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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인 구치 치아우식증 분포 양상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한 SiC Index와 

치아, 치면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연령별 구치 치아우식증 양상을 알아보고자 2000년도 국민구강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구치 치아우식증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 다. 

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6세 이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

별 DMFT 분포, DMFT index와 SiC index, 치열 내 치아종류별 우식유병률과 

제1대구치에서 치면별 우식증 상태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치아우식증은 모든 연령에서 정규분포하지 않았으며 우식병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집단, 즉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존재함을 확인하 고, 우식유

병률이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 양상(rightly skewed distribution)을 나타내었으

며, 이러한 편향성(skewness)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두드러졌다.

2. 12세 아동의 DMFT index는 2.86, SiC index는 6.14로 나타났다..

3. SiC index는 DMFT index보다 약 1.4∼3.0배 높았다.

4. 성별 분석에서 DMFT index는 모든 연령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고

(p<0.01), SiC index는 6-8세, 10-13세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p<0.05).

5. 지역별 분석에서 DMFT index는 8세, 14세에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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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도시보다 농촌이 높았고, SiC index는 6-8세, 14세, 30-49세는 도시보다 농

촌이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6. DMFT index와 SiC index를 구성성분인 우식, 충전, 상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6세에서는 우식이, 7세에서 49세까지는 충전이, 50세 이후로는 상실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다.

7. 치열 내 치아종류별 우식경험률은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상악 제1대

구치보다 하악 제1대구치가 더 높았다.

8. 치면별 우식경험 분석에서 상악 제1대구치는 6세에서 49세까지는 교합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 순으로 50세 이후로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협면 순으로, 하악 제1대구치는 6세에서 29세까지는 교합면, 협면, 근심면, 원심

면, 설면 순으로 30세 이후로는 교합면, 협면, 원심면, 근심면, 설면 순으로 우식 

및 충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식 및 충전에 가장 많이 이환된 치면이 교

합면이었다.

9. 제1대구치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SiC index는 우식경험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수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지수로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공중구강보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으로 예방 전략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고 여기서 SiC index가 유용할 것이며, 

더불어 SiC index는 구강보건을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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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구치 치아우식증 분포 양상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한 SiC Index와 

치아, 치면별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호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희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2001년 9월 세계보건기구의 국가별, 지역별 구강건강 상태 인지 프로그램(World 

Health Organization Oral Health Country/Area Profile Programme: WHO CAPP) 

자료에 의하면 서구 선진국에서 치아우식증은 197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일부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ishi 등, 2002).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의하면 12세 아동에서 세계 가

중 평균 우식경험 구치 지수(global weighted mean DMFT index)는 1.74이고, 

DMFT가 3이하인 나라가 조사대상국의 70%인 128개국에 달하며 이는 세계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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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 지수가 1972년 0.6개에서 

1979년 2.5개, 1986년 2.8개, 1990년 3.0개, 1995년 3.1개(한국구강보건협회, 1972; 김, 

1979; 김 등, 1987; 김 등, 1991, 1997)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치아우식증 양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질병

의 분포가 결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Burt, 1998). 세계

보건기구 분석에 의하면 많은 나라에서 우식유병률이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우식경험을 나타내는 DMFT index가 인구집단 

내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우식병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인구집단 

즉 고위험군이 존재함을 의미한다(Cho 등, 2001; Dimitrova, 2000; Mandel, 1989; 

Hausen, 1997; Craig와 Burton, 1985). 특히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치아우식증이 급격히 감소하 으며, 현재는 우식경험 구치 지수는 큰 변화가 없으

나 질환 분포에 다소 변화가 관찰된다. 그 이유는 우식이 낮거나 전혀 없는 아동 뿐

만 아니라 우식경험 구치 수가 높은 아동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

다(Burt, 1998; Holm, 1990; Kaste 등, 1996; Mosha 등, 1988; Wei 등, 1993; Pitts, 

1997).

1938년 Klein 등이 아동의 구치에 대한 누적적인 우식경험을 나타내기 위한 측

정도구로 DMF index를 제안한 이래로 DMF index는 치아우식증 연구에 다방면으

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Spencer, 1997). DMF index는 개발된 후 50년 이상 큰 문제

제기 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단지 상실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만 다소의 

논쟁이 되어 왔다(Burt와 Eklund, 1992). 그러나 우식경험이 낮아지고 새로운 우식병

소를 갖지 않는 아동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측정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Stamm, 1984). 또한 DMF index는 우식경험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지수이며 더불어 

DMF index로 우식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 다(O'Mullane, 

1993). 즉 우식유병률 뿐만 아니라 발생률이 감소하고 치아우식증에 대한 자료가 편

향성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우식 상태를 DMF index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

다고 지적되어 왔다(Spenc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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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MFT index로 우식유병률을 표현

한다면 치우친 분포 양상을 정확히 반 할 수 없고 또한 인구집단 내에서 많은 고위

험군이 감춰진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Bratthall, 2000; Nishi 등, 2002). 즉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던 DMFT index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상태를 나타내기에 미흡

하며 고위험군을 반 하는 새로운 지수(index)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보건기

구에서는 최근 이러한 고위험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인 Significant Caries(SiC) index를 도입하 으며, 2015년까지 12세 아동의 SiC 

index가 3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하 다(Bratthall, 2000). SiC 

index란 조사대상 인구집단에서 DMFT 값이 높은 1/3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평균 

DMFT를 계산한 값이다. 이는 기존의 지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평균값, 빈

도분포, 퍼센트나 다른 통계방법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Nishi 등, 2002).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 예방으로 이는 비용-효과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

이다. 즉 치아우식증을 낮추고자 한다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 프로

그램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식유병률 분포의 편향성(skewness)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또다른 관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고위험군 집중관리법이다

(Burt, 1998). 질병에 대한 위험도(risk)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고위험군 집중관리법은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특정

한 소수집단을 중점관리하는 예방전략으로, 두 전략의 선택기준은 질병의 분포 특성

에 따라 좌우되므로, 적절한 치아우식증 예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 

분포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Alma-Ata 선언에서 2000년까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

이 국민을 위한 건강 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하도록 하 다. 구강보건분야는 2000년까

지 달성할 구강건강 목표로 6개를 설정하 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목표가 ‘12세 아

동의 DMFT index를 3 이하가 되게 한다’ 다(FDI, 1982). 그러나 질병의 수준과 경

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강보건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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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mes, 1983). 즉 유병률 등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 자료는 구강보건을 위한 

적절한 목표설정에 반드시 필요하며,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

해서도 기존의 DMFT index 이외의 질병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 할 수 있는 새로

운 지수가 요구된다.

치아우식증의 두 번째 특성은 치열 내 모든 치아에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치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동일 치열 내에서도 우식에 민감한 치아가 따로 

있다. 치아우식증은 구치 종류별로 발생 양상이 다르고(Lallo 등, 1999), 특히 대구

치에 빈발한다고 보고되었다(Manji 등, 1986). 또한 제2대구치보다 제1대구치의 우식

유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Berman과 Slack, 1973; Manji 등, 1986). 제1대구

치에 치아우식증이 호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악 중절치와 함께 6∼7세에 구강 

내에 맹출하여 구치 중 가장 먼저 구강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며(King 등, 1980), 

그런 이유로 맹출 후 빠른 속도로 소와와 열구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

어 왔다(Eklund와 Ismail, 1986; Holm, 1978; Mansson, 1977; Hargreaves와 Chester, 

1973; Knutson와 Klein, 1938). 제1대구치는 맹출 후 초기 몇 년 안에 우식에 이환되

며, 제1대구치 상실률(mortality)이 가장 높은 연령이 13세라고 보고되기도 하 다

(King 등, 1980; Holm, 1978; Sutcliffe, 1974). 

즉 제1대구치는 치열 내 다른 치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식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우식에 이환된 치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구치 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아동에서 제1대구치 우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국가간 차

이를 나타내었다(Warnakulasuriya, 1991). 같은 치열의 구치부에서도 상하악에 따라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났다(Manji 등, 1986). 또한 일반적으로는 제2대구

치보다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 역학 연구 결과가 서로 달라 국가나 인종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Lallo 등, 

1999; Akpata와 Jackson, 1978; Jensen 등, 1973).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신(1994)이 구치 종류별로 치아우식증 발생 양상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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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치아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 으며, 대구치에 빈발하고(김, 1991), 

특히 제1대구치 소와와 열구가 치아우식증에 취약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와 김, 

1991).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이 일부 지방 1∼2개 초등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자료가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 다.

치아우식증의 세 번째 특징은 치면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치아우

식증에 가장 민감한 치면은 교합면이며, 우식활성도가 낮은 아동일지라도 구치부 교

합면이 치아우식증에 가장 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되

어 왔다(Craig와 Burton, 1985; Sutcliffe, 1974; Berman과 Slack, 1973). 또한 교합면, 

협설면 소와열구, 인접면 순으로 치아우식증이 호발한다고 보고되었으며(Ruiken 등, 

1986), 교합면 우식증 발생 속도가 다른 치면보다 빠르고, 대구치에서 급속도로 발생

한다고 보고되었다(Eklund와 Ismail, 1986). 우리나라에서는 진 등(1992)이 치아우식

증의 절반 이상이 교합면에 발생하고 교합면이 다른 치면과 상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식발생을 예측할 때 소와열구와 평활면으로 나누어 우식 발생을 예측하

면 보다 정확하다고 하 다. 이렇게 동일한 치아에서도 치면에 따라 치아우식증 분

포 양상이 다르므로 우식민감도에 따라 치아순위를 정해볼 수 있으며(Klein과 

Palmer, 1941), 이는 예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치열 내 치아우식증 양상을 통하여 어떤 인구집단에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복잡

한 치료가 필요한지와 그에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 유형과 인력수를 추계할 수 있고

(Manji 등, 1986),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형태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재료 뿐 아니라 

요구되는 진료비 추정도 가능하다. 또한 치아우식증에 쉽게 이환되는 특정 치아나 

치면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방계획, 예방치료나 수복치료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인구집단에 필요한 보건기획 및 보건정책 수립에도 반 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치열 내 치아우식증 양상에 대한 대표적이며 신뢰할 

만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외국 자료와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몇

몇 연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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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저자는 치아우식증 특성에 초점을 두어 2000년 한국인 구치 치아우식증 분포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먼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

여 가장 최근의 치아우식증 상태를 조사하고, 치아우식증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통해 

고위험군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 다. 만약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존재한다면 이

를 반 하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질병 분포 특성으로 인하여 예방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며, 새로운 지수는 구강보건을 위한 미래의 목표 설정에도 이

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DMFT index와 더

불어 고위험군에 대한 치아우식증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수인 SiC index를 산

출하고,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국가들 자료와 비교 검토하고자 하 으며 

또한 SiC index가 갖는 장단점과 함께 앞으로의 효용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2000년 한국인 구치 우식경험특성을 치아종류별, 치면

별로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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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0년 6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

와 섬조사구 및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에서 일반가구

의 혈연 가구원과 독신가구의 가구원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총 200개의 표본 조사

구를 추출하 다. 18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는 각 조사구에서 거처를 단위로 35∼38

가구가 포함되는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설정하여 가구 검진을 실시하여 조사하 고, 

6세 이상 18세 미만까지는 추출된 200개의 조사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다니는 

인접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년의 첫째 반에서 남학생 3명

과 여학생 3명씩 각 학년별로 6명씩 계통추출하여 조사하 다1). 제1대구치 맹출 시

기가 6-7세이므로 5세 이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실제 조사는 사전에 계량훈련(calibration training)받은 전국 치과대학 예방치과

학교실 교수 및 전공치과의사로 이루어진 15개 구강검사팀이 시행하 다.

