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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989-2000년의 역학조사자료에 의한 5-19세 

             한국아동의 유병상태 변화                    

         

본 연구는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의 5세,12세 및 15-19세의 우식유병상태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89년의 한국인치과질환실태조사보고, 1991년과 

1995년의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 및 2000년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자

료를 이용 5세,12세 및 15-19세의 아동에 해당하는 우식경험지수와 그 구성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과 우

식경험자율(dft>0 %, DMFT>0 %)의 변화를 연도별 및 성별로 비교하고 지역

별로는 비도시와 도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5세의 우식경험 유치지수(dft)는 1989년에 4.67에서 1991년에 5.72로 증

가된 후 1995년의 5.74 그리고 2000년에 5.48로 1991년 이후 비슷한 값을 

보이며 그 성분을 보면 우식유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증가된 

후 1991년부터는 감소되었고 처치유치지수(ft)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계

속 증가되어 2000년에 우식유치지수의 비율은 46.9%이고 처치유치지수의 비

율은 53.1% 다.

2. 5세 아동의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1991년 이후에 도시보다는 비도시의 우

식유치지수(dt)의 감소가 현저하며 도시에서는 약간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처치

유치지수(ft)는 모두 증가되었다.

3.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1989년의 1,96에서 1991년에 3,03

으로 증가되고 1995년에 3.11, 2000년의 3.3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그 

성분을 보면 우식 구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증가되고 1991

년부터는 감소를 보이고 처치 구치지수(FT)는 계속 증가되었고 상실 구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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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MT)는 0.05이하로 낮아서 2000년에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수의 비율은 

각각 52.4%, 1.0% 그리고 47.0% 다.

4. 12세 아동의 경우는 지역별로 1991년 이후에 도시보다는 비도시의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가 현저하고 도시에서는 약간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처치

구치지수(FT)는 모두 증가되었다.

5. 15-19세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1989년에 3.58에서 1991년에는 

4.09 그리고 1995년의 4.86과 2000년의 5.11로 계속적인 증가가 뚜렸하고 

우식 구치지수(DT)는 감소되고 처치 구치지수(FT)는 증가가 두드러지며 상

실 구치지수(MT)는 0.11이하로 낮았다. 2000년에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5.6%, 1.6% 그리고 72.8%이었다.

6. 15-19세 아동의 경우는 지역별로 비도시에서는 기간별로 보면 1989년에

서 1995년까지 우식 구치지수(DT)와 처치 구치지수(FT)가 모두 증가되고 

2000년에는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와 처치 구치지수(FT)가 크게 증가

하고 도시에서는 처치 구치지수(FT)가 점차 증가되나 우식 구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감소되고 1991년부터는 일정하 다.

7. 우식경험지수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는 1989년

에서 1995년까지 계속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가 2000년에 들어 여자가 남자

보다 높았고 12세와 15-19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모두 여

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8.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되어 2000

년에 5세는 36.1%이고 12세 및 15-19세는 각각 58%와 51.5% 다. 지역별

로는 도시가 비도시에 비해 높았다. 

9. 우식경험자율(dft>0 %, DMFT>0 %)은 모두 증가되어 2000년에 5세,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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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5-19세에서 각각 83.3%, 77.1% 그리고 86% 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비

도시가 도시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5세의 유치열과 12세 및 15-19세의 구치

열에서 모두 우식경험지수가 증가를 보이며 이는 처치지수(ft, FT)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기인하며 점차로 치료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식경험지수가 감소

하지 않아 우식발생이 증가함을 보이며 우식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를 보

이고 있어 치료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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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2000년의 역학조사자료에 의한

     5-19세 한국아동의 우식유병상태 변화

                        <지도교수 권 호 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춘 희

                             I. 서론

 치아우식증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중의 하나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

구집단의 전체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최근의 치의학은 수복치료와 관련하여 기술

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치료에 국한하는 수동적인 대처만으로

는 인구 전체의 구강건강의 증진과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김, 

1998; Koch, 1982).

 20세기후반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치아우식의 분포양상은 세 가

지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남아메리카

의 저개발지역에서 볼 수 있는 데 열악한 내부사정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들 

나라들의 치아우식의 발생은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설탕 및 우식을 유발하는 식품의 섭취가 주로 도시에서 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 이 부류의 몇몇 아프리카국가들은 우식률이 낮은 편에 속하며 

농촌지역에서는 의료 및 치과치료에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신흥개

발도상국으로 대만, 칠레, 태국 등이 속하며 치아우식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

다. 치아우식의 증가는 산업화 및 소비주의와 함께 정제된 탄수화물 및 설탕의 소

비의 증가로 인하며 치아우식의 발생양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도 접한 

관련을 보인다. 농촌의 경우 치과치료에의 접근이 어렵고 행해지는 진료자체도 발

치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에 국한되는데 반해 도시의 경우 치과치료에의 접근



- 5 -

이 용이하다. 세 번째로 지난 20년간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꾸준히 감소해온 미국

이나 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다(Ronald, 1999).

 이중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감소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의 12세 아동의 우

식경험 구치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4년에는 4.8에서 1980년에 

2.6으로 감소되고 1988-1991년에는 1.4로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소되었다.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의 경우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불소치약의 광범위한 사용을 들 수 있다(Renson CE 등, 1985; Marthaler 

TM 등, 1996). 

