수 의 향상을 해서 국의 획일

인 구강보건 사업보다는 지역에 따른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거주 지역에 따

른 차이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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