7,027 가구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8,927명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서 11,947명을 합하여 총 조사대상자는 20,874명이 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성

별,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표본 선정 방법은 먼저 조사구에 가장 인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1개씩 

선정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 남학교와 여학교를 각각 1학교씩 선정한다. 조

사대상반이 남녀공학인 경우 남자 재적생을 3으로 나누어서 나온 몫의 번호, 몫을 두배한 번호, 

몫을 세배한 번호를 가진 남학생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여학

생도 남학생에 적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결석하 거나 전학

을 간 경우에는 바로 앞번호 학생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에도 조사방법은 동

일하며 조사인원수만 남학교에서는 남자인원수만큼, 여학교에서는 여자인원수만큼 조사한다. 조사

인원수는 1개 조사구당 초등학교에서는 총 36명을, 중학교에서는 남자 9명과 여자 9명씩 총 18명

을,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1반만을 조사대상 반으로 선정하여 남자 3명과 여자 3명씩 총 6명을 조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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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총 조사대상자는 20,874명이 으며 남자가 9,622명, 여자자 11,252명이었다(Table 

1).

Table 1. Study subjects by age and sex (N(%))

Age Total Male Female

Total 20,874 (100.0) 9,622 (100.0) 11,252 (100.0)

6  1,203 (  5.8)  601 (  6.2)   602 (  5.4)

7  1,199 (  5.7)  601 (  6.2)   598 (  5.3)

8  1,194 (  5.7)  592 (  6.2)   602 (  5.4)

9  1,199 (  5.7)  604 (  6.3)   595 (  5.3)

10  1,205 (  5.8)  600 (  6.2)   605 (  5.4)

11  1,191 (  5.7)  600 (  6.2)   591 (  5.3)

12  1,203 (  5.8)  604 (  6.3)   599 (  5.3)

13  1,191 (  5.7)  594 (  6.2)   597 (  5.3)

14  1,168 (  5.6)  580 (  6.0)   588 (  5.2)

16  1,194 (  5.7)  601 (  6.2)   593 (  5.3)

18-29  1,508 (  7.2)  638 (  6.6)   870 (  7.7)

30-39  1,796 (  8.6)  688 (  7.2)  1,108 (  9.8)

40-49  1,714 (  8.2)  725 (  7.5)   989 (  8.8)

50-59  1,429 (  6.8)  596 (  6.2)   833 (  7.4)

60-69  1,472 (  7.1)  641 (  6.7)   831 (  7.4)

70+  1,008 (  4.8)  357 (  3.7)   651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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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총 조사대상자 중 11세에 1명, 30∼39세에 2명, 40∼49세에 2명, 60∼69세에 1명

씩 총 6명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지역별 분석에는 20,868명이 포

함되었다(Table 2). 

Table 2. Study subjects by age and region (N(%))

Age Total Urban Rural

Total 20,868 (100.0) 12,976 (100.0) 7,892 (100.0)

6  1,203 (  5.8)   780 (  6.0)  423 (  5.4)

7  1,199 (  5.7)   779 (  6.0)  420 (  5.3)

8  1,194 (  5.7)   780 (  6.0)  414 (  5.2)

9  1,199 (  5.7)   780 (  6.0)  419 (  5.3)

10  1,205 (  5.8)   786 (  6.1)  419 (  5.3)

11  1,190 (  5.7)   776 (  6.0)  414 (  5.2)

12  1,203 (  5.8)   784 (  6.0)  419 (  5.3)

13  1,191 (  5.7)   776 (  6.0)  415 (  5.3)

14  1,168 (  5.6)   760 (  5.9)  408 (  5.2)

16  1,194 (  5.7)   782 (  6.0)  412 (  5.2)

18-29  1,508 (  7.2)  1,102 (  8.5)  406 (  5.1)

30-39  1,794 (  8.6)  1,336 ( 10.3)  458 (  5.8)

40-49  1,712 (  8.2)  1,134 (  8.7)  578 (  7.3)

50-59  1,429 (  6.8)   720 (  5.5)  709 (  9.0)

60-69  1,471 (  7.0)   556 (  4.3)  915 ( 11.6)

70+  1,008 (  4.8)   345 (  2.7)  663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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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조사기준

자연조명하에서 치경, 탐침, 치과용 공기총 및 지역사회치주가료지수용 치주낭심

측정기(Ash pro CPITN-C, England)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강 내외를 전반적으로 

검사한 후,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조사기준에 의거하여(장과 김, 2000), 

기초구강검사항목에서 본 조사연구목적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삽입한 구강검사기록부를 만들고,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기준을 설정하고, 실제적용

에 필요한 한국형 조사기준도 설정하여, 부록과 같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지침서”를 만들어 조사를 시행하 다.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와 구치 치아상태에 대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아래의 Table 3과 같

다. 구치우식증 상태는 DMF rate, DMFT index와 SiC index를 조사하 다.

Table 3. Variables involved in the study

Variables Unit Cont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Year Age

Male/Female Sex

Street/District/

County
Region

Variables about the teeth Tooth surfaces

Sound/Decayed/Filled due to cari

es/Missing due to caries/Missing 

besides of caries/Sealant/Filled be

sides of caries/Unerupted/Unkno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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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이용된 변수

구치 치아우식증 통계에는 보편적으로 DMF 방식의 우식경험 구치 분류를 이

용한다. 여기서 D는 Decayed의 약자로서 구치의 보존가능한 미처치치아를, M은 

Missing due to caries의 약자로서 우식이 원인으로 상실되거나 발거대상인 치아를, 

F는 Filled의 약자로서 우식이 원인이 되어 충전한 것을 말하고 치료중의 치아, 이차

우식증이 생긴 경우는 미처치치아로 취급하여 D로 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치아우식증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가. 구치 우식경험자율(DMF rate) 

한 개 이상의 우식경험 구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검자에 대한 백분율

․ 구치 우식경험(자)율(DMF rate)

  =(1개 이상 우식경험 구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수/피검자 수)×100

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index)

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간 치아우식증 상태를 비교할 때 이용하는 index로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우식경험 구치아의 수를 나타낸다.

․우식경험 구치 지수(DMFT index)

  =전체 피검자가 보유한 총 우식경험 구치 수/피검자 수

다. Significant Caries index(SiC index)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을 반 하는 새로운 지수로,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Bratthall, 2000).

(1) 연구대상인 피검자를 DMFT 값(values)에 따라 순서를 매긴다.

(2) 우식경험치아수가 많은(higher caries score를 기록하는) 상위 1/3에 해당하는 

피검자만을 선택한다.

(3) 이 부분집단에 대한 평균 우식경험 구치 지수를 계산한다. 이 값이 SiC 

inde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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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3대구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4. 통계분석 방법

치아우식증의 정규분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식경험 구치 수의 분포에 

대해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 다. DMFT index와 SiC index에 대한 기술통계량

을 구하고 성별, 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시행하 다.

구치 우식경험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별, 치아종류별, 제1대구치 치면별 

우식경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 다. 연령별 우식경험상실과 우식비경험상실된 

제1대구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 다.

통계분석은 Window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8.1 통계패키지(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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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DMFT 분포

가. 6세 아동의 DMFT 분포

한국인 6세 아동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에 대한 Shapiro-Wilk test 결과 정규분

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총 1,203명 조사대상자 중 우식경험이 없는

(caries free) 아동이 83.8%(1,008명) 다. 그 외에도 우식경험치아가 1개인 아동이 

109명(9.1%), 2개인 아동이 59명(4.9%), 3개인 아동이 18명(1.5%), 4개인 아동이 9명

(0.7%)이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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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MFT distribution at 6-year-old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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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세 아동의 DMFT 분포

한국인 12세 아동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에 대한 Shapiro-Wilk test 결과 정규분

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1), 총 1,203명 조사대상자 중 우식경험이 없

는 아동이 313명(26.0%)이었다. 우식경험치아가 1개인 아동이 160명(13.3%), 2개인 

아동이 186명(15.5%), 3개인 아동이 128명(10.6%), 4개인 아동이 145명(12.1%), 5개인 

아동이 79명(6.6%), 6개인 아동이 55명(4.6%), 7개인 아동이 44명(3.7%), 8개인 아동

이 33명(2.7%), 9개인 아동이 21명(1.7%), 10개인 아동이 13명(1.1%), 11개인 아동이 

11명(0.9%), 12개인 아동이 5명(0.4%), 13개인 아동이 4명(0.3%), 14개인 아동이 2명

(0.2%), 15개인 아동이 1명(0.1%), 16개인 아동이 3명(0.2%)이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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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MFT distribution at 12-year-old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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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29세 성인의 DMFT 분포

Shapiro-Wilk test 결과 한국인 18-29세 성인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는 정규분포

하지 않았으며(p<0.0001), 총 1,508명 조사대상자 중 우식경험이 없는 성인이 281명

(18.6%)이었다. 우식경험치아가 1개인 성인이 161명(10.7%), 2개인 성인이 164명

(10.9%), 3개인 성인이 131명(8.7%), 4개인 성인이 140명(9.3%), 5개인 성인이 116명

(7.7%), 6개인 성인이 115명(7.6%), 7개인 성인이 105명(7.0%), 8개인 성인이 85명

(5.6%), 9개인 성인이 50명(3.3%), 10개인 성인이 46명(3.1%), 11개인 성인이 30명

(2.0%), 12개인 성인이 22명(1.5%), 13개인 성인이 16명(1.1%), 14개인 성인이 14명

(0.9%), 15개인 성인이 14명(0.9%), 16개인 성인이 12명(0.8%), 17개인 성인이 4명

(0.3%), 19개인 성인이 1명(0.1%), 20개인 성인이 1명(0.1%)이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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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MFT distribution at 18-29 years of 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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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0-49세 성인의 DMFT 분포

Shapiro-Wilk test 결과 한국인 40-49세 성인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는 정규분포

하지 않았으며(p<0.0001), 총 1,714명 조사대상자 중 우식경험이 없는 성인이 281명

(16.4%) 다. 우식경험치아가 1개인 성인이 169명(9.9%), 2개인 성인이 191명(11.2%), 

3개인 성인이 169명(9.9%), 4개인 성인이 159명(9.3%), 5개인 성인이 147명(8.6%), 6

개인 성인이 128명(7.5%), 7개인 성인이 99명(5.8%), 8개인 성인이 95명(5.5%), 9개인 

성인이 70명(4.1%), 10개인 성인이 49명(2.9%), 11개인 성인이 36명(2.1%), 12개인 성

인이 46명(2.7%), 13개인 성인이 20명(1.2%), 14개인 성인이 18명(1.1%), 15개인 성인

이 5명(0.3%), 16개인 성인이 15명(0.9%), 17개인 성인이 3명(0.2%), 18개인 성인이 5

명(0.3%), 19개인 성인이 2명(0.1%), 20개인 성인이 4명(0.2%), 21개와 22개인 성인이 

각각 1명씩(0.1%)이었고, 24개인 성인이 1명(0.1%) 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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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MFT distribution at 40-49 years of 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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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60-69세 성인의 DMFT 분포

Shapiro-Wilk test 결과 한국인 60-69세 성인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는 정규분포

하지 않았으며(p<0.0001), 총 1,472명 조사대상자 중 우식경험이 없는 성인이 84명

(5.7%)에 불과했다. 우식경험치아가 1개에서 28개까지인 성인이 각각 59명(4.0%), 74

명(5.0%), 73명(5.0%), 70명(4.8%), 91명(6.2%), 82명(5.6%), 104명(7.1%), 86명(5.8%), 

71명(4.8%), 88명(6.0%), 66명(4.5%), 70명(4.8%), 47명(3.2%), 63명(4.3%), 57명(3.9%), 

163명(11.1%), 29명(2.0%), 20명(1.4%), 19명(1.3%), 8명(0.5%), 11명(0.7%), 8명(0.5%), 

3명(0.2%), 5명(0.3%), 6명(0.4%), 1명(1.1%), 3명(0.2%), 11명(0.7%)이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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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MFT distribution at 60-69 years of 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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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6세, 12세 아동과 18-29세, 40-49세, 60-69세 성인에서 우식경험 구치 수

의 분포를 보면, 우식경험이 없는 아동이 6세에서 83.8%, 12세에서 26.0%, 18-29세에

서 18.6%, 40-49세에서 16.4%, 60-69세에서 5.7%(84명)로 나타났다. 우식경험이 가장 

많은 아동은 6세에서는 총 4개, 12세에서는 총16개의 우식경험치아를 갖고 있었다. 

