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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한한한국국국 여여여성성성의의의 임임임신신신과과과 출출출산산산이이이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이 우리나라 여성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전국적인 대표성이 있는 2000년도에 수행된 출산력조사와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DMFT index와 DMFS index는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했다 . 그
러나 유산횟수의 증가에 따라 DMFT index와 DMFS index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지는 않았다 . 

2. FS-T index와 T-health index는 출산횟수와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치주상태를 나타내는 T-CPI는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했고 , 출
산횟수의 경우 0회를 제외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4. 상실치아수의 경우 출산횟수와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

5. 상관분석 결과 출산요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치아우식증 관련 변수는
DFS index였다 . 

6. DFS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가구소비수준 , 치과방문빈
도 , 치과방문이유 , 출산횟수 , T-CPI 등이 여성의 치아우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얻었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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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CPI(6분악 CPI지수 총합 )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 

출산횟수 , DFS index, 가구소비 , 연령 , 교육수준 , 치과방문빈도 등이 유의하게 여성
의 치주조직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p<0.01). 

 

8.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성의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횟수 , 가구소비 , 치과방문빈도 및 이유 , 외상경험 , 부정치과시술 등이었으며 ,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치아상실위험이 0회에 비해서 1회는 1.37배 (95% CI 

0.96-1.95, p=0.08), 2회는 1.49배(95% CI 1.06-2.10, p=0.02), 3회이상은 1.71배(95% 

CI 1.20-2.44, p=0.003) 증가했다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출산은 여성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 향후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 임신 , 출산 , 유산 , 상실치 , 포아송 , 무작위 표본추출법 , 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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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백 일 교수 ) 

정 기 호

I. I. I. I. 서서서론론론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건강수준의 불균형을 규정하는 축으로써 성
별 , 인종 , 소득과 교육수준 , 장애 , 지리적 위치 등을 들고 있으며 (DHHS, 2000),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인종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큰 문
제가 되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존재
하며 이는 구강건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규 , 2002).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실치아수도 많으며 무치악 비율도 높다 . 이러한 경향은 장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욱 현저해지지만 (Clarkson과 O'Mullane, 1983; Kirkegaard 

등 , 1987; O'Mullane 등 , 1993),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
다 . O'Mullane 등 (1993)과 Kirkegaard 등 (1987)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자주
치과를 방문하고 치료받은 치아가 더 많다는 점에서 치과서비스 접근성과 그
방문빈도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했다 . 이와는 달리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
만이 가지는 고유한 요인인 임신과 출산에서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Scheutz 등 , 2002).  

임신과 출산 , 산욕은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정상적인 생리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 생식기계 , 혈액순환기계 , 치아근골결계 , 대사작용 , 호르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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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Reeder 등 , 1987). 특히 임신
시에는 입덧으로 인한 구강위생관리 소홀 , 잦은 간식섭취 , 음식에 대한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치주 질환이나 치아우식증이 생기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지
는 취약한 시기이므로 , 마치 임신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나빠진 것처럼 오해하
기 쉽다 (권현숙 등 , 2003). 임신과 출산기의 구강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속설에
대한 연구 (진보형 등 , 2002)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후의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
에서 태아가 임산부로부터 칼슘 등의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가 82%, 출산직후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가 흔들릴 수 있다가 83%, 출산 후 1-2주간은
잇솔질을 금하는 것이 치아건강에 좋다가 31%, 임신 중에 치과치료를 받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가 71%로 나타날 정도로 임신 및 출산기의 구강관리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다 . 하지만 임신 및 출산기의 구강관리에 대한 속설을 과학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드물다 .

김 (2005)은 임신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긴장 (스트레스 )의 증가 , 악성구토 , 임
신 말기에 올수 있는 급성저혈압 , 약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선천성 기형아와의 관계 등의 네 가지를 들었다 . 그 중 오심과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케톤혈증을 막기 위해 임산부가 당분이 많은 음료나 식
사 등과 같은 발효성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어서 치아우식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 그리고 스트레스의 증가 때문에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서 구
강내 점막이 과민해지게 되고 , 감염이나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쉽게 임신성
치은염이 되며 ,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보통사람보다도 치주염으로 더
욱 빨리 진행되어 치아를 뽑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

김 등 (1991)과 가토 (1996)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위생관리에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 치아우식증이나 임신성 치은염 및 치주염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임신 중에는 임신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치은연
하의 치태 내 세균 성분이 변화한다 . 자궁속의 태아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모
체에서는 심장박출 혈액량과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간 기능과 폐활량 및
신장혈장량은 감소한다 . 이에 따라 신사구체 여과치의 저하가 나타나 긴장 , 



- 3 -

즉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구강
내 감염이 쉽게 발생되어 각종 치과질환에 쉽게 걸린다는 것이다 . 

임신과 구강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개념
적인 연구이거나 임신기에 한정된 실험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 일부
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출산횟수와 상실치아수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수행되었
다 . 

권 (1998)의 임신관련 요인과 치은염 이환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3회
이상의 분만횟수 경험자가 치석지수 , 치은염지수 , 치태지수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 임신중절횟수에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  

Christensen 등 (1998)의 자녀수와 어머니의 치아상실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
기 위한 LSADT(Longitudinal Study of Aging Danish Twins)연구에서 사회경제
적 상태와 무관하게 아이의 수가 증가할수록 잔존치아수가 감소했다 . 사회경
제적 수준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 하위계층에서는 자녀 한명 당 치아하나 , 상
위계층은 자녀 두 명당 치아하나가 감소했으나 , 남성의 경우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34쌍의 여성 쌍둥이들만 조사한 결과 자녀수가 많은 쌍둥이 여성의
치아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p<0.001). 하지만 남성 쌍둥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Halling과 Bengtsson(1989)이 Sweden Gothenburg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무치악위험이 증가했으며 , 사회경제적 상태
가 가장 낮으면서 자녀수가 많은 여성에서 무치악상태가 가장 흔했다 . 과거와
현재의 경구피임약 사용여부와 폐경여부는 잔존치아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

Rundgren과 Osterberg 등(1987)은 Sweden Gothenburg에서 1901년 , 1906년 , 

1911년에 시작된 세 종류의 출산코호트 (birth cohort)를 통해 구강건강상태와
자녀수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 세 출산코호트 모두에서 여성의 경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잔존치아수는 감소했고 무치악위험도 증가했다 .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이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무치악이 되는 시기도 빨랐고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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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수도 적었으나 ,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Scheutz 등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 횟수와 치아상실 및 치아우식 사
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으나 4-5명 이상 다출산한 여성의 경우는 그렇
지 않은 여성들보다 치주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신 및 출산과 구강건강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가 부족하고 , 환자나 임의표본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 또한 일부 변수와
상실치아수 , 잔존치아수간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 임상변수 , 인구학적
변수 , 사회경제학적 변수 , 건강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모델을 사용
한 연구는 드물며 , 한국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표본추출법
(random sampling method)으로 설계되어서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2000년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자료와 2000년 국
민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보건복지부 , 2001) 자료를 통합해서 , 

임상변수 , 인구학적 변수 , 사회경제학적 변수 , 건강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모델 하에서 출산요인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했
으며 ,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출산과 유산 여부 및 횟수에 따른 여성의 구강건강 상태를 알아본다 .

2) 출산과 유산 여부 및 횟수가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
이는지를 알아본다 .

3)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출산요인에 대해서 출산
요인 수준별 치아상실 위험을 알아본다 .