 국에서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가 1973년에 4.8에서 1983년의 3.1로 

감소되고 1993에 1.4 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국도 1970년대 이후 불소의 

다양한 이용 및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다(Renson CE 등, 1985; 

Downer MC, 1993).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의 꾸준

한 감소를 볼 수 있는데 1970년대에 4.8-7.4에서 1980년대 초에는 3.4-4.7로 감소

되고 1991-1992년에 1.2-2.5를 보인다.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1960-1970년대 이

후에 불소알약사용이 증가되고 학교불소양치사업이 대중화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이 국가들에서 시판되는 치약의 80%가 불소치약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

고 이 국가들에서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실시가 활발하고 대다수의 아동들이 그 혜

택을 받아오고 있다(Fejerskov 등, 1982; Holst와 Schuller, 2000; Renson CE 등, 

1985; Von der Fehr FR, 1994). 이와 같이 치아우식의 발생이 감소한 국가들에서 

그 주된 이유를 보면 정기적인 불소의 이용과 공중구강보건정책의 시행을 들 수 

있고 그밖에 구강보건지식의 향상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보면 1970년대 초반의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가 0.6에서 1982년에는 2.03으로 증가되고 1991년의 3.03와 2000년에는 3.3

으로 계속 증가를 보 다(한국구강보건협회, 1972; 대한치과의사협회, 1983; 김 등, 

1991; 보건복지부, 2001). 즉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치아우식발생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증가되어 왔는데 김(1993)은 이러한 1970년대 이후의 평균우식 구치지수의 

증가는 경제문화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정제되고 설탕을 많이 함유한 음식 

섭취의 증가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치아우식증의 발생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Burt(1997)에 의하면 역학조사자료는 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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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대상이 되는 인구의 특성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치아우식

증의 발생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바탕이 되고 대상

인구집단의 구강건강 및 질병의 현재상태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집단의 치료요

구도 및 현재 시행중인 구강보건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시기에 걸쳐 조사된 자료들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알아

봄으로서 현재 꼭 필요한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및 수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치아우식정도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었으나 대부분 한 시

점에서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에 제한된 연구 으며 치아우식증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행해진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여러 

조사결과들을 종합하여 치아우식증의 발생의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

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치아우식증의 예

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5-19세 한국아동의 우식 유병상태의 변화를 보고자 하 는데 전국적으로 행해진 

구강보건실태에 대한 역학조사자료들을 보면 1970년대에 한국구강보건협회에서 

한국인 구강질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1983년과 1989년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한

국인 치과질환 실태조사, 1990년대에 들어서 1991년과 1995년에 국민구강건강조사, 

2000년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가 있다(한국구강보건협회, 1972; 대한치과의사협

회, 1983; 대한치과의사협회, 1989; 김 등, 1991; 국민구강보건연구소,1995; 보건복

지부,2001). 이 중 5세, 12세 및 15-19세를 대상연령으로 포함하고 진단기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른 경우를 분석대상자료로서 선정한 결과 위의 조사들 

중 1972년의 한국구강보건협회의 조사는 해당연령이 다 포함되지 않았고 1983년

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조사는 진단기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치아우식증의 누적된 경험을 나타내기 위한 우식경험지수 중 유치의 경우 조사

마다 달라질 수 있는 유치발거를 항목에서 제외한 우식경험유치지수(dft)의 사용

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

(dft)와 12세,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를 이용하여 우식경험 정도를 

나타내고 우식경험지수를 각각의 성분별로 유치의 경우 우식, 처치유치지수(dt, ft)

와 구치는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수(DT, MT, FT)의 값을 비교하 는데 

Gordon(1986)에 의하면 선진국들 중 예방적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져 그 실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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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둔 덴마크, 미국, 핀란드의 경우는 우식 구치지수(DT)가  감소되고 이에 반해 

예방적 접근보다는 개원의에 의한 치료에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과 일본에서는 

우식 구치지수(DT)가 증가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식경험지수와 함께 각 구성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봄으로서 치아우식증의 

발생양상 및 치료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치아우식 유병 양상의 변화를 조사해 보

고자 1989년대부터 지금까지 치아우식증에 대해 조사된 전국적 역학조사자료를 

통해 얻은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와 12세,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를 연도

별, 성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치아우식증의 발생의 변화 및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와 12세,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성별 비교를 하 다.

둘째, 5세의 우식, 처치유치지수(dt, ft)와 12세, 15-19세의 우식, 상실, 처치 구치

지수(DT, MT, FT)의 연도별 변화를 보았다.

셋째,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와 12세,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를 지역별로 비도시와 도시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넷째, 5-19세의 우식유병상태의 변화를 치과의사수의 변화 및 설탕소비의 변화와 

관련지어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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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70-2000년의 전국단위의 역학조사 중 5세,12세 및 15-19세의 연령을 포함하고 

진단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른 구강 건강 보고서를 선정하 다. 이에 해

당하는 조사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1989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한국인치과질환실태조사보고서

1991년: 김 등의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

1995년: 국민구강보건연구소의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

200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보고서

2. 연구대상보고서에 나타난 조사방법 및 내용

가. 조사지역 및 지역별 분류 방법

 한국인치과질환실태조사보고(1989); 34개의 표본조사지역

   도시-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중소도시:       

                의정부시, 제천시

   비도시-경기도(원당읍, 옹진군), 강원도(춘성군, 명주군), 충청북도(옥천읍),     

          충청남도(당진읍, 연기군), 전라북도(부안군, 진안군, 익산군), 전라      

          남도(광산군, 고흥군, 승주군), 경상북도(안동군, 예천군, 일군),        

          경상남도(합천군, 신현읍, 울주군)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1991, 1995)

   도시-광역시: 서울시/중소도시: 과천시, 성남시, 진주시, 제천시

   비도시-경기도(연천군), 충청북도(괴산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000) 

   도시-광역시: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중소      

        도시:경기지역(12개도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북도       

        (충주시, 청주시), 충청남도(보령시),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전라      

        남도(순천시, 목포시), 경상북도( 천시, 경산시, 포항시, 김천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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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도(창원시, 마산시, 통 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도(서귀포시)

  비도시-경기지역(5개군), 강원도(4개면, 1개읍), 충청북도(2개면, 2개읍), 충      

         청남도(4개면, 4개읍), 전라북도(6개면, 1개읍), 전라남도(7개면, 5개      

         읍), 경상북도(5개면, 3개읍), 경상남도(6개면, 3개읍), 제주도(1개        

         읍)

지역별 분류에서 도시지역(urban area)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하고 비도시지

역(rural area)은 읍과 면을 포함한다.

