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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2001년 무거운 마음으로 부산 생활을 시작하며, 

멀리서라도 조 이나마 살아가는 활력이 되었으면 하고 시작한 박사과정이 힘겹

게 단과 지속을 반복했습니다. 박사의 길이라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무거웠던 

그 10년 가까운 시간을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학문에서 

박사 논문 하나는 시작에 불과하고, 학문의 완성보다는 삶의 완성이 더 요하겠

지요.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따로 일 수 없음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배이자 논문의 시작과 끝을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신 김백일 교수

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15년의 시간동안 늘 가장 큰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주신 

권호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학문 으로 지 해

주신 이재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시작하며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가

장 요하다 일깨우고 격려해주신 정원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치과 수련 

받고 많은 시간을 공부한 만큼 부족함 없는 논문을 내야 한다 격려해주신 조 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에도 교실 연구를 앞서서 진행하여 연구의 고민을 먼  해주셨던 정기

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학교 업무 속에도 분석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셨던 명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진행 에 어려움을 푸는 

실마리를 주셨던 최연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찾아가면 열정과 학식으

로 힘을 주셨던 강명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밤을 함께 새며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정승화 선

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를 이어 밤을 새며 일하면서도 늘 의욕 이

고 극 인 도움을 주었던 강시묵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시작하며 조언

과 정리에 애를 써 주었던 김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진 학원생

을 해 늘 사소한 업무까지 챙겨  김희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까지 만족스럽게 채워  김 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교 선

생님들의 생기 있는 모습과 응원이 선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사랑과 믿음 하나로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어머님 강병임 여사와 보이

지 않는 지도교수님이셨던 아버님 김진건 교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맞닥뜨린 연구의 장벽을 가볍게 넘도록 도와  형님 김 수 교

수님과 나 김수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떨어진 걸 걱정하며 보살펴

주신 나 김수향 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바쁜 아빠이지만 일한다고만 하면 

단 한번의 투정도 없이 응원과 심부름을 하는 두 딸 민지와 지유, 아내 이선  님

에게 감사를 합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락을 함께 하며 치과와 원장을 지켜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는 배은경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묵묵히 참

고 믿고 따라주는 이지희 치과 생사, 이훈정 치과 생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치의 김석주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후배로 는 선배로 믿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원한 동료 김재

훈 원장님, 임 기 원장님, 민승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늘 믿음과 후원

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부산경남 건강사회를 한 치과의사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감사의 마음을 되짚어 보아도, 이 에서 미처 떠올리지 못한 고마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게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과 도움을 주셔서 박사

학 를 받게 되는 인생이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 의 이 박사학 가 언

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리와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사

람이 되기 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2009년 여름 김권수



- i -

차   례

그림 차례 ·························································································································· ⅳ

표 차례 ······························································································································· ⅴ

국문 요약 ·························································································································· ⅶ

Ⅰ. 서론 ································································································································ 1

   1.1. 연구 배경  의의 ······························································································· 1

   1.2. 선행 연구 고찰 ····································································································· 8

    1.2.1. Cariogram ········································································································  8

    1.2.2. RealAge® ··········································································································· 8

    1.2.3. Oral age model ····························································································  10

   1.3. 연구 목 ············································································································· 11

Ⅱ. 연구 방법 ··················································································································· 12

   2.1.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 12

    2.1.1. 연구 상  자료 추출 방법 ···································································  12

      2.1.2.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지표 선정 ···················································· 13

      2.1.3. 퍼센타일 곡선의 결정 방법 ········································································ 14

   2.2.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 16

    2.2.1. 연구 상 ·········································································································· 16

    2.2.2. 연구 체계도 ···································································································· 18

        2.2.3. 활용 변수  정의 ························································································· 19

    2.2.4. 최종구강연령의 도출 과정 ·········································································· 22

     2.2.4.1.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의 산출 ················································ 22

     2.2.4.2.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의 산출 ··········································· 23

     2.2.4.3. 구강연령(Oral-Age)의 산출 ···································································· 24



- ii -

     2.2.4.4.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의 산출 ·················································· 25

    2.2.5. 통계  방법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 26

    2.2.6. 통계분석 ·········································································································· 26

Ⅲ. 연구 결과 ··················································································································· 27

   3.1. 한국형 단순 구강건강추정 모형 ····································································· 27

    3.1.1. 한국 성인의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 27

      3.1.2. 한국 성인의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 30

      3.1.3. 한국 성인의 기능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 33

      3.1.4. 퍼센타일 곡선을 이용한 2000년과 2006년 구강건강상태 비교 ·········· 35

   3.2. 한국형 심층 구강건강추정 모형 ····································································· 37

    3.2.1.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의 산출 ····················································· 37

     3.2.1.1. 연령과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 ··················· 37

     3.2.1.2. 구강상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 40

     3.2.1.3. Oal-Status-Age와 Age의 비교 결과 ····················································· 41

    3.2.2.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의 산출 ················································ 43

     3.2.2.1. 구강상태연령과 구강건강 련 행동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 ··· 43

     3.2.2.2. 구강행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 46

     3.2.2.3. Oral-Behavior-Age, Oral-Status-Age, Age의 비교 결과 ·················· 48

    3.2.3. 구강연령(Oral-Age)의 산출 ········································································· 49

     3.2.3.1. 구강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 49

    3.2.4.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의 산출 ······················································· 50

       3.2.4.1. Oral-Age의 범  보정 ············································································· 50

    3.2.5. Age, Oral-Status-Age, Oral-Behavior-Age, Oral-Age, Final-Oral-Age 

        사이의 비교 결과 ····························································································· 53



- iii -

    3.2.6. 통계  방법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결과 ················································ 54

     3.2.6.1. 상 분석 결과 ··························································································· 54

     3.2.6.2. 군집분석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 ··························································· 56

      3.2.6.2.1. FS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56

      3.2.6.2.2. CPI_mean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57

      3.2.6.2.3. DMF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58

     3.2.6.3. 2006년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타당성 평가 ··················· 59

      3.2.6.3.1. 구강상태 련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2006년) ······················ 60

      3.2.6.3.2. FS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62

      3.2.6.3.3. CPI_mean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63

      3.2.6.3.4. DMF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 64

Ⅳ. 고찰 ······························································································································ 65

   4.1.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 65

   4.2.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 67

   4.3. 구강연령의 의미와 요건 ··················································································· 69

   4.4.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확립과정과 한계 ········································· 70

   4.5.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활용 ············································································· 73

   4.6.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제언 ················································· 74

Ⅴ. 결론 ······························································································································ 76

참고 문헌 ·························································································································· 80

문 요약 ·························································································································· 84



- iv -

그림 차례

Figure 1. Height and weight by age percentiles for boys aged 0-36 months in 

Korea(1998) ··········································································································· 5

Figure 2. Cariogram® program ························································································· 8

Figure 3. www.RealAge.com ····························································································· 9

Figure 4. Methods for cumulative frequency of present teeth number and 

         percentile curves (Osada, 1999) ···································································· 14

Figure 5. Developmental process for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 18

Figure 6. Adjustment of Oral-Age distribution to be the same range with Age

         distribution ········································································································· 25

Figure 7. Percentile curves of present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 29

Figure 8. Percentile curves of present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 29

Figure 9. Percentile curves of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 32

Figure 10. Percentile curves of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 32

Figure 11. Percentile curves of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 34

Figure 12. Percentile curves of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 34

Figure 13. Comparison of percentile curves for present teeth, sound 

           teeth and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between 2000 and 2006(Total) ··································································· 37

Figure 14. Cumulative frequency distrubution of Age, Oral-Age and

          Final-Oral-Age ·································································································· 52



- v -

표 차례

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subjects examined ·································· 17

Table 2. Oral health variables in the analysis ···························································· 20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variables in the analysis ··········································· 2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ral health related variables ·············· 38

Table 5. Distribution of FST, Pros_N, CPI_mean ······················································· 39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to Age ··················································································································· 40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Age, Oral-Status-Age, FST, Pros_N 

         and CPI_mean ···································································································· 41

Table 8. Distribution of Oral-Status-Age and Age ····················································· 42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health variables and oral behavior

         variables ··············································································································· 45

Table 10.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ocioeconomic and oral 

         behavioral variables to Oral-Status-Age ······················································ 46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health variables and

         Oral-Behavior-Age, Oral-Status-Age, Age ···················································· 48

Table 12.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Status-Age and 

         Oral-Behavior-Age to Age ··············································································· 49

Table 13. Distribution of Age and Oral-Age ······························································· 50

Table 14.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 53

Table 15. Distribution of the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 53

Table 16.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and Final-Oral-Age ········ 55

Table 17. Cluster analysis of FST, Age and Final-Oral-Age ··································· 56

Table 18. Cluster analysis of CPI_mean, Age and Final-Oral-Age ························ 57

Table 19. Cluster analysis of DMFT, Age and Final-Oral-Age ······························· 58



- vi -

Table 20.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 59

Table 21. Distribution of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 59

Table 22.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Age and Final-Oral-Age

                  ······························································································································· 61

Table 23. Cluster analysis of FST, Age and Final-Oral-Age ··································· 62

Table 24. Cluster analysis of CPI_mean, Age and Final-Oral-Age ························ 63

Table 25. Cluster analysis of DMFT, Age and Final-Oral-Age ······························· 64



- vii -

국 문 요 약

한국형 구강건강 추정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구체 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하나의 구강 련 변수만으로 구성되고 일반인도 간단히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제작하 다. 한, 치과병의

원에서의 활용을 해 개발하는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은 구강상태 련 변수

들과 구강건강행태 변수들을 포함하며 실제연령과 범 가 일치하는 구강연령의 

형태로 인식 가능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성인의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에 한 퍼센타일 곡선을 

이용하여 일반인이나 임상 장에서 쉽고 간단히 구강연령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치아수명곡선으로 구성된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제작하 다. 

  2.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20 에는 퍼센타일 그룹 간에 큰 격차 없

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서는 60  이후에서야 서

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좋지 않은 집단에서는 40 를 후해서 격한 치아

상실이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간 하방에 치해 있었다. 

  3.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20 부터 각 퍼센타일 그룹 간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 하고, 그 격차는 나이가 증가하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동일한 연령 에서 보았을 때 그 수가 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여성이 더 하향으로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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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Status-Age =  59.951 - 1.016×FST + 0.697×Pros_N 

 + 5.319×CPI_mean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하 그룹에서는 40 에 격한 하락을 시작하고 상 그룹일수록 하락이 더 느리

고 어서 50  이후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났다. 

  4. 건  치아와 충 치아수를 합한 기능치아수(FST)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체

로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과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간 지 에 치

하는 특성을 가지며, 기능치아수는 2000년도와 2006년도 자료 모두에서 치아우

식경험도지수 보다도 연령과의 상 계가 더 높은 지수로 확인되었다.

  5. 구강건강상태를 반 하는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상 성이 높은 변수로서,  

치아우식증 련 변수인 기능치아수(FST), 치주질환 련 변수인 6분악 CPI평균

(CPI_mean), 보철물 필요도(Pros_N) 등 세 가지를 선정하여 연령과 다 회귀분

석을 시행하여(R2=0.47, p<0.0001), 산출된 유의한 회귀계수와 상수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로 Oral-Status-Age를 산출하는 회귀방정식을 완성하 다.

  6. 구강건강행태를 반 하는 변수들과 Oral-Status-Age의 다 회귀분석을 통

하여, 유의한 변수로 하루칫솔질횟수,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유무, 치과방

문빈도, 치과방문이유, 흡연여부 등을 선정하 고(R
2
=0.099, p<0.001), 산출된 유

의한 회귀계수와 상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로 Oral-Behavior-Age를 산출하는 회

귀방정식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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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Oral-Age

     = 53.649 - 1.279×FST + 0.877×Pros_N + 6.695×CPI_mean

              + 0.21×Brush + 1.071×Floss 

              + 0.161×Visit + 1.215×V_why + 0.477×Tobacco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Oral-Behavior-Age 

     = 33.584 + 0.997×Brush + 5.093×Floss + 0.768×Visit 

                + 5.779×V_why + 2.268×Tobacco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Oral-Age 

  = -4.310 + 0.946 × Oral-Status-Age + 0.158 × Oral-Behavior-Age

  7. 연령에 해 Oral-Status-Age와 Oral-Behavior-Age의 다 회귀분석을 시행

하여 Oral-Status-Age와 Oral-Behavior-Age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완

성하 으며, 종속변수를 Oral-Age로 명명하 다(R2=0.467, p<0.001).

  8. 산출된 Oral-Age와 조사 상의 실제나이의 범 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서, 

Oral-Age의 최 값과 최소값이 연령의 최  최소와 일치하도록 비례식을 통해 

변환하여 Final-Oral-Age를 완성하 다.



- x -

9.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Final-Oral-Age를 산출하는 최종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Final-Oral-Age = Range Adjusted Oral-Age

Oral-Age = Oral-Status-Age + Oral-Behavior-Age

  

  10.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시행한 상 분석에서 Final-Oral-Age는 

표 인 구강건강 련 지표인 우식경험 구치수(DMFT), 기능치아수(FST), 6분

악CPI평균값 등과 모두 높은 상 계를 가졌으며(P<0.01, R=0.55, -0.92, 0.72),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DMFT와 FST, CPI_mean에 해 모두 3군집, 5군집, 10군

집으로 나 어 Final-Oral-Age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세가지 변수와 

Final-Oral-Age의 평균값의 순 가 높은 일치도를 보 다.

  11. 2000년도 자료로 개발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에 2006년도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 자료를 교차입력하여 산출된 Final-Oral-Age를 분석한 결과, DMFT, 

FST, 6분악CPI평균값과 높은 상 계를 가졌고(P<0.01, R=0.53, -0.90, 0.72), 군

집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도 세 가지 변수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은 직 으

로 개인의 상태를 체 한국인의 구강상태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

부여의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에서는 구강상태 변수 

3개와 구강건강행태 변수 5개를 이용하여 산출된 구강연령의 형태로 개인의 

재 구강상태를 합리 으로 표 하는 것은 물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도구로서도 효과 일 것이라고 단되었다. 


핵심 되는 말 : 구강연령, 생물학  연령, 구강건강 추정 모형, 건강실태, 퍼센

타일 곡선,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 다 회귀분석, 

치아수명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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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강건강 추정 모형 개발

<지도교수 김백일>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김   권   수

Ⅰ. 서론

1.1. 연구 배경  의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이란 사람들로 하여  자신의 건강에 한 리를 

증가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극 이고 능동

인 방 개념으로서, 1986년 오타와 헌장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를 심으로 세

계 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왔다.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 리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인구집단 

체의 생활 습 이나 환경의 개선까지를 포 하여 총체 인 건강에 역 을 두는 

개념으로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화의 실 속에 건강한 삶의 를 하여 

건강증진의 필요성은 더욱 증 되고 있다.