- 5 -

II. II. II. II.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1.  2.1.  2.1.  2.1.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자료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보건복지부 , 

2001) 자료를 조사구 , 거처번호 , 가구번호 , 성별 , 연령 등의 식별변수로 통합해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2000년 출산력조사와 구강건강실태
조사 자료를 통합한 경우는 1994명이었고 , 세 자료를 모두 통합한 경우는 모두
1885명이었다 (표 1).

출산력조사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70부터는 매 3년마다 시행되는 출산
력 , 피임 , 가족보건에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이다 . 출산력조사의 목적은 부
인의 임신 , 출산 ,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장단기 인구정책
의 결정에 사용하고 , 임신 및 출산행태의 변화와 부모의 취업 , 가족주기 , 자녀 양
육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해서 출산력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
등을 동시에 모색하고 , 성비불균형 및 임신중절수술 등의 사회병리실태를 파악해
서 급속한 출산력저하로 인해 향후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0년 출산력조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2000년 8월 31

일까지 조사가 시행되었고 , 조사방법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
구에서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64세의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저히 훈련
된 전문조사원들이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내용은 출생 및 가구원 , 가
족복지 등이었고 ,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신횟수 , 출산횟수 , 유산횟수 등과 같은
출산행태를 중심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출산력조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고 필요한 경우 사전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구입해서 사
용할 수 있으므로 , 본 연구를 위해서 저자는 사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허가를

1) 극히 일부 가구에서 부인을 만날 수 없어서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시어머니
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 대리응답을 받아 무응답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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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

표 1.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조사대상자 분포

출산력-실태조사 * 출산력-실태조사-의식조사 **

명 % 명 %

대도시

30세 미만 217 15.21 207 15.24

30-39세 697 48.84 673 49.56

40-49세 513 35.95 478 35.20

전체 1427 100.00 1358 100.00

중소도시

30세 미만 53 20.38 48 19.59

30-39세 112 43.08 107 43.67

40-49세 95 36.54 90 36.73

전체 260 100.00 245 100.00

농어촌

30세 미만 39 12.70 35 12.41

30-39세 111 36.16 101 35.82

40-49세 157 51.14 146 51.77

전체 307 100.00 282 100.00

전체

30세 미만 309 15.50 290 15.38

30-39세 920 46.14 881 46.74

40-49세 765 38.37 714 37.88

전체 1994 100.00 1885 100.00

* : 출산력-실태조사는 2000년 출산력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를 통합한 자료이다 .
** : 출산력-실태조사-의식조사는 2000년 출산력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 , 구강건

강의식조사자료를 모두 통합한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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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치아건강상태
와 치주조직건강상태와 의치보철상태 및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해서 실
시하여야 하고 ,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 태도와 행동 및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이러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목적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강건강지표와 구강진료필요 및 구강보건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 목표개발과 사업계획 및 구강보건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확보 등이다 .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시설
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와 섬 조사구 및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에서 총 2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시행되었다 . 조
사 시기는 2000년 6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이며 , 사전에 계량훈련
(calibration training)을 받은 전국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및 전공치과의사
로 이루어진 15개 구강검사팀이 수행하였다 . 저자는 15개의 구강건강 실태조사팀
중에서 서울과 경인지역의 팀장으로 직접 설문요원과 함께 해당 지역의 표본 조
사구를 조사하였다 . 조사 기준은 자연조명 하에서 치경 , 탐침 , 치과용 공기총 및
지역사회치주가료지수용 치주낭심측정기 (Ash pro CPITN_C, England)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 구강 내외를 전반적으로 검사한 후 ,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장과 김 , 2000) 만든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지침서 ”

에 기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와 영구치 치아상태에 대한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 구강건강의식조사는 출산력조사
원들에 의해서 구강검사 이전에 구강검사 동의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
행하였으며 , 가구소득 , 교육정도 , 직업 , 의료보장상태와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구강건강염려 , 치과방문행태 , 잇솔질 횟수 , 구강위생용품과 같은 구강보건의식행태
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

 2000년 출산력조사 조사원이 표본 조사구의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출산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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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중에 구강건강실태조사 여부를 묻고 이를 수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의식조사를 실시한 후 구강검사팀이 추후에 방문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시행하
였다 . 따라서 1차 조사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받은 가구는 추가로 조사된 가구 2)

를 제외하고는 출산력조사를 이미 받은 여성이 있는 가구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사구 , 거처번호 , 가구번호 , 성별 , 연령 등의 식별변수를 통해서 2000년 국
민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자료와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해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 연구 자료를 합칠 때 조사 당
시에 임신 중이었던 여성의 경우 구강위생상태가 나빠서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2.2. 2.2. 2.2. 2.2.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2.2.1. 2.2.1. 2.2.1. 2.2.1. 연연연구구구에에에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변변변수수수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 , 사회경제학적 변수 , 구강건강상태 변수 , 구강보건
의식행태 변수와 출산관련 변수가 포함되었다 (표 2).

인구학적 변수의 연령은 출산력 조사에서 사용된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가구소비 3), 교육정도 , 의료보장상태를 조사하였다 . 가구
소비는 99만원 이하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 교
육수준은 초등학교졸 이하 , 중학교졸 이하 , 고등학교졸 이하 , 대학 이상으로 구분
하였으며 , 의료보장상태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로 치아우식증 , 치주질환을 이용하였으며 , 구
강병 이외의 다른 원인 등으로 발거되는 비율이 높은 제3대구치는 제외하고 분석

2)각 조사구마다 최소할당 조사가구수를 정한 후,해당지역 조사팀이 그 가구수만큼 조사를 완료하
지 못한 경우 조사대상 지역에서 원을 넓히듯이 가장 인접한 가구부터 가구수를 채울 때까지 추
가조사가 수행되었다.

3)가구소비와 함께 가구소득도 조사되었으나,상실치아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가구소비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지만 가구소득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가구소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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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치아우식증의 경우 통합된 자료를 이용해서 상실치면수 및 치아수 , 발거
대상치면수 및 치아수 , 충전치면수 및 치아수 , 건전치면수 및 치아수 , DMFT 및
DMFS, FS-T index4), T-health index5) 등의 변수를 계산해서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 

다변량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출산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DFS index(영구치우식충전치면지수 , 이하 DFS)를 사용하였다 . 치주상태의 경우 다
변량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6분악 CPI(Community Periodontal Index) 점수를
합산한 T-CPI6)(Total Sum of Community Periodontal Index, 이하 T-CPI) 변수를 새
롭게 정의해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 다변량분석시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각 질환이나 상태별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독립변수를 하
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 

구강보건의식행태 변수로는 치과방문기간 , 치과방문이유 , 총 잇솔질 횟수 , 간식
섭취빈도 , 악안면외상경험 , 부정치과시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치과방문기간은 1

년 미만 , 1-2년 미만 , 2-5년 미만 , 5년 이상 치과방문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 

치과방문이유는 정기적 검진 및 스케일링이나 예방진료 등의 예방적 목적의 치과
방문과 증상 치료를 위한 치과방문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 총 잇솔질 횟수 7)는
0-1회 , 2회 , 3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 간식섭취빈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횟수를 0회 , 1회 , 2-3회 , 4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 그 외 악안면외상경
험과 부정치과시술은 그 경험여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 흡연여부는 현재흡연여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출산요인은 출산횟수 , 유산횟수 8)와 출산과 유산을 합한 총임신횟수를 0회 , 1회 , 

2회 , 3회이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였으며 , 현재 피임 실시여부도 사용하였다 .     