우식경험이 가장 많은 성인은 18-29세, 40-49세, 60-69세 성인에서는 각각 16개, 20

개, 24개, 28개의 우식경험치아를 가지고 있었다(Figure 6).

Figure 6. DMFT distribution at 6- and 12-year-old children and 18-

29, 40-49, 60-69 years of 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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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FT index와 SiC index

가. 연령별 DMFT index와 SiC index

한국인 연령별 DMFT index와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인 SiC index 중 국가간 비

교에 쓰이는 12세 아동의 DMFT index는 2.86, SiC index는 6.14로 나타났다. 6세에

서는 DMFT index가 0.26, SiC index가 0.79, 18-29세에서는 DMFT index가 4.34, SiC 

index가 8.85, 40-49세에서는 DMFT index가 4.59, SiC index가 9.25, 60-69세에서는 

DMFT index가 9.27, SiC index가 16.17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MFT index and SiC index by age (Mean±SD)

Age DMFT  index SiC  index

6 0.26±0.69 0.79±1.00

7 0.61±1.12 1.84±1.23

8 1.04±1.42 2.74±1.18

9 1.32±1.54 3.21±0.99

10 1.66±1.85 3.83±1.44

11 2.24±2.29 4.84±1.91

12 2.86±2.87 6.14±2.41

13 3.56±3.17 7.16±2.51

14 4.00±3.72 8.24±2.98

16 4.81±3.93 9.43±2.60

18-29 4.34±3.86 8.85±2.81

30-39 3.91±3.58 8.09±2.61

40-49 4.59±4.03 9.25±3.10

50-59 6.27±5.06 12.13±3.80

60-69 9.27±5.96 16.17±3.28

70+ 12.68±5.94 18.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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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별 DMFT index와 SiC index간의 관계

DMFT index가 높으면 SiC index도 높게 나타났다. 6세와 7세에서 SiC index는 

DMFT index보다 3배 높게 나타났으며, 70세에서는 SiC index가 DMFT index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에서도 SiC index가 DMFT index보다 약 

1.4-3.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Figure 7).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1.48x+1.71+e (Adj R
2
=0.97, e=error term)

(여기서 y는 SiC index, x는 DMFT index이다.)

Figure 7.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 DMFT index and the

SiC index among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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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우식경험이 없는(caries free) 사람의 퍼센트와 SiC index간의 관계

6세에서 우식경험이 없는 사람의 퍼센트가 83.8%로 가장 높았으나 SiC index는 

가장 낮아서 0.79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에서 우식경험이 없는 사람의 퍼센트가 

가장 낮아서 3.2%로 나타났으나 SiC index는 가장 높은 18.24로 나타났다. 즉 우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은 연령에서는 SiC index가 낮게, 우식경험이 없는 사람이 적

은 연령에서는 SiC index가 높게 나타나 우식경험이 없는 사람의 퍼센트와 SiC 

index간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었다(Figure 8).

Figure 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 of caries free and

the SiC index among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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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성별 DMFT index와 SiC index

한국인 연령별, 성별 DMFT index와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인 SiC index를 살펴

보면 DMFT index는 모든 연령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p<0.01), SiC index는 6-8세, 10-13세 아동과 30-39세 성인에서만 남자보다 여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6, 7, 10, 11, 13세; p<0.01, 8, 12, 30-39세; p<0.05) 

그 외 다른 연령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Table 5).

Table 5. DMFT index and SiC index by age and sex (Mean±SD)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Age
DMFT index SiC index

Male Female Male Female

6 0.15±0.48 0.37±0.83 ** 0.34±0.68 1.73±0.91 **

7 0.45±0.95 0.78±1.25 ** 1.50±1.21 2.13±1.18 **

8 0.93±1.36 1.16±1.46 ** 2.55±1.22 2.92±1.13 *

9 1.15±1.51 1.48±1.55 ** 3.25±1.06 3.17±0.94

10 1.47±1.68 1.85±1.99 ** 3.48±1.27 4.15±1.53 **

11 1.99±2.07 2.49±2.48 ** 4.56±1.51 5.08±2.18 **

12 2.46±2.63 3.26±3.04 ** 5.85±2.39 6.35±2.41 *

13 3.03±2.76 4.10±3.45 ** 6.67±1.89 7.52±2.83 **

14 3.63±3.63 4.36±3.78 ** 8.18±3.05 8.29±2.93

16 4.18±3.77 5.45±4.00 ** 9.27±2.67 9.54±2.55

18-29 3.79±3.68 4.75±3.95 ** 8.85±2.86 8.85±2.79

30-39 2.96±3.11 4.50±3.73 ** 7.75±2.27 8.21±2.71 *

40-49 3.34±3.54 5.51±4.12 ** 9.03±3.33 9.32±3.02

50-59 5.20±4.93 7.03±5.02 ** 12.61±4.10 11.94±3.66

60-69 8.09±5.90 10.18±5.85 ** 16.05±3.40 16.23±3.22

70+ 11.90±6.16 13.10±5.78 ** 18.50±3.81 18.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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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별, 지역별 DMFT index와 SiC index

한국인 연령별, 지역별 DMFT index와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인 SiC index를 살

펴보면, DMFT index는 8세와 14세에서 농촌보다 도시가(p<0.05, p<0.01), 60-69세에

서는 도시보다 농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SiC index는 6, 7, 9, 11, 

14세 아동과 30-39세와 40-49세 성인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이(6, 9, 30-49세; p<0.01, 

7, 11, 14세; p<0.05),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6).

Table 6. DMFT index and SiC index by age and region (Mean±SD)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Age
DMFT index SiC index

Urban Rural Urban Rural

6 0.25±0.67 0.30±0.71 0.60±0.95 1.56±0.82 **

7 0.63±1.12 0.59±1.12 1.76±1.25 2.04±1.17 *

8 1.12±1.50 0.91±1.23 * 2.76±1.28 2.70±0.87

9 1.34±1.57 1.27±1.49 3.07±1.03 3.66±0.70 **

10 1.72±1.89 1.55±1.79 3.77±1.47 3.97±1.37

11 2.25±2.31 2.22±2.26 4.69±1.90 5.21±1.88 *

12 2.77±2.85 3.02±2.91 6.05±2.34 6.32±2.54

13 3.52±3.17 3.64±3.15 7.17±2.52 7.15±2.51

14 4.21±3.74 3.60±3.66 ** 8.06±2.96 8.76±2.98 *

16 4.97±3.99 4.53±3.82 9.42±2.69 9.46±2.41

18-29 4.41±3.94 4.15±3.66 8.82±2.87 8.96±2.61

30-39 3.94±3.49 3.81±3.85 7.88±2.46 8.80±2.98 **

40-49 4.53±3.91 4.71±4.23 8.93±2.86 9.94±3.48 **

50-59 6.15±5.20 6.40±4.92 11.97±4.19 12.31±3.33

60-69 8.75±6.18 9.59±5.81 ** 16.68±4.04 15.92±2.82 *

70+ 13.04±6.51 12.49±5.61 18.70±3.97 17.87±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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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령별 DMFT index와 SiC index 및 D, F, and M component

(1) 연령별 DMFT index와 D, F, and M component

12세 아동에서 DMFT index를 구성성분별로 보면 우식이 1.11, 충전이 1.71, 상실

이 0.04로 충전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다. 6세에는 우식이 0.14, 충전이 0.13, 상실이 

0으로 우식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고, 7세부터 49세까지는 충전이, 50세 이상에서

는 상실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다(Table 7).

Table 7. DMFT index and its D, F, and M component by age (Mean±SD)

Age DMFT index D component F component M component

6 0.26±0.69 0.14±0.48 0.13±0.51 0.00±0.00

7 0.61±1.12 0.25±0.69 0.36±0.92 0.00±0.03

8 1.04±1.42 0.36±0.81 0.69±1.21 0.00±0.05

9 1.32±1.54 0.40±0.89 0.92±1.38 0.00±0.05

10 1.66±1.85 0.55±1.15 1.11±1.58 0.01±0.11

11 2.24±2.29 0.75±1.42 1.46±1.93 0.02±0.19

12 2.86±2.87 1.11±1.75 1.71±2.45 0.04±0.27

13 3.56±3.17 1.21±1.82 2.32±2.93 0.04±0.25

14 4.00±3.72 1.42±2.14 2.52±3.24 0.05±0.30

16 4.81±3.93 1.34±1.95 3.39±3.81 0.09±0.39

18-29 4.34±3.86 0.91±1.63 3.12±3.65 0.31±0.83

30-39 3.91±3.58 0.55±1.13 2.70±3.15 0.66±1.45

40-49 4.59±4.03 0.60±1.35 2.40±2.97 1.60±2.51

50-59 6.27±5.06 0.86±1.77 1.75±2.45 3.67±4.33

60-69 9.27±5.96 0.94±1.85 1.34±2.30 6.70±5.96

70+ 12.68±5.94 1.31±2.51 0.85±2.00 10.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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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SiC index와 D, F, and M component

12세 아동에서 SiC index를 구성성분별로 보면 우식이 2.13, 충전이 3.91, 상실이 

0.10로 충전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다. 6세에는 우식이 0.42, 충전이 0.38, 상실이 0

으로 우식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고, 7세부터 49세까지는 충전이, 50세 이상에서는 

상실이 가장 주된 구성요소 다(Table 8).

Table 8. SiC index and its D, F, and M component by age (Mean±SD)

Age SiC index D component F component M component

6 0.79±1.00 0.42±0.75 0.38±0.82 0.00±0.00

7 1.84±1.23 0.75±1.03 1.09±1.33 0.00±0.05

8 2.74±1.18 0.87±1.18 1.87±1.46 0.01±0.07

9 3.21±0.99 0.87±1.29 2.34±1.49 0.00±0.05

10 3.83±1.44 1.12±1.69 2.69±1.72 0.02±0.19

11 4.84±1.91 1.53±2.05 3.26±2.18 0.05±0.30

12 6.14±2.41 2.13±2.45 3.91±2.99 0.10±0.44

13 7.16±2.51 2.25±2.49 4.86±3.55 0.06±0.25

14 8.24±2.98 2.70±2.90 5.43±3.83 0.11±0.43

16 9.43±2.60 1.94±2.61 7.33±3.75 0.16±0.54

18-29 8.85±2.81 1.38±2.30 6.88±3.70 0.60±1.19

30-39 8.09±2.61 0.82±1.59 5.95±3.15 1.32±2.13

40-49 9.25±3.10 0.99±1.94 4.94±3.56 3.33±3.41

50-59 12.13±3.80 1.50±2.63 2.89±3.36 7.75±4.93

60-69 16.17±3.28 1.20±2.48 1.40±2.92 13.57±4.52

70+ 18.24±3.58 1.84±3.45 0.91±2.52 15.4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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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나라와 다른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간 DMFT index와 SiC index 

비교

2002년 문헌에 보고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의 치아우식증 상태를 살펴보면

(Nishi 등, 2002) Jamaica, Sweden, Senegal의 경우 12세 아동에서 DMFT index와 

SiC index 모두 3.0 미만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ngland, Sri Lanka, 

USA, Germany, South Africa, Scotland, France, The State of Mexico, Nicaragua 등

은 DMFT index는 3.0 미만이나 SiC index는 3.0 이상이었다. Honduras, Bolivia, 

Costa Rica 등은 DMFT index와 SiC index 모두 3.0 이상이었다(Table 9).