나.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수 

 1989년의 한국인 치과질환 실태보고는 지역별로는 도시와 비도시로 분류하여 

도시에서는 15개 조사지구 그리고 비도시의 경우 19개 조사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34개의 표본조사지구를 선정하 고 이 과정에서 보건사회부 통계담당관의 협조를 

얻었다.

 1991년과 1995년의 국민구강건강조사에서는 지역별로는 도시와 전원지역으로 

분류하고 연령은 5세는 유치원, 12와 15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편의 

추출하 다. 집계 시 도시와 전원지역거주자를 합산하여 한국인 전체에 대한 

대표값 산출 시에 한국인 도시와 전원지역거주자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었다.

 2000년의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는 지역별로 대도시, 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분류하고 조사구의 선정은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구중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및 섬조사구의 일반가구의 혈연가구원과 

독신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구에 35-38개의 가구를 포함하는 20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 다. 이중 5세에서 만18세사이의 표본학생의 추출을 위해 조사구 인근의 

학교에서 추출하 는데 각 학년의 첫째 반에서 남녀 3명씩 각 학년별로 6명씩 

계통 추출하여 조사하 다. 각 조사의 성별, 해당 연령별 표본수는 Table 1과 

같다.



- 10 -

Table 1. Distribution of sample by grouped ages and gender. 

 

다. 진단기준

 각 연구에서 사용한 치아우식증의 검사 및 진단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연 광선아래 치경, 탐침, 구강진료용 공기총을 이용하여 소와나 

열구의 경우 연화 치질과 유리법랑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인접면 우식병소

의 경우 탐침이 되는 경우를 우식병소로 판정하 다. 

라. 조사자교육훈련(calibration)과 이중검사

 1989년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조사에서는 조사자교육훈련과 이중검사에 대한 언

급이 없다. 1991년과 1995년의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는 조사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10%의 피검자에 대해 이중검사를 실시하 다. 2000년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

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한 조사자교육훈련(calibration)을 2회에 걸쳐 실시하 다. 

 

3. 연구대상연령의 선정

 연구대상연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구강건강조사 시에 추천한 5세, 12세, 15세, 

35-44세 그리고 65-74세의 연령군중 아동에 해당하는 5세, 12세 및 15세를 선정하

Reference Year Age group Total Males Females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5 544 272 272

12 544 272 272

15-19 2108 1054 1054

Kim et al 1991

5 600 300 300

12 600 300 300

15 600 300 300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5 600 300 300

12 600 300 300

15 600 300 30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5 329 153 176

12 1203 604 599

16 1194 601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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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세는 유치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공교육이 처음 시행되는 연령이고 12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교육

이 의무적인 것을 감안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표본을 선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제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구치가 맹출되어 있는 나이이다. 이러한 이

유로 12세는 국제적으로 구강병 발생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이다. 

끝으로 15세는 각각의 구치가 구강 내에 맹출한지 3-9년이 되는 연령으로 구

치에 대해 보다 의미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나이이다(장 등, 2001). 5세, 12세 및 

15세를 선정하면서 이중 15세의 경우 1989년의 조사에서는 15-19세로 묶여서 조

사되었고 2000년의 조사에서는 15세의 조사가 없어 16세를 조사대상으로 하 다. 

4. 치아우식경험정도의 비교분석

 - 5세 아동은 우식경험유치지수(dft)를 이용하고 12세, 15-19세의 아동은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를 이용하여 우식경험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 및 우식경험자율을 통해 현재우식이 

있는 아동과 우식경험을 가지는 아동의 정도를 보았다.  

-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를 우식(dt), 처치(ft)유치지수로 구분하고 12,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수(DT,    

MT, FT)로 구분하여 보았다.

- 우식경험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도별 변화를    

보고 성별로 비교하 으며 지역별로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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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결과

1. 우식경험정도의 연도별 변화: 1989-2000년 

 

 가. 5세 아동의 유치열

  5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

가되어 2000년에 36.1%이고 유치우식경험자율(dft>0 %)은 80%이상을 보인다

(Table 2).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를 보면 1989년의 4.67에서 1991년에는 

5.72로 증가되고 1995년의 5.74에서 2000년의 5.48로 약간 감소되었다 (Table 3). 

Table 2.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5-year-old         

    children: primary dentition 

Reference year Age n caries free(%)
d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5 544 80.5

Kim et al 1991 5 600 28.6 86.9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5 600 36 82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0 5 329 36.1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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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ean dft and components of 5-year-old children 

 

Fig 1에서 5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증가를 

보이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약간 감소되고 이 중 우식유치지수(dt)는 

1991년 이후부터 감소되고 처치유치지수(ft)는 1989년 이후 계속 증가되었다.

Fig 1.  Mean dft and components of 5-year-ol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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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세와 15-19세 아동의 구치열

 12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점

차 증가되어 2000년에 58% 으며 구치우식경험자율(DMFT>0 %)은 점차 증가

되어 2000년에 77.1% 다(Table 4).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Reference year Age dft d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5 4.67 3.48(74.5) 1.18(25.3)

Kim et al 1991 5 5.72 3.6(62.9) 2.11(36.9)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5 5.74 3.06(53.3) 2.68(46.7)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0 5 5.48 2.57(46.9) 2.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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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의 1.96에서 1991년의 3.03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 후 1995년의 3.11과 2000

년의 3.3으로 완만하게 증가되었다(Table 5).