4) Sheiham이 DMFT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지수중 하나로 건강한 치아
와 처치치아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기능치아(functioningteeth)의 개념에 의해서 건강한 치아수
와 충전치아수를 합산한 값으로,0-32까지의 값을 가진다.

5) Sheiham이 DMFT 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두 번째 지수로
T-Health(Tissuehealth)이다.T-Health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건강한 치아는 4점,충전치아에는 2
점,우식치아에는 1점,상실치아에는 0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전체 치아들의 값을 합산한
값으로,0-128까지의 값을 가진다.

6)CPI지수는 연속형 변수가 아닌 명목형 변수이므로 그대로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에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종속변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6분악 CPI점수를 합한 T-CPI라
는 연속형 변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연구에 사용하였다.

7) 총잇솔질 횟수는 0회로 응답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해서 0-1회,2회,3회이상으로 구분하였다.
8) 유산횟수는 자연유산횟수와 인공유산(임신중절)횟수를 모두 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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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

범주 변수 측정기준

인구학적
요인

연령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지역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사회경제
학적요인

가구총소비 100만원 미만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만원 이상
교육정도 초등이하 , 중등이하 , 고등이하 , 대학이상

의료보장상태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호

구강보건
의식행태

치과방문시기 1년 미만 , 1-2년 미만 , 2-5년 미만 , 5년 이상

최근치과방문시
받은 진료

예방적 목적의 치과방문
(검진 , 예방 , 정기적 스케일링 )

증상치료를 위한 치과방문
(신경치료 , 충전치료 , 치주치료 , 사랑니 , 발치 , 

고정성의치 , 틀니제작 및 수리 등 증상치료 )

잇솔질횟수 0-1회 , 2회 , 3회이상
간식섭취빈도 0회 , 1회 , 2-3회 , 4회이상
악안면외상경험 있음 , 없음
부정치과시술경험 있음 , 없음

흡연여부 현재 흡연 , 현재 비흡연

구강
건강상태

치주상태 전체 6분악 CPI 점수를 합산한 T-CPI

상실치 발거대상치를 포함하지 않은 상실치
우식경험치 DMFT, DMFS, FS-T, T-health, DFS index

출산
관련변수

총임신횟수 0회 , 1회 , 2회 , 3회이상
출산횟수 0회 , 1회 , 2회 , 3회이상
유산횟수 0회 , 1회 , 2회 , 3회이상

현재피임실천여부 시행 ,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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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2.2. 2.2.2. 2.2.2.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서서서 가가가정정정한한한 가가가설설설

사고나 외상 , 악안면 수술 , 교정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치아를 발거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아상실의 원인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 . 따라서
출산요인이 여성의 치아상실에 영향을 끼침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자는 출산요인
이 치아상실의 가장 주된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보인 후 , 출산요인이 치아상실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설 1: 출산요인이 치아우식증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

가설 2: 출산요인이 치주질환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

가설 3: 가설 1과 2를 만족 시에 , 출산요인이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다 .   

그림 1. 연구가설의 개요

치아상실치아상실치아상실치아상실출산관련변수출산관련변수출산관련변수출산관련변수

치아우식치아우식치아우식치아우식

치주질환치주질환치주질환치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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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2.3. 2.2.3. 2.2.3. 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과과과정정정

본 연구는 총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구 , 거
처번호 , 가구번호 , 성별 , 연령 등의 식별변수를 통해서 2000년 출산력조사와 2000

년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자료를 통합하였다 . 두 번째 단계에서
는 2000년 출산력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한 1994명을 대상으로 임
신 , 출산 및 유산횟수와 그 여부에 따른 치아우식증 , 치주질환 , 치아상실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 one-way ANOVA와 Tukey 다중비교를 통해서 출산요인들 간
의 수준별 차이를 구하고 , 출산요인과 구강건강상태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2000년 출산력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 , 구강건강의식조사 자
료를 모두 통합한 188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식조사의 변수들이 고려된 포괄
적 모형 하에서 다중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2). 

1111단단단계계계
⇨⇨⇨⇨

2222단단단계계계
⇨⇨⇨⇨

3333단단단계계계
자자자료료료 병병병합합합 단단단순순순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다다다변변변량량량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2000년 출산력
조사

출산요인 및
구강상태요인 기술통계

치아우식요인 :

다중회귀분석
++++ � �

2000년
구강건강의식조사

출산요인에 따른
구강상태요인 분산분석

치주질환요인 : 

다중회귀분석
+ + + + � �

2000년
구강건강실태조사

출산요인과 구강상태요인
상관분석 : 다변량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 선정

상실치아수 : 

포아송 회귀분석
�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 다변량분석에
사용될 독립변수 선정

그림 2. 연구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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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2.4. 2.2.4. 2.2.4. 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1 통계패키지 (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으며 ,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 및 출산관련요인 , 구강건강상태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총임신
횟수 , 출산횟수 , 유산횟수 등에 따라 여성의 구강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연령그룹별로 one-way ANOVA와 Tukey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 

2) 치아우식증 , 치주질환을 대표하는 지수들 중 임신 및 출산관련요인들과 유
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를 찾아서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위
해서 연령을 보정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경제학적 요인 , 구강보건의식행태 , 임신 및 출산관
련요인 등과 DFS, T-CPI, 상실치아수 와의 관련성을 보기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
하고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수 특성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Poisson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변
수들의 유의성과 그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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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과과과

3.1. 3.1. 3.1. 3.1.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별별별 분분분포포포

연구대상자 수는 총 1994명이었고 그중 30세 미만이 309명 , 30-39세가 902명 , 

40-49세가 765명이었다 . 총임신횟수는 전체에서 3회이상이 1179명으로 가장 많았
고 0회는 50회로 가장 적었다 . 출산횟수는 전체에서 2회가 1183명으로 가장 많았
고 0회가 70명으로 가장 적었다 . 유산횟수는 전체에서 0회가 856명으로 가장 많았
고 3회이상이 202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출산요인에 따른 연령별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명 % 명 % 명 % 명 %

총
임신
횟수

 0회 34 68.00 10 20.00 6 12.00 50 100.00

1회 104 49.29 73 34.60 34 16.11 211 100.00

2회 111 20.04 290 52.35 153 27.62 554 100.00

3회이상 60 5.09 547 46.40 572 48.52 1179 100.00

출산
횟수

 0회 43 61.43 15 21.43 12 17.14 70 100.00

1회 135 38.79 141 40.52 72 20.69 348 100.00

2회 121 10.23 632 53.42 430 36.35 1183 100.00

3회이상 10 2.54 132 33.59 251 63.87 393 100.00

유산
횟수

 0회 215 25.12 381 44.51 260 30.37 856 100.00

1회 67 11.63 268 46.53 241 41.84 576 100.00

2회 22 6.11 182 50.56 156 43.33 360 100.00

3회이상 5 2.48 89 44.06 108 53.47 202 100.00

전체 309 15.50 920 46.14 765 38.37 199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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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3.2. 3.2.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3.2.1. 3.2.1. 3.2.1. 3.2.1.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DMFT DMFT DMFT DMFT indexindexindexindex