건강증진에 있어서 가장 리 인용되는 이론인 Becker(1977)의 건강신념 모형

(Health Belief Model)에 따르면, 방  건강행 의 실천 있어서, 자신이 질병에 

걸릴 험성이 있다고 지각하는가, 질병에 걸리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

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가, 그리고 특정 행 를 실천했을 때에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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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가 하는 것 등이 그 건강행 의 실천에 있

어서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이 어느 치 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에 한 자각과 모니터링은 능동 인 보건 행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개인 건

강상태에 한 정과 비교의 기 이 되는 지표가 사회 체 뿐 아니라 개인의 

구강건강을 해서도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배경의 변화 속에서 양 인 수명 연장 보다는 더욱 길어진 삶의 

내용 인 면을 채우게 되는 질 인 부분이 두하는 상황 속에서 구강건강과 

신건강, 삶의 질과의 연 성은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Richmond S, 

2007). 노령화와 구강기능에 한 연구에서는, 작 만족지수가 낮은 노인은 기

생존율이 낮았고 사망 측인자로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

다(Nakanishi 등, 2006).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구강건강지표는 반 으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에서 아동의 치아우식경험도와 유병률이 

감소하고, 성인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치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작 

기능을 유지하는 성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Marthaler 등, 1996; WHO, 2000). 

 

건강증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 치과 병의원들은 수복  보철 처치 

심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상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임상 방치과 로그램이 부족한 실에 기인하는 부분도 지 않다. 그러므

로, 개인으로 하여  자신의 구강건강 요성과 심각성을 효과 으로 자각시켜 주

며, 구강보건 교육과 동기부여에 활용 가능한 교육 도구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 구강보건에 있어서 자각 이고 자율 인 보건 행동의 요성을 고려하면 일

반인도 쉽게 구강건강상태 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우선해야 한다.

표 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지표로서 오랜 기간 동

안 DMF지수를 이용하여 왔다. DMF지수는 재의 우식 뿐 만 아니라 치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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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복을 측정하면서, 치아우식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가정에서 평가

하는 지표인데(Murray, 1971; Jackson, 1974),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손실이 늘어나고, 방 인 수복의 비 도 늘어나게 되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우식, 수복, 상실의 3가지 구성요소의 합계로 구성되면서 각각에 한 

가 치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우식증이 치료를 통해 리가 되었는지 우식이 

방치되어 잔존하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 내용은 다르더라도 동일 수치로 표 될 

수 있다는 문제 도 존재한다(Birch, 1986). 한, DMF지수는 한번 우식을 경험한 

치아는 돌이킬 수 없이 그 로 되어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 구강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우식이 치료되는 것과 같은 질 인 변화에 한 평가가 곤란하다. 치

과이용이나 건강행태가 개선되어도 정 인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정기 인 

치과 내원과 리는 우식진행과 치아 상실을 방지하는 정 인 행태이나, 오히려 

방  수복을 증가시켜 DMF수치상으로는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과 평가될 

수 있으며, 집단간 비교에서는 더욱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Todd & Walker, 1980; 

Sheiham, Maizels, Cushing & Holmes, 1985; Sheiham A, Maizels J & Maizels 

A, 1987). 더구나, 우식경험 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수복 요인 비 이 커지고, 나

이가 들면서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의 비 까지 상 으로 커지는 실에서 

DMF지수는 성인의 구강상태를 충분히 반 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Sheiham 등은 건 치아수와 충 치아수를 합한 

기능치아수(number of functioning teeth, Functioning Teeth Index, FST)라는 개념

과 개별 치아별로 가 치를 달리 하는 T-Health 지수(Tissue Health index) 등을 

개발하 으며, 실제로 이들 지수들이 DMF지수 보다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Sheiham, Maizels, Cushing & Holmes, 1985; Sheiham A, Maizels J 

& Maizels A, 1987; 조남억 등, 2006). 이 지수들은 기능과 건강을 근거로 산출한 

지수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치아우식증이라는 질병을 근거로 하고 우식, 수복, 

상실에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한 DMF지수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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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쉽게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항

목으로는 재치아수(number of present teeth, PT)와 건 치아수(number of 

sound teeth, ST)가 있는데, 재치아수는 재 구강 내에 존재하는 치아의 총 합

계를 의미하고, 건 치아수는 구강 내에서 치아우식이나 충 치료가  없이 깨

끗한 치아의 합계를 의미한다. 기능치아수도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인이 어느 

정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지수가 된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구강 상태를 객 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건강 향상에 한 동기부여와 건강 행동의 실천이 용이해 질 것이다.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와 같은 역학조사를 시행할 경우 특정 연령 의 구강건강과 련된 지

표들의 평균값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들을 통해 일반인

이나 환자 개개인에 있어서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과 질병의 연속 인 스

펙트럼 상에서 어디쯤에 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며, 치과 임상 장에서도 극 으로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한국인 구강상태에 한 표성을 갖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일반인이 자신의 상태를 한 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 이 되

고, 자가진단이나 상호 비교도 가능한 객 이고 시각화된 도구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매스컴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이 쉽고 간단하게 근하여 스스로 건강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도 있다

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그러기 해서, 선정된 단일 지표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요약, 제

시하기 해서는 축 된 통계자료를 그래 와 같이 시각화된 자료로 환하는 것

이 바람직한데, 본 연구에서는 소아과 역에서 유아의 성장 발육 정도를 제시

하여 표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성장을 측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퍼센타일 

곡선(percentile curve)의 개념을 용하 다(Hamill, 1976,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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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Pediatrics Association(1998)

Figure 1. Height and weight by age percentiles for boys aged     

               0-36 months in Korea(1998)

성장발육곡선에서는 재 소아의 연령, 신장, 체 을 알고 있다면 이 곡선을 이

용하여 그 소아가 체 소아의 분포 에서 어디쯤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고, 향

후 성장량도 어느 정도 측이 가능하다. 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산모 수첩과 같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산모 교육에도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Figure 1).



- 6 -

1989년도에 일본의 Osada는 이러한 퍼센타일 개념을 치과분야에 처음으로 목

시켰는데(Osada, 1989, 1990, 1999), 집단의 구강건강 련 자료를 효과 으로 정리

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시각 인 교육효과가 크며,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재의 구강건강상태를 설명해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일본 동경 

에서는 재치아수의 퍼센타일 곡선을 일반인의 구강보건교육에 활용해 오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퍼센타일 곡선을 활용하여 구강보건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김백일 2004).

인터넷의 발 으로 www.RealAge.com과 같이 매우 방 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

으로 각종 질병으로 부터 자신의 신체나이를 측정하는 사이트도 개발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상당히 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측치를 

제시하기 해서는 단히 구체 인 자료를 요구하므로 실제로 일반인의 근성

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최신 치료법에 한 정보는 진료기 의 고와 

맞물려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진단과 치료의 결정은 명백히 문가인 치과의

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치료법에 한 구체 인 

문정보보다는, 반 인 구강 질환의 방과 리의 요성에 해 심과 동기부

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와 자가진단의 도구가 일반화되는 것이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해서는 더욱 우선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자 개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구강연령(Oral age)라는 형식으

로 객 이고 합리 인 지표로 제시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리 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강연령은 객 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강건강지표들을 근거로 산출되는 구강건강상태를 반 하는 생물학  나

이(Biological age)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나이는 태어난 시간을 기 으로 하는 

달력나이(calendar age, chronological age)를 일컫는데, 이와는 다른 으로, 

재의 건강상태나 신체의 기능 상태를 반 해서 변화가 가능한 생물학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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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체나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Alters 등, 1998). 

1990년  개인의 Oral age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을 제시한 것은 일본 

오사카 치과 학의 연구 이었다. 이 측 모형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건 치아수

와 지역사회치주지수(CPI) 2가지의 변수만을 활용하여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이 

문제 이었다.

 

구강연령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 으로 하는 나이인 생물학  나이와는 별개로, 

의학의 발달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 하여 나타나는 국민 체의 평균

인 구강건강상태를 기 로 하여 비교될 수 있는 상 인 개념의 생체 연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 국민의 구강건강실태 변화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고, 

본인의 구강상태나 행태의 개선으로도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진보된 개념의 구강

건강 평가 방식이므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한 동기부여에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구강건강 반의 평가에 있어서도 한두 가지 지표만으로 시행되는 양 인 

평가로 단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고려를 용할 수 있는 범 한 평가체계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질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기능이나 건강 정

도를 측정하는 방향의 지표를 사용하는 개념으로의 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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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고찰 

1.2.1. Cariogram
®

Bratthall이 치아우식증의 발생 험을 그래 의 형태로 제시했던 Cariogram에

서는, 우식 련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로 표시하여,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 요소들 간에 가 치가 부여되어 개인의 ‘우식 험 특성(risk profile)’을 이그

래 로 구체 으로 제시해 주었다(Figure 2). 결과를 시각 으로 인식이 쉽게 나타

내주는 컴퓨터 소 트웨어 로그램이 개발되어 상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는 이 의미가 있었으나, 개인의 구강상태를 동일 연령 의 체 인구 상태와 

비교하거나, 실제연령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구체 으로 제시해 주지

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Figure 2. Cariogram program



- 9 -

1.2.2. RealAge
®

RealAge
®
에서는 신체의 건강상태  기능 상태를 반 하는 생물학  나이로, 

개인이 총 138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하 다. 이 계산 방법은 

Roizen이 10년 이상 수집한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립한 로그램으로써 

Figure 3과 같이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나 속해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

의 생체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oizen, 2004). 

이 사이트에서는 생물학  나이를 낮추기 한 요인으로, 매일 치실을 사용할 

것과 하루 2회 이상 2분 이상의 칫솔질을 할 것, 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과 치

면 세마(스 일링)를 시행할 것과 불소치약의 사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구강건강

과 련된 추가 인 권장 사항으로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원을 그

리는 모습으로 제 로 닦아주는 것이 요하다고 언 하고, 타액의 보호작용을 

진하기 해 섬유질 음식과 무설탕 껌을 섭취하고, 탄산음료는 피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인 건강상태 반에 한 방 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따로 구

강연령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반 인 생물학  나이를 측정하기 

한 일부분으로서 구강건강과 련된 요인에 한 언 과 자료 입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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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ww.RealAge.com

1.2.3. Oral age model

일본 오사카 학에서 개발한 Oral age 모델에서는, 체 표본 집단을 건 치아

수와 지역사회치주지수(CPI)가 0인 6분악의 수로 분류한 다음, 그 두 가지 독립변

수로 회귀방정식의 계수와 편을 용하여 생물학  연령인 구강연령을 산출하

다. 이 모형에서는 최소 연령을 18 세로 설정하 고, 최  연령은 한계가 없었

다.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의 결과로 산출되는 Oral age값은 식을 구성하는 내용

의 특성상 1세에서 82세의 범 로 나타나게 된다.

Oral age = 82.09 - 2.264 × H_teeth - 3.020 × CPI_0

        H_teeth: Number of sound teeth

        CPI_0: Number of sextants those CPI value is 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Oral age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임상 

변수와 사회경제학  변수들을 반 하는 구강연령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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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

본 연구를 통하여, 개개인의 구강건강을 객 이고 합리 인 지표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일반 들이 직  는 치과병의원에서의 상담

을 통해서 구강건강상태를 수치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완성하기 하여,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활용도와 변수의 내용에 따라 자

가진단형인 "단순 구강건강 추정모형"과 병의원용인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으

로 나 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임상 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

록 시각화되어있는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개발한다.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

형은 일반 이 측정가능하고 구강건강도를 표할 수 있는 단일 변수에 한 

퍼센타일 곡선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치과 병의원에서 몇 가지 임상검사와 상담을 바탕으로 구강건강상태를 보

다 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개발한다. 심층 구강

건강 추정 모형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상태를 구강건강도를 표하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보철물 등의 임상지표  구강행태와 사회경제  지표까지

를 포 하여 반 하도록 하며, 구강연령과 같이 수치화된 결과물을 산출하는 다

회귀방정식 형태가 되도록 한다.

셋째, 개발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이 객 이고 합리 으로 구강상태를 나타내 

 수 있는지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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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2.1.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2.1.1. 연구 상  자료 추출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00년에 시행된 제1차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보

건복지부, 2001)와 2006년에 시행된 제3차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2007)이다. 

  이 연구에 이용된 조사의 표본선정 방법은 2000년도 자료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 에서 시설단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에서 총 2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 다. 2006년도 자료는 2단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1단계로 

거주지역 규모와 지역별 근 성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2005년도 주민등록을 기

으로 거주자 비율에 따라 층의 수를 결정해서 151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하 다. 

실제 조사는 사 에 조사자 훈련(calibration training)을 받은 국 치과 학 방

치과 교수  공치과의사로 이루어진 구강검사 을 구성하여, 2000년도에 15

, 2006년도에 16개 이 시행하 다. 구강검사는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

하는 조사기 에 의거하여 자연 조명하에서 치경, 탐침, 치과용공기분사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2000년도 실태조사 총 조사 상자는 20,874명이었으며, 이는 7,027 가구, 18세 

이상 성인 8,927명과 등학교와 학교  고등학교 학생 11,947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만을 상으로 하 고, 총 분석 상자는 8,628명

이었으며, 그 에서 남자가 3,532명, 여자가 5,096명이었다. 2006년도 실태조사는 

총 조사 상자가 15,777명이었고, 이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상은 남자 

1,677명, 여자 2,869명, 총 4,54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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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지표 선정

  일반인이 쉽고 단순하게 구강건강상태를 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표 항목

을 찾고자 하는 연구 목 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변수로는 재치아수(number of 

present teeth, PT)와 건 치아수(number of sound teeth, ST), 기능치아수(number 

of functioning teeth, FST)를 선정하 다.

  재치아수는 구강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치아의 총 합계를 의미하고, 건 치

아수는 구강 내에서 치아우식이나 충 치료가 없이 깨끗한 치아의 총 합계를 의

미하며, 기능치아수는 건 치아수와 충 치아수를 합산한 값으로, 제3 구치를 제

외한 0부터 28까지의 값이다.

  이 게 선정된 지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요약 제시하기 해

서는 축 된 통계자료를 그래 와 같이 시각화된 자료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퍼센타일 곡선(percentile curve)의 개념을 용하 다(Hamill, 

1976, 1979). 

  퍼센타일 값은 백분 수라고도 하며, 한 집단의 수분포 상에서 어떤 일정한 

수에 한 백분 를 나타내는 값이다. 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70 을 받았는

데, 이 수 아래 체 사례의 75%가 있다면 A의 백분 수( 는 백분 )는 75가 

된다. 한 집단의 수 분포 상에서 어떤 일정한 수에 한 백분 란, 그 수 

미만에 놓여 있는 사례의 체 사례에 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치아수, 건 치

아수, 기능치아수에 해 각각 10th, 25th, 50th, 75th,  90th 퍼센타일 값에 해당하는 

수를 기 으로 표  곡선을 작성하며, 2000년도와 2006년도의 자료에 해 재치

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에 해 25th, 50th, 75th 퍼센타일 값에 해당하는 표  

곡선을 첩시켜 두 해의 변화추이를 비교 가능하도록 나타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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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frequency

1) Thick line plots the 

distribution of present 

teeth number.

2) P(X) : Percentile value for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 of (X)

3) R(K+1)<X<R(K) : K is 

the integral number.