Table 4.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12-year-old 

children: permanent dentition

                                

Table 5.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2-year-old children

 15-19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감소되다가 2000년에 다시 증가되어 51.5% 고 구치우식경험자율(DMFT>0 %)

은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 86% 다(Table 6). 15-19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

수(DMFT)는 1989년의 3.58에서 1991년과 1995년에는 각각 4.09와 4.86으로 꾸준

Reference year Age n caries free(%)
DM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12 544 62.3

Kim et al 1991 12 600 42.8 75.1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12 600 46 76.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12 1203 58 77.1

Reference year Age DMFT DT(%) M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12 1.96 1.53(78.1) 0.05(2.6) 0.38(19.4)

Kim et al 1991 12 3.03 1.67(55.1) 0.03(1.0) 1.34(44.2)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12 3.11 1.63(52.4) 0.03(1.0) 1.46(47.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12 3.3 1.01(30.6) 0.03(0.9) 2.2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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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고 2000년의 16세 아동에서는 5.11이었다(Table 7).

 

 Table 6.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15-19-year-old 

children: permanent dentition

                                  

Table 7.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5-19-year-old children

 

  Fig 2-3에서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증가되는데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성분별 변화를 보면 우식 구치지수(DT)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감소되고 12세의 처치 구치지수(FT)는 1989년에서 1991

년 사이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가를 보 으며 상실 구치지수(MT)는 0.5

Reference year Age n caries free(%)
DM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15-19 2108 76.2

Kim et al 1991 15 600 42.1 76.7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15 600 38.2 85.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16 1194 51.5 86

Reference year Age DMFT DT(%) M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15-19 3.58 2.34(65.4) 0.11(3.1) 1.13(31.6)

Kim et al 1991 15 4.09 1.78(43.5) 0.02(0.5) 2.28(55.8)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15 4.86 1.94(39.9) 0.06(1.2) 2.88(59.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16 5.11 1.31(25.6) 0.08(1.6) 3.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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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낮았다. 15-19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꾸준히 증가되는데 성분

별로는 우식 구치지수(DT)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에 감소되고 처치 구치지수(FT)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점차 증가되었다. 상실

구치지수(FT)는 0.11이하의 낮은 값을 보 다.

Fig 2.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2-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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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5-19-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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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식경험지수의 성별 비교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는 1983년에서 1995년까지 계속 남자가 여자보다 높

다가 2000년에 들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12세와 15-19세 아동의 우식

경험 구치지수(DMFT)는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Fig4-6)

Fig 4. Mean dft for female and male: 5-year-ol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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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DMFT for female and male: 12-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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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n DMFT for female and male: 15-19-year-ol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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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식경험정도의 지역별 비교(도시 vs 비도시)

 가.5세 아동의 유치열

   

 Table 8에서 5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은 비도시에서 증가되

어 2000년에 24.5% 고 도시는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이 비슷하

게 유지되어 2000년에 37.3% 고 유치우식경험자율(dft>0 %)은 비도시는 80,90%

대이고 도시는 증가되고 70,80%대를 보 다.

 5세 아동 우식경험유치지수(dft)를 보면 비도시의 경우 1989년의 5.29에서 1991년

에는 8.18로 크게 증가되고 1995년의 6.93, 2000년에 5.3으로 점차 감소되었다. 도

시는 1989년의 4.36에서 1991년의 5.08로 증가되고 1995년에는 5.4, 2000년의 대도

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한 도시는 5.5로 계속 증가되었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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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5-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primary dentition

Table 9. Mean dft and components of 5-y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우식경험유치지수(dft)를 구성성분별로 보면 비도시지역의 경우 1989년에서 1991

년 사이 우식유치지수(dt)의 큰 증가를 보 으나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우식

유치지수(dt)가 감소되고 처치유치지수(ft)는 점차 증가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우식경험유치지수(dft)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처치유

Reference year Region Age n
caries 

free(%)

d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5 304 86

urban 5 240 77.8

Kim et al 1991
rural 5 300 5 97

urban 5 300 34.7 84.3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5 300 14.2 91.7

urban 5 300 42.2 79.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5 55 24.5 86.2

metropolit

an
5 137 37.1 81.3

city 5 137 37.4 84.8

Reference year Region Age dft d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5 5.29 4.76(90.0) 0.52(9.8)

urban 5 4.36 2.85(65.4) 1.51(34.6)

Kim et al 1991
rural 5 8.18 7.19(87.9) 0.98(12.0)

urban 5 5.08 2.67(52.6) 2.41(47.4)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5 6.93 5.4(77.9) 1.53(22.1)

urban 5 5.4 2.39(44.3) 3.01(55.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5 5.3 3.39(64.0) 1.91(36.0)

metropolit

an
5 5.47 2.77(50.6) 2.7(49.4)

city 5 5.52 2.2(39.9) 3.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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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수(ft)의 증가에 기인하며 우식유치지수(dt)의 경우는 약간 감소하거나 유지되

었다(Fig 7). 