총임신횟수에서 DMFT값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DMFT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 전체연령에서 0회와 3회이상과 1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나 (p<0.05),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출산횟수의 경우 30세미만의 1회와 2회
를 제외하고는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DMFT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 전체연
령에선 0회와 2회 , 0회와 3회이상 , 1회와 3회이상에서 유의했으나 (p<0.05), 연령별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유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DMFT값이 증가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 전체연령에서 0회와 2회에서 유의한 차이를 , 40대에선 0회와 2회 , 2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임신여부의 경우 전체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5), 출산여부와 유
산여부는 전체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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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산요인과 연령에 따른 DMFT index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3.45 3.90 4.17 3.22 3.71 0.85 3.58
c

3.51

1회 4.23 3.43 3.60 3.36 5.10 3.55 4.13
e

3.45

2회 4.90 4.04 4.35 3.76 4.81 3.22 4.59 3.68

3회이상 3.53 3.89 4.57 3.43 5.37 3.59 4.86 3.56

출산
횟수

 0회 3.56 3.93 3.74 2.93 2.93 1.92 3.52
bc

3.44

1회 4.39 3.45 3.85 3.41 5.06 3.34 4.30
e

3.43

2회 4.23 4.09 4.51 3.61 5.22 3.63 4.72 3.69

3회이상 6.24 4.74 4.64 3.29 5.42 3.39 5.16 3.40

유산
횟수

 0회 4.37 3.95 4.23 3.64 4.79
b

3.10 4.41
b

3.57

1회 4.43 3.37 4.49 3.55 5.19 3.62 4.75 3.57

2회 2.67 3.82 4.72 3.41 6.15
f

3.98 5.14 3.81

3회이상 2.80 3.29 4.34 3.25 4.95 3.29 4.60 3.28

임신여부
없음 3.45 3.90 4.17 3.22 3.71 0.85 3.58* 3.51

있음 4.36 3.81 4.41 3.54 5.24 3.52 4.69 3.59

출산여부
없음 3.56 3.93 3.74 2.93 2.93* 1.92 3.52** 3.44

있음 4.37 3.81 4.42 3.54 5.26 3.52 4.71 3.59

유산여부
 없음 4.37 3.95 4.23 3.64 4.79* 3.10 4.41** 3.57

있음 3.93 3.54 4.54 3.45 5.43 3.69 4.84 3.60

전체 4.24 3.83 4.41 3.53 5.23 3.51 4.65 3.59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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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2. 3.2.2. 3.2.2.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DMFS DMFS DMFS DMFS indexindexindexindex

총임신횟수에서 DMFS값은 30세미만의 3회이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횟수가
증가할수록 DMFS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전체연령에서 0회와 2회 , 0회와 3

회이상과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유의하였고 (p<0.05), 연령별로는
30대미만의 경우 0회와 2회에서 , 30대에서는 1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p<0.05). 출산횟수에서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DMFS값이 증가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고 , 전체연령에선 0회와 1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했으나
(p<0.05),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지 않았다 . 유산횟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DMFS값의 뚜렷한 증가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 전체연령에서 0회와 1회 , 

0회와 2회에서 , 40대에선 0회와 2회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임신여부와 출산여부는 전체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30세
미만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유산여부는 전체연령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p<0.05),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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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산요인과 연령에 따른 DMFS index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6.91
b

8.29 10.43 6.79 10.63 3.07 7.72
bc

7.66

1회 9.07 8.94 8.37
e

9.02 16.75 11.74 9.85
e

9.84

2회 11.49 11.59 10.78 11.43 15.27 11.75 12.04
f

11.68

3회이상 8.19 8.99 12.46 11.10 17.96 14.00 14.67 12.86

출산
횟수

 0회 7.12 8.24 8.42 6.52 10.05 6.60 7.69
bc

7.62

1회 9.43 8.94 9.44 10.23 14.84 11.28 10.38
de

10.18

2회 10.41 11.56 11.88 11.33 16.84 13.36 13.37
f

12.37

3회이상 12.40 10.10 12.75 10.87 19.48 14.22 16.86 13.39

유산횟수

 0회 9.78 10.63 10.55 10.93 15.88
b

12.03 11.65
ab

11.46

1회 9.68 8.51 12.00 11.29 17.49 13.84 13.75 12.51

2회 6.69 8.61 13.00 11.43 19.88 14.96 15.29 13.53

3회이상 6.69 7.92 11.55 9.97 16.34 13.30 13.82 12.07

임신
여부

없음 6.91* 8.29 10.43 6.79 10.63 3.07 7.72** 7.66

있음 9.89 10.18 11.55 11.11 17.34 13.50 13.29 12.35

출산여부 없음 7.12* 8.24 8.42 6.52 10.05 6.60 7.69** 7.62

있음 9.95 10.24 11.60 11.13 17.40 13.52 13.35 12.37

유산여부  없음 9.78 10.63 10.55* 10.93 15.88 12.03 11.65* 11.46

있음 8.83 8.54 12.26 11.13 17.98 14.11 14.24 12.77

전체 9.49 10.04 11.54 11.07 17.30 13.46 13.10 12.29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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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2.3. 3.2.3. 3.2.3.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FS-T FS-T FS-T FS-T indexindexindexindex

총임신횟수에 따른 FS-T index 값은 대체로 총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고 , 전체연령에서 0회와 3회이상과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출산횟수
의 경우 전체연령에서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0회
와 3회이상 ,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p<0.05), 연
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유산횟수는 전체 연령에서 횟수가 증가할
수록 그 값이 감소했으며 0회와 3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연령별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임신여부와 출산여부 , 유산여부 모두에서 전체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임신 및 출산여부 p<0.05, 유산여부 p<0.01)(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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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출산요인과 연령에 따른 FS-T index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30.58 4.06 29.06 4.63 26.12 4.29 30.05
c

4.33

1회 30.31 4.01 29.77 3.59 26.44 5.96 29.62
e

4.43

2회 30.58 4.13 30.04 4.39 27.55 5.05 29.56
f

4.68

3회이상 29.94 4.28 29.28 4.25 26.94 5.28 28.27 4.92

출산
횟수

 0회 30.65 4.16 29.36 3.92 25.94 3.07 29.88
c

4.23

1회 30.58 4.10 29.63 3.88 27.66 5.42 29.70
de

4.44

2회 29.84 3.97 29.65 4.33 27.36 5.35 28.90
f

4.82

3회이상 33.17 4.48 29.05 4.33 26.21 5.08 27.43 5.04

유산횟수

 0회 30.40 4.06 29.86 4.27 27.02 5.01 29.31
c

4.65

1회 30.94 3.81 29.23 4.55 27.18 5.16 28.70 4.91

2회 28.62 5.09 29.44 3.81 27.51 5.56 28.60 4.79

3회이상 29.81 2.83 29.56 4.15 26.10 5.58 27.82 5.21

임신
여부

없음 30.58 4.06 29.06 4.63 26.12 4.29 30.05* 4.33

있음 30.35 4.11 29.57 4.26 27.04 5.27 28.82 4.84

출산여부
없음 30.65 4.16 29.36 3.92 25.94 3.07 29.88* 4.23

있음 30.33 4.09 29.57 4.27 27.05 5.29 28.82 4.85

유산여부
 없음 30.40 4.06 29.86 4.27 27.02 5.01 29.31** 4.65

있음 30.33 4.20 29.36 4.24 27.05 5.39 28.51 4.93

전체 30.38 4.10 29.57 4.26 27.04 5.26 28.86 4.83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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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2.4. 3.2.4. 3.2.4.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T-health T-health T-health T-health indexindexindexindex