Number of teeth

Figure 4. Methods for cumulative freq uency of present teeth      

              number and percentile curves (Osada, 1999)

2.1.3. 퍼센타일 곡선의 결정 방법 

  신장이나 체 은 상한과 하한이 없는 연속 변수(continuous variables)이므로 계

의 간격을 작게 나 는 것이 가능하다. 즉, 수식으로 표 하자면 R(K+1)%와 

R(K)%값의 폭을 무한히 좁 나가다 보면, 이론상으로 퍼센타일 값을 R(K)%로 간

주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치아수 련 변수들은 이산 변수(discrete variables)이기 때문에 신장이

나 체 같이 계 의 폭을 세분화할 수가 없고, 연령에 따라서는 0개부터 28개라는 

한계치에 다수의 사람이 분포하기 때문에 연속 변수와 같이 상 도수를 퍼센

타일 값과 같은 값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에서와 같이 상 도수 X가 K 는 K+1의 상

도수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 재치아수의 퍼센타일 값 P(X)를 구했던 Osada의 

연구를 바탕으로 퍼센타일값을 결정하 다.(Osada 1989, 199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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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한 퍼센타일 곡선이 연령  별로 충분한 표본수를 갖지 못해서 발생한 극

단치(outlier)로 인해 발생한 불규칙한 부분을 보상해주기 해서는 통계 으로 많

이 사용되는 modeling method 의 하나인 LOESS(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법을 이용하여 퍼센타일 곡선의 smoothing을 시도하 고, Sigma plot
®

 

software를 이용하 다(Cleveland 1979, Cleveland and Devl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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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2.2.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2000년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보건의식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구강건강상태조사는 미취학 아동 955명, ・ ・고등학생 11,947명과 18세 이상 

성인 8,927명을 합한 총 21,829명에 하여 이루어졌으며, 구강보건의식조사는 미

취학아동 1,893명과 18세 이상 성인 16,314명  연령 무응답 12명을 합한 총 

18,219명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보건의식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18세 이상의 성인 에서 조사 상자 ID가 일

치하는 상자를 선별한 후, 본 분석에 활용하 다. 총 6,916명의 상자 에서 

남자는 2,833명(평균 연령: 46.6±16.31세)이었으며 여성은 4,083명(평균 연령: 

46.75±16.96세)이었다(Table 1).

 

본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18세 이상 성인 집단만을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학생층의 경우 구강조사는 시행하 으나 별도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12

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치주질환여부의 기본조사인 CPI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

므로 모형 구축에 필요한 기본 인 자료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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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Gender Average Age N

18-24

Male 21.10± 2.11 249

Female 21.01± 2.05 341

Total 21.05± 2.08 590

25-29

Male 27.24± 1.38 258

Female 27.14± 1.46 376

Total 27.18± 1.43 634

30-34

Male 31.95± 1.40 283

Female 31.86± 1.43 438

Total 31.89± 1.42 721

35-39

Male 37.10± 1.39 278

Female 36.93± 1.41 470

Total 36.99± 1.40 748

40-44

Male 41.79± 1.38 307

Female 41.89± 1.43 430

Total 41.85± 1.41 737

45-49

Male 46.92± 1.46 243

Female 46.84± 1.44 316

Total 46.87± 1.45 559

50-54

Male 51.99± 1.44 235

Female 51.89± 1.32 304

Total 51.94± 1.37 539

55-59

Male 56.96± 1.37 223

Female 57.25± 1.35 320

Total 57.13± 1.37 543

60-64

Male 61.89± 1.32 306

Female 61.95± 1.41 335

Total 61.92± 1.37 641

65-69

Male 66.78± 1.40 197

Female 66.74± 1.46 294

Total 66.76± 1.43 491

70-74

Male 71.87± 1.45 129

Female 71.78± 1.34 214

Total 71.81± 1.38 343

over 75

Male 78.84± 3.43 125

Female 79.75± 4.13 245

Total 79.44± 3.92 370

Total

Male 46.6±16.31 2833

Female 46.75±16.96 4083

Total 46.69±16.70 6916

Table 1. Ages and gender distributions of subject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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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velopmental process of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2.2.2. 연구 체계도

  본 연구에서는 국 단 로 시행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로부터 개인의 

재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개인의 실제연령,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 그리고 구강건강행태 련 

변수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재 연령과 비되는 구강연령이라는 지수를 도출하

다.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종합 인 최종 평가지수를 최종구강연령

(Final-Oral-Age)이라고 명명하 고, 이를 도출하기 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Figure 5와 같으며, 산출된 최종구강연령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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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조사 상자의 연령 변수, 구강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그

리고 구강건강행태를 반 하는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구강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

수에는 치아 상태를 나타내는 DMFT 지수 등 14개의 변수와 치아 상태별로 가 치

를 부여한 치아건강가 치 지수, 치면 상태를 반 한 치아건강도 지수가 사용되었

다. 한 치주조직상태는 지역사회치주지수인 CPI지수 (Community Periodontal 

Index)의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보철물 상태와 보철물 필요에 한 수 역시 

사용되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이외의 이유로 발거하는 

비율이 높은 제3 구치는 제외하고 분석하 다. 

  한 구강건강행태 련 변수에는 하루 칫솔질 횟수, 기타 구강 리용품사용 여

부, 최근 치과방문 시기, 치과방문 이유, 흡연 여부, 하루 간식섭취 횟수, 구강건강

염려 정도 등이 사용되었다(Table 3). 의료보험 종류, 월 수입, 교육 수  등과 같

은 사회경제  수  련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지표의 개발 목 을 고려하여, 개

인 스스로 능동 으로 개선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최종 분석에서

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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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finitions Ex planations

DT Number of decayed teeth Number of decayed teeth

MT Number of missing teeth Number of missing teeth

FT Number of filling teeth Number of filling teeth

ST Number of sound teeth Number of filling teeth

PT Number of present teeth Number of present teeth

FST
Number of functioning sound 
teeth

Sum of filled and sound teeth

DMFT Number of caries experienced Sum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DS Number of decayed surface Number of decayed surface

MS Number of missing surface Number of missing surface

FS Number of filling surface Number of filling surface

SS Number of sound surface Number of filling surface

PS
Number of present teeth 
surface

Number of present teeth surface

FSS
Number of functioning sound 
surface

Sum of filled and sound teeth

DMFS
Number of caries experienced 
surface

Sum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surface

Pros_S
Current prosthetic status in 
maxilla and mandible

Sum of prosthesis in maxilla and mandible
  0: No prosthesis
  1: One fixed prosthesis
  2: Over two fixed prosthesis
  3: Removable partial denture
  4: Mixed fixed and removable denture
  5: Full denture 

Pros_N
Need for prosthesis in maxilla 
and mandible

Sum of need for prosthesis in maxilla and mandible
  0: No need for prosthesis
  1: Need for 3 units fixed prosthesis
  2: Need for 4 units fixed or 1 removable partial  
 denture
  3: Need for multiple prosthesis
  4: Need for full denture

CPI_mean
Means of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Means of CPI in sextants
  0: Sound
  1: Bleeding
  2: Dental calculus
  3: Shallow periodontal pockets
  4: Deep periodontal pockets

T_Health Weight of teeth health index
Sum of weighting values of each teeth
 : weighting as score 4 for sound teeth, 2 for filled 
teeth, 1 for decayed teeth and 0 for missing teeth. 

T-TH_A Anterior teeth health index

Discount from 10 by weighted score for each teeth
  Filled surface: - 0.625, Decayed surface: -1.25
  Missing suface: -2.5
Average of scores of whole anterior teeth

T-TH_P Posterior teeth health index

Discount from 10 by weighted score for each teeth
  Filled surface: - 0.5, Decayed surface: -1.0
  Missing suface: -2.0
Average of scores of whole posterio teeth

T-TH Teeth health index Averages of teeth health scores in each teeth

Table 2. Oral health variables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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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finitions Ex planations

Brush Frequency of tooth brushing

0: Over 3 times
1: 2-3 times 
2: 1 times 
3: 0 times

Floss

Use of additional oral care 
products such as dental floss, 
inter-proximal brushes, oral 
rinses, and powered brushes 

0: Use
1: Not use

Visit
Time for recent visiting of 
dental clinic

0: Within 1 year
1: From 1 to 2 year
2: From 2 to 5 year
3: Over 5 year
4: No visiting

V_Why Reasons for dental visiting

0: For prevention such as regular check up, 
  dental sealant, fluoride application and 
  prophylactic scaling
1: For treatment 

Tobacco Smoking status
0: Non or quit smoking
1: Smoking

Snack_freq Frequency of between meals

1: 0
2: 1 times
3: 2-3 times
4: Over 4 times

Anxiety Worry for oral health
1: Worry always
2: Worry sometimes
3: No worry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variables in the analysis



- 22 -

  Oral-Status-Age = α1 +  β1 × Teeth health related variable

+  β2 × Prosthodontic variable

+  β3 × Periodontal variable

2.2.4.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의 도출 과정

2.2.4.1.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상태를 연령을 기 으로 표 하기 하여, 실제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다 회귀 분석

에서 사용될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실제연령과 상 성이 높

은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를 피어슨 상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각 변수

들 사이의 상 분석을 통하여, 다 회귀분석 모형에서 다 공선성이 상되는 구

강건강상태 련 지표들은 복 선택되지 않도록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는 재보철물상태, 재보철물필요

도, 기능치아수, 치아건강도에 가 치를 부여한 T-Health지수와 제1 구치건강도지

수 개념을 응용하여 치면상태별로 가 치를 부여한 T-TH지수, 우식경험 구치수, 

우식경험 구치면수, 우식치아수, 충 치아수, 상실치아수, 6분악CPI평균값, CPI 

최고값 등으로서, 구강 내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구강건강 련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 에서 연령과 상 성이 높으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보철물 상태 등의 

구강건강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구강상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최종 선정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식에 하여 각 개인의 객 인 구강건강상태 

변수 측정값을 입력하여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을 산출하고자 하 으며, 

회귀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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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Behavior-Age =  α2 +  γ1 × Behavioral variable 1

+  γ2 × Behavioral variable 2

+  γ3 × Behavioral variable 3

+  γ4 × Behavioral variable 4

2.2.4.2.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의 산출

  개인의 구강건강상태는 그 사람의 구강건강 련 행동 는 습 이 오랜 기간 

동안 반 되어 , 진 으로 반 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

건강상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건강 련 행태를 객 인 구강상태연령

(Oral-Status-Age)에 반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앞서 산출된 구강상태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 모형을 새

롭게 구성하 다. 본 분석에 사용된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는 하루 칫솔질 횟수, 

치과방문빈도와 이유, 흡연 여부, 치실 등과 같은 보조구강용품 사용, 구강건강염

려도 등이었다. 다 회귀분석 모형에 사용될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구강상태연령과 각종 구강건강 련 행동 변수들 간의 상 분석이 시행되

었으며,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이 고려되었다. 한 실제 임상에서 개개인에게 

용되었을 때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변수들을 고려하 다. 이를 통해 선택

된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들은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식에 하여 각 개인의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

값을 입력하여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을 산출하고자 하 으며, 그 회귀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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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Age = α3  +  δ1 × Oral-Status-Age   +  δ2 × Oral-Behavior-Age 

 2.2.4.3. 구강연령(Oral-Age)의 산출

  각각 분리되어 산출된 구강상태연령과 구강행태연령으로부터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 련 행태를 모두 반 하는 종합 인 구강연령을 산출하고자 하 다. 이

를 하여 개인의 실제연령에 한 구강상태연령과 구강행태연령의 상 성을 확

인하 으며, 실제연령을 종속변수로 하고 산출된 두 연령을 독립변수로 한 새로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두 독립변수의 가 치를 결정 하여 다 회귀모형을 개

발하 다.

  개발된 다 회귀모형에 하여 구강상태연령과 구강행태연령을 입력 하여 구강

연령(Oral-Age)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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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djustment of Oral-Age distribution to be the same     

             range with Age distribution

2.2.4.4.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의 산출

  개발된 다 회귀 모형에서 산출된 구강연령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실제연령의 

분포와 차이가 존재하 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들

과 구강건강행태 변수들이 범 가 한정되어 있는 특성으로 그 범 에 제한이 있

고,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계수를 산출하는 통계 인 방법상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실제연령과 범 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실제연령처럼 쉽게 비교가 가

능한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컨 , 실제연령의 최소값

이 18세인데, 구강연령은 31세가 최소값이 되어서 서로 의미를 비교하기가 곤란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산출된 구강연령의 범 를 실제연령과 일치시켜 실제연령처

럼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수학 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보정 개념은 서로 다른 범 를 갖는 두 변수, 즉 실제연령과 구강연령의 최 값

과 최소값이 일치하도록 범 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서, 구강연령의 간격을 실제

연령에 맞게 일정 비율로 확  평행이동 하 다. 따라서 변수값의 순 는 그 로 

유지되면서 그 간격만 일정 비율로 확 되게 된다(Figure 6). 그 결과로 보정 후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이 산출되었다. 일정한 비율로 간격만 확 됨으로써 

값 자체는 특정 가 치에 의해 확 되거나 축소되는 왜곡 없이 상 인 특성을 

그 로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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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통계  방법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통해 산출된 최종구강연령은 그 값의 타당성 여부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산출된 최종구강연령과 기존의 구강건강 지

수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하여 다음의 3

가지 방법을 이용하 다. 

  첫째, 산출된 최종구강연령이 각종 구강건강 련 지표들과의 한 련성이 

있는지 악하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시행하며, 실제연령과도 비교하 다. 

  둘째,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는 표 인 지수인 FST지수, CPI지수, DMFT지수 

각각에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표본을 3, 5, 10개의 cluster 로 

분류한 뒤, 각 cluster의 최종구강연령 값에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여 

최종구강연령이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집단을 유의하게 잘 구분하는지 검토하 다. 

  셋째, 2000년도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이 2006

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용되는지 확인하기 하여, 2006년 조사

상자들의 변수 정보들을 모형에 입력하여 최종구강연령을 산출하 으며, 이 2006

년도 표본의 최종구강연령에 하여도 앞서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분

석함으로써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2.2.6. 통계분석

  구강건강 련 변수들과 연령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

이 시행되었으며, 구강연령 추정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단계마다 다 회귀분석

이 시행되었다. 한 집단에 따른 평균의 비교를 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다

비교분석이 시행되었다. 

  자료입력  통계분석은 SAS 9.0
®

 통계 패키지 로그램, SPSS 15.0
®

 통계 패키

지 로그램과 Microsoft Office Excel 2007®, Sigma plot® 로그램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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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3.1. 한국형 단순 구강건강추정 모형

3.1.1. 한국 성인의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Figure 7과 Figure 8은 각각 2000년도와 2006년 자료에서, 한국 성인 남성과 여

성의 재치아수를 퍼센타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인데, 10th, 25th, 50th, 75th  90th 

퍼센타일의 총 5가지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에서 10
th

 퍼센타일은 구강건

강상태가 가장 좋은 상  10% 값을 나타내고, 50th 퍼센타일은 앙값을 나타내며, 

90th 퍼센타일은 구강건강상태가 가장 열악한 하  10% 값을 의미한다. 

  재치아수는 2000년도와 2006년도 자료에서 모두, 한국 성인 남성  여성의 

경우 20 까지는 각 퍼센타일 곡선 사이에 큰 차이 없이 일정 간격이 유지되는 

양상을 띠다가, 구강상태가 열악한 90
th

 퍼센타일 곡선에서 가장 먼  30 에 격

한 하락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60 에 이미 10 이하에 도달하고 있다. 상  10th 퍼

센타일 곡선은 거의 60세까지 28개 체 치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서서히 재

치아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감소량도 많지 않아서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40  후반으로 가면서 퍼센타일 곡선들 간의 격차는 격히 심해졌고, 구강건강이 

열악한 하  퍼센타일 곡선일수록 더욱 이른 시기에 격한 치아 상실이 나타나

는 S자형 곡선의 경향을 보 다. 상  10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70세 이후까지 

25개 이상의 재치아수를 보여서, 40세에 이미 25개 이하로 떨어지는 하  90th 

퍼센타일 곡선과 큰 조를 보 다.