                                  

Fig 7. Mean dft and components of 5-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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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세와 15-19세 아동의 구치열

 

 Table 10에서 12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비도시와 도시

에서 증가되어 2000년에 비도시는 42.7%, 도시는 59.2% 고 우식경험자율

(DMFT>0)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 비도시는 83.2%, 도시는 76.7% 다.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비도시에서는 1989년의 1.59에서 1991년의 

3.32로 크게 증가되고 1995년의 3.55와 2000년에는 3.4 다. 도시에서는 1989년의 

2.2에서 1991년의 2.92로 증가되고 1995년에는 2.95과 2000년에는 3.31로 완만한 증

가를 보 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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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12-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permanent dentition

Table 11.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2-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Reference year Region Age n
caries 

free(%)

DM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12 304 55.7

Urban 12 240 66.5

Kim jong-bae et al 1991
rural 12 300 23.7 79

urban 12 300 49.7 73.3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12 300 22.9 81.3

urban 12 300 54.7 74.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12 240 42.7 83.2

metropolit

an
12 481 64.1 73.7

city 12 482 54.3 79.7

Refernece year Region Age DMFT DT(%) M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12 1.59 1.4(88.1) 0.09(5.7) 0.09(5.7)

urban 12 2.2 1.61(73.2) 0.03(1.4) 0.57(25.9)

Kim et al 1991
rural 12 3.32 3.02(91.0) 0.04(1.2) 0.26(7.8)

urban 12 2.92 1.18(40.4) 0.02(0.7) 1.73(59.3)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12 3.55 2.75(77.5) 0.11(3.1) 0.69(19.4)

urban 12 2.95 1.2(40.7) 0(0) 1.75(59.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12 3.4 1.54(45.3) 0.03(0.9) 1.83(53.8)

metropol

itan
12 3.11 0.84(27.0) 0.02(0.6) 2.25(72.4)

city 12 3.5 1.09(31.1) 0.05(1.4) 2.3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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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세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은 비도시와 도시 모두 1991년

에서 1995년 사이에 감소되다가 2000년에 다시 증가되어 비도시는 46.2%, 도시는 

50.8% 고 구치우식경험자율(DMFT>0)은 증가하여 2000년에 비도시는 86.1%, 

도시는 85.9% 다 (Table 12). 15-19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비

도시에서는 1989년의 2.71에서 1991년에 3.56으로 증가되고 1995년에는 4.73, 2000

년에는 5.13으로 점차 증가되었다. 도시에서는 1989년의 3.99과 1991년의 4.27, 

1995년의 4.97그리고 2000년에는 5.08로 계속 증가되었다 (Table 13). 

Table 12. percentage of caries-free and caries experience of 15-19-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permanent dentition

Refernece year Region Age n
caries 

free(%)

DMFT>0

(%)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15-19 1178 71.1

urban 15-19 930 78.6

Kim jong-bae et al 1991
rural 15 300 25.3 78.7

urban 15 300 47.7 76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15 300 21.4 86.1

urban 15 300 44.4 85.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16 238 46.2 86.1

metropolitan 16 477 51.5 87.3

city 16 479 50.1 84.5



- 23 -

Table 13.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5-19-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를 구성성분별로 보면 12세 아동의 경우 비도시에서

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증가되고 성분별로는 

우식 구치지수(DT)가 크게 증가되다가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같은 기간에 우식 구치지수(DT)가 감소

되고 처치 구치지수(FT)는 증가되었다. 도시의 경우는 우식경험 구치지수

(DMFT)가 증가를 보이고 이중 특히 처치 구치지수(FT)가 증가된 반면에 우식

구치지수(DT)는 증가되거나 일정하 다 (Fig 8).

 15-19세의 경우는 비도시에서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의 꾸준한 증가와 함

께 기간별로 보면 1989년에서 1995년까지 우식 구치지수(DT)와 처치 구치지수

(FT)가 모두 증가되다가 2000년에는 처치 구치지수(FT)의 두드러진 증가와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를 보 다. 도시에서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증가

되고 처치지수(FT)도 점차 증가를 보이나 우식 구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

년 사이에 감소되고 1991년부터는 일정하 다.

상실 구치지수(MT)는 12세와 15-19세 모두 5.9%이하의 낮은 값을 보 고 지역

별로는 비도시의 경우가 도시보다 높았다(Fig 9).  

 

Refernece year Region Age DMFT DT(%) MT(%) FT(%)

Korean dental 

association
1989

rural 15-19 2.71 1.99(73.4) 0.16(5.9) 0.57(21.0)

urban 15-19 3.99 2.5(62.7) 0.09(2.3) 1.39(34.8)

Kim et al 1991
rural 15 3.56 2.89(81.2) 0.07(2.0) 0.6(16.9)

urban 15 4.27 1.41(33.0) 0.01(0.2) 2.84(66.5)

Institute of 

national oral health
1995

rural 15 4.73 2.98(63.0) 0.11(2.3) 1.64(34.7)

urban 15 4.92 1.52(30.9) 0.04(0.8) 3.37(68.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rural 16 5.13 1.51(29.4) 0.17(3.3) 3.45(67.3)

metrop

olitan
16 5.24 1.20(22.9) 0.05(1.0) 3.99(76.2)

city 16 4.93 1.39(28.2) 0.09(1.8) 3.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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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2-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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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DMFT and components of 15-19-year-old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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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의 지역별 비교(도시Vs비도시) 

 도시지역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이 비도시에 비해 높으며 시

간이 갈수록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Fig 12).