Table 9. Mean DMFT index and SiC index at 12-year-old children of some countries

*Data from PAHO, courtesy from Drs ED Beltran and S Estupinan-Day.
**Data supplied by Dr K Woods from the study 'Pitts N.B et al. 1998'
***Data supplied by Dr Z J Nugent from the study 'Pitts N.B et al. 1998'

Country DMFT index SiC index Year of study Sample size

Jamaica* 1.0 2.8 1995 362

Sweden 1.0 2.8 1998 65,258

Senegal 1.2 2.8 1994 300

England(North-west)** 1.4 3.5 1996/97 10,376

Sri Lanka 1.4 3.6 1994/95 2,003

USA* 1.4 3.6 1988-91 176

Germany 1.7 4.1 1997 1,043

South Africa 1.7 4.3 1988/89 1,571

Scotland*** 1.8 4.3 1996/97 6,165

France 2.0 4.7 1998 6,000

The State of Mexico 2.5 5.0 1997 1,138

Nicaragua 2.8 5.7 1997 365

Korea 2.9 6.1 2000 1,203

Honduras* 4.0 7.5 1997 307

Bolivia* 4.7 8.8 1995 389

Costa Rica* 8.5 13.7 198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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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문헌에 보고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 중 대표적인 7개국과 본 연구결과

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DMFT index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Bratthall, 

2000; Nishi 등, 2002)(Figure 9). 또한 SiC index와 연구 대상 중 고위험군에 포함되

지 않은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부분 집단의 평균 DMFT index를 함께 도식화하

다(Bratthall, 2000; Nishi 등, 2002)(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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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an caries levels for 12-year-old children in France, Germany, South 

Africa(black population), Sri Lanka, Sweden, USA, Bankok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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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mean caries levels for two-thirds of the individuals 

having the lowest caries scores, with the mean caries levels of the one-third 

with the highest scores(SiC index)

3.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6세, 12세 아동과 18-29세, 40-49세, 60-69세 성인에서 구강 내 치아유형별 우식유

병률 분석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검정 결과 모든 치아 

유형별로 좌우측의 우식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Table 10-14, 

Figure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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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세 아동의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6세 아동에서 구강 내 모든 치아 중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제1대

구치 우식유병률은 상악 우측이 3.66%, 상악 좌측이 3.74%, 하악 우측이 9.06%, 하악 

좌측이 8.40%로 나타나, 상악보다 하악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더 높았다

(Table 10).

Table 10.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6-year-old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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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6-year-old children in Korea(%)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Upper Rt 0.08 0.08 0.00 0.25 0.00 3.66 0.00

Lt 0.08 0.00 0.08 0.17 0.08 3.74 0.00

Lower Rt 0.00 0.00 0.00 0.33 0.17 9.06 0.00

Lt 0.00 0.00 0.00 0.08 0.08 8.4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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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세 아동의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12세 아동에서 구강 내 모든 치아 중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제1

대구치 우식유병률은 상악 우측이 36.66%, 상악 좌측이 34.66%, 하악 우측이 

55.28%, 하악 좌측이 55.20%로 나타나, 상악보다 하악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더 높았다(Table 11).

Table 11.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12-year-old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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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12-year-old children in Korea(%)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Upper Rt 3.33 4.90 0.08 6.23 5.82 36.66 6.23

Lt 3.41 4.90 0.25 6.48 6.15 34.66 5.65

Lower Rt 0.33 0.17 0.00 1.50 5.24 55.28 18.45

Lt 0.33 0.08 0.17 1.75 4.57 55.20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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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29세 성인의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18-29세 성인에서 구강 내 모든 치아 중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제

1대구치 우식유병률은 상악 우측이 34.88%, 상악 좌측이 36.67%, 하악 우측이 

55.37%, 하악 좌측이 54.91%로 나타나, 상악보다 하악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더 높았다(Table 12).

Table 12.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18-29 years of ag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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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18-29 years of age in Korea(%)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Upper Rt 2.92 5.37 0.93 8.42 10.08 34.88 33.42

Lt 2.65 4.91 1.06 8.62 10.61 36.67 33.55

Lower Rt 0.46 0.20 0.00 3.51 11.54 55.37 48.21

Lt 0.46 0.13 0.07 3.71 11.54 54.91 49.73



- 32 -

라. 40-49세 성인의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40-49세 성인에서 구강 내 모든 치아 중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제

1대구치 우식유병률은 상악 우측이 34.01%, 상악 좌측이 33.43%, 하악 우측이 

46.91%, 하악 좌측이 48.02%로 나타나, 상악보다 하악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더 높았다(Table 13).

Table 13.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40-49 years of age in Korea (%)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
n
d
 m

o
la

r

1
s
t 
m

o
la

r

2
n
d
 p

re
m

o
la

r

1
s
t 
p
re

m
o
la

r

C
a
n
in

e

L
a
te

ra
l 
In

c
is

o
r

C
e
n
tr
a
l 
In

c
is

o
r

C
e
n
tr
a
l 
In

c
is

o
r

L
a
te

ra
l 
In

c
is

o
r

C
a
n
in

e

1
s
t 
p
re

m
o
la

r

2
n
d
 p

re
m

o
la

r

1
s
t 
m

o
la

r

2
n
d
 m

o
la

r

(Rt) (Lt)

Tooth ty pes

C
a
ri
e
s
 p

re
va

le
n
c
e
 r
a
te

(%
)

Uppe r

Lower

Figure 14.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40-49 years of age in Korea(%)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Upper Rt 5.19 5.31 3.21 11.20 15.69 34.01 33.49

Lt 4.90 4.73 2.92 11.61 16.34 33.43 34.25

Lower Rt 0.64 0.93 1.52 6.77 16.74 46.91 46.38

Lt 0.88 0.64 1.34 7.18 17.15 48.02 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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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60-69세 성인의 치아유형별 우식유병률

60-69세 성인에서 구강 내 모든 치아 중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제

1대구치 우식유병률은 상악 우측이 62.30%, 상악 좌측이 62.23%, 하악 우측이 

63.99%, 하악 좌측이 64.13%로 나타나, 상악보다 하악에서 제1대구치 우식유병률이 

더 높았다(Table 14).

Table 14.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60-69 years of ag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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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aries prevalence rate by tooth types at 60-69 years of age in Korea(%)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Upper Rt 9.51 11.21 10.60 41.85 47.83 62.30 60.26

Lt 9.51 10.80 10.26 43.68 49.73 62.23 62.30

Lower Rt 6.66 6.25 7.00 28.74 43.48 63.99 63.52

Lt 6.18 6.18 5.71 29.42 41.71 64.13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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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별, 치면별 제1대구치 우식경험률

가. 연령별 제1대구치 우식치면수

제1대구치 치면별로 우식치면수를 관찰하 다. 우식에 가장 많이 이환된 치면은 

교합면이었다. 상악 제1대구치는 6세부터 39세까지는 교합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의 순으로, 40세 이후부터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협면의 순으로, 하악 

제1대구치는 6세부터 49세까지는 교합면,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순으로 50세 

이후부터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 설면의 순으로 우식에 많이 이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5).

나. 연령별 제1대구치 충전치면수

제1대구치 치면별로 충전치면수를 관찰하 다. 가장 많이 충전된 치면은 교합면

이었다. 상악 제1대구치는 6세부터 49세까지는 교합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의 

순으로, 50세 이후부터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협면의 순으로, 하악 제1대

구치는 6세부터 29세까지는 교합면,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순으로 30세 이후

부터는 교합면, 협면, 원심면, 근심면, 설면의 순으로 충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다. 연령별 제1대구치 우식 및 충전치면수

제1대구치 치면별로 우식 및 충전치면수를 관찰하 다. 우식 및 충전에 가장 많

이 이환된 치면은 교합면이었다. 상악 제1대구치는 6세부터 49세까지는 교합면, 설

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의 순으로, 50세 이후부터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협면의 순으로, 하악 제1대구치는 6세부터 29세까지는 교합면,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순으로 30세 이후부터는 교합면, 협면, 원심면, 근심면, 설면의 순으로 우식 

및 충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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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ecayed surfaces of first permanent molar by age (N(%))

Age Total Occlusal Mesial Distal Buccal Lingual

Upper 6 68(100.0) 48(70.6) 2(2.9) 3(4.4) 1(1.5) 14(20.6)

7 135(100.0) 80(59.3) 3(2.2) 6(4.4) 3(2.2) 43(31.9)

8 217(100.0) 119(54.8) 13(6.0) 10(4.6) 7(3.2) 68(31.3)

9 243(100.0) 140(57.6) 15(6.2) 10(4.1) 4(1.6) 74(30.5)

10 327(100.0) 165(50.5) 30(9.2) 20(6.1) 14(4.3) 98(30.0)

11 463(100.0) 224(48.4) 58(12.5) 42(9.1) 29(6.3) 110(23.8)

12 472(100.0) 248(52.5) 52(11.0) 36(7.6) 25(5.3) 111(23.5)

13 454(100.0) 219(48.2) 62(13.7) 39(8.6) 33(7.3) 101(22.2)

14 494(100.0) 220(44.5) 64(13.0) 47(9.5) 41(8.3) 122(24.7)

16 418(100.0) 190(45.5) 56(13.4) 36(8.6) 31(7.4) 105(25.1)

18-29 436(100.0) 167(38.3) 72(16.5) 61(14.0) 45(10.3) 91(20.9)

30-39 340(100.0) 123(36.2) 65(19.1) 51(15.0) 36(10.6) 65(19.1)

40-49 372(100.0) 124(33.3) 84(22.6) 62(16.7) 46(12.4) 56(15.1)

50-59 450(100.0) 121(26.9) 91(20.2) 90(20.0) 66(14.7) 82(18.2)

60-69 413(100.0) 100(24.2) 100(24.2) 73(17.7) 67(16.2) 73(17.7)

70+ 398(100.0) 90(22.6) 87(21.9) 77(19.3) 69(17.3) 75(18.8)

Lower 6 129(100.0) 86(66.7) 4(3.1) 3(2.3) 34(26.4) 2(1.6)

7 249(100.0) 171(68.7) 7(2.8) 5(2.0) 61(24.5) 5(2.0)

8 335(100.0) 184(54.9) 18(5.4) 21(6.3) 99(29.6) 13(3.9)

9 390(100.0) 215(55.1) 26(6.7) 29(7.4) 102(26.2) 18(4.6)

10 499(100.0) 233(46.7) 44(8.8) 44(8.8) 143(28.7) 35(7.0)

11 603(100.0) 275(45.6) 60(10.0) 57(9.5) 165(27.4) 46(7.6)

12 721(100.0) 352(48.8) 73(10.1) 75(10.4) 170(23.6) 51(7.1)

13 684(100.0) 293(42.8) 74(10.8) 70(10.2) 181(26.5) 66(9.6)

14 782(100.0) 323(41.3) 89(11.4) 89(11.4) 205(26.2) 76(9.7)

16 634(100.0) 261(41.2) 77(12.1) 78(12.3) 155(24.4) 63(9.9)

18-29 518(100.0) 194(37.5) 65(12.5) 75(14.5) 129(24.9) 55(10.6)

30-39 376(100.0) 139(37.0) 53(14.1) 55(14.6) 87(23.1) 42(11.2)

40-49 281(100.0) 98(34.9) 46(16.4) 53(18.9) 46(16.4) 38(13.5)

50-59 320(100.0) 102(31.9) 59(18.4) 61(19.1) 53(16.6) 45(14.1)

60-69 528(100.0) 135(25.6) 103(19.5) 107(20.3) 95(18.0) 88(16.7)

70+ 416(100.0) 9(22.1) 83(20.0) 88(21.2) 80(19.2) 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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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Filled surfaces of first permanent molar by age (N(%))

Age Total Occlusal Mesial Distal Buccal Lingual

Upper 6 58(100.0) 37(63.8) 1( 1.7) 0( 0.0) 1( 1.7) 19(32.8)

7 201(100.0) 128(63.7) 6( 3.0) 2( 1.0) 3( 1.5) 62(30.8)

8 471(100.0) 283(60.1) 15( 3.2) 10( 2.1) 22( 4.7) 141(29.9)

9 622(100.0) 374(60.1) 18( 2.9) 10( 1.6) 5( 0.8) 215(34.6)

10 861(100.0) 480(55.7) 47( 5.5) 25( 2.9) 27( 3.1) 282(32.8)

11 1,078(100.0) 598(55.5) 73( 6.8) 47( 4.4) 47( 4.4) 313(29.0)