  2000년도 한국 남성의 경우 각 퍼센타일 곡선별로 재치아수를 살펴보면, 25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50세까지 28개의 재치아수를 유지하다가 60세에는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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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에는 18개로 차 감소하 다. 

  앙값에 해당되는 남성 5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이보다 열악하여 50세 26개, 

60세 23개, 75세 11개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한편, 75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치아 상실이 좀 더 빨리 나타나서 50세 24개, 60세 19개, 75세에는 5개의 치아만

이 구강 내 잔존하게 된다.  

  2000년도 한국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재치아수가 다소 낮은 양상이나 65세 

이후에는 남성이 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여성이 남성 보다 다소 많은 치아가 잔

존하는 양상으로 역 되는 경향을 보 다. 여성의 각 퍼센타일 곡선별로 재치아

수를 살펴보면 2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50세에는 27개의 재치아수를 보유하

다가 60세에는 25개, 75세에는 20개로 차 감소하 다. 

  앙값에 해당되는 5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이보다는 낮아서 50세 26개, 60세 

22개, 75세에 11개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한편 7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치

아 상실이 좀 더 빨라서 50세 23개, 60세 15개, 75세에는 4개의 치아만이 구강 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상태가 열악한 그룹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재치아수 값이 낮아지는 상이 뚜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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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rcentile curves of present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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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centile curves of present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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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한국 성인의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Figure 9과 Figure 10은 각각 2000년도 2006년도 한국 성인의 건 치아수를 퍼

센타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이 20 에서는 10th에서 

90th까지 격차가 크지 않았던데 비해서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20 부터 

각 퍼센타일 곡선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 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서 곡선의 간격에 차 격차가 커지는 상이 찰되었으며, 성별과 조사 년도

와 무 하게 이러한 양상은 공통 이었다.

  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건 치아수가 동일한 연령  남성 보다 낮은 경향

이 있었다. 특히,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75th, 9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욱 격차가 크게 하방에 치하고 있었으며, 더 이른 나이에 격

한 감소를 보 다. 

  한국 남성의 2000년도 자료를 기 으로 각 퍼센타일 곡선별로 건 치아수를 살

펴보면, 남성상  2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30세에는 27개의 건 치아수를 보유

하다가 50세에는 26개, 60세에는 23개로 완만히 감소하 다. 

  수에 해당되는 남성 5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이보다 낮아서, 30세 25개, 

50세 23개, 60세 17개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한편, 7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건 치아수 감소가 더 빨리 시작되어 30세 22개, 50세 17개, 60세에는 10개의 치

아만이 구강 내 건 치아로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건 치아수가 더 낮은 양상을 보 다. 2000년도 자

료를 기 으로 보면, 한국 여성의 경우 각 퍼센타일 곡선별로 건 치아수를 살펴

보면 2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30세에는 27개의 건 치아수를 보유하다가 50세

에는 24개, 60세에는 20개로 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하 다. 

  앙값에 해당되는 5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이보다 더 열악하여 30세 24개, 

50세 19개, 60세 14개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한편 75
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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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치아수 감소가 더 빨리 시작되어 30세 20개, 50세 14개, 60세에는 6개의 치아

만이 구강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남성의 경우 90th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40세경에 격히 감소되기 시

작하지만 10
th
그룹은 55세 이후에 감소를 시작하며, 그 경사도 더 완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90th 퍼센타일 곡선 33세, 10th 퍼센타일 곡선은 53

세 이후에 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 남성의 경우 열악한 구강상태인 75th와 90th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각각 

45세와 43세를 기 으로 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10th와 25th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이시기 완만한 감소가 시작되어 60  이후에 이르러서야 격한 감소를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75th와 90th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48세와 45세를 기

으로 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10th와 25th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57세와 50세 이후

가 되어서야 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남성의 자료에서 곡선의 불규칙한 

양상이 존재하여 자료의 일 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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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ercentile curves of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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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ercentile curves of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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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한국 성인의 기능치아수 퍼센타일 곡선

  건 치아수와 충 치아수를 합한 기능치아수(FST)의 경우 체로 30세까지는 모

든 경우에서 감소폭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90th 그룹의 경우 20 에서도 25개에 미

치지 못한 기능치아수가 30세에 어들면서 가장 먼  그리고 격한 하락을 나

타내기 시작 하 고, 60세에 0에 이르 다. 30 를 후하여 구강상태가 열악한 

그룹에서 먼  격한 하락을 시작하 다. 특히 구강상태가 하  곡선일수록 더 

은 시기에 먼  격한 하락을 보여서 9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40 에 하락

이 격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70세를 후하여 0으로 하락 하 고, 구강상태

가 좋은 그룹일수록 하락 시기도 늦고 경사도 완만하여 10th 퍼센타일 곡선의 경

우 60  이후에도 기능치아수의 격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20세를 기

으로 퍼센타일 곡선별로 23개 내지 28개이던 기능치아수는 70세에는 0개에서 

23개로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도와 2006년

도,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Figure 11, 12).

  2000년도와 2006년도 자료에서, 각 퍼센타일 곡선의 치와 치아수 범 를 기

으로 보았을 때나, 곡선의 기울기와 하락 양상을 고려하여도, 기능치아수는 재

치아수 곡선과 건 치아수 곡선의 간 인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곡

선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세 가

지 지표의 곡선 에서 유용한 것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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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ercentile curves of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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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ercentile curves for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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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퍼센타일 곡선을 이용한 2000년과 2006년 구강건강상태 비교

  재치아수(PT), 건 치아수(ST), 기능치아수(FST)에 하여 25
th

, 50
th

  75
th

 퍼

센타일 곡선을 나타내어, 2000년도와 2006년도의 양상을 동일한 그래  상에서 

첩하여 비교하 다. 부분의 곡선에서 2000년도 보다 2006년도 곡선이 상방에 

치하고, 더 하락이 완만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3).

 

  재치아수와 기능치아수의 경우에 3개의 퍼센타일 곡선 모두  연령 에서 

2006년이 더 상방이며 우측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2000년 보다 향상된 구강상태를 

뚜렷히 확인할 수 있다. 건 치아수의 경우에, 40세 이 까지는 2000년이 상방에 

치하고 있으나, 40세를 기 으로 2000년의 곡선이 격히 하락하면서 상은 역

되어 2006년 곡선이 더 상방이며 우측에 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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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 of percentile curves for present teeth, sound    

teeth and functioning sound teeth for Korean adults        

between 2000 and 2006(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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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형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

3.2.1.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의 산출

3.2.1.1. 연령과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

  연령과 련이 있는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들을 악하고 다 회귀분석을 

해 사용될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배제하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강건강상태 련 변수들은 연령과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p<0.01). 

  치아 상태와 련이 있는 변수들 에서는 FST(r=0.68), FSS(r=0.69), 치주조직상

태와 련이 있는 변수들 에서는 CPI_mean(r=0.49), 보철물 상태와 련이 있는 

변수들 에서는 Pros_S(r=0.56)가 연령과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기 때문에 구강

상태연령 추정을 한 회귀모형의 1차 선택 변수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FST와 

Pros_S는 그 둘 간의 상 계수가 -0.84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 공선성이 의심되

었기 때문에 다 회귀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FST와의 상 계수가 -0.36으로 낮게 

나타난 다른 보철물 상태 련 변수인 Pros_N을 다 회귀분석 모형의 변수로 선

택하 다. 

  따라서, 상 분석 결과 최종 으로 치아상태 련변수인 FST와 치주조직상태 

련변수인 CPI_mean과 보철물상태 련 변수인 Pros_N이 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변수로 결정되었다. 

  선택된 변수들에 하여 연령 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령 가 증가할 

수록 기능치아수(FST)는 감소하고, 치주조직상태(CPI)는 악화되고, 보철물 필요도

(Pros_N)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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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DT MT FT ST FST DMFT PT

AGE 1

DT  0.09* 1

MT  0.64*  0.04* 1

FT -0.25* -0.14* -0.22* 1

ST -0.62* -0.12* -0.84* -0.08* 1

FST -0.68* -0.16* -0.88*  0.26*  0.94* 1

DMFT  0.49*  0.27*  0.82*  0.30* -0.85* -0.72* 1

PT -0.65*  0.00* -0.91*  0.25*  0.88*  0.93* -0.71* 1

DS  0.17*  0.91*  0.09* -0.14* -0.15* -0.20*  0.29* -0.05*

MS  0.65*  0.04*  1.00* -0.22* -0.84* -0.89*  0.82* -0.92*

FS -0.08* -0.11* -0.12*  0.87* -0.15*  0.15*  0.33*  0.16*

SS -0.68* -0.07* -0.87*  0.06*  0.98*  0.97* -0.79*  0.91*

FSS -0.69* -0.10* -0.89*  0.25*  0.94*  0.99* -0.72*  0.94*

DMFS  0.62*  0.19*  0.92*  0.06* -0.88* -0.83*  0.95* -0.82*

PS -0.66* -0.00* -0.92*  0.25*  0.88*  0.94* -0.71*  1.00*

Pros_S  0.56* -0.11*  0.78* -0.17* -0.81* -0.84*  0.60* -0.85*

Pros_N  0.34*  0.42*  0.35* -0.18* -0.31* -0.36*  0.35* -0.33*

T-Health -0.66* -0.09* -0.88*  0.09*  0.98*  0.98* -0.79*  0.93*

T-TH(A) -0.56* 0.01 -0.83*  0.22*  0.82*  0.86* -0.64*  0.93*

T-TH(P) -0.68* -0.09* -0.94*  0.17*  0.91*  0.94* -0.80*  0.93*

T-TH -0.66* -0.05* -0.93*  0.20*  0.91*  0.95* -0.77*  0.97*

CPI_mean  0.49*  0.16*  0.33* -0.28* -0.27* -0.38*  0.16* -0.37*

DS MS FS SS FSS DMFS PS

DS 1

MS  0.09* 1

FS -0.11* -0.12* 1

SS -0.14* -0.87* -0.08* 1

FSS -0.16* -0.90*  0.14*  0.98* 1

DMFS  0.26*  0.93*  0.21* -0.88* -0.83* 1

PS -0.06* -0.92*  0.15*  0.91*  0.94* -0.83* 1

Pros_S -0.07*  0.79* -0.06* -0.84* -0.85*  0.71* -0.85*

Pros_N  0.47*  0.35* -0.13* -0.32* -0.35*  0.38* -0.33*

T-Health -0.13* -0.88* -0.01*  0.99*  0.98* -0.86*  0.93*

T-TH(A) -0.04* -0.83*  0.14*  0.83*  0.86* -0.74*  0.92*

T-TH(P) -0.15* -0.95*  0.05*  0.94*  0.95* -0.91*  0.94*

T-TH -0.11* -0.94*  0.09*  0.94*  0.95* -0.88*  0.97*

CPI_mean  0.19*  0.33* -0.16* -0.33* -0.37*  0.27* -0.37*

Pros_S Pros_N T-Health T-TH(A) T-TH(P) T-TH CPI_mean

Pros_S 1

Pros_N  0.04* 1

T-Health -0.85* -0.32* 1

T-TH(A) -0.79* -0.25*  0.86* 1

T-TH(P) -0.82* -0.38*  0.94*  0.82* 1

T-TH -0.84* -0.34*  0.95*  0.94*  0.97* 1

CPI_mean  0.27*  0.30* -0.32* -0.31* -0.35* -0.36* 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ral health rela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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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group N FST Pros_N CPI_mean

18-24 589 26.29±2.57 0.21±0.76 0.62±0.53

25-29 634 26.23±2.50 0.23±0.75 0.73±0.60

30-34 721 25.94±3.18 0.26±0.83 0.90±0.69

35-39 746 25.20±3.88 0.40±1.07 1.05±0.75

40-44 737 24.22±4.68 0.44±0.98 1.18±0.79

45-49 554 22.24±6.26 0.61±1.29 1.39±0.80

50-54 530 20.59±7.37 0.74±1.42 1.51±0.77

55-59 526 17.59±8.29 0.90±1.55 1.67±0.82

60-64 596 14.88±9.21 1.13±1.84 1.77±0.76

65-69 416 11.79±9.42 1.37±2.12 1.80±0.75

70-74 264  9.07±8.97 1.59±2.35 1.83±0.81

over 75 226  5.83±7.37 2.38±2.83 1.89±0.79

Total 6539 20.42±8.94 0.74±1.59 1.27±0.84

Table 5. Distribution of FST, Pros_N and CPI_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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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Status-Age =  59.951 - 1.016×FST + 0.697×Pros_N 

 + 5.319×CPI_mean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to Age

Co-efficient
Beta t p-value

Coliearity

B St. Err. VIF

Intercept  59.951 0.603  99.403 0.000

FST  -1.016 0.021 -0.497 -48.536 0.000 1.296

Pros_N   0.697 0.109  0.063   6.366 0.000 1.219

CPI_mean   5.319 0.186  0.283  28.653 0.000 1.203

  Dependant Variable :  Age

  R:  0.687, R2:  0.472 , Adjusted R2:  0.472

3.2.1.2. 구강상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구강상태연령 산출을 해 1단계 모형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로는 치아상태 련 

변수로 기능치아수(FST), 치주조직상태 련 변수로는 6분악CPI평균값(CPI_mean), 

보철물상태 련 변수로는 재 보철물 필요도(Pros_N)를 최종 선정하여 종속변수

를 연령으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Table 6). 다 회귀모형의 합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었고(P<0.001),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는 2000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형에서 0.472로 단 3가지 변수만으로 

함축된 모형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설명력이라고 평가되었다. 한, 다 회귀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 성을 나타내는 다 공선성을 확인 할 수 있

는 Variance Inflation값도 1.2∼1.3으로 낮은 수 을 나타내어,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은 배제할 수 있었다(Table 6).