총임신횟수에 따른 T-health index 값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전체연령에서 0회와 3회이상 ,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이상 사이에서 유
의하였으나 (p<0.05), 연령별로는 30대에서 2회와 3회이상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p<0.05). 출산횟수의 경우 전체연령에서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고 0회와 1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했으나 (p<0.05), 연령별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유산횟수는 전체 연령에서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
소했으며 0회와 1회 , 0회와 2회 , 0회와 3회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임신여부와 출산여부는 전체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유산
여부는 전체연령과 30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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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산요인과 연령에 따른 T-health index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116.72 12.47 110.26 13.62 103.77 17.25 114.84
c

13.72

1회 115.68 11.92 114.24 11.97 99.98 20.10 113.11
e

14.54

2회 115.29 12.92 113.73
f

14.11 104.50 18.25 111.85
f

15.72

3회이상 114.83 13.42 110.87 14.34 101.59 19.40 106.94 17.58

출산
횟수

 0회 116.96 12.33 112.39 12.06 102.56 12.86 114.50
bc

13.21

1회 116.08 12.18 113.57 13.27 104.69 18.25 113.10
de

14.63

2회 113.72 13.23 112.00 14.20 103.01 19.34 109.19
f

16.75

3회이상 123.67 6.47 110.53 14.96 99.38 19.32 104.08 18.57

유산횟수

 0회 115.49 12.36 113.37 13.85 102.79 18.34 111.36
abc

15.84

1회 117.02 11.54 110.58 15.62 102.08 19.41 108.28 17.70

2회 110.74 17.38 111.34 12.67 102.65 19.60 107.79 16.78

3회이상 118.19 6.89 112.46 13.20 100.10 20.21 106.39 18.28

임신
여부

없음 116.72 12.47 110.26 13.62 103.77 17.25 114.84** 13.72

있음 115.34 12.62 112.10 14.15 102.12 19.21 109.17 16.95

출산여부
없음 116.96 12.33 112.39 12.06 102.56 12.86 114.50** 13.21

있음 115.25 12.64 112.07 14.18 102.13 19.28 109.12 16.99

유산여부
 없음 115.49 12.36 113.37* 13.85 102.79 18.34 111.36** 15.84

있음 115.61 13.18 111.15 14.29 101.82 19.62 107.80 17.52

전체 115.53 12.59 112.08 14.14 102.14 19.19 109.36 16.91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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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5. 3.2.5. 3.2.5.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T-CPIT-CPIT-CPIT-CPI

총임신횟수에서 T-CPI(6분악 CPI 총합 )는 전체 연령에서는 1회와 2회 , 1회와 3

회이상 , 2회와 3회이상에서 유의했으나(p<0.05),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출산횟수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는 0회와 3회이상 , 1회와 2회 , 1회와 3회이상 , 2회
와 3회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연령별로는 30대에서는 1회와 2

회 , 1회와 3회이상에서 , 40대에서는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 이상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p<0.05). 유산횟수는 전체 연령에서는 0회와 1회 , 0회와 3회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임신여부와 출산여부의 경우 전체 연령과 각 연령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
다 . 유산여부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각 연령별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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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출산요인과 연령에 따른 T-CPI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4.40 4.34 4.99 2.82 4.65 2.17 4.52 3.82

1회 3.83 3.57 4.11
e

3.69 4.63 3.63 4.03
de

3.62

2회 4.19 4.14 5.22 4.19 6.11 3.89 5.19
f

4.15

3회이상 4.67 4.21 5.44 4.19 6.47 4.30 5.85 4.28

출산
횟수

 0회 4.48 4.13 5.66 3.59 6.28 3.55 4.91
c

3.94

1회 3.75 3.66 4.28
de

3.73 5.66
e

3.99 4.29
de

3.81

2회 4.52 4.27 5.34 4.23 5.82
f

4.18 5.41
f

4.23

3회이상 5.25 3.89 5.91 4.13 7.54 4.12 6.88 4.18

유산횟수

 0회 4.18 3.96 5.00 4.05 5.95 3.62 4.99
ac

3.95

1회 3.76 4.04 5.60 4.49 6.61 4.70 5.72 4.61

2회 5.20 4.09 5.01 3.57 6.15 4.05 5.48 3.84

3회이상 5.65 3.98 5.75 4.57 6.61 4.44 6.18 4.49

임신
여부

없음 4.40 4.34 4.99 2.82 4.65 2.17 4.52 3.82

있음 4.15 3.95 5.25 4.17 6.31 4.20 5.43 4.21

출산여부
없음 4.48 4.13 5.66 3.59 6.28 3.55 4.91 3.94

있음 4.13 3.97 5.24 4.16 6.30 4.20 5.42 4.22

유산여부
 없음 4.18 3.96 5.00 4.05 5.95 3.62 4.99* 3.95

있음 4.19 4.08 5.43 4.22 6.47 4.45 5.72 4.36

전체 4.19 3.99 5.25 4.15 6.30 4.19 5.40 4.21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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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3.2.6. 3.2.6. 3.2.6.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상상상실실실치치치아아아수수수

총임신횟수에서 전체 연령에서는 0회와 3회이상 , 1회와 3회이상 , 2회와 3회이
상에서 유의하였고(p<0.05),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출산횟수는 20대의 3회이
상 , 30대의 0회를 제외하고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상실치아가 증가하는 뚜렷한 양
상을 보였으며 , 전체 연령에서는 0회와 1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p<0.05),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유산횟수는 전체 연
령에서는 0회와 2회 , 0회와 3회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연령별로는 20

대에서 1회와 2회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임신여부와 출산여부 , 유산여부 모
두 전체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5), 각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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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출산요인과 연령별 상실치아수 분포