12 1,082(100.0) 576(53.2) 73( 6.7) 40( 3.7) 39( 3.6) 354(32.7)

13 1,394(100.0) 736(52.8) 111( 8.0) 67( 4.8) 62( 4.4) 418(30.0)

14 1,387(100.0) 710(51.2) 109( 7.9) 69( 5.0) 65( 4.7) 434(31.3)

16 1,746(100.0) 871(49.9) 151( 8.6) 104( 6.0) 90( 5.2) 530(30.4)

18-29 1,828(100.0) 813(44.5) 212(11.6) 176( 9.6) 165( 9.0) 462(25.3)

30-39 1,897(100.0) 756(39.9) 287(15.1) 252(13.3) 209(11.0) 393(20.7)

40-49 1,883(100.0) 596(31.7) 337(17.9) 307(16.3) 277(14.7) 366(19.4)

50-59 1,515(100.0) 404(26.7) 292(19.3) 281(18.5) 263(17.4) 275(18.2)

60-69 1,098(100.0) 263(24.0) 220(20.0) 207(18.9) 202(18.4) 206(18.8)

70+ 440(100.0) 105(23.9) 91(20.7) 83(18.9) 78(17.7) 83(18.9)

Lower 6 136(100.0) 96(70.6) 1( 0.7) 0( 0.0) 39(28.7) 0( 0.0)

7 419(100.0) 265(63.2) 8( 1.9) 11( 2.6) 128(30.5) 7( 1.7)

8 770(100.0) 482(62.6) 22( 2.9) 19( 2.5) 235(30.5) 12( 1.6)

9 1,042(100.0) 625(60.0) 31( 3.0) 35( 3.4) 333(32.0) 18( 1.7)

10 1,300(100.0) 728(56.0) 62( 4.8) 49( 3.8) 428(32.9) 33( 2.5)

11 1,534(100.0) 857(55.9) 81( 5.3) 68( 4.4) 484(31.6) 44( 2.9)

12 1,667(100.0) 875(52.5) 102( 6.1) 89( 5.3) 531(31.9) 70( 4.2)

13 2,097(100.0) 1,026(48.9) 162( 7.7) 131( 6.2) 662(31.6) 116( 5.5)

14 1,933(100.0) 976(50.5) 136( 7.0) 110( 5.7) 601(31.1) 110( 5.7)

16 2,297(100.0) 1,110(48.3) 174( 7.6) 146( 6.4) 732(31.9) 135( 5.9)

18-29 2,784(100.0) 1,148(41.2) 298(10.7) 292(10.5) 781(28.1) 265( 9.5)

30-39 2,844(100.0) 1,043(36.7) 372(13.1) 378(13.3) 724(25.5) 327(11.5)

40-49 2,426(100.0) 784(32.3) 361(14.9) 385(15.9) 567(23.4) 329(13.6)

50-59 1,314(100.0) 372(28.3) 228(17.4) 240(18.3) 264(20.1) 210(16.0)

60-69 1,231(100.0) 296(24.0) 232(18.8) 240(19.5) 241(19.6) 222(18.0)

70+ 456(100.0) 101(22.1) 89(19.5) 90(19.7) 90(19.7) 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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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Decayed and Filled surfaces of first permanent molar by age (N(%))

Age Total Occlusal Mesial Distal Buccal Lingual

Upper 6 126(100.0) 85(67.5) 3( 2.4) 3( 2.4) 2( 1.6) 33(26.2)

7 336(100.0) 208(61.9) 9( 2.7) 8( 2.4) 6( 1.8) 105(31.3)

8 688(100.0) 402(58.4) 28( 4.1) 20( 2.9) 29( 4.2) 209(30.4)

9 865(100.0) 514(59.4) 33( 3.8) 20( 2.3) 9( 1.0) 289(33.4)

10 1,188(100.0) 645(54.3) 77( 6.5) 45( 3.8) 41( 3.5) 380(32.0)

11 1,541(100.0) 822(53.3) 131( 8.5) 89( 5.8) 76( 4.9) 423(27.4)

12 1,554(100.0) 824(53.0) 125( 8.0) 76( 4.9) 64( 4.1) 465(29.9)

13 1,848(100.0) 955(51.7) 173( 9.4) 106( 5.7) 95( 5.1) 519(28.1)

14 1,881(100.0) 930(49.4) 173( 9.2) 116( 6.2) 106( 5.6) 556(29.6)

16 2,164(100.0) 1,061(49.0) 207( 9.6) 140( 6.5) 121( 5.6) 635(29.3)

18-29 2,264(100.0) 980(43.3) 284(12.5) 237(10.5) 210( 9.3) 553(24.4)

30-39 2,237(100.0) 879(39.3) 352(15.7) 303(13.5) 245(11.0) 458(20.5)

40-49 2,255(100.0) 720(31.9) 421(18.7) 369(16.4) 323(14.3) 422(18.7)

50-59 1,965(100.0) 525(26.7) 383(19.5) 371(18.9) 329(16.7) 357(18.2)

60-69 1,511(100.0) 363(24.0) 320(21.2) 280(18.5) 269(17.8) 279(18.5)

70+ 838(100.0) 195(23.3) 178(21.2) 160(19.1) 147(17.5) 158(18.9)

Lower 6 265(100.0) 182(68.7) 5( 1.9) 3( 1.1) 73(27.5) 2( 0.8)

7 668(100.0) 436(65.3) 15( 2.2) 16( 2.4) 189(28.3) 12( 1.8)

8 1,105(100.0) 666(60.3) 40( 3.6) 40( 3.6) 334(30.2) 25( 2.3)

9 1,432(100.0) 840(58.7) 57( 4.0) 64( 4.5) 435(30.4) 36( 2.5)

10 1,799(100.0) 961(53.4) 106( 5.9) 93( 5.2) 571(31.7) 68( 3.8)

11 2,137(100.0) 1,132(53.0) 141( 6.6) 125( 5.8) 649(30.4) 90( 4.2)

12 2,388(100.0) 1,227(51.4) 175( 7.3) 164( 6.9) 701(29.4) 121( 5.1)

13 2,781(100.0) 1,319(47.4) 236( 8.5) 201( 7.2) 843(30.3) 182( 6.5)

14 2,715(100.0) 1,299(47.8) 225( 8.3) 199( 7.3) 806(29.7) 186( 6.9)

16 2,931(100.0) 1,371(46.8) 251( 8.6) 224( 7.6) 887(30.3) 198( 6.8)

18-29 3,302(100.0) 1,342(40.6) 363(11.0) 367(11.1) 910(27.6) 320( 9.7)

30-39 3,320(100.0) 1,182(36.7) 425(13.2) 433(13.4) 811(25.2) 369(11.5)

40-49 2,707(100.0) 882(32.6) 407(15.0) 438(16.2) 613(22.6) 367(13.6)

50-59 1,634(100.0) 474(29.0) 287(17.6) 301(18.4) 317(19.4) 255(15.6)

60-69 1,759(100.0) 431(24.5) 335(19.0) 347(19.7) 336(19.1) 310(17.6)

70+ 872(100.0) 193(22.1) 172(19.7) 178(20.4) 170(19.5) 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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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별 제1대구치 상실률

상악 제1대구치, 하악 제1대구치 모두 우식비경험 상실치보다 우식경험 상실치가 

더 많았다. 상악 제1대구치의 경우 9세까지는 상실한 아동이 없었으며, 우식 이외의 

원인으로 상실된 퍼센트가 50%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악 제1대구치의 경우 7세까지

는 상실한 아동이 없었으며, 우식 이외의 원인으로 상실된 퍼센트가 10%를 초과하

지 않았다.

Table 18. Missing of first permanent molar due to caries(Mc) or besides of 

caries(Mo) (Mt=total number of missing teeth) by age (N(%))

Age
Upper lower

Mc Mo Mt Mc Mo Mt

6 0(  0.0) 0(  0.0) 0(  0.0) 0(  0.0) 0(  0.0) 0(100.0)

7 0(  0.0) 0(  0.0) 0(  0.0) 0(  0.0) 0(  0.0) 0(100.0)

8 0(  0.0) 0(  0.0) 0(  0.0) 1(100.0) 0(  0.0) 1(100.0)

9 0(  0.0) 0(  0.0) 0(  0.0) 1(100.0) 0(  0.0) 1(100.0)

10 2( 66.7) 1( 33.3) 3(100.0) 4(100.0) 0(  0.0) 4(100.0)

11 2( 50.0) 2( 50.0) 4(100.0) 16(100.0) 0(  0.0) 16(100.0)

12 5( 83.3) 1( 16.7) 6(100.0) 19(100.0) 0(  0.0) 19(100.0)

13 4( 66.7) 2( 33.3) 6(100.0) 25(100.0) 0(  0.0) 25(100.0)

14 10(100.0) 0(  0.0) 10(100.0) 37( 94.9) 2(  5.1) 39(100.0)

16 13( 81.3) 3( 18.8) 16(100.0) 65( 94.2) 4(  5.8) 69(100.0)

18-29 52( 89.7) 6( 10.3) 58(100.0) 218( 98.2) 4(  1.8) 222(100.0)

30-39 141( 95.9) 6(  4.1) 147(100.0) 424( 97.7) 10(  2.3) 434(100.0)

40-49 403( 92.2) 34(  7.8) 437(100.0) 674( 94.8) 37(  5.2) 711(100.0)

50-59 726( 92.4) 60(  7.6) 786(100.0) 935( 95.1) 48(  4.9) 983(100.0)

60-69 1,441( 93.5) 101(  6.5) 1,542(100.0) 1,426( 94.8) 78(  5.2) 1,504(100.0)

70+ 1,388( 95.9) 59(  4.1) 1,447(100.0) 1,397( 97.3) 39(  2.7) 1,4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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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동의 치아우식증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되어오고 있

으며(Marthaler 등, 1996; Andlaw 등, 1982; Brunelle 등, 1982; Glass, 1982; 

Anderson, 1981), 지속적인 감소의 원인을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하 지만

(Haugejorden 등, 1997), 무엇보다도 불소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ratthall, 1996; Warnakulasuriya, 1991).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1995년

까지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2000년 국민구강보

건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치아우식증 발생양상의 특성을 살핌으로

써 개인에게는 예방계획, 예방치료나 수복치료를 할때 그리고 인구집단에서는 필요

한 보건기획 및 보건정책 수립에 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자

료를 이용하 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자료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1).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

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분석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가중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추

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추정량

(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편의(bias)를 발생할 수 있다. 구강조사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의이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반

드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01).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의 가중치

는 설계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

합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저자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가중

치 산정에 대한 자료는 아직 공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연구 결과는 가중치 산정

되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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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7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조사기준에 근거하 는데(장과 

김, 2000), 이는 동일한 진단기준을 이용하여야 치아우식증 통계 결과를 국가간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치 치아우식증 통계값들은 DMF 방식의 우식경험 구치 분류를 

이용하 다. 그런데 DMF score는 어떤 사람의 ‘우식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통상적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구성성분별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으로 먼저 

치아우식증 진단상의 문제점으로 진단 중 위음성(false negative)이 포함될 경우 우

식경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식증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된 치아를 상

실로 처리한다면 우식경험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식은 한개 

치면에만 있으나 충전물의 유지력을 위해 한개 이상 치면을 충전할 수 있는데 이를 

치면 단위로 보고할 경우 우식경험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Thylstrup과 Fejerskov, 

1994). 또한 예방적 충전이나 우식이외의 원인으로 충전한 경우가 포함되어도 우식

경험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Clarkson 등, 1996). 이상의 DMF 방식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먼저 DMFT 분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조사한 모든 연령에서 정규분포를 하지 않

았으며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양상(highly rightly 

skewed distribution)을 나타내었다. 즉 소수가 많은 치아우식증을 가지고 있으며 나

머지 다수는 우식이 없는 상태이고(Dimitrova, 2000), 다시 말해서 치아우식증 고위

험군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치아우식증 상태를 

DMFT index만으로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 즉 집단의 치아우식증 상태를 나타내려

면 DMFT index와 함께 고위험군의 치아우식증 상태를 나타내는 SiC index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SiC index를 제시하는 것은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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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병을 가진 소수에게로 전환함으로써 비용-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Nishi, 

2002; Bratthall, 2000; Burt, 1998).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DMFT 

index가 3 이하로 감소하 으며, 1990년대 이후 정체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따라 공중구강보건에 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존재로 공중구강보건 프로그램이 여전히 필요하게 되었고 다만 

비용-효과 면에서 접근방식의 변화, 즉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에

서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Nishi, 2002; Burt, 1998).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도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먼저 인구집단의 다수는 

질병에 대해 아주 안전한 상태이고 문제가 일부 고위험군에만 지극히 국한되었다고 

가정하며, 또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도 사실상 잠정적이고도 임시방편이 될 수 있

으며, 일반적인 동료 연구자들과 다른 사회적 규범을 적용(Batchelor와 Sheiham, 

2002; Sheiham, 1996)하며,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Burt, 1998). 궁극적으로 이와같이 우식 분포가 편향되어 있는 상황

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인구집단에 대한 관리도 전제되어야 

한다. 즉 Burt(1998)와 Hausen(1997) 등이 이미 언급하 듯이 먼저 전체 인구집단의 

우식경험을 낮추고자 하는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이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고위험군을 정확하게 가려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의 치아우식

증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SiC index는 고위험군

의 우식 상태를 반 하는 유용한 지수라고 사료되었다.