  회귀 분석 결과 산출된 계수와 상수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구강상태연령

(Oral-Status-Age)을 산출하기 한 1단계 구강건강 추정 모형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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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ral-Status-Age FST Pros_N CPI_mean

AGE 1.00  

Oral-Status-Age   0.69 * 1.00

FST - 0.68 *  -0.91 * 1.00 

Pros_N   0.34 *   0.50 *  -0.36 * 1.00 

CPI_mean   0.49 *   0.71 *  -0.38 *   0.30 * 1.0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3.2.1.3. Oral-Status-Age와 Age의 비교 결과

  산출된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과 실제연령(Age)을 비교한 결과, 구강상

태연령은 실제연령보다도 FST, Pros_N 그리고 CPI_mean과의 상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7), 18세~24세와 25세~29세 집단 간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구강상태연령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Age, Oral-Status-Age, FST, Pros_N and  

CPI_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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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ral-Status-Age Age

mean± SD N Significance 
grouping* mean± SD N Significance 

grouping*

18-24 36.66± 4.25 589 A 21.05± 2.08 590 A

25-29 37.35± 4.51 634 A 27.18± 1.43 634  B

30-34 38.59± 5.36 721  B 31.89± 1.42 721   C

35-39 40.15± 6.20 746   C 36.99± 1.40 748    D

40-44 41.93± 6.95 737    D 41.85± 1.41 737     E

45-49 44.99± 8.10 554     E 46.87± 1.45 559      F

50-54 47.23± 9.07 530      F 51.94± 1.37 539       G

55-59 50.98± 9.99 526       G 57.13± 1.37 543        H

60-64 53.97±10.46 596        H 61.92± 1.37 641         I

65-69 56.45±10.47 416          I 66.76± 1.43 491          J

70-74 59.05±10.70 264           J 71.81± 1.38 343           K

over 75 62.21± 9.89 226            K 79.44± 3.92 370            L

Total 45.27±10.91 6539 46.69±16.70 6916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Table 8. Distribution of Oral-Status-Age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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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의 산출

3.2.2.1. 구강상태연령과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

  구강상태연령과 련이 있는 구강건강 련 행동 변수들을 악하고 다 회귀분

석을 해 사용될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배제하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시행하 다(Table 9). 그 결과, 부분의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들이 연령과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비록 부분의 구강건강 련 행태 변수들이 구강상태연령과 유의한 상 성을 나

타내었지만, 일부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첫째, 간식섭취는 횟수

가 증가할수록 구강연령이 어드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일단 간식섭취 횟수가 

경제  상태와 련이 있고, 간식의 범 도 설탕이나 우식성 식품으로 한정하지 않

고, 야채, 과일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가능성이 있다

고 사료되어서 최종 변수에서는 제외하 다. 둘째, 가구소득의 경우도 미 응답자가 

많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변수가 구강건강을 추정하는 변수로 최종 모형에 들어갈 

경우 이 모형을 활용하기 한 질문을 받을 때에 응답자가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

로인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단되어 제외하 다. 셋째, 소득 련 변수를 간 으로 나타내는 건강보험 가입

상태 변수의 경우,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직 인 질문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이

기는 하지만, 비교가 되는 의료보호 피조사자 수가 무 어서, 모형에서 배제하

다(2000년 분석인원 5428명  23명). 넷째, 교육수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변

수이긴 하 지만, 치과의원에서 조사나 문진을 시행할 경우에 응답자가 설문 의도

와는 달리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어 최종 변수에서는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각하는 구강건강도염려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로서, 특

히 자신의 구강상태에 해 늘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유의하게 구강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나, 객 인 자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최종 모형에서는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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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개인의 의지에 따른 개선이 곤란하면서 

문진을 통해 수집이 곤란한 사회경제  변수들 보다는, 통계  유의성뿐만 아니라 

그 요도가 리 알려져 있고 개인의 의지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구강보건행

태 변수들이 구강행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수로 선택되

었다. 

  따라서, 상 분석 결과 최종 으로 칫솔질 횟수 (Brush),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여부(Floss), 흡연여부(Tobacco), 최근 치과방문시기(Visit), 치과방문이유

(V_Why)가 구강상태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변수로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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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tatus-Age

Brush Floss Visiting V-why Tobacco

Oral-
Status-Age

  1

Brush  0.13* *   1

Floss  0.18* *  0.11**   1

Visit  0.03*  0.08**  0.13**   1

V_why  0.21* *  0.08**  0.13**  0.16**   1

Tobacco  0.08* *  0.1**  0.05**  0.05** -0.02   1

Education 
level

-0.58** -0.17** -0.25** -0.11** -0.21**  0.07**

Health 
insurance

-0.02*  0.02 -0.01  0.03**  0.00  0.02

Oral 
Health
anx iety

-0.30** -0.03** -0.02  0.18** -0.14**  0.05**

Monthly 
income

-0.33** -0.11** -0.21** -0.13** -0.18** -0.05**

Food -0.17** -0.08** -0.13** -0.10** -0.08** -0.08**

E d u c a t i o n 
level

Health
i n s u r a n c
e

Oral 
Health
anx iety

M o n t h l y 
income

Food

Education
level

  1

Health
insurance

 0.01   1

Oral 
Health
anx iety

 0.23**  0.00 1

Monthly 
income

 0.42** -0.05** 0.16**   1

Food  0.24** -0.01 0.05**  0.23**   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health variables and oral behavi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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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behavior variables 

          to Oral-Status-Age

Co-efficient
Beta t p-value

Coliearity

B St. Err. VIF

Intercept 33.584 0.531 63.201 <.001

Brush  0.997 0.182 0.072  5.486 <.001 1.028

Floss  5.093 0.423 0.158 12.050 <.001 1.039

Visit  0.768 0.118 0.085  6.517 <.001 1.034

V-why  5.779 0.427 0.178 13.541 <.001 1.040

Tobacco  2.268 0.327 0.090  6.931 <.001 1.010

  Dependant Variable :  Oral-Status-Age

  R:  0.315, R2:  0.099 , Adjusted R2:  0.099

3.2.2.2. 구강행태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2단계 모형에서 추가될 각 변수들의 가 치를 구하기 해서 구강상태연령을 

종속변수로 두고, 하루 칫솔질 횟수(Brush), 최근 치과방문빈도(Visit), 최근 치과방

문이유(V_Why), 흡연여부(Tobacco), 칫솔질 이외에 추가 인 구강 생 리법 사용 

여부(Floss) 등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둔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구강건강행

태 변수들을 고려한 구강상태연령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체 표본의 다 회귀 방정식은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Pr > F 값이 0.0001 

이하이므로 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회귀방정식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R-Square는 0.1로 낮았다.

  하루 칫솔질 횟수(Brush)는 0.997, 최근 치과방문빈도(Visit)는 0.768, 최근 치과

방문이유(V_Why)는 5.779, 흡연여부(Tobacco)는 2.268, 부가 인 구강 생용품사용

유무(Floss)는 5.093으로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 성을 나타내는 다 공선성을 나타내는 Variance 

Inflation값도 1.01에서 1.04 사이로 미미한 수 이어서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

선성은 없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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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Behavior-Age 

     = 33.584 + 0.997×Brush + 5.093×Floss + 0.768×Visit 

                + 5.779×V_why + 2.268×Tobacco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와 같은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정된 5가지 구강건강행태 변수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Oral-Behavior-Age를 산출하기 한 2단계 구강건강 추정 모

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 구강보건교육  동기부여를 통해서 환자의 구강 

리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에는 구강연령이 감소할 여지가 있어야한다는 에

서, 각 변수들에서 가장 이상 인 값을 0으로 두고 가 치를 더해주는 형식으로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합한 것으로 단하 다.

  2단계 모형의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Brush)가 1회 더 증

가할 때마다 Oral-Behavior-Age는 1세 정도가 어지며(하루 3회 이상인 경우는 더 

이상 증가 없이 동일), 최근 치과방문 빈도(Visit)가 1년 이상 된 경우보다 1년 이내

인 경우에 구강연령이 0.7세 정도 어진다. 치료 목 보다는 검진이나 스 일링과 

같이 방차원의 치과방문을 하는 경우(V_Why)에 6세 가까이 어지며, 치실을 사

용하는 경우(Floss) 그 지 않은 경우보다 5세가 어진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2세 이상 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Tobacco). 이것은 Oral-Behavior-Age에서의 

단순한 해석이고, 이후 추가 인 분석을 통해 1단계 모형에서 얻어진 구강상태연

령과 함께 분석하여 추가 으로 가 치를 조정하고, 연령보정을 거쳐서 최종구강

연령에서 각 변수의 정확한 계수는 다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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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ral-Status-Age Oral-Behavior-Age

AGE 1

Oral-Status-Age 0.69** 1

Oral-Behavior-Age 0.28* * 0.32* * 1

Brush 0.13** 0.13** 0.37* *

Floss 0.19** 0.18** 0.64* *

Visiting 0.03 * 0.03 * 0.44* *

V-why 0.18** 0.21** 0.68* *

Tobacco 0.00** 0.08** 0.32* *

Brush Floss Visiting V-why Tobacco

Brush 1

Floss 0.11** 1

Visiting 0.08** 0.13** 1

V-why 0.08** 0.13** 0.16** 1

Tobacco 0.10** 0.05** 0.05** -0.02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3.2.2.3. Oral-Behavior-Age, Oral-Status-Age  Age의 비교 결과

  산출된 구강행태연령(Oral-Behavior-Age)과 구강상태연령(Oral-Status-Age)을 실

제연령(Age)와 비교한 결과, 구강행태연령은 구강상태연령이나 실제연령 보다 구

강건강 련 행태변수들과 더 높은 상 성을 보 으며, 5가지 행태변수들간의 상

계수는 모두 0.16 이하로 매우 낮은 수 이었다(Table 11).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of Oral-Behavior-Age, Oral-Status-Age, Age and oral 

healt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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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Status-Age and 

             Oral-Behavior-Age for Age

Co-efficient
Beta t p-value

Coliearity

B St. Err. VIF

Intercept -4.310 2.031 -2.122 0.034 

Oral-Status
-Age

 0.946 0.015 0.671 64.257 0.000 1.110 

O r a l - B e h a v i o r
-Age

 0.158 0.047 0.035  3.381 0.001 1.110 

  Dependant Variable :  Age

R:  0.683, R2:  0.467 , Adjusted R2:  0.467

Oral-Age 

 = -4.310 + 0.946 × Oral-Status-Age + 0.158 × Oral-Behavior-Age

3.2.3. 구강연령(Oral-Age)의 산출

3.2.3.1. 구강연령 산출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 모형에서 구강 련변수들로 산출한 Oral-Status-Age와 2단계 모형에서 구

강건강행태변수들로 산출한 Oral-Behavior-Age를 모두 용하여 Oral-Age를 구성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새로운 변수에 한 가 치를 결정하기 하여 실제연령

을 기 으로 추가 인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즉, 연령을 종속변수로 하고 

Oral-Status-Age와 Oral-Behavior-Age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여 통계 으로 이 변수들 사이의 계가 유의함을 검증하 고, 단 두 개의 변수만

으로 구성된 모형으로서는 설명력도 높은 수 이라고 단되었다(R2=0.467, 

p<0.01). 이 분석에서 통계  유의성이 확인된 회귀계수를 이들 변수에 가 치로 

용하여 구강연령(Oral-Age)을 산출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완성하 다. 다 회

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Oral-Age를 구하는 3단계 구강

건강 추정 모형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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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stribution of Age and Oral-Age

Minimum Max imum Range Midpoint

Age 18 90 72 54

Oral-Age 30.80 84.91 54.11 57.86

3.2.4.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의 산출

3.2.4.1. Oral-Age의 범  보정 

  본 연구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세 번의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구강상

태를 표하는 3가지 변수와 구강건강행태를 반 하는 5가지 변수들의 가 치와 

비 을 통계학  분석을 통해 도출하 다. 그러나, 최종 으로 산출되는 Oral-Age

의 값은 구성되는 변수들의 범 가 한정되어 있고, 통계분석을 통해 산출된 계수

들을 조합하여 재구성한 상 인 수치일 뿐이며, Oral-Age라고 명명하 을 뿐 실

제연령과는 무 한 특성으로 인해 그 범 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Oral-Age를 

산출한 상자의 실제연령은 18세에서 90세까지로 나타났으며, Oral-Age는 30.8에

서 84.9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Oral-Age라는 새로운 변수를 실제연령과 비

교가 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기 하여, 상자들의 최소나이 18세, 최 나이 90세

인 범 를 Oral-Age에서도 일치하도록 보정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단하 다

(Table 13).

  즉, 은 18세에서 가장 구강상태와 구강건강행태가 우수한 사람에게 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Oral-Age가 30.8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나이와 구강연령을 연

지어 생각할 때에는 해석에 곤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나이의 범 와 

Oral-Age를 일치시켜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수치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해

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보정과정에서는 결과값들의 분포에 왜곡이 없도록, 결과값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한 비율로 확 시켜 범 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평행이동 시켜야만 

변수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이후 추가 인 분석이나 환산에서도 균일한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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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Oral-Age

 = (Oral-Age - Oral-Age Midpoint) × (Age range÷Oral-Age range)  

        + Age Midpoint

 = (Oral-Age - 57.855) × (72 ÷ 54.11) + 54

 = (Oral-Age - 57.855) × 1.33 + 54

Final-Oral-Age

     = 53.649 - 1.279×FST + 0.877×Pros_N + 6.695×CPI_mean

              + 0.21×Brush + 1.071×Floss 

              + 0.161×Visit + 1.215×V_why + 0.477×Tobacco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띠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변환식을 통해 

Oral-Age의 범 를 실제연령과 일치시켰다. 

    Oral-Age의 연령보정을 한 변환식의 내용과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범

(Range)와 간값(Midpoint)을 입한 변환식은 아래와 같다.

  연령 보정까지 시행하여, 모든 변수와 계수를 정리한 최종 인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그래 를 통해 돗수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은 정규분포에 가까우나, Oral-Age는 

낮은 값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하고 있다. 구강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을 반 하고 있는데, 범  변환을 하면 최소값과 최 값, 수 등은 연

령과 동일하게 변화하지만, 모든 값들의 간격이 일정비율로 확 되어 분포의 성격

은 변하지 않고 유지됨을 볼 수 있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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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umulative freq uency distribution of Age, Oral-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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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ral-

Status-Age
Oral-

Behavior-Age
Oral-Age

Final-
Oral-Age

AGE 1

Oral-
Status-Age

0.69** 1

Oral-
Behavior-Age

0.28** 0.32** 1

Oral-Age 0.68** 1.00** 0.36** 1

Final-Oral-Age 0.68** 1.00** 0.36** 1.00**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AGE
Oral-

Status-Age
Oral-

Behavior-Age
Oral-Age

Final-
Oral-Age

N 6916 6539 5748 5427 5427

Mean 46.69 45.27 45.84 46.16 38.45 

Median 45.00 42.16 46.45 43.45 34.84 

Mode 40.00 33.28 46.45 34.35 22.74 

SD 16.70 10.91 3.45 10.63 14.14 

Min 18.00 31.50 33.58 30.80 18.01 

Max 92.00 86.80 52.02 84.91 89.98 

3.2.5. Age, Oral-Status-Age, Oral-Behavior-Age, Oral-Age  Final-Oral-Age 

간의 비교 결과

  단계별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종속변수들 간의 상 성을 평가한 결과 유

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nal-Oral-Age는 실제연령과 0.68의 상

계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 표본에서 각각의 5가지 구강건강 추정 종속변수들에 

한 분포를 확인한 결과, 상자의 실제 나이 평균은 46.7세임에 반해 최종구강연

령은 38.5세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5). 

Table 14.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Table 15. Distribution of the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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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통계  방법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결과

3.2.6.1. 구강상태 련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최종 결과 변수인 Final-Oral-Age와 기타 활용된 변

수들 간의 상 성을 확인한 결과, 구강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와 유의한 상

계를 갖고 실제연령보다도 상 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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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Oral-Age Age

Final-Oral-Age  1.00* *  0.68* *

Age  0.68* *    1* *

DT  0.25**  0.09**

MT  0.79* *  0.64* *

FT -0.33** -0.25**

ST -0.81* * -0.62* *

FST -0.92* * -0.68* *

DMFT  0.55* *  0.49* *

PT -0.86* * -0.65* *

DS  0.29**  0.17**

MS  0.80**  0.65**

FS -0.17** -0.08**

SS -0.86** -0.68**

FSS -0.91** -0.69**

DMFS  0.71**  0.62**

PS -0.86** -0.66**

Pros_S

(Prosthodontic status)
 0.74**  0.56**

Pros_N 

(Prosthodontic needs)
 0.46**  0.34**

T-Health -0.88* * -0.66* *

T-TH(A) -0.76** -0.56**

T-TH(P) -0.85** -0.68**

T-TH -0.87* * -0.66* *

CPI_mean  0.72* *  0.49*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able 16.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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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FST N Age
Signif.