연령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총
임신
횟수

 0회 0.26 0.72 0.98 1.08 0.52 0.46 0.39
c

0.82

1회 0.50 1.04 0.50 0.95 1.72 2.15 0.66
e

1.32

2회 0.51 1.15 0.62 1.44 1.36 1.93 0.78
f

1.58

3회이상 0.52 1.25 0.85 1.45 1.68 2.07 1.20 1.82

출산
횟수

 0회 0.28 0.80 0.84 0.94 0.81 0.94 0.44
bc

0.89

1회 0.48 1.01 0.68 1.48 1.37 1.77 0.71
de

1.43

2회 0.59 1.29 0.72 1.39 1.53 2.01 0.98
f

1.68

3회이상 0.05 0.22 0.98 1.51 1.90 2.18 1.52 2.00

유산
횟수

 0회 0.47 1.06 0.63 1.32 1.55 2.16 0.82
bc

1.63

1회 0.34
d

0.82 0.86 1.64 1.56 1.88 1.05 1.73

2회 1.02 1.87 0.82 1.29 1.67 1.99 1.18 1.71

3회이상 0.00 0.00 0.76 1.29 1.75 2.19 1.23 1.89

임신
여부

없음 0.26 0.72 0.98 1.08 0.52 0.46 0.39* 0.82

있음 0.51 1.13 0.74 1.42 1.61 2.05 1.01 1.72

출산여부
없음 0.28 0.80 0.84 0.94 0.81 0.94 0.44* 0.89

있음 0.51 1.13 0.75 1.42 1.62 2.05 1.01 1.72

유산여부
 없음 0.47 1.06 0.63* 1.32 1.55 2.16 0.82* 1.63

있음 0.48 1.18 0.83 1.47 1.64 1.98 1.12 1.75

전체 0.48 1.09 0.75 1.41 1.61 2.04 0.99 1.71

a: 0-1회 사이에서 p<0.05 b: 0-2회 사이에서 p<0.05 c: 0-3회 사이에서 p<0.05 
d: 1-2회 사이에서 p<0.05 e: 1-3회 사이에서 p<0.05 f: 2-3회 사이에서 p<0.05
(a ,b, c, d, e, f 는 Tukey 다중비교 결과임 (α= 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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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과과과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3.3.1. 3.3.1. 3.3.1. 3.3.1. 출출출산산산요요요인인인과과과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DMFT와 DMFS에는 포아송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상실치아의 개념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매개변수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 따라서 매개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실치아와 상실치면이 포함되지 않은 DT, FT, DFT 혹
은 DS, FS, DFS, FS-T, T-health 등의 치아우식관련변수들을 사용해야 한다 . 따라
서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출산요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찾고 T-CPI와
상실치아수에 대한 출산요인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연령의 효과를 제거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편상관분석 결과 출산관련요인들이 치아를 상실하는 중간단계인 구강질환 단
계에서 가장 큰 인과성을 보이는 치아우식관련 변수가 DFS였고 , 치주관련 변수로
는 T-CPI가 유의한 변수였다 . 

표 10. 출산요인과 구강관련변수간의 편상관분석 결과 (p값 )

임신횟수 출산횟수 유산횟수
FS-T 0.4778 0.1887 0.1358

T-health 0.1382 0.0431 0.1087

DT 0.5686 0.2276 0.1906

FT 0.1509 0.1834 0.9121

DS 0.6638 0.0485 0.0034

FS 0.0345 0.0057 0.8175

DFT 0.2067 0.0863 0.7636

DFS 0.0253 0.0009 0.5485

DMFT 0.0431 0.0095 0.2602

DMFS 0.0030 <.0001 0.0847

T-CPI 0.0030 <.0001 0.0911

상실치아수 0.0587 0.0230* 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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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요인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산
요인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구강관련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DFS, T-CPI

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독립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각 다
중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을 가장 높여주는 독립변수의 조합을 찾는 것이다 .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설명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확정적 연
구 (confirmatory study)가 아닌 탐색적 연구 (explanatory study)에서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연구자가 선정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선정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조사된 모든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해서 상관분석을
시행해서 유의한 변수와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관심변수를 찾은 후 , 이를 다
시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1).   

표 11. 각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 p <0.05   **: p <0.01

3.3.2 3.3.2 3.3.2 3.3.2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를를를 DFS DFS DFS DFS indexindexindexindex로로로 둔둔둔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출산요인이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DFS index를 종속변수
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가구소비수준 , 치과방문빈도 , 치과방문이유 (이상
p<0.0001), 출산횟수 , T-CPI(이상 p<0.01), 연령 , 흡연유무(이상 p<0.05) 등이 유의하

종속변수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할 유의한 독립변수

DFS
T-CPI**  가구소비 **  연령 **  치과방문빈도 **  

치과방문이유 ** 흡연유무 출산횟수 *  유산횟수

T-CPI
DFS** 가구소비 **  연령 **  교육수준 **  치과방문빈도 **  

치과방문이유 **  부정치과시술 **   흡연유무 출산횟수 *  유산횟수

상실치아수 가구소비 **  연령 ** 치과방문빈도 ** 치과방문이유 **  

 악안면외상 ** 부정치과시술 **  출산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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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나 , 유산횟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표 12. 종속변수가 DFS index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계수 p값

T-CPI -0.16 <0.001

가구소비 1.04 <.0001

연령 0.77 0.02

치과방문빈도 -1.79 <.0001

치과방문이유 4.41 <.0001

흡연유무 1.52 0.04

출산횟수 0.92 <0.001

유산횟수 0.00 1.00 

Adj R
2

0.12

3.3.3 3.3.3 3.3.3 3.3.3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를를를 T-CPIT-CPIT-CPIT-CPI로로로 둔둔둔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출산요인이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CPI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출산횟수 , 교육수준 , 치과방문빈도(이상 p<0.0001), DFS, 연
령(이상 p<0.01), 흡연유무(p<0.05)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 유산횟수의 경우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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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종속변수가 T-CPI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3.4. 3.4. 3.4. 3.4.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가가가 상상상실실실치치치아아아수수수일일일때때때의의의 포포포아아아송송송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출산횟수는 DFS와 T-CPI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산횟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유산횟수를 제외하고 포아송 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4).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서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여
성의 치아상실위험이 0회에 비해서 1회는 1.37배 (95% CI = 0.96-1.95, p=0.08), 2회
는 1.49배 (95% CI = 1.06-2.10, p=0.02), 3회이상은 1.71배 (95% CI = 1.20-2.44, 

p=0.0003) 증가했다 . 가구소비수준에서는 100만원 이하인 여성이 300만원 이상인
여성보다 치아를 상실할 확률이 1.85배 증가했다 (p<0.0001). 연령대에서는 20대에
비해서 30대는 1.49배 , 40대는 2.73배나 치아를 상실할 위험이 증가했다(p<0.0001). 

최근치과방문횟수의 경우 5년 이상인 집단이 1년 이내에 치과에 방문한 집단보다
치아를 상실할 위험이 1.72배 높았으며 (p<0.0001), 치과방문이유는 예방 및 검진을
위해 내원한 여성에 비해서 증상치료를 위해 내원한 여성이 치아를 상실할 위험
이 1.89배 높았다 (p<0.0001). 악안면외상경험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전체
회귀계수 p값

DFS -0.03 <0.001 

가구소비 -0.37 <0.001

연령 0.57 <0.001 

교육수준 -0.66 <.0001

치과방문빈도 0.33 <.0001

치과방문이유 -0.28 0.27 

부정치과시술 -0.79 0.15 

흡연유무 -0.82 0.02

출산횟수 0.64 <.0001

유산횟수 0.12 0.23 

Adj R
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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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집단에 비해서 치아를 상실할 위험이 1.45배 증가하며 (p<0.0001), 부정치과시
술의 경우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치아상실위험이 3.12배 증
가했다 (p<0.0001). 

표 14. 종속변수가 상실치아수인 출산횟수별 포아송회귀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95% CI p값

가구소비

100만원미만 reference

100-200만원 0.95 0.84 1.06 0.33

200-300만원 0.89 0.77 1.03 0.11

300만원이상 0.54 0.42 0.69 <.0001

연령 1.70 1.85 3.27 <.0001

최근치과방문

5년이상 reference

2-5년 0.88 0.77 1.02 0.09

1-2년 0.95 0.83 1.07 0.39

1년이하 0.58 0.51 0.65 <.0001

치과방문이유
검진 및 예방처치 reference

증상치료 1.89 1.62 2.22 <.0001

치아외상경험
있음 reference

없음 0.69 0.60 0.79 <.0001

부정치과시술경험
있음 reference

없음 0.32 0.28 0.38 <.0001

출산횟수

0회 reference

1회 1.37 0.96 1.95 0.08

2회 1.49 1.06 2.10 0.02

3회이상 1.71 1.20 2.4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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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찰찰찰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여명 (Life expectancy)은 81.89세로 남성의 75.14세보다
6.75년이나 길었으며 , 여성이 각종 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15.5%로 27.5%인 남성보
다 12% 낮았다 . 또한 각종 사고로 사망할 확률도 남성보다 여성이 3.7% 낮았다 (통
계청 , 2006). 하지만 암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할 확률도 낮고 기대여명도 더 긴 여
성의 노령기 잔존치아수가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적고 무치악 비율은 오히려 높
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노령기 여성의 잔존치아수가 남성에 비해서 적은 이유들 중 하나를 여성만
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요인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     