SiC index는 구강건강을 위한 목표 설정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Bratthall(2000)은 12세 아동의 SiC index를 3이하로 낮추는 것을 2015년까지 구강건

강 목표로 삼았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예를 들면, 본 연구 결과 2000년 12세 

아동의 DMFT index가 2.86이므로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구강건강 목

표 중 하나를 ‘2015년까지 12세 아동의 SiC index를 3이하로 낮춘다’로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아동의 DMFT index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SiC index도 낮추도록 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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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경험이 증가하게 되면 우식이 전혀 없는 아동의 비율도 감소하지만 우식증 

분포의 편향성도 감소한다(Bjarnason 등, 1992)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6

세, 12세, 18-29세, 40-49세, 60-69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DMFT index는 증가하 으

나, 우식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DMFT index와 SiC index는 거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y=1.48x+1.71+e(y, SiC index; x, DMFT values; e, error term))(Figure 7). 즉 

DMFT index가 2 단위로 증가(감소)하면, SiC index는 3 단위로 증가(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즉 DMFT index를 통해 SiC index를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연령에서 학교별 또는 지역별 자료가 아니므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DMFT index와 SiC index 간의 

관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DMFT index를 산출함에 있어 평

균값(mean)을 이용하 으나,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가중 평균값

(weighted mean)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자료와 비교를 위해 또한 아직까지 

가중치 산정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여 저자는 mean DMFT index를 제시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DMFT index가 1995년 3.1까지 증가하 으나, 

2000년에는 2.86으로 다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weighted mean 

DMFT index는 3.30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어(보건복지부, 2001) 결과 해석에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즉 우리나라 과거 자료와 비교를 위해서는 mean DMFT index

를 이용해야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weighted mean DMFT 

index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DMFT index와 SiC index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모든 연령에서 높았다(Table 5). 

이렇게 성별차가 나타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제1대구치 맹출 시기가 더 빠르

며 또한 식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Berman과 Slack(1973)과 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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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도 치아우식발생확률은 치아가 구강 내에 맹출한 후 1∼2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 으며, 대부분의 구치가 초등학교 학동기에 맹출하므로 이 시

기의 치아우식예방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 으며, 따라서 이 시기

에 우식감수성이 높은 아동을 찾아내어 집중적인 치아우식예방처치를 해주면 치아

우식예방율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종적연구가 아닌 단면연구이

므로 치아 맹출 후 시기별로 우식발생을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치아가 맹출하기 시

작하는 6세에서도 우식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DMFT index와 SiC index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

다(Table 6). Lo 등(1999)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는 농촌보다 도시지역 12-13세 아동

에서 치아우식증 유병률과 DMFT inde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정제된 설탕 함유식품의 소비증가가 원인이라고 하 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농촌의 도시화로 농촌도 더 이상 우식증 위험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 다. 또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연구들을 

보아도(Lallo, 1998; Lallo 등, 1999) 도시 아동의 우식유병률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불소와 구강보건의료에의 접근성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그보다 먼저 설탕이나 설

탕을 함유한 제품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 하 다. 그러나 OECD 

국가 등의 경우 구강위생의 개선, 불소치약 등 불소의 이용, 설탕소비패턴과 양의 변

화를 포함한 식이패턴의 변화, 빈번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지역간 차이를 볼 때는 

상수도수불화의 여부로 나누어본다(Holm, 1990; Linkosalo, 1986; Sheiham, 1984). 

우리나라는 상수도수불화 지역이 매우 혼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를 합하여 도시에 포함시켰고, 읍면 등은 농촌으로 구분하 다. 우리나라의 경

우 도시 지역에서는 치과의원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지만(채, 1997), 연구결과

를 보면 DMFT index는 8세와 14세에서는 도시가 더 높고 60-69세에서는 농촌이 더 

높았지만 그 외 다른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특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

다(Table 6). SiC index는 6, 7, 9, 11, 14세와 30-49세에서 농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상기 연령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우식 고위험

군이 더 많이 분포하며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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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MFT index와 SiC index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6세에는 우식이었으며, 

7세부터 49세까지는 충전이었고, 50세 이후는 상실이었다(Table 7, 8). 7세부터 49세

까지 충전이 DMFT index와 SiC index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이유로 먼저 

치과진료에의 접근성,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치

료받은 치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DMF 방식의 기록으로 인해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Thylstrup과 Fejerskov, 1994; Clarkson 등, 

1996).

구강 내 치아종류별 우식유병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대구치부, 특히 제1대

구치 우식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0-14, Figure 11-15). 이는 기존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며(King 등, 1980), 제1대구치가 구강 내에 가장 먼저 맹출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상악 제1대구치보다 하악 제1대구치에서 우식발생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상악 치아보다 하악 치아가 구강 내에 먼저 맹출되어 치아우식증에 이

환될 수 있는 구강 내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이다(Kuthy와 Ashton, 1989).

구치 우식증은 구치가 맹출한 다음에야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구치는 치아별로 맹출 시기가 다르다(백 등, 1997). 구치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맹출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의 구치 맹출 시기

를 조사한 문헌도 있다(이와 신, 1994). 구치가 구강에 맹출하는 시기로부터 우식

증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구치에서 가장 짧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이와 김, 

1991). 또한 우식증은 맹출 시기와 함께 구치 치아종류별로 치아의 배열 및 소와열

구의 형태와도 상관성이 깊다고 보고되었다(이와 신, 1994). 그래서 우식증 중 교합

면 우식증이 다른 치면보다 빨리 발생하고, 대구치에서 급속도로 발생하여 최고도에 

이른다고 하 다(Eklund와 Ismail, 1986). 김(1991)도 초등학교 아동의 우식증의 대

다수는 열구우식증이며, 여러 치아 중에서도 구치의 상하악 제1대구치는 물론 맹

출한 지 얼마 안되는 상하악 제2대구치에도 우식증이 빈발하므로 상하악 제1, 2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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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열구우식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 다. 제1대구치 치면별 우식과 충

전 상태를 측정한 결과, 교합면이 다른 모든 치면보다 우식과 충전이 많았다(Table 

15, 16, 17). 이는 6∼7세 아동의 치면별 우식발생률이 교합면에서 가장 높다는 보고

(Harris와 Christen, 1991) 및 우식증의 절반이 교합면에 발생한다는 진 등(1992)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교합면은 다른 치면과 상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치아우식증 상태를 측정하거나 우식발생을 예측할 때도 치면 단위

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상하악 제1대구치 상실률을 측정한 결과 제1대구치를 상실하게 되

는 주된 원인은 치아우식증이었다(Table 18).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 중 치아우식증이 87.7%, 85.3%, 75.2%라고 보고한 국내 문헌들과도 그 결과가 

일치하 다(김 등, 1998; 김 등, 1995; 강, 1983). 한편 치과의사에게 발거 원인을 기록

하게 한 연구들에서 최(1999)는 발거원인 중 치아우식증이 46.5%, 치주병이 41.1%라

고 하 고, 이 등(2001)은 발거원인 중 치아우식증이 40.3%, 치주병이 22.3%라고 보

고하 다. 즉 치과의사가 발거 원인을 직접 기록하게 한 연구들(이 등, 2001; 최, 

1999)에서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소의 오류가 있었을 것이며,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을 문진

을 통해 조사한 연구들(김 등, 1998; 김 등, 1995; 강, 1983)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기억

에 의존하므로 회상 편의(recall bias)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상실치아의 수로 구강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일반인구집단에서 자기 기입식(self-reported) 조사를 통한 

결과와 치과의사가 검진한 결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대규모 역학 조

사에서 구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Douglass 등(1991)과 Reisine

와 Bailit(1980) 등이 논하 다. 따라서 대규모 역학 조사에서 상실치아의 원인을 자

기 기입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DMFT index

가 2.86으로 3이하로 떨어지기는 하 으나, 아동의 우식경험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

이라 할 만큼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전략에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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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수돗물 불화사업이나 학교 불소용

액 양치사업 등과 같은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이 부분적으로 실

시되고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전

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000년에 구강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

로는 치아우식증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라 치

아우식증 분포 양상도 선진국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새로운 구강보

건 정책에는 비용-효과적으로 우월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이 반드시 요구될 것이

며, 여기서 SiC index가 유용한 치아우식증 지수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가중치 산정에 문제이며, 세 번째는 SiC index도 여전히 

DMF 방식의 치아우식증 기록을 따르므로 DMFT index가 갖는 제한점을 그대로 갖

는다. 따라서 SiC index를 해석할 때는 DMF 방식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네 

번째는 DMFT index와 SiC index를 지역별로 볼 때, 현재 일부 수돗물 불화된 지역

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즉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

용하 는데, 앞으로 계속될 연구에서는 수돗물 불화 지역이나 온천지역 등에 대한 

지역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몇몇 국내 연구들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이었으나 본 논

문은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치아우식증 상태를 SiC index로 제시한 최초 논문

으로서 앞으로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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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치아우식증 

분포 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인 연령별로 구치 치아우식증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전체 자료 중에서 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6세 이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별 우식경험 구치 수의 분포, DMFT index와 SiC 

index, 치열 내 치아종류별 우식유병률과 제1대구치에서 치면별 우식증 상태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우식증은 모든 연령에서 정규분포하지 않았으며 우식병소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소수의 집단, 즉 고위험군이 존재함을 확인하 고, 우식유병률이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 양상(rightly skewed distribution)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편향성

(skewness)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두드러졌다.

2. 12세 아동의 DMFT index는 2.86, SiC index는 6.14로 나타났다.

3. SiC index는 DMFT index보다 약 1.4∼3.0배 정도 높았다.

4. 성별 분석에서 DMFT index는 모든 연령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고

(p<0.01), SiC index는 6-8세, 10-13세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5).

5. 지역별 분석에서 DMFT index는 8세, 14세에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60-69세는 

도시보다 농촌이 높았고, SiC index는 6-8세, 14세, 30-49세는 도시보다 농촌이 높았

고, 60세 이상에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6. DMFT index와 SiC index를 구성성분인 우식, 충전, 상실로 나누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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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6세에서는 우식이, 7세에서 49세까지는 충전이, 50세 이후로는 상실이 가장 주

된 구성요소 다.

7. 치열 내 치아종류별 우식경험률은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상악 제1대구

치보다 하악 제1대구치가 더 높았다.

8. 치면별 우식경험 분석에서 상악 제1대구치는 6세에서 49세까지는 교합면, 설

면, 근심면, 원심면, 협면 순으로 50세 이후로는 교합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협면 

순으로, 하악 제1대구치는 6세에서 29세까지는 교합면,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 

순으로 30세 이후로는 교합면, 협면, 원심면, 근심면, 설면 순으로 우식 및 충전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식 및 충전에 가장 많이 이환된 치면이 교합면이었다.