Grouping*
N

Final-

Oral-Age

Signif.

Grouping*
N

3 

cluster

1  2.35±2.76 1032 67.81± 9.95 A 1032 66.38± 7.14 A 597

2 15.62±3.33 1362 55.65±13.09  B 1362 48.05± 7.82  B 1239

3 25.99±2.19 4522 39.16±13.03   C 4522 30.49± 6.91   C 3591

Total 20.42±8.94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5 

cluster

1  0.54±0.99 678 69.31± 9.45 A 678 69.77± 6.18 A 294

2  6.82±2.09 483 64.01±10.77  B 483 61.45± 6.84  B 421

3 14.95±2.26 880 56.72±12.48   C 880 49.08± 6.88   C 801

4 21.97±1.69 1488 46.30±13.89    D 1488 37.78± 6.66    D 1305

5 27.08±1.11 3387 37.25±12.23     E 3387 28.27± 5.74     E 2606

Total 20.42±8.94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10

cluster

1  0.10±0.30 553 69.90± 9.28 A 553 70.6±  6.04 A 194

2  3.13±0.84 218 66.18±10.09  B 218 67.82± 6.12  B 181

3  5.97±0.81 199 64.61±10.36  B 199 62.16± 5.84   C 169

4  9.06±0.84 191 62.66±11.20   C 191 57.93± 5.90    D 171

5 12.01±0.80 255 59.38±10.97    D 255 53.31± 6.09     E 233

6 15.03±0.83 339 56.60±12.99     E 339 49.34± 6.23      F 308

7 18.04±0.84 456 53.89±12.77      F 456 44.17± 5.91       G 413

8 21.69±1.09 940 46.79±13.68       G 940 38.36± 6.24        H 827

9 25.06±0.79 1332 40.80±13.57        H 1332 32.36± 5.87         I 1090

10 27.71±0.46 2433 36.06±11.45         I 2433 26.85± 5.14          J 1841

Total 20.42±8.94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2. 군집분석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

3.2.6.2.1. FS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FST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FST값, 실제 나이, Final-Oral-Age의 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 FST에 차이가 있는 집단별로 Final-Oral-Age도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차이를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어서 실제연령보다 더 정확하게 군집을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17).

Table 17. Cluster analysis of FST, Age and Final-Oral-Age



- 57 -

Cluster CPI_mean N Age 
Signif.

Grouping*
N

Final-

Oral-Age 

Signif.

Grouping*
N

3

cluster

1 0.51±0.35 2987 38.27±14.02 A 2987 29.76± 9.35 A 2498

2 1.65±0.32 2703 49.18±15.06  B 2703 42.77±11.82  B 2229

3 2.71±0.38 849 57.35±12.77   C 849 55.69±12.90   C 700

Total 1.27±0.84 6539 45.26±15.89 6539 38.45±14.14 5427

5 

cluster

1 0.23±0.19 1656 35.90±13.03 A 1656 26.38± 7.00 A 1390

2 1.08±0.27 2526 42.84±14.79  B 2526 35.81± 9.99  B 2121

3 1.96±0.20 1724 53.07±14.16   C 1724 47.36±11.97   C 1401

4 2.73±0.21 536 58.51±12.74    D 536 57.14±12.77    D 441

5 3.47±0.29 97 56.09±12.11     E 97 60.67±13.50     E 74

Total 1.27±0.84 6539 45.26±15.89 6539 38.45±14.14 5427

10

cluster

1 0.03±0.07 713 34.45±12.87 A 713 25.07± 7.39 A 598

2 0.33±0.01 671 36.1±12.53 AB 671 26.43± 5.78 A 556

3 0.61±0.09 720 37.97±13.29   B 720 30.17± 7.56  B 601

4 1.02±0.12 1286 42.89±14.79    C 1286 35.63±10.00   C 1095

5 1.42±0.09 822 46.22±14.95     D 822 39.44± 9.99    D 688

6 1.89±0.14 1319 52.59±14.59      E 1319 47.27±12.54     E 1054

7 2.32±0.13 550 55.61±12.60      E 550 49.34±10.88     E 464

8 2.85±0.15 361 58.99±12.74       F 361 58.96±13.10       G 297

9 3.31±0.14 67 54.36±11.87      E 67 56.22±11.22      F 53

10 3.84±0.17 30 59.97±11.91       F 30 71.88±12.39        H 21

Total 1.27±0.84 6539 45.26±15.89 6539 38.45±14.14 5427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2.2. CPI_mean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CPI_mean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CPI_mean, Age, Final-Oral-Age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Final-Oral-Age는 각 집단 별로 CPI_mean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8). 3군과 5군으로 분리하 을 때에는 모두 완

하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분리되고 있으며, 10군으로 분류하 을 때에는 10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주지는 못했으나 반 인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8. Cluster analysis of CPI_mean,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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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DMFT N Age 
Signif.

Grouping*
N

Final-

Oral-Age 

Signif.

Grouping*
N

3

cluster

1  2.15±1.76 3661 41.13±13.78 A 3661 32.93± 9.54 A 2780

2  8.37±1.93 2175 47.22±15.89  B 2175 40.07±13.53  B 1998

3 16.34±3.08 1080 64.44±14.61   C 1080 57.11±15.22   C 649

Total  6.32±5.52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5

cluster

1  1.26±1.14 2653 40.62±13.56 A 2653 32.27± 9.47 A 1894

2  6.53±1.91 2795 44.71±15.26  B 2795 36.99±11.89  B 2529

3 13.85±1.9 1191 60.42±16.28   C 1191 52.56±15.82   C 811

4 18.67±1.58 215 64.33±12.61    D 215 58.04±13.41    D 165

5 25.92±2.05 62 70.26± 9.74     E 62 64.38±11.67     E 28

Total  6.32±5.52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10

cluster

1  0.84±0.84 2133 40.29±13.57 A 2133 31.94± 9.77 A 1468

2  3.98±0.81 1528 42.29±13.99 A 1528 34.05± 9.16 A 1312

3  6.94±0.81 1262 44.55±15.05 A 1262 37.17±12.12 AB 1164

4  9.87±0.79 709 49.75±16.38  B 709 42.52±13.90   B 646

5 12.86±0.83 482 57.12±16.19   C 482 51.91±15.42    C 432

6 15.90±0.57 593 66.42±13.66    D 593 58.90±14.98      DE 262

7 18.79±0.78 110 64.44±13.59    D 110 56.68±14.53    CD 86

8 21.75±0.81 48 67.54± 8.96    D 48 64.24±10.25       E 36

9 24.73±0.77 22 67.27± 8.15    DE 22 63.60± 9.53       E 16

10 27.93±0.26 29 71.83±11.34      E 29 64.95±14.42       E 5

Total  6.32±5.52 6916 46.69±16.70 6916 38.45±14.14 5427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2.3. DMF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DMFT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

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DMFT, Age  Final-Oral-Age의 평균값

을 비교한 결과, Final-Oral-Age는 각 집단 별로 DMFT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9). 3군과 5군의 경우에는 완 히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반 하고 있으나, 10군에서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분리하지는 못하

지만 반 인 추세는 보여주고 있었다.

3군과 5군으로 분리하 을 때에는 모두 완 하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분리되고 

있으며, 10군으로 분류하 을 때에는 10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주지는 못했

으나 반 인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9. Cluster analysis of DMFT,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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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year AGE
Oral-

Status-Age
Oral-

Behavior-Age
Oral-Age

Final-
Oral-Age

AGE 1

Oral-
Status-Age

0.65 ** 1

Oral-
Behavior-Age

0.27 ** 0.26 ** 1

Oral-Age 0.65 ** 1.00 ** 0.31 ** 1

Final-Oral-Age 0.65 ** 1.00 ** 0.31 ** 1.00 **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2006 
year 

AGE
Oral-

Status-Age
Oral-

Behavior-Age
Oral-Age

Final-
Oral-Age

N 4546 4263 4495 4220 4220

Mean 50.40 42.89 44.59 43.25 34.56

Median 49.00 39.37 45.45 39.77 29.93

Mode 36.00 31.50 45.45 31.60 19.07

SD 17.36 11.04 4.03 10.60 14.11

Min 18.00 31.50 33.58 30.80 18.00

Max 95.00 82.74 52.79 82.02 86.16

3.2.6.3. 2006년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정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 2000년도 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완성한 모형에 해 2006년 자료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론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방법론으로는 

자료가 달라지면 새로운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통계 인 분석을 통해 한 변수

와 가 치를 산출하여 모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형과 무 한 자료인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000년도 모형에 입하 을 때에도 최종 

결과값이 구강건강상태를 표하는 변수들을 잘 반 하게 되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Table 20. Correlation analysis of Age and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Table 21. Distribution of output variable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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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1. 구강상태 련 변수들과의 상 분석 결과(2006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에 2000년 자료를 입력한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 

2000)과 2000년도의 각종 구강 련 지수들과의 상 계수와, 동일한 모형에 2006년 

자료를 입력하여 산출한 최종구강연령(Final-Oral-Age 2006)과 2006년도 각종 구강

련 지수들의 상 계수를 한 표에 나타내어 비교하 다(Tabel 22). 

   다른 상과 다른 자료에서 산출한 모형에 입력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최종구강연령과 각종 구강 련 지수들과의 상 계는 매우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기능치아수(FST)와의 상 계수는 -0.90(p<0.01), 우식경험 구치수(DMFT)

와의 상 계수는 0.53(p<0.01), 재치아수(PT)와의 상 계수는 -0.84(p<0.01), 건

치아수(ST)와의 상 계수는 -0.79(p<0.01), CPI_mean과의 상 계수는 0.72(p<0.01)

로서, 2000년도 자료에서와 근 한 통계 으로 유의한 높은 상 계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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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year
Final-Oral-Age

2000

Final-Oral-Age

2006

Age

2006

Final-Oral-Age  1.00* * 1.00*  0.65* *  

Age  0.68* *  0.65* * 1.00*

DT  0.25**  0.23** 0.01*

MT  0.79* *  0.75* *  0.61* *

FT -0.33** -0.25** -0.23**

ST -0.81* * -0.79* * -0.62* *

FST -0.92* * -0.90* * -0.68* *

DMFT  0.55* *  0.53* *  0.44* *

PT -0.86* * -0.84* * -0.65* *

DS  0.29**  0.26**  0.08**

MS  0.80**  0.75**  0.61**

FS -0.17** -0.08** 0.00*

SS -0.86** -0.84** -0.69**

FSS -0.91** -0.89** -0.69**

DMFS  0.71**  0.66**  0.58**

PS -0.86** -0.84** -0.65**

Pros_S

(Prosthodontic status)
 0.74**  0.70**  0.58**

Pros_N 

(Prosthodontic needs)
 0.46**  0.46**  0.31**

T-Health -0.88* * -0.86* * -0.66* *

T-TH(A) -0.76** -0.85** -0.69**

T-TH(P) -0.85** -0.76** -0.58**

T-TH -0.87* * -0.87* * -0.67* *

CPI_mean  0.72* *  0.72* *  0.38*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able 22. Correlation analysis of oral status variables,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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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year

Cluster FST N Age N
Signif.

Grouping*

Final-
Oral-Age

N
Signif.

Grouping*

3 

cluster

1  2.83±3.12 757 71.10± 9.36 757 A 61.88± 8.61 482 A

2 16.53±3.43 918 59.11±13.36 918  B 44.28± 8.94 900  B

3 26.41±1.92 2871 42.15±13.86 2871   C 26.84± 6.47 2838   C

Total 20.49±9.14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5 

cluster

1  0.65±1.09 474 72.36± 9.38 474 A 65.13± 8.18 209 A

2  7.03±1.99 336 68.46± 9.71 336  B 58.62± 8.26 322  B

3 14.34±2.03 440 61.92±11.94 440   C 48.07± 7.97 430   C

4 21.56±1.97 969 52.09±14.77 969    D 35.81± 7.22 959    D

5 27.20±1.07 2327 40.43±13.00 2327     E 25.38± 5.57 2300     E

Total 20.49±9.14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10

cluster

1  0.08±0.28 364 72.65± 9.64 364 A 65.33± 7.62 116 A

2  2.97±0.80 158 70.20± 8.41 158  B 64.13± 8.55 136  B

3  6.06±0.77 144 69.90± 9.23 144  B 60.45± 8.52 141   C

4  9.51±1.14 193 66.58±10.72 193   C 54.89± 7.06 186    D

5 13.03±0.86 174 63.35±10.93 174    D 49.97± 7.96 167     E

6 16.14±0.77 217 60.24±12.73 217     E 45.48± 7.29 215      F

7 19.08±0.84 305 56.04±13.70 305      F 39.95± 6.71 301       G

8 22.06±0.77 446 51.96±14.68 446       G 35.04± 6.48 443        H

9 25.08±0.79 787 45.24±14.45 787        H 29.83± 6.19 778         I

10 27.75±0.44 1758 39.08±12.26 1758          I 24.15± 4.83 1737          J

Total 20.49±9.14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3.2. FST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FST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FST, Age  Final-Oral-Age의 평균값을 비

교한 결과, Final-Oral-Age는 각 집단 별로 FST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잘 

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3).

Table 23. Cluster analysis of FST,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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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year

Cluster CPI_mean N Age N
Signif.

Grouping*

Final-
Oral-Age 

N
Signif.

Grouping*

3

cluster

1 0.21±0.23 2268 43.29±15.37 2268 A 26.62± 8.49 2251 A

2 1.36±0.42 1695 54.44±15.99 1695  B 41.00±12.00 1671  B

3 3.08±0.53 300 60.78±14.26 300   C 58.52±13.61 298   C

Total 0.87±0.89 4263 48.95±16.75 4263 34.56±14.11 4220

5 

cluster

1 0.15±0.18 2027 42.70±15.33 2027 A 26.11± 8.46 2011 A

2 1.00±0.20 1323 51.56±15.98 1323  B 36.49±10.70 1305  B

3 1.89±0.22 651 58.25±14.95 651   C 46.86±11.65 643   C

4 2.91±0.23 184 60.40±14.97 184   CD 57.24±13.46 183    D

5 3.85±0.19 78 62.33±12.73 78     D 65.91±11.55 78     E

Total 0.87±0.89 4263 48.95±16.75 4263 34.56±14.11 4220

10

cluster

1 0.03±0.07 1316 41.36±15.43 1316 A 25.16± 8.76 1305 A

2 0.38±0.07 713 45.25±14.88 713  B 27.89± 7.61 708  B

3 0.90±0.14 933 50.65±15.89 933   C 35.61±10.92 923   C

4 1.24±0.08 388 53.67±16.03 388   CD 38.58± 9.85 380    D

5 1.66±0.13 264 57.23±14.84 264    DE 43.86±10.77 260     E

6 2.02±0.06 355 59.09±15.18 355      EF 49.05±12.00 351      F

7 2.50±0.14 81 54.78±14.81 81    D 47.58± 9.87 81      F

8 2.98±0.09 116 63.04±13.80 116       F 60.67±13.11 115       G

9 3.97±0.07 54 62.76±13.02 54       F 68.76±10.96 54        H

10 3.46±0.15 43 62.21±13.00 43       F 60.03±10.74 43       G

Total 0.87±0.89 4263 48.95±16.75 4263 34.56±14.11 4220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3.3. CPI_mean에 의해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CPI_mean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CPI_mean, Age, Final-Oral-Age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Final-Oral-Age는 각 집단 별로 CPI_mean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4).