- 25 -

Fig 10. Percentage of caries free 5, 12 and 15-19-yr-old 

         korean children i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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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의사수 및 Restorative index(FT/DMFT)의 변화 

 우리나라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 1970년대 이후 지

금까지의 변화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Table 14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부터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천단위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과 관련하여 Restorative index(=FT/DMFT)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데 Restorative index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중 처치 구치지수(FT)가 상

대적으로 차지하는 값으로  Fig 13에서 보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당 치

과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restorative index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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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entist to population ratios in selected countries in 1970,1980,1990 

and 1994

(2) Korean dental association

 

Fig 11.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index(FT/DMFT) 

and dentist-to-population ratios for Korea (data: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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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탕 및 당류의 섭취

  

우리나라의 1인당 설탕섭취량은 Fig 14과 Table 15에서와 같이 1989년에 19.8에서 

(1) WHO

country(reference)
Dentists per population

1970 1980 1990 1994

denmark(1) 1/1570 1/1006 1/1451 1/1039

finland(1) 1/1712 1/1211 1/1109 1/1103

sweden(1) 1/1191 1/1005 1/947 1/972

UK(1) 1/3710 1/3136 1/2572 1/2485

korea(2) 1/15194 1/10552 1/4483 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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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 24.4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그 이후에는 비슷

하게 유지되고 있다. Fig 14의 1인당 설탕섭취와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

(DMFT)와의 상관관계는 1989년 이후의 자료만으로는 짧은 기간이어서 명확한 결

론을 내리기 어렵다. 1인당 설탕섭취량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Table 15) 

산업화된 노르웨이나 미국보다 낮고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도 낮은 

값을 보이며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계속 그 값이 증가해온 반면 

일본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왔다. 

Fig 12. Relationship between the DMFT in 12-year-olds and 

        per capita sugar consumption per yea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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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er capita consumption of sugar per year(Kg) in selected            

        countries

1인당 설탕소비량 외에도 국내설탕소비량은 증가되어왔는데 1인당 설탕소비량만

을 따지기 보다는 설탕을 포함한 당류식품의 섭취량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Table 16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어온 국민건강 및 양조사의 1988년과 

1998년 사이의 결과 중 당류 및 그 제품(꿀, 설탕, 엿, 사탕류, 기타)의 지역별 1인 

1일 섭취량을 보면 1992년 이후 점차 증가를 보인다. 그 밖에도 탄산음료의 1인 1

일 섭취량은 1992년 이후 증가되고 연령별 섭취량를 구분해놓은 1998년 조사는 

당류 및 그 제품과 탄산음료의 1인 1일 섭취량이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여 아

동 및 청소년기에서는 13-19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특히 이 연령의 탄산

음료의 1인 1일 섭취량은 매우 높았다.  

(ISO data)

country
Year

1989 1990 1991 1993 1995 1997 2000

Norway    39.7 40.4  41.5  41.1 40.5 41.7  41.3 

  U. S. A       30.4 31.4 31.2 31.7   32.6 32.9  32.6 

  Mexico      47.6  54.5   56.0  48.8 48.9 43.9 46.7 

  Brazil      52.1  45.8 49.5 50.0 52.8   55.6   57.3 

  Japan       22.8 22.9  23.0 21.5 20.8  19.6 19.0 

  Korea, 

Rep. of
      19.8 19.0  19.8  19.3   23.2   24.4   21.4 

  Saudi 

Arabia
      31.2 31.9 28.8  30.4  30.9  29.8 28.5 

Total 20.8  20.6  20.4 20.1 20.2 20.5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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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Sugar and sweets intakes per capita per day by region in            

      1988-1998 in korea

(National nutrition survey report:1988-1998)

Year
sugars & sweets intakes per capita per day by region(g)

Rural Urban Korea

1988 3.75 6.1 5.32

1989 2.7 5 4.3

1990 4.3 5.7 5.3

1992 1.9 2.5 2.3

1995 3.3 3.7 3.6

1998 6.4 8.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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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우식경험지수의 연도별 변화는 5세 아동의 경우 우식경험유치지수

(dft)가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증가되고 1995년 이후에는 감소되었는데 그 구

성성분인 우식(dt) 및 처치유치지수(ft)로 나누어 보면 1991년 이후에 우식유치지

수(dt)는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처치유치지수(ft)는 증가되었다. 이것은 5세 아동의 

우식경험이 감소되지는 않았으나 구강건강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비교 시에 비도시지역의 경우 1991년 이후에 우식경험이 감소되고 특히 우식유치

지수(dt)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그에 비해 도시는 우식유치지수(dt)가 1991년 이후

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비도시와 도시 모두 처치유치지수(ft)의 증가를 보인

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비도시의 5세 아동의 구강상태가 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세 아동은 1991년 이후에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조금씩 증가하고 

구성성분별로는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와 처치 구치지수(FT)의 증가를 보

이는데 이것은 5세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식경험은 증가되었으나 구강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이며 지역별로 5세 아동에서와 같이 비도시지역에서는 1991년 

이후에 우식 구치지수(DT)의 꾸준한 감소와 처치 구치지수(FT)의 증가를 보이

며 도시지역의 우식 구치지수(DT)는 1991년 이후 거의 비슷하고 처치 구치지수

(FT)는 증가를 보여 도시에 비해 비도시의 구강상태가 더 개선되었다. 15-19세의 

경우 다른 연령과 달리 우식경험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처치 구치지

수(FT)의 증가도 크다. 지역별로는 비도시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 우식 구치지

수(DT)가 크게 감소되고 도시는 1991년에 우식 구치지수(DT)는 감소되었으나 

처치 구치지수(FT)는 계속 증가되었다.

 우식경험지수와 함께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과 우식경험자율

(dft>0, DMFT>0%)의 변화를 보면 5세 아동은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이 점차 증가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2000년에 36.1%이며 특히 비도

시에서 더 증가되고 유치우식경험자율(dft>0)은 80%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2000

년에 83.3% 다. 그리고 12세와 15-19세는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이 증가되어 2000년에 12세는 58%,15-19세는 51.5%

으며 지역별로 비도시와 도시 모두 그 비율이 증가되고 구치우식경험자율

(DMFT>0)도 계속 증가되어 2000년에 12세는 77.1%이고 15-19세는 86% 다. 