4.1. 4.1. 4.1. 4.1.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와 2000년 국민구강
건강실태조사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 두 연구는 모두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의 조사구 중에서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와 섬 조사구 및 인구주
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에서 총 2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
출하여 시행되었다 . 연구의 진행은 출산력조사 조사원이 방문하여 출산력 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수용여부를 조사한 후에 수용한 가구에 한해서 시행되었으므
로 , 1차 조사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받은 가구는 추가로 조사된 가구를 제외하
고는 출산력조사를 이미 받은 여성이 있는 가구이다 . 따라서 두 연구 모두가 전국
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 두 연구
자료를 식별변수로 통합한 본 연구 또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결손치아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다 . Slade 등 (1997), Axelsson 등
(1998)과 Stabholz 등(1998)의 상실치아를 변수로 측정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기능
적으로 회복을 했다하더라도 자신 고유의 치아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상실치아의
수로 측정하였다 . Paunio 등 (1993)이나 최 등(2002)은 상실치아의 조작적 정의를 눈
에 보이지 않거나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 , 즉 상실치아 (tooth los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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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teeth)가 아닌 결손치아 (functionally tooth loss or functionally missing 

teeth)로 정의하였다 . 하지만 그럴 경우 실제 상실치아수가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
으므로 ,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해당되는 기능적의미가 배제된 순수한 의미의 상실
치아의 개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치아상실에 대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상실치아수로 둔 다중
회귀분석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 하지만 사람에 있어서 상실치아수는 항상 0 이
상의 정수 값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통계분포를 보이는 계수자료 (count data)이므로
저자는 계수자료를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인 포아송 회귀분석 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박주희 , 2005; 성내경 ,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출산횟
수가 치아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4.2. 4.2. 4.2. 4.2.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DMFT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 DMFS는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
횟수와 총임신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므로 ,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상
태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 FS-T index와 T-health index에서도 출산횟수의 증가
에 따라 지수 값이 감소하므로 , 그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상태가 나빠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치아우식증 지수들의 공통된 양상은 출산횟수와 총임신횟수의 증가
가 치아우식증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 역할을 하게 되고 , 증가된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 결국은 상실치아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유산의 경우 지수별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 DMFT와 DMFS의 경우
0회에서 2회까지는 증가하다가 3회이상에서 갑자기 감소하였으나 , FS-T index와
T-health index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는 우리
나라 사회 정서상 유산은 출산에 비해서 가급적 감추려고 하므로 , 실제 유산횟수
보다도 응답된 횟수가 다소 과소추계 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못한
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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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증과는 달리 T-CPI는 출산횟수와 총임신횟수가 0회인 집단을 제외하
고는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 유산횟수의 경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 . 이는 CPI 지수가 DMFT나 DMFS 지수와는 달리 누적적인 값이 아니라
가역적인 값이고 , 출산횟수가 0회인 사람의 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  

상실치아수는 출산횟수 , 총임신횟수 , 유산횟수 모두에서 횟수가 증가할수록 상
실치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출산횟수에서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였
다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령 등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석시 고려해야 한다 . 

출산횟수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치아우식증 관련변수인 DFS를 종속변수로
두고 수행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출산횟수는 전체 연령에서 DFS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러한 사실은 출산횟수와 DMFT와는 아
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Scheutz 등 (200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 이는
평균 출산횟수가 한국의 1.7명 보다 3배 이상 높은 5.7명이면서 경제적으로도 낙
후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출
산과는 달리 유산의 경우 DFS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 이러한 이유는 출산
의 경우 임신기간이 10개월이나 되어 구강병발생 위험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출산시에는 분만도중에 산통이 심해서 치아를 자주 강하게 교합하게 되지만 , 

유산의 경우 자연유산을 제외하고는 약 40%의 인공유산이 임신 2개월 이내에 이
루어질 정도로 임신기간이 비교적 짧아 구강병 발생 위험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산통으로 인한 강한 치아교합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출산요인이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CPI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 출산횟수 , 교육수준 , 치과방문빈도 , DFS, 연령 (이상 p<0.01), 흡
연유무 (p<0.05) 등이 전체 연령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출산횟수의 경우 전체
연령대와 30대 , 40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서 (p<0.01), 출산횟수는 앞선 치아우식증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했다 . 

20대에서 출산횟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출산이 치아상실을 일으키
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선행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출산 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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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흔히 치주질환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착상실이 아닌 CPI를 합산
한 T-CPI 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착상실을 변수로 사용한 다른 연구들과의 정
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치은염지수와 치석지수 등을 사용한 연구와는 비교가 가능
하다 . 권 (1998)의 연구는 치은염 , 치태 , 치석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출산횟수는 치주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서 유산횟수가 치주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못하다는 사실은 권 (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성의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횟수 , 가구소비 , 최근치과방문기간 , 치과방문이유 , 외상경험 , 부정치과시술 , 연
령 등이었다 .  

가구소비는 연령 등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100만원미만의 낮은 가
구소비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 100만원-199만원과 200-299만원 등의 중간소비집
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 3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구소비집단에 비
해서 1.85배나 치아를 상실한 위험이 증가하였다(p<0.0001). 이는 한 가정의 가구소
비 규모가 여성의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며 (Christensen 등 , 

1998), 출산횟수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때 출산횟수가 여성의 치아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비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  

최근치과방문기간은 연령 등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5년 이상
치과를 방문하지 않은 집단이 최근 1년 이내에 치과를 방문한 집단에 비해서 치
아를 상실할 위험이 1.72배나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001), 최근의 치과방문 이
유가 증상해소를 위한 방문인 경우가 예방적 목적의 방문보다 치아상실 위험이
1.89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1). 임신 중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Bowsher(1997)의 주장처럼 예방적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만 치과를 정기
적으로 방문해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치아상실 위험은 충분히 줄여줄 수 있음
을 보여주며 ,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필요성과 예방적 시술의 중요성이 쉽게 간과되
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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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외상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치아를 상실한 위험이
1.45배 높고 (p<0.0001) 부정치과시술의 경우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
성들보다 치아를 상실한 위험이 3.13배나 높게 나타났다(p<0.0001). 이는 치아를 상
실하게 되는 병적인 원인 이외에 악안면외상경험과 부정치과시술이 유의한 영향
을 끼침을 의미하며 , 특히 부정치과시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실치아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p<0.0001), 이는 노화
과정 (aging process)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아상실의 원인매체
(aetiological agents)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Murray, 1996). 따라서
구강위생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령이 치아상실이나 치주질환의 결
정인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Abdellatif 등 , 1987; Ong G, 1998). 