9. 제1대구치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식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SiC index가 우식경험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수로 이용될 수 있

으며, 이 새로운 지수로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중구강보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고위험군 집중 관리법

으로 예방 전략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 사료되며 여기서 SiC index가 유용하게 사

용될 것이며, 더불어 SiC index는 구강보건을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49 -

참고문헌

강신 : 한국인 발치수요와 원인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7: 7, 

1983.

김무길: 대도시인의 구강보건실태 및 상대구강보건의료수요 조사연구. 대한구강보

건학회지 4: 9, 1979.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1995년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 1997, pp. 96, 서울.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김진범: 한국인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국민구강보

건조사보고서. 1991, pp. 31, 서울.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노인기: 한국사람 발치원인비중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

건학회지 22: 183-193, 1998.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마득상: 한국의 발치원인비중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

학회지 19: 17-26, 1995.

김주환, 김종배, 문혁수: 치아우식경험도에 관한 연구 - 한국학동과 일본학동의 치

아우식경험도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1: 7, 1987.

김진범: 전원지역 학동 구치의 치아별 우식증 발생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

보건학회지 15(2): 197-206, 1991.

백준호, 나수정, 김진범: 도시 초등학교 아동의 구치우식증실태에 대한 4년간 추

구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1(2): 255-278, 1997.



- 50 -

보건복지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1, 서울.

이백현, 신승철: 한국인 구치 출은시기와 우식예방시기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지 

18(2): 458-484, 1994.

이수경, 이강욱, 장기완: 발거치아 관찰에 의한 한국인 발거원인분석. 대한구강보

건학회지 25(2): 139-162, 2001.

이원제, 김종배: 한국인 구치의 치아별 평균우식증발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치

대논문집 13(1): 1991.

장기완, 김진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구강보건조사법. 2000, 고문사, 서울.

진보형,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6세 아동의 1년후 우식경험 구치면수 증가여부 

예측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6(2): 429-451, 1992.

채 문: 건강도시 과천21 지역보건의료계획. 1997, 서울.

최원철: 도시권 일차구강진료수령자의 구치아발거원인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박

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9.

한국구강보건협회: 한국인 구강질환에 관한 역학조사보고. 1972, 서울.

Anderson RJ: The changes in dental health of 12-year-old school children in a 

naturally fluoridated area of Gloucestershire. Brit Dent J 150: 354-355, 1981.

Andlaw RJ, Burchell CK, Tucker GJ: Comparison of dental health of 

11-year-old children in 1970 and 1979, and 14-year-old children in 1973 and 



- 51 -

1979: Studies in Bristol, England. Caries Res 16: 257-264, 1982.

Akpata ES, Jackson D: Caries vulnerability of first and second permanent 

molars in urban Nigerians. Arch Oral Bio 23: 795-800, 1978.

Barmes DE: Indicators for oral health and their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t Dent J 33: 60-66, 1983.

Batchelor P, Sheiham A: The limitations of a 'high-risk' approach for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0: 302-312, 2002.

Berman DS, Slack GL: Susceptibility of tooth surfaces to carious attack. Br Dent 

J 134: 135-139, 1973.

Bjarnason S, Kohler B, Ranggard L: Dental caries in a group of 15 to 

16-year-olds from Goteborg. I. Swed Dent J 16: 143-149, 1992.

Bratthall D: Introducing the Significant Caries Index together with a proposal 

for a new global oral health goal for 12-year-olds. Int Dent J 50(6): 378-384, 

2000.

Bratthall D, Hansel Petersson G, Sundberg H: Reasons for the caries decline: 

what do the experts believe? Eur J Oral Sci 104: 416-422, 1996.

Brunelle JA, Miller AJ, Carlos JP: Changes in dental caries prevalence in US 

children. J Dent Res 61: 225, 1982.

Burt BA: Prevention policies in the light of the changed distribution of dental 



- 52 -

caries. Acta Odontol Scand 56: 179-186, 1998.

Burt BA, Eklund SA: Dentistry, dental practice and the community. 4th ed. 

1992, WB Saunders Co, Philadelphia.

Cho BK, Kwon HK, Kim KS, Kim YN, Caplan DJ: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dental caries in permanent first mola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children. J Public Health Dent 61(2): 120-122, 2001.

Craig GO, Burton VJ: Pattern of dental caries experience of 12-years-old Sydney 

schoolchildren. Aust Dent J 30: 128-130, 1985.

Clarkson JE, Worthington HV, Holloway PJ, Davies RM: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treatment provided and a one year increment of the F 

component in the DMF index.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4: 332-335, 1996.

Dimitrova MM, Kukleva MP, Kondeva VK: A study of caries polarization in 1-, 

2- and 3-year-old children. Folica Medica(Plovdiv) 42(3): 55-59, 2000.

Douglass CW, Berlin J, Tennstedt S: The validity of self-reported oral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J Pub Health Dent 51(4): 220-222, 1991.

Eklund SA, Ismail AI: Time of development of occlusal and proximal lesions: 

Implications for fissure sealants. J Pub Health Dent 46(2): 114, 1986.

Fede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 Goals for oral health in the year 2000. Br 

Dent J 152: 21-22, 1982.



- 53 -

Glass RL: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clining prevalence of 

dental caries. J Dent Res 61(Spec Iss): 1301-1383, 1982.

Hargreaves JA, Chester CG: Clinical trial among Scottish children of an 

anti-caries dentifrice containing 2 percents sodium monofluorophosphat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 47-51, 1973.

Harris NO, Christen AG: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3rd ed. 1991, pp. 236, 

Appleton and Lange, Connecticut.

Haugejorden O, Nord A, Klock KS: Direct evidence concerning the 'major role' 

of fluoride dentifrices in the caries decline. Acta Odont Scand 55: 173-180, 1997.

Hausen H: Caries prediction-state of the art.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5: 

87-96, 1997.

Holm AK: Dental health in a group of Swedish 8-year-olds followed since the 

age of thre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6: 71-77, 1978.

Holm AK: Caries in the preschool child : international trends. J Dent 18: 

291-295, 1990.

Jensen K, Kizito EK, Langebaek J, Nyika T: Dental caries, gingivitis and oral 

hygiene among schoolchildren in Kampala, Uganda.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 74-83, 1973.

Kaste LM, Selwitz RH, Oldakowski RJ, Brunelle JA, Winn DM, Brown LJ: 

Coronal caries in the primary and permanent dentition of children and 



- 54 -

adolescents 1-17 years old age: United states, 1988-91. J Dent Res 75(Spec Iss): 

631-641, 1996.

King NM, Shaw L, Murray JJ: Caries susceptibility of permanent first and 

second molars in children aged 5-15 year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8: 

151-158, 1980.

Klein H, Palmer CE: Studies on dental caries. Ⅻ. Comparison of the caries 

susceptibility of the various morphological types of permanent teeth. J Dent Res 

20: 203-216, 1941.

Klein H, Palmer CE, Knutson JW: Studies on dental caries. Pub Health Rep 53: 

751-765, 1938(Cited by Spencer AJ, 1997).

Knutson JW, Klein H: Studies on dental caries. Ⅳ. Tooth mortality in 

elementary schoolchildren. Pub Health Rep 53: 1021-1032, 1938.

Kuthy RA, Ashton JJ: Eruption pattern of permanent molars: implication for 

school-based dental sealant programs. J Pub Health Dent 49(1): 7-14, 1989.

Lallo R: A comparison of dental caries status by surface and treatment needs 

of 5-7 years old children in Tanzania, Uganda and Mozambique. Odontostomatol 

Trop 21(83): 12-5, 1998.

Lallo R, Hobdell MH, Mosha HJ, Mboli F, Tanda T: Dental caries status of 5-7 

year old children in three districts in Tanzania, Uganda, and Mozambique. 

Odontostomatol Trop 22(87): 46-8, 1999.



- 55 -

Linkosalo E: The effect of fluoridated water on DMF scores of first permanent 

molars in mixed dentitions. J Dent Child 53: 354-358, 1986.

Lo EC, Holmgren CJ, Hu DY, Wan HC: Dental caries status and treatment 

needs of 12-13 year-old children in Sichuan Province, Southwestern China. 

Community Dent Health 16: 114-116, 1999.

Mandel ID: Cariology. Newbrun E ed. 1989, pp. 9, Quintessence, Chicago.

Manji F, Mosha H, Frencken J: Tooth and surface patterns of dental caries in 

12-year-old urban children in East Africa.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4: 

99-103, 1986.

Mansson B: Caries progression in the first permanent molars. A longitudinal 

study. Swed Dent J 1: 185-191, 1977.

Marthaler TM, Brunelle J, Dower M, Konig KG, Truin GJ, Kunzel W, 

O'Mullane DM, Moller IJ, Vbric V: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n Europe 

1990-1995. Caries Res 30: 237-255, 1996.

Mosha HJ, Fejerskov O, Langebaek J, Thylstrup A, Baelum V, Manji F: Caries 

experience in urban Tanzanian children 1973-1984. Scand J Dent Res 96: 385-389, 

1988.

Nishi M, Stjernward J, Carsson P, Bratthall D: Caries experience of some 

countries and areas expressed by the Significant Caries Index.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0: 296-301, 2002.



- 56 -

O'Mullane DM: Are we using epidemiology efficiently? 1993, pp. 51-60,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Y.

Pitts NB: Do we understand which children need and get appropriate dental 

care? Br Dent J 182: 273-278, 1997.

Pitts NB, Evans DM, Nugent ZJ: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12-year-old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Surveys co-ordinated by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unity Dentistry in 1996/97. Community Dent 

Health 15: 49-54, 1998.

Reisine ST, Bailit HL: Clinical oral health status and adult perceptions of oral 

health. Soc Sci Med 14A(6): 597-605, 1980.

Ruiken HMHM, Konig KG, Truin GJ, Plasschaert AJM: Longitudinal study of 

dental caries development in Dutch children aged 8-12 year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4: 53-56, 1986.

Sheiham A: Changing trends in dental caries. Int J Epidemiol 13: 142-147, 1984.

Sheiham A: Oral health policy and prevention. Prevention of oral disease. 

Murray JJ ed. 1996, pp. 234-249,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pencer AJ: Skewed distributions-new outcome measur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5: 52-59, 1997.

Stamm JW: Types of clinical caries studies: epidemiological surveys, 

randomized clinical studies, and demonstration programs. J Dent Res 63(Spec 



- 57 -

Iss): 701-707, 1984.

Sutcliffe P: A longitudinal study of carious experience and extraction of 

permanent first molars in English children.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 

182-186, 1974.

Thylstrup A, Fejerskov O: Textbook of Clinical Cariology. 2nd edition. 1994, 

pp. 170-171, Munksgaard, Copenhagen.

Warnakulasuriya S: Caries susceptibility of first permanent molars and 

treatment needs in Sri Lankan children, aged 13-16 years, in 1986. Community 

Dent Health 8: 167-172, 1991.

Wei SH, Holm AK, Tong LS, Yuen SW: Dental caries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in 5-year-old children in Hong Kong. Pediatr Dent 15: 116-119, 1993.



- 58 -

ABSTRACT

Caries experience pattern in permanent teeth in Korea

-The Significant Caries Index and caries experience by 

tooth and surface types in 2000-

Young-Hee Lee, D.D.S, M.S.D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kwen Kwon, D.D.S, M.P.H, Ph.D)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 survey about dental caries status of 

permanent teeth was conducted over 6 years old Korean people who were 

se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caries distribution, the DMFT index, the SiC index, 

and tooth and surface pattern of dental caries by 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ries prevelance showed skewed distribution of 

the disease: at specific age, a subgroup had high or very high DMFT values, 

while the rest of the population showed low DMFT or were totally caries-free. 

Therefore, expressing caries prevalence as the mean DMFT value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e skewed distribution, leaving high caries groups to remain 

undiscovered in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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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MFT index of the 12-year-olds was 2.86 and the Sic index was 6.14. 