 요약해보면 5세와 12세의 우식경험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며 그 구성성분별로 보

면 5세의 우식유치지수(dt)나 12세의 우식 구치지수(DT)는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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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지수(ft, FT)가 증가되어 구강상태의 개선을 보이며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비도시의 5세의 우식유치지수(dt) 및 12세의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가 두드러

져 비도시 아동의 구강상태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15-19세는 우식경험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고 우식 구치지수(DT)보다는 처치 구치지수(FT)의 증가가 두드러

져 구강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우식경험의 증가가 커서 5세 및 12세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모두 증가되어 바람직하나 

2000년의 5세는 아직 36.1%로 낮은 편이므로 12세 및 15-19세의 경우보다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우식경험자율(dft>0 %, DMFT>0 %)은 계

속 증가되어 70% 또는 80%대를 보이므로 우식이 나타나는 양상이 일부보다는 전

체인구에 걸쳐 나타남을 의미한다.   

 치아우식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우식유병상태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우선 치과치료에의 접근성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수의 변화와 의료보험의 시

행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14를 보면 우리나라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90년 

이후에 들어 비로소 천단위로 되어 유럽 국가들과 이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근

접한 값을 보인다. 따라서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의 감소로 치과치료에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 연구에 해당하는 기간에 인구 만 명당 치과의사수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처치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Fig 11). 의료보험의 경우 1977

년에 도입되어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는데 연구에 해

당하는 연령에서 모두 1991년 이후 처치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

한 것은 치과의사수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치과치료에의 접근이 용이

해지고 그 결과 치료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설탕 및 당류의 섭취를 보면 연간 1인당 설탕섭취량은 1989년에서 

2000년까지 19 Kg에서 24.4 Kg사이로 이는 노르웨이나 미국의 경우 보다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노르웨이, 미국 그리고 일본의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각각 1.5, 1.28 및 2.4로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나 미국을 포

함한 선진국들은 비교적 높은 설탕소비량을 보이나 설탕소비와 치아우식발생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이미 설탕소비가 매우 높으므로 약간의 설탕

소비의 증가는 우식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불소치약이 

설탕소비에 의한 우식의 증가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Honkala 등, 1987; 

Nadanovsky, 1994; Sheiham, 1991; Woodward 등, 1994).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설탕소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므로 여전히 설탕소비의 증가가 치아우식의 

발생에 향을 줄 수 있다. 또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연간 1인당 설탕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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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값이 점차 증가해온 반면 일본은 1980

년대 이후 계속 감소되었고 이는 우식의 감소와 상관성을 보 다(Miyazaki 등, 

1996).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설탕섭취량은 24.4 Kg이하로 낮은 편이나 논문들에

서 제시된 안정적인 섭취량인 18.25 Kg보다는 약간 높고 계속 증가되다가 1997년 

이후 약간 주춤한 상태여서 연간 1인당 설탕섭취량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Table 15). 그리고 연간 1인당 설탕소비량 외에 국내설탕소비량이 증가되고 당류

의 섭취도 계속 증가되는데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설탕의 섭취와 함께 우식을 일

으킬 수 있는 식품의 섭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Table 16은 1988년에서 1998

년 사이의 당류 및 그 제품의 섭취량을 나타낸 것인데 1992년 이후에 섭취량이 

증가되고 지역별로는 비도시에 비해 도시의 섭취량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

식경험의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12세와 15-19세의 경우 비도시에서는 우식 구치

지수(DT)가 감소되고 있으나 도시의 경우 우식 구치지수(DT)가 1991년 이후 거

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설탕소비량과 당류 섭취의 꾸

준한 증가는 이 연구의 대상아동들에서 치료도가 높음에도 여전히 우식경험이 줄

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998년의 조사는 식품섭취량을 연

령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19세 이전에서 나이가 듦에 따라 당류나 탄산음료 모두 

섭취량이 증가하여 13-19세에 가장 높은 섭취량를 보 다. 이것은 15-19세의 경우 

다른 연령과는 다르게 비도시와 도시 모두에서 처치 구치지수(FT)가 크게 증가

되고 우식경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령

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위한 시간을 갖기가 5세나 12세에 비해 어려

우며 최근에 이 연령에서의 간식섭취의 증가로 치아우식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1998년의 국민건강 및 양조사에서 13-19세 아동에서 탄

산음료의 섭취가 다른 연령보다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9).  

 

 불소치약의 이용은 1970년에 최초로 어린이용 불소치약이 개발되고 1975년에는 

성인을 위한 불소치약이 개발되었으며 1983년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치약제조업체

의 치약의 약 83%가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

분의 치약에 불소가 함유되었다(하원호, 2002). 불소 관련 사업은 비도시지역의 경

우 1974년 이후부터 매일 칫솔질 및 불소구강양치사업이 개발되어 1983년에는 정

부에서 학교불소양치사업을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지정하고 실천해 왔고 1990년

에는 4만9천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인원은 전체 

초등학생의 10%에 해당된다(Jong-bai, 1998).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1988년과 1993년도까지 각 지소와 보건소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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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치과공중보건의사들의 구강보건활동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다가 1993년부터 구

강보건실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같은 해에 40개군 70여개지소에서 군 단위 또는 

지소차원에서 불소양치, 치면열구전색, 구강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되었다 현재 

전국적인 불소도포사업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상시업무로 정착한 상태이며 각 보

건소 내 구강보건실이 활발히 운 되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2002). 이처