출산횟수는 연령 등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 출산횟수가 증가할
수록 여성의 치아상실위험이 0회에 비해서 1회는 1.37배 (95% CI = 0.96-1.95, 

p=0.08)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반면에 , 2회는 1.49배
(95% CI = 1.06-2.10, p=0.02), 3회이상은 1.71배 (95% CI = 1.20-2.44, p=0.0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 따라서 출산이 치아상실의 위험인자임을 알 수 있
으며 , 이는 Christensen 등 (1998)과 Rundgren과 Osterberg 등 (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장년층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실치아수도 많아지고
무치악 비율도 높아지지만 (Clarkson과 O'Mullane, 1983; Kirkegaard 등 , 1987; 

O'Mullane 등 , 1993),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 저자는 남
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만이 가지는 고유한 요인인 임신과 출산에서 그러한 이유
를 찾으려고 했으며 연구결과에서 출산이 치아상실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 본 연
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출산이 남성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 선행연구들에서 출산이
어머니의 구강건강에만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의 구강건강과는 무관하였기 때문에
(Rundgren과 Osterberg 등 , 1987; Christensen, 1998),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실
치아수가 많고 무치악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출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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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산횟수와 DFS가 포함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출산횟수와 치아우식증
간의 관련성을 보였고 T-CPI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출산횟수가
치주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침을 보였으므로 , 출산횟수와 치아상실과의 관련성만
보이면 된다 . 출산횟수와 상실치아수와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서 출산횟수가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보였으므로 , “출산횟수가
여성의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는 본 연구의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출산횟수가 여성의 치아상실에 끼치는 영향은 치과치료 이외에
예방적 목적으로 1년에 1번 이상만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므로 , 아이하나당 치아 하나를 상실할 정도의 위험인자로 보고 확대해석해
서 여성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4.3. 4.3. 4.3. 4.3. 총총총괄괄괄 및및및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과과과제제제

Gaffield 등(2001)과 Ressler-Maerlender 등(2005)에 따르면 미국의 임산부 중에
서 22.7-34.7% 만이 임신기간 중에 치과를 방문했다 . 임산부들이 치과진료의 필요
성을 느끼면서도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 , 

임신 중에는 치과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 , 보험가입여부 , 재정상태 , 이
용 가능한 치과의료 기관의 유무 등이었으므로 ,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권 (1998)은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지식을 높이고 , 구강위생용품 특히 치실 등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 강 (1994)은 임산부들의 치은염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태조절교육을 실시하고 , 자기관리와 정기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기부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게다가 임신기의 구강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임신 중에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발병이나 진행될 가능성을 줄여
줄 수 있고 , 자신의 구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어머니일수
록 자녀의 구강관리에도 적극적이며 , 어머니의 구강내 우식원인인 S. mutans 세균
수를 감소시켜 모자감염의 기회를 줄여 줄 수 있다 (Nor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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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서 지역주민 가운데 임산부를 대
상으로 산전 , 산후관리 , 영유아관리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 구강병
이 흔히 발생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이므로 구강건강관리를 비롯한 구강보건
교육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에서 구강보건교육
의 비중을 강화하고 필요시 임신 및 출산 전 후에 체계적인 치면세균막 관리 프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특히 임산부 ,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 산부인과의사 및
산후조리 제공자 모두에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치아상실의 위험을 간과하지 않
도록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 임신 중 치과진료의 막연한 두려움을 피
하도록 임신 중 치과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
고 계획임신을 통해 체계적인 산전관리 (prenatal care, PNC)를 통해서 임산부 자신
과 태아의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조절하는 것도 요구되며 ,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임신위험도감시평가체계 (Pregnancy Risk Assessment 

Monitoring System, PRAMS)와 같은 정부차원의 임산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도 필요하다(Ressler-Maerlender 등 , 2005). 이는 임신 중 구강관리 소홀로 인
한 피해가 해당 여성의 치아상실로 그치지 않고 , 심한 임신기 치주염의 경우 저체
중아 조기출산 위험을 7배나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인자로도 작용할 수 있어
태아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Offenbacher 등 , 1998). 

본 연구는 총임신수 , 출산횟수 , 유산횟수 등의 출산관련 요인과 여성의 치아상
실간의 인과관계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설계된 코호트 연구가 아닌 단면
적 연구이고 ,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 

하지만 병의원에 내원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표성 없는 연구가 아니라
OECD 기준에 맞추어 한국여성이라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통해서 가구단위로 조사되었고 , 단순한 이변량 분석이 아니라 구강병 발생과 치아
상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이 고려된 포괄적모형 하에서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 여성의 출산은 여성이 치아를 상
실하게 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 향후 이러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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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보완된 종적 연구를 통해 출산관련요인
이 여성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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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이 우리나라 여성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전국적인 대표성이 있는 2000년도에 수행된 출산력조사와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DMFT index와 DMFS index는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했다 . 그
러나 유산횟수의 증가에 따라 DMFT index와 DMFS index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지는 않았다 . 

2. FS-T index와 T-health index는 출산횟수와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치주상태를 나타내는 T-CPI는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했고 , 출
산횟수의 경우 0회를 제외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4. 상실치아수의 경우 출산횟수와 유산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

5. 상관분석 결과 출산요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치아우식증 관련 변수는
DFS index였다 . 

6. DFS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가구소비수준 , 치과방문빈
도 , 치과방문이유 , 출산횟수 , T-CPI 등이 여성의 치아우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얻었다 (p<0.01). 

7. T-CPI(6분악 CPI지수 총합 )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출
산횟수 , DFS index, 가구소비 , 연령 , 교육수준 , 치과방문빈도 등이 유의하게 여성의
치주조직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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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성의 치아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횟수 , 가구소비 , 치과방문빈도 및 이유 , 외상경험 , 부정치과시술 등이었으며 , 

출산횟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치아상실위험이 0회에 비해서 1회는 1.37배 (95% CI 

0.96-1.95, p=0.08), 2회는 1.49배(95% CI 1.06-2.10, p=0.02), 3회이상은 1.71배(95% 

CI 1.20-2.44, p=0.003) 증가했다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출산은 여성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 향후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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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Baek-Il Kim,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nfluence of childbirth on oral health 

in Korean Women. For this, we used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data in 

2000 and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data in 

2000: Randomized and representative data of the Korean peo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MFT index and DMFS index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number of childbirths. However, there were n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at 

indices and abortions.  

2. The FS-T index and T-health index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number of childbirths and abortions. 

3. T-CPI showed the same increasing trend with increasing number of abortions 

and childbirths except for non-childbirth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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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number of tooth loss increased with increasing number of childbirths and 

abortions.

5.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DFS index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childbirths and abortions among the caries variables.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placed DFS index with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number of childbirths, T-CPI, house cost level, frequency of 

dental visiting, and reasons for visiting the dentist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dependent variable(p<0.01). However, significance  according to abortions was not 

shown.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placed T-CPI with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number of childbirths, DFS index, house cost level, education 

level, frequency of dental visiting, and age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dependent variable(p< 0.01). However, significance  according to abortions was 

not shown. 

8. The result of Poiss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placed the number of 

tooth loss with the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hildbirth, 

house cost level, frequency of dental visiting, reasons for visiting the dentist, 

facial trauma experience, history of unlicensed dental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tooth loss. The odds ratios of tooth 

loss were 1.37 (95% CI 0.96-1.95, p=0.08) between the non-childbirth and one 

childbirth women, 1.49 (95% CI 1.06-2.10, p=0.02) between the non-childbirth and 

two childbirths women, 1.71 (95% CI 1.20-2.44, p=0.003) between the 

non-childbirth and more than three childbirths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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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sults suggest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and oral 

health, and that childbirth is a risk indicator for tooth loss in Korean women. A 

systematic study to determine the precise relationship while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done.

                                                                            

Key words: Pregnancy, Abortion, Childbirth, Random Sampling, Poisson, Tooth 

loss,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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