Table 24. Cluster analysis of CPI_mean,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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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year

Cluster DMFT N Age N
Signif.

Grouping*

Final-
Oral-Age 

N
Signif.

Grouping*

3

cluster

1  3.09±2.35 2753 45.39±15.20 2753 A 30.15±10.19 2687 A

2 11.48±2.94 1504 56.14±17.93 1504  B 39.49±15.49 1288  B

3 21.45±3.87 289 68.21±11.93 289   C 57.13±13.44 245   C

Total  7.04±6.03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5

cluster

1  1.25±1.14 1527 44.84±14.94 1527 A 29.18±10.31 1480 A

2  6.64±1.94 1935 47.13±15.93 1935 A 32.60±11.25 1908  B

3 14.05±1.99 843 62.69±16.62 843  B 45.72±16.46 629   C

4 20.02±1.62 160 67.48±11.56 160   C 56.62±13.03 149    D

5 26.93±1.51 81 71.53± 9.39 81    D 60.71±12.45 54     E

Total  7.04±6.03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10

cluster

1  0.36±0.48 883 44.13±15.14 883 A 28.79±10.87 843 A

2  3.02±0.84 1011 45.51±14.96 1011 AB 29.73± 9.29 1001 A

3  5.98±0.81 859 46.55±15.47 859 AB 32.00±10.25 843 AB

4  8.80±0.82 709 48.95±16.50 709   B 34.78±12.96 701   B

5 12.34±1.12 434 57.40±17.22 434    C 42.48±15.90 418    C

6 15.88±0.59 409 68.31±13.93 409     DE 52.15±15.66 211     D

7 18.94±0.86 101 67.56±12.75 101     D 57.43±13.52 94      EF

8 21.86±0.66 59 67.32± 9.27 59     D 55.22±12.15 55     DE

9 24.88±0.86 26 70.19±7.93 26     DE 62.29± 7.23 26         G

10 27.89±0.31 55 72.16±10.02 55       E 59.24±15.85 28       FG 

Total  7.04±6.03 4546 50.40±17.36 4546 34.56±14.11 4220

*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3.2.6.3.4. DMFT에 한 구분된 군집분석의 최종구강연령 비교

  연구 상자 집단을 DMFT 변수를 토 로 각각 3개, 5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

한 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상자들의  DMFT, Age, Final-Oral-Age의 평균값

을 비교한 결과, Final-Oral-Age는 각 집단 별로 DMFT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5).

Table 25. Cluster analysis of DMFT, Age and Final-Ora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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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건강개념은 역사와 시 의 변천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Dunn(1959)은 인간의 건

강상태를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분법  논리가 아니라, 건강-불건강의 연속선

(health-illness continuum)상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치아우식증

이나 치주질환 역시 서서히 진행되고 역  가능한 시기를 거치므로 방과 조기 

치료의 기회가 긴 만성질환이지만, 실 으로 자각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치료를 

해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2000년도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로 보

더라도 성인 응답자  방과 정기검진을 해 치과에 내원하는 비율은 12% 내외

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을 극복하기 한 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구강

건강상태를 쉽게 악하여 동기부여에 활용할 수 있는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제

안하 다. 가장 좋은 방의 시작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상태에 심을 갖

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기 으로 치과를 찾아 검진과 한 방처치를 시행하

는 것이다.

4.1.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자가 진단용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목 은 일반인들이 치과 문가의 도

움 없이 스스로 본인의 구강상태를 평가하여 본인의 구강상태가 동일 연령층의 

일반 인 구강건강 양상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 에 치하는가를 제시해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면에서는 일목요연한 그래  방식을 택하 고, 특히 소  치아수명

곡선으로 의미를 달할 수 있는 퍼센타일 곡선의 형식이 효과 이라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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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이용한 방법은 집단간의 평가와 비교에서는 당한 표값이 될 수 있

지만, 개인의 평가에서는 평균치와의 소비교 수 의 의미밖에 달할 수 없으므

로, 체 분포 속에서 개인의 치를 구체 으로 알 수 있다는 이 퍼센타일 값

을 이용한 방법의 가장 큰 장 이다. 

  치아수명곡선이라는 용어로 표 되는 간단한 그래  형식이지만, 이 곡선들을 

통해서 국민  양호한 구강상태를 갖는 그룹에서는 비교  험시기가 뚜렷

하지 않지만, 열악한 그룹일수록 주의하여야 할 험시기가 40세에서 50세 사이

라는 것을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직 으로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에서 우식경

험 구치지수를 비롯한 치아우식증 련 지수들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격

한 변화를 갖는 주된 원인은 치아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을 알 수 있었

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수의 계산이나 분석을 통해서 밝 낼 수 있었던 사실을 

간단한 도표만으로 직 인 악이 가능하다는 퍼센타일 곡선의 장 을 확인하

다.

  치아수명곡선은 연령에 따른 인구집단의 구강건강 추이를 악하는 데에 용이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국민 구강건강 수 에서 어느 정도 치에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표로 18세에서 80세 이상까지 정보의 상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한, 자신의 상태가 몇 세의 표 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나이와 동일

한 인구집단에서는 순 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특정 연령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의 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지

고 있어서, 실제연령과 비가 되는 구강연령을 고려하는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충

분하 다.

  한, 내용면에서는 일반인이 구강 내에서 직  악이 가능하면서도 구강건강

도를 반 할 수 있는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를 선택하여 연령에 따

른 추이를 나타내도록 하 다. 재치아수는 구나 쉽게 구강 내에서 측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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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데, 성인기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는 20세 후에서 거의 유사한 수 으로 출

발을 하게 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상태가 열악한 집단에서 더 이른 

나이인 30 에 격히 감소하여 격차가 뚜렷히 벌어지는 결과를 보 다. 건 치아

수의 경우에는 이미 소아나 청소년기에 이미 치료받은 치아의 숫자가 많아서, 성

인기 시작부터 구강상태가 열악한 군과 양호한 군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

태로 시작하는 특성을 갖는다. 

  기능치아수의 경우에는 직 으로 그래 를 보았을 때에, 재치아수와 건

치아수의 간 인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 내용 인 면에서는 가장 본래의 목

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악화된 후 고정불변인 성격이 아니라, 우식치

아의 치료나 리를 통해서 향상되어질 수 있는 지수라는 이 건 치아수나 

재치아수 는 치아우식경험도(DMF) 지수 등과 별되는 요한 특성이다. 즉, 

건강도나 구강연령 등의 개념으로 보면, 노화에 따라 구강기능도 향을 받고 우

식이나 충 도 증가하는 쪽으로 되어 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노력으

로 극복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항노화(anti-aging)의 효과나 건강을 되찾는 의미

로 반 될 수 있는 기능성 평가라는 에서 의미 있는 변수라고 단하 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동기부여를 해 활용될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구강 건강도나 

구강연령의 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기능치아수의 특성이 가장 유리하다

고 할 수 있다. 

  기능치아수는 DMFT나 CPI 등의 지수보다는 상 으로 일반인의 측정이 쉽지

만, 비 문가인 국민 에게는 구강 내에서의 측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서, 

재치아수나 건 치아수 보다는 측정상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변수라는 

한계는 여 히 존재한다. 한, 변곡 의 수학  추정이 명확하지 않고 직  

단에 의존하며, 단일 변수로만 구성되므로 구강건강 반을 분석하기 해서는 추

가 인 심층 모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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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발

  병의원용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은 기본 으로 한국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구강상태를 하게 반 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계학

인 원리를 이용하여 합리 으로 재구성한 모형으로서, 실제연령과 비교가 가능

하도록 최소값에서 최 값까지의 범 를 조사 상 인구집단의 실제연령과 일치시

키는 보정을 진행하면서도 변수값들의 순 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환 

보정을 통해서 이후 추가 인 분석이나 연구에서도 균일한 특성을 갖는 변수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강연령을 산출하 다.

  구강연령은 실제연령과는 별개로 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반 하는 개념의 나이

로서, 유 이거나 타고난 부분의 향도 있겠지만, 구강건강에 악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거나 질환이 치료되면 향상될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상태 련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선된 상태를 반 하

기 어려운 질병 심의 지수 보다는 기능의 회복과 정상화에 심을 둔 기능치아

수, 보철물상태 보다는 보철물필요도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 다. 이러한 변수들은 

단순히 연구자의 의도로만 선택된 것은 아니었으며, 통계 인 근거 하에 선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으로 의미 있는 모형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구강상태변수 이외에도, 구강행태변수로 선정한 변수들은 모두 일반 이 

쉽게 이해하고 개선에 응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하 다. 즉, 하루 칫솔질 횟

수, 치과내원빈도, 칫솔질 이외의 부가 인 구강 생용품 사용여부, 방 인 치

과내원여부, 연 등 이미 알려진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실천했을 때에 어느 정

도나 실제 인 개선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구강연령의 개선된 값으로 수치화해서 

효과 으로 표 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이 부분도 변수의 

선정 과정이나 가 치를 산출하는 과정이 명확한 통계학  근거가 존재하는 것

으로서, 한국인을 상으로 하지 않고 상 집단이 달라지거나 조사년도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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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론  근거가 뚜렷

한 방법론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리 으로 설정하고자 하 던 

구강연령은 같은 인구집단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수나 가

치가 통계학 인 근거에 의해 합리 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진보된 개념으로 인

식하 다.

  사회경제 인 요인들은 실제로 모형이 활용될 병의원 등 임상 장에서 사실상 

객 인 자료 채득에 어려움이 있고, 모형개발 취지처럼 동기부여에 의해 개선 

가능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행태변수 주로만 구성하게 되었다. 구강상태지수

가 객 이고, 구강건강에 직 인 향을 주겠지만,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도 향을 받게 된다는 을 포 하도록 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Polderman TJ, Gosso MF, Posthuma D, et al, 2006). 

4.3. 구강연령의 의미와 요건

  구강연령은 인 고정불변의 수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같은 연령 에 속하는 국민들의 평균 인 구강건강상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

인지 평가하고, 재 보다 더 은 연령 의 수 으로 구강건강의 향상을 이루

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구강연령은 치아가 빠진 부 의 기능이 복구 되거나 우식치아를 치료

한 경우, 치주치료를 받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 으로 어지는 

결과로 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 않고, 건 한 치아만을 건강한 상태로 인

정한다면 일단 한번 우식이나 수복이 발생한 치아는 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복구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치로 남게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이

런 에서 DMF지수와 FST지수는 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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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국민의 평균 인 구강상태가 향상되는데 개인지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상 으로 퇴보한 상태이므로 구강연령이 증가할 수도 있고, 환자 자신이 

평균 인 수 보다 리가 더 향상되었다면 구강연령의 감소를 반 해 주어야 하

겠다. 그로 인해, 구강연령 측정에 분발 는 고무되는 동기부여로 귀결되어, 지속

으로 개인 구강 리에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 구강연령은 개인의 재 구강건강도를 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뿐만 아니

라, 자신이 선택한 일련의 행동양식이 구강건강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를 깨닫게 

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선택하면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4.4.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확립 과정과 한계

  기본 으로 구강질환이나 상태가 연령 증가를 반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교할 

상을 실제연령으로 보아서, 구강상태를 표하는 변수들과 실제연령의 상 성을 

비교하고 연령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그리하여, 특정 구

강상태를 복되어 반 하지 않으면서 치아상태, 치주상태, 보철물필요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체 인 구강상태를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구강연령을 산출하는 모형을 구성하 다. 그 구강상태 련 표변수 세 가지는 

기능치아수(FST), 6분악CPI평균값, 보철물필요도로서, 연령과의 상 성이 높으면서

도 구강상태를 잘 표 할 지표로 선정되었다.

  기능치아수는 본연구의 모형 개발의 목 을 고려하 을 때에 구강질병상태가 

아닌 건강상태를 표 하여야 하고, 구강상태 개선을 통해서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

를 반 하여야 나타내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일반 인 치아우식증 상태 지표

인 치아우식경험도(DMF)를 나타내는 지수들보다도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변

수인데, 실제로 연령과의 상 성도 모든 자료에서 더욱 높게 검증되어서 치아상태

를 반 하는 가장 한 변수로 단되었다. 기능치아수의 이러한 특성은 치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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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험도지수 이외에 우식치아수, 건 치아수, 수복치아수, 우식치면수, 건 치면

수, 수복치면수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나, 치아의 치료나 우식 상태 등에 가 치를 

부여한 여타의 치아건강도 지수들과 비교하여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단되었으

므로, 치아 상태를 반 하는 지표로 구강연령에 필수 으로 포함되어질 변수라고 

단되었다. 치아상태를 측정하는 지수들은 서로 상호보완 인 계이며, 특정 지

표가 으로 모든 경우에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각기 나름 로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연구의 목 에 따라서 합한 지표를 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치아수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치아우식경험도를 비롯한 다른 치아변수들 

보다 사회경제  요인을 더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검증된 바 있다(Sheiham, 

Maizels, Cushing & Holmes, 1985; 조남억 등 2006). 한, 지수산출에 있어서 기

능치아수는 가장 일반 인 치아상태평가지수인 치아우식경험도를 기 으로 조사

한 많은 연구들에서, 그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여 환산이 가능한 변수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큰 장

이 될 수 있다.

  기능치아수에서는 치아우식경험도지수의 한계 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

기도 한다. 즉, 치료로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건 치아와 동일한 가 치로 계산

하는 특성을 갖는데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었던 시기나 치료한 시기와 같은 내용은 

나타낼 수 없다. 한, 건 치아와 충 치아에 동일한 가 치를 주는 방식이기 때

문에 범 가 큰 충 물은 1 의 가 치를 부여하지만, 기능상의 향이 없는 극히 

작은 우식이 존재하는 치아인 경우에도 0 을 부여하게 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임 란트나 보철을 통해 상실된 부분을 수복한 경우를 기능치아수에 포

함하여야 하는가 여부에 한 기 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한 연구가 추

가 으로 진행된다면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합리성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치주상태를 반 하는 지수로는,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있어서 세계 으로 가장 일

반 으로 시행되는 지표인 CPI지수를 이용하여 각 분악에서 표치아들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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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분악별로 CPI지수가 가장 높은 값, CPI지수의 합계, CPI지수의 평균 등의 

변수들을 구성하여 비교 분석을 시행하 다. 이 변수들 에서 CPI지수의 합계를 

보는 경우 치아상실로 6분악이 소실되어 조사된 6분악 수가 어드는 경우에 CPI

지수 합계는 낮아지게 되므로, 상태를 정확하게 반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치아가 상실이 늘어나서 측정 가능한 6분악이 어들어도 CPI지수는 감소하지 않

고 남아있는 치아들의 치주상태를 반 해야 하므로 CPI합계 보다는 잔존 6분악당 

평균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치아들이 상실되어 무치악일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한 문제 으로 인해 결측치로 존재하게 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생

기는 해석상 왜곡된 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는 여 히 존재할 수 있다.