3. The study showed almost an linear relation between the mean DMFT 

values and the SiC index. The SiC index increased (decreased) by around 3 

DMFT units when the mean DMFT included in this study increased (decreased) 

by around 2 units.

4. Females experienced more caries than males(p<0.01). The SiC index in 

females was higher than in males at the age of 6-8 and 10-13 years(p<0.05).

5. The DMFT index in urban areas was higher than in rural areas at the age 

of 8 and 14 years, and vice versa at the age of 60-69 years. The SiC index in  

rural areas was higher than in urban areas at the  age of 6-8, 14, and 30-49 years, 

and vice versa at the age over 60 years.

 

6. D(Decayed) was the major component of the DMFT index by 6 years old 

children in Korea. F(Filled) was the major component of the DMFT index in 

Korean population aged 7-49 years. M(Missing) was the major component of the 

DMFT index in Korean population aged over 50 years. 

7. Caries prevalence rate of the first permanent teeth was the most highest of 

all tooth types. Caries prevalence rate of the lower first permanent molar was 

more higher than the upper first permanent molar.

8. Occlusal surfaces were the most common site for caries in first permanent 

molars. In upper first permanent molars, the order of caries susceptible surface 

sites was occlusal, palatal, mesial, distal, and buccal surfaces at the age of 6-49 

years and the order was occlusal, mesial, distal, palatal, and buccal surfaces at 

the age over 50 years. In lower first permanent molars, the order of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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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ceptible surface sites was occlusal, buccal, mesial, distal, and lingual surfaces 

at the age of 6-29 years and the order was occlusal, buccal, distal, mesial, and 

lingual surfaces at the age over 30 years.

9. The major reason for missing of first permanent teeth was caries.

Based on the results, the caries prevelance shows skewed distribution of the 

disease and there was a high caries risk group. Caries prevalence rate of the first 

permanent teeth was the most highest of all tooth types and occlusal surfaces 

were the most common site for caries in first permanent molars. 

The new 'Significant Caries Index' will be very useful to express caries 

experience and will provide the data about the individuals with the higher caries 

scores in each population. Also the SiC index will be appropriate for setting the 

oral health goal. Using the SiC index can lead to more specific and targeted 

approach focusing the interest on the high risk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dental caries, high risk group, Significant Carie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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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조사 지침서

Ⅰ. 치아상태

제6조(기록치아선택) ① 유치와 후계승 구치가 구강내에 모두 맹출하여 있는 경

우에는 구치만 판정하고 유치기록은 생략한다2).

   ② 특정 부위의 유치와 구치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구치의 발거경험이 없

는 한 구치미맹출로 기록한다.

제7조(치면상태 부호) 치면상태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3).

   0. 건전치면

   1. 우식치면

   3. 우식경험처치치면

   4. 우식경험상실치면

   5. 우식비경험상실치면

   6. 전색치면

   7. 우식비경험처치치면

   8. 미맹출치면

   9. 기록불가치면

2) 심한 우식에 의하여 영구치맹출이 촉진되었더라도 유치우식 통계에서 해당 유치는 산정

하지 않음으로써, 우식경험도가 다소 과소평가되더라도 과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검사 및 기록용이성을 위하여 유치와 영구치의 부호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의 “충전 및 우식”의 부호 2는 결과에 따른 효용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제외한다.  

“외상”의 기록 역시 예산상 시간상의 제약과 2000년도 시점에서의 지표초점화의 의미

에서 제외한다.  2000년도 조사는 우식, 반점치, 치주의 세 가지 대지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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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면분류) ① 구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교합면, 원심면, 설면의 다섯 

면으로 나누고 전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네 면으로 나눈다.

   ② 면간의 분리는 우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제시된 상황 및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우각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면이 이행되는 부위의 가상적 중앙선을 분리

기준선으로 한다.

   ④ 모든 치면은 노출된 치근을 포함한 임상적 치관을 기준으로 분류한다4).

제9조(유치) ① 유치우식의 검진은 우식치면과 충전치면에 한정하고, 모든 상실유

치는 해당란에 기록하지 않는다5).

   ② 만 10세 또는 초등학교 5학년생 이상에서는 구강 내에 유치가 존재하더라

도 유치란에 기록하지 말고 구치미맹출로 처리한다6).

제10조(건전치면) ① 우식증을 치료한 흔적이 없고, 전색된 흔적이 없으며, 우식증

이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치면을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② 연화치질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치면은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단, 유전

치의 경우에는 연화치질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식에 기인한 치관손상이 

있으면 건전치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7).

제11조(우식치면) ① 치질의 파괴를 동반한 광범위한 검은 변색, 소와 하부로부터 

법랑질을 통해 뚜렷하게 비춰지는 검은 상아질 우식부위 등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식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진만으로 우식치면이라 판정한다.

4) 2000년도 검진에서는 예산부족, 시간부족, 시야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검진환경, 검진기

준 일치훈련을 위한 준비기간 부족 등의 제약조건 때문에 치근우식검진을 제외하였다.

5) 실제 우식경험으로 상실된 유치가 있다 하더라도 생리적 탈락과 구별하기 용이치 않고, 

이에 따라 편의(bias)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치상실은 검진기준에서 제외한다.

6) 2000년도 조사에서는 유치통계를 만 9세까지 한정하기로 한다.  

7) 조기유아우식증(ECC)의 경우는 종종 유전치에서 연화치질 없는 치관손상이 일어나므로 

이를 감안한 규정임.



- 63 -

   ② 우식치면의 의심이 있으나 시진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탐침을 이용한 

최소한의 압력에 의한 촉진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화치질을 확인할 수 있

을 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8).

   ③ 한 치면에 충전물과 우식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식치면으로 판

정한다.

   ④ ZOE와 ZPC로 임시충전된 치면은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9).

   ⑤ 구충전물이 부분 또는 완전탈락한 치면은 연화치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⑥ 약간의 잔존치근만 확인되더라도 해당치아의 모든 치면은 상실치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기록한다.

제12조(우식경험처치치면) ① 진행중인 우식증이 없고 구수복물이 있는 치면을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② 인조치관으로 수복된 치아는 모든 치면을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③ 유치와 구치 공히 아말감이 혼합된 재료로 충전되어 있는 경우는 구충

전물로 간주한다.

제13조(우식경험상실치면) ① 우식증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우식경험상실치

면으로 판정한다.

   ② 모든 상실치아는 상실의 경력을 문진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을 

진술하지 못하는 지치를 제외한 구 구치의 상실은 우식경험상실치면으로 

판정한다10).

8) 재광화면을 파괴하지 않도록 탐침사용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사용하더라도 치면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압력으로 가볍게 탐지하여야 한다.

9) 지대치용 임시치관이 아닌 임시치관의 경우에도 임시충전물로 보아 모든 치면을 우식치

면으로 판정한다.

10) 이 경우 영구전치는 우식비경험상실로 처리한다.  임플랜트 고정물(fixture)이 매식되

어 있는 경우에는 병력에 따라 우식경험상실치아 또는 우식비경험상실치아로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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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식비경험상실치면) 우식비경험상실치면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선천성결손

     2. 외상원인 발거치아

     3. 교정치료용 발거치아

     4. 치주병원인 발거치아

     5. 보철준비용 발거

     6. 상실경험이 있되 원인을 모르는 전치와 지치의 상실

제15조(전색치면) 소와 또는 열구가 치면열구전색재로 전색된 경험이 있는 치아를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11).

제16조(우식비경험처치치면) 우식비경험처치치면으로 판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대치로 이용된 치아의 치면12)

   2. 우식증 이외의 심미적 목적 등으로 순면을 덮은 베니어/라미네이트 금관 피

개치면

   3. 교정용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고 우식이 없는 치면

   4. 공간유지장치용 치관

제17조(미맹출치아) 상실의 기억이 없는데 구강 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치아는 

치아맹출시기를 참조하여 미맹출치아로 판정한다.

11) 파절, 마모 등으로 전색재의 일부만 남아있어도 우식이 없는 한 건전치면이 아닌 전색

치면으로 판정한다.  최근 전색재 하부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

을 시진상으로 판정하기 불가능하므로, 편의(bias)를 감수하고 전색재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모두 전색치면으로 보도록 한다.

12) 피개한 보철물이 벗겨진 상태에서 노출된 치면에 연화치질이 없다면 건전치면이 아닌 

우식비경험처치치면으로 간주한다.  노출된 치면에 우식이나 충전물이 있을 때에는 우

식치면이나 충전치면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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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록불가치면) 교정용 밴드로 가려진 치면 및 기타 이유로 기록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기록불가치면으로 판정한다.

Ⅱ. 치료필요

제19조(치료필요 부호) ① 치료필요는 우식원인, 치주원인, 외상원인 등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무관하게, 단지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만을 판단한다.

   ② 치료필요 부호는 다음과 같다13).

      0. 치료불필요

      1. 1치면 처치필요

      2. 2치면이상 처치필요

      3. 인조치관 수복필요

      5. 치수치료 및 수복필요

      6. 발거필요

      7. 기타 치료필요

제20조(치료불필요) ① 모든 치면에 진행중인 우식이 없거나, 파절 등 다른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치료불필요로 

판정한다.

   ② 미맹출치아의 경우도 치료불필요로 판정한다.

제21조(1치면 처치필요) ① 1개 치면만의 처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치

13)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서 Preventive, caries arresting care를 생략했다.  그 이유는 

모든 치아가 예방치료대상이며, 기준설정이 모호하므로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Fissure Sealant를 생략했다. 이유는 위와 같다.

  마지막으로 Veneer or laminate 항목을 생략했는데, 검사결과의 효용이 적다고 

판정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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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처치필요로 판정한다.

      1. 우식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1치면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14).   

      2. 불량수복물이나 불량전색물로 1치면만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불량수복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

      1. 변연이 불량하여 미세누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2. 치관이나 수복물의 변연이 치은자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

      3. 이미 파절된 수복물

제22조(2치면이상 처치필요) ① 2개 치면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

우에 2치면이상 처치필요로 판정한다.

      1. 우식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2치면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불량수복물이나 불량전색물로 2치면 이상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인접면 우식증 등의 경우와 같이 1개 면에 문제가 있더라도 수복과정에서 

2개 치면을 충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2치면이상 처치필요로 판정한다.

제23조(인조치관 수복필요) ① 처치가 필요한 경우 중 충전물로 수복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금속, 도재 내지 합성수지 인조치관을 이용한 수복이 필요한 경우 

인조치관 수복필요로 판정한다.

   ② 유구치의 경우 치관이 파괴되어 대합치와 교합되지 않더라도, 진행중인 우

식 때문에 인조치관수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조치관 수복필요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치수치료 및 수복필요) 심한 우식증이나 심한 치아파절 등으로 인하여 치

수치료를 한 이후 충전 내지 인조치관수복이 필요한 경우는 치수치료 및 수

14) 2000년도 조사에서 변색, 발육이상, 교모, 부식, 치경부마모증은 제한된 검진시간, 열

악한 검진조건 및 검진자의 판단주관에 따른 타당도 저하 및 신뢰도 저하를 감안하여 

상태기록이나 치료필요의 기록에서 제외한다.

15) 기본적인 최소한의 우식관련 또는 치주병관련 치료필요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말감, 레

진 등의 변색은 불량수복물 범주에서 제외한다.



- 67 -

복필요로 판정한다.

제25조(발거필요) 다음 각 호와 같은 치아발거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거필

요로 판정한다.

      1. 치수치료후 수복할 수 없는 수준의 심한 우식16)

      2.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요도가 심한 치주질환

      3. 보철을 위해 발거가 필요한 경우

      4. 교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전위된 치아

      5. 매복으로 인하여 발거가 필요한 경우

제26조(기타 치료필요) 상기 이외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치료필

요로 표기하고 필요한 치료의 내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기타 치료필요의 

판정을 피하도록 한다.

16) 치관부가 모두 파괴된 유전치는 발거필요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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