  보철물필요도 변수의 경우는, 보철물이 필요한 수 에 따라 범주형 변수로 설정

하 는데, 2000년도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의 기 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 2000년도 기 에 맞춰서 조사변수를 변형하여 호환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연령과의 상 계 분석에서는 보철물상태에 한 변수가 보철물

필요도 변수보다 상 성이 더 높았으나, 가장 우선되는 지표로 삼았던 기능치아수

는 물론 각종 치아 련지수들과 모두 상 계수가 높아서 다 공선성이 강하게 의

심되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지수의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재의 보철치료정도는 

이미 결손치아에 한 보철처치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후 개선과 악화정도를 반

할 수 없는 변수이므로, 보철물필요도가 구강연령을 나타내는 표지수로 선별

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하 다.

  다 회귀모형에서 단순히 포함시키는 변수의 수를 늘리기만 하면 설명력은 다

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 모형에 해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단순히 통계학  설명력 수치만 높아질 뿐, 그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 실제로 의도하는 효과는 제 로 보지 못하면서 왜곡만 심해지는 상

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 분석을 통해 다 공선성을 확인하면서 가장 효과

이면서 왜곡을 일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의미 있는 회귀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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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석에서는 5개의 구강건강행태 변수를 추가하여도 설명력은 0.1 정도 향

상되는 수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학  결과로 Oral-Status-Age보다 

Oral-Behavior-Age의 가 치가 훨씬 게 산출되게 되었다.

4.5.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활용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해서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에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치료 장에서도 환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해 행태를 개선하고 한 치료와 정기 인 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극히 단순화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손쉽게 자신의 구강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과, 좀 더 종합 이면서 구체

으로 자신의 내외  구강 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심층 구강건

강 추정 모형을 나 어 개발하게 되었다.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실제 임상 활용 를 든다면, 비록 본 연구가 단면

연구이고, 종 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측이 아니라는 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해진다. 

  어떤 40세 한국 남성이 재 25개의 치아를 갖고 있다면, 그는 재 하 인 90th 

퍼센타일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재의 구강 리습 이나 치과방문 행

태에 변화를 취하지 않고 상태를 그 로 유지한다면,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다른 

90th 퍼센타일 그룹의 70세 노인들의 재 상태인 2개의 잔존 치아를 갖게 되리라 

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개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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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 40세 남성 체 집단 에서 하  90% 수 의 열악한 구강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의 구강 리습 이나 치과이용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향후 60세가 되면 재치아수가 10개, 건

치아수는 3개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지 부터 구강

건강에 심을 갖고 정기 인 치과검진과 조기치료  건강한 구강 리습 을 지

속한다면 더 건강한 수 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개발 취지 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통해 분석한 개인 평가를 활용한다

면 다음과 같이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구강 연령은 재 40.2세로 실제연령인 33.2세에 비해서 7세가 많습니

다. 이는 당신의 재 구강상태가 당신의 실제연령보다 7세가 많은 40세와 유사하

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게 제시된 구강연령은 불변하는 수치가 아니라 당신이 

지 부터라도 구강상태 개선을 해 한 치료를 받고, 구강 리습 을 개선하

고 정기 인 치과검진을 받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구강연령을 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를 들면, 재 존재하는 충치 4개를 치료하고, 잇몸염증의 치

료와 리를 시행하며, 하루 칫솔질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치실 사용이나, 

1년 1회 치과 정기검진, 연 등을 실천하시면 구강연령은 훨씬 개선되어 30세까

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4.6.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개발을 완성한 후, 주요 구강변수와의 상 계를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해서 타당도를 검증하 다. 더구나, 조사년도가 상이한 2006년도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종 모형에 입하여 산출한 

Final-Oral-Age에서도 통계  검증 결과, 미미한 차이만이 찰되고, 반 인 경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단되어서, 이후, 활용도가 높은 모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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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용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인 치아수명곡선의 경우 지 까지 개발된 

재치아수와 건 치아수 수명곡선의 결과를 2단계에서 개발된 심층 구강건강 추

정 모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학  분석 해법을 찾는다면 더욱 정확한 통계

 타당성 검증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 재 개발이 완료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구강상

태를 갖고 있는 실제 임상 장에 용하여 모형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

요가 있으며, 이 게 개발된 추정모형이 실제로 임상 장에서 폭 넓게 활용되기 

해서는 임상 장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로그램화하는 기술

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상당수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유니트체어에 컴퓨터 시

스템이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컴퓨터 소 트웨어 형

태로 로그래 할 경우에 활용 가능성이 크게 증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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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구체 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하나의 구강 련 변수만으로 구성되고 일반인도 간단히 자신

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제작하 다. 한, 치과

병의원에서의 활용을 해 개발하는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은 구강상태

련 변수들과 구강건강행태 변수들을 포함하며 실제연령과 범 가 일치하는 

구강연령의 형태로 인식 가능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성인의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에 한 퍼센타일 곡선을 

이용하여 일반인이나 임상 장에서 쉽고 간단히 구강연령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치아수명곡선으로 구성된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을 제작하 다. 

  2.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20 에는 퍼센타일 그룹 간에 큰 격차 없

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구강건상상태가 좋은 집단에서는 60  이후에서야 서

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좋지 않은 집단에서는 40 를 후해서 격한 치아

상실이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간 하방에 치해 있었다. 

  3.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에서는 20 부터 각 퍼센타일 그룹 간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 하고, 그 격차는 나이가 증가하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동일한 연령 에서 보았을 때 그 수가 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여성이 더 하향으로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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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Status-Age =  59.951 - 1.016×FST + 0.697×Pros_N 

 + 5.319×CPI_mean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하 그룹에서는 40 에 격한 하락을 시작하고 상 그룹일수록 하락이 더 느리

고 어서 50  이후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났다. 

  4. 건  치아와 충 치아수를 합한 기능치아수(FST) 퍼센타일 곡선의 경우, 체

로 재치아수 퍼센타일 곡선과 건 치아수 퍼센타일 곡선의 간 지 에 치

하는 특성을 가지며, 기능치아수는 2000년도와 2006년도 자료 모두에서 치아우

식경험도지수 보다도 연령과의 상 계가 더 높은 지수로 확인되었다.

  5. 구강건강상태를 반 하는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상 성이 높은 변수로서,  

치아우식증 련 변수인 기능치아수(FST), 치주질환 련 변수인 6분악 CPI평균값

(CPI_mean), 보철물 필요도(Pros_N) 등 세 가지를 선정하여 연령과 다 회귀분

석을 시행하여(R2=0.47, p<0.0001), 산출된 유의한 회귀계수와 상수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로 Oral-Status-Age를 산출하는 회귀방정식을 완성하 다.

  6. 구강건강행태를 반 하는 변수들과 Oral-Status-Age의 다 회귀분석을 통하

여, 유의한 변수로 하루칫솔질횟수,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유무, 치과방문

빈도, 치과방문이유, 흡연여부 등을 선정하 고(R2=0.099, p<0.001), 산출된 유의

한 회귀계수와 상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로 Oral-Behavior-Age를 산출하는 회귀

방정식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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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Oral-Age

     = 53.649 - 1.279×FST + 0.877×Pros_N + 6.695×CPI_mean

              + 0.21×Brush + 1.071×Floss 

              + 0.161×Visit + 1.215×V_why + 0.477×Tobacco

FST : 기능치아수

Pros_N : 보철치료필요도

CPI_mean : 6분악CPI평균값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Oral-Behavior-Age 

     = 33.584 + 0.997×Brush + 5.093×Floss + 0.768×Visit 

                + 5.779×V_why + 2.268×Tobacco

Brush : 하루 칫솔질 횟수

Floss : 부가 인 구강 리용품 사용 여부

Visit : 최근 치과 방문 빈도

V_why : 최근 치과 방문 이유

Tobacco : 재 흡연 여부

Oral-Age 

 = -4.310 + 0.946 × Oral-Status-Age + 0.158 × Oral-Behavior-Age

 

  7. 연령에 해 Oral-Status-Age와 Oral-Behavior-Age의 다 회귀분석을 시행

하여 Oral-Status-Age와 Oral-Behavior-Age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완

성하 으며, 종속변수를 Oral-Age로 명명하 다(R
2
=0.467, p<0.001).

  8. 산출된 Oral-Age와 조사 상의 실제나이의 범 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서, 

Oral-Age의 최 값과 최소값이 연령의 최  최소와 일치하도록 비례식을 통해 

변환하여 Final-Oral-Age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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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Final-Oral-Age를 산출하는 최종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Final-Oral-Age = Range Adjusted Oral-Age

Oral-Age = Oral-Status-Age + Oral-Behavior-Age

  

  10.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시행한 상 분석에서 Final-Oral-Age는 

표 인 구강건강 련 지표인 우식경험 구치수(DMFT), 기능치아수(FST), 6분

악CPI평균값 등과 모두 높은 상 계를 가졌으며(P<0.01, R=0.55, -0.92, 0.72),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DMFT와 FST, CPI_mean에 해 모두 3군집, 5군집, 10군

집으로 나 어 Final-Oral-Age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세가지 변수와 

Final-Oral-Age의 평균값의 순 가 높은 일치도를 보 다.

  11. 2000년도 자료로 개발한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에 2006년도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 자료를 교차입력하여 산출된 Final-Oral-Age를 분석한 결과, DMFT, 

FST, 6분악CPI평균값과 높은 상 계를 가졌고(P<0.01, R=0.53, -0.90, 0.72), 군

집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도 세 가지 변수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순 구강건강 추정 모형은 직 으

로 개인의 상태를 체 한국인의 구강상태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

부여의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심층 구강건강 추정 모형에서는 구강상태 변수 

3개와 구강건강행태 변수 5개를 이용하여 산출된 구강연령의 형태로 개인의 

재 구강상태를 합리 으로 표 하는 것은 물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도구로서도 효과 일 것이라고 단되었다. 


핵심 되는 말 : 구강연령, 생물학  연령, 구강건강 추정 모형, 건강실태, 퍼센타일 

곡선, 재치아수, 건 치아수, 기능치아수, 다 회귀분석, 치아수

명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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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in Korean

Kwon-soo Kim, D.D.S., M.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aek-il Kim, D.D.S, M.D.S, Ph.D)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e a quantitative estimation model for the 

individual oral health evaluation based on the National Oral Health Survey 

conducted in 2000 and 2006.

In this perspective, Simplified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was 

developed consisting of one oral health related variable, which can be used 

by non-professionals for their individual use. In addition,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was developed for the dental clinic to 

express the oral health and oral health behavior and the numeric results 

such as the "oral age" corresponding to the calendar 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implified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was composed of the 

percentile curves for the numbers of present teeth, sound teeth and 

functioning sound teeth. We can easily recognize at a glance and compare 

the oral health status with the age utilizing this "Teeth Survival Curve". 



- 85 -

2. The percentile curves for present teeth initiated and maintained with little 

difference in 20's. However, it displayed a sharp drop in the worse oral 

health group in contrast to the better oral health group. The percentile curves 

of the better groups showed little decline until 60's, but the worse groups 

showed the steep curve of present teeth due to the tooth loss. The curves for 

the numbers of present teeth of female were a little lower than those of male.

3. The percentile curve for the numbers of sound teeth makes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each percentile groups in 20's, and the difference 

remained constantly with aging. The numbers of sound teeth of female 

were a little lower than those of males. The lower group's curves showed 

severe decline in 40's, but higher group's curves showd the late gentle 

decline after their 50's.

 

4. The functioning teeth percentile curves were found to be mostly placed 

in the middle of the present teeth curves and the sound teeth curves, 

where the functioning sound teeth represent the sum of the numbers of 

sound teeth and the filled teeth.  The numbers of functioning sound teeth 

have more implication in the age compared to the DMFT on the both data 

in 2000 and 2006.

5. For the age correlation parameters among oral health condition 

parameters, the three parameters consisting of the numbers of functioning 

sound teeth(FST) in relation to caries, the mean of CPI in sextants(CPI_mean), 

the need for prosthesis in maxilla and mandible were chosen to conduc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2=0.47, p<0.0001), and completed a 

regression equation to estimate the Oral-Status-Age with the calculated 

coefficient and th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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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Status-Age =  59.951 - 1.016×FST + 0.697×Pros_N 

 + 5.319×CPI_mean

FST : number of functioning sound teeth

Pros_N : need for prosthesis in maxilla and mandible 

CPI_mean : mean of sextant community periodontal index(CPI)

Oral-Behavior-Age 

     = 33.584 + 0.997×Brush + 5.093×Floss + 0.768×Visit 

                + 5.779×V_why + 2.268×Tobacco

Brush : frequency of tooth brushing per day

Floss : use of additional oral care products

Visit : frequency of recent visiting dental clinic 

V_why : reason for dental visiting

Tobacco : smoking status

Oral-Age 

 = -4.310 + 0.946 × Oral-Status-Age + 0.158 × Oral-Behavior-Age

6. Through the parameters reflecting oral health behavior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Oral-Status-Age, parameters were chosen as 

numbers of brushing teeth a day, use of additional oral care products, 

frequency of recent visiting dental clinic, reason for dental visiting, and 

smoking, and as a result a regression equation to estimate Oral-Behavior-Age 

was completed.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Oral-Status-Age and Oral-Behavior-Age 

were conducted and established the regression equation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Oral-Status-Age and Oral-Behavior-Age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Oral-Age(R
2
=0.467, p<0.001).

8. In order to obtai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estimated Oral-Age and 

the real age regions, Final-Oral-Age were established by th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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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Oral-Age

     = 53.649 - 1.279×FST + 0.877×Pros_N + 6.695×CPI_mean

              + 0.21×Brush + 1.071×Floss 

              + 0.161×Visit + 1.215×V_why + 0.477×Tobacco

through the expansion and shift of the variables region to match the 

maximum and the minimum of the Oral-Age with those of the real age 

regions. 

9. By the steps as stated above, the concept for the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are as follows:

Final-Oral-Age = Range Adjusted Oral-Age

Oral-Age = Oral-Status-Age + Oral-Behavior-Age

10.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model,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showed high correlation between Final-Oral-Age and the 

representative oral health factors (P<0.01, R=0.55, -0.92, 0.72), such as  

numbers of caries experienced teeth(DMFT), numbers of functioning sound 

teeth(FST), the mean of CPI in sextants(CPI_mean). 

 In addition, cluster analysis for the DMFT, FST and CPI means deviding 

3-cluster, 5-cluster, 10-cluster versus Final-Oral-Age mean rank also showed 

the high correlation. 

11. Utilizing the established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based on the National Oral Health Survey data in 2000, the survey 

data in 2006 were cross analyzed to estimate the Final-Oral-Age. As a result, 

DMFT, FST,  and sextant CPI_mean showed high correlation(P<0.01, R=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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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0.72), and the validity test with cluster analysis also showed very high 

consistency with the three variables.

  From the above results, the Simplified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developed by this study can be a motivating tool to compare 

intuitively an individual condition to those of the overall Koreans. The 

Comprehensiv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developed in this 

study with three of oral health parameters and  five of oral health behavior 

parameters were evaluated to be effective to express the current individual 

oral health condition reasonably with the estimated oral age, which can be 

used to suggest improving method and as a monitoring tool.


Key words : oral age, biological age, Model for Estimation of Oral Health, 

oral health survey, percentile curves, present teeth, sound 

teeth, functioning sound tee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eeth surviva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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