럼 비도시지역에서는 학교불소양치사업과 함께 보건소의 예방치료 및 구강보건교

육 등이 점차 확대실시 되어왔는데 비도시에서 5세와 12세는 1991년 이후부터

15-19세는 1995년 이후부터 우식지수(dt, DT)가 점차로 감소하고 세 연령에서 우

식의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이 증가하는 등 비도시 아동 및 청소년의 

구강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수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도 관련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식유병 상태의 변화를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Renson 등(1985)은 

치아우식이 감소된 선진국들의 몇 가지의 공통점을 제시하 는데 첫째로 이 국가

들에서는 광범위한 불소치약의 사용과 함께 여러 형태의 불소의 이용이 가능하고 

다음으로는 치과의 이용이 가능하며 세 번째는 치과치료의 이용이 활발함과 동시

에 구강보건의식이 높고 끝으로 개원의가 예방치료를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불소의 경우 우식이 감소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소가 한 가지 형태로만 이용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불소치약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불소의 이용이 병행

되어져야 하며 비도시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교불소양치사업 및 보건소에서의 

불소도포 등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

게 1957년부터 1981년까지 우식경험 구치지수가 계속 증가 되었는데 이는 설탕

소비의 증가와 연관성이 높았고 치과의사수가 충분하고 구강건강을 위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불소치약의 이용이 널리 퍼지지 않아 1994년에 

점유율이 46%이고 다른 형태의 불소의 이용도 매우 적어서 상수도불소화는 1972

년 이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1992년 학교불소양치사업의 혜택을 받은 어린

이가 전체의 1%정도로 매우 낮아 불소의 이용이 매우 적은 것도 우식의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Miyazaki 등, 1996).

 치과의 이용을 보면 1990년 이후 치과의사수의 증가와 1989년의 의료보험의 전 

국민화로 치과의 이용이 용이해졌다. 

 구강보건의식과 관련하여 미국은 일정 대상인구에게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1965년 이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6

세 우식경험 구치면수가 50%감소했다. 덴마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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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시행되고 스웨덴의 경우 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구강관리방

법이 교육되고 있다(Fejerskov, 1982;Renson 등, 1985)

 우리나라도 구강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개원의에 의한 

예방 치료도 좀더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며 참고적으로 2000년의 역학조사에서 

최근에 받은 치과치료 중 예방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세에서 1.9% 그리고 

20-29세에서 0.7%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전체 연령에 대해서도 1.9%이하로 매

우 적었다(보건복지부, 2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의 적극적

인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의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 보아 우식경험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

른다. 우식경험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5세의 유치열과 

12,15-19세의 구치열에서 우식경험자율이 증가되어 70,80%대로 매우 높게 유지

되고 있는 점과 처치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국의 경우 유치와 구치의 우식경험자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만 40-50%수

준을 보이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 우식경험이 전체 아동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일부 아동에 국한되고 그중 우식이 높은 아동이나 우식발생위험이 높은 

아동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심의 비중이 이동하고 있다

(Hugoson 등, 1993; Nugent 등,1997; Poulsen과 Scheutz, 1999; Zerfowski등, 

1997).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우식발생이 일부 우식위험이 높은 아동에 치우치

기 보다는 전체 인구에 나타나고 우식의 분포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2000년의 조

사부터 가능하다. 처치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Restorative index(FT/DMFT)의 변화는  

1989년 이후 2000년까지 고른 증가세에 있으며 국의 경우는 1988년 이후 2000

년까지 감소되었다(Downer, 1994; Nugent와 Pitts, 1997; Pitts, 1998; Pitts, 2002). 

또 선진국들에서 우식경험 구치지수가 감소한 요인 중의 하나로 우식치료의 진

단의 기준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적인 처치지수의 증가

와 관련하여 치료시의 진단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Anderson, 1989; 

Heidmann 등, 1987; Hunter 등, 1980; Nadanovsky와 Sheiham, 1995). 

  이 논문에서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실태조사보

고서들을 분석하여 5세,12세 그리고 15-19세의 우식 유병상태 및 치료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미 1970년대부터 전국단위의 역학조사가 시행되어왔으나 5

세,12세 및 15-19세의 연령을 포함하는 조사는 1980년대의 한국인치과질환실태조

사부터이며 19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시행한 한국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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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실태조사는 1983년의 경우 치아우식의 진단기준에 법랑질만의 우식도 포함시

켜서 다른 조사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1983년의 조사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1989년,1991년,1995년 그리고 2000년의 역학조사 자료에서 5

세,12세 그리고 15-19세의 치아우식에 대한 자료들을 얻고 이를 비교하는데 몇 가

지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Murray(1994)는 역학조사들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

로 시대별로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과 비교하는 다각적 연구를 할 때에 표본추출

과 연구방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 다. Manji와 

Fejerskov(1990)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우식정도에 대한 정보를 

예로 들면서 케냐의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에 대해 1952년의 0.11에서 1973년

에는 1.7로 치아우식의 발생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52년의 조사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시행되었던 반면 1973년의 조사는 보다 발달된 고지대 던 것을 

감안하면 이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증가되었다고 설명

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시기에 걸쳐 조

사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표본을 설계 시에 도시지역의 경우 수도나 대도시에

서 4개 지역 그리고 각기 다른 2개의 도시지역에서 2군데씩 정하고 비도시의 경

우 각기 다른 4개 지역에서 1군데씩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장 등, 2001). 이

번 연구의 대상이 된 조사들의 경우 1989년과 2000년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지

역에 대해 나름대로 임의로 표본지역을 선정하 으나 1991년과 1995년의 조사에

서는 1개의 대도시와 4개의 도시 그리고 2개의 비도시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도시와 비도시로 나누어 비교하 는데 도시지역의 

선정 시에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로는 2000년 조사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 결과 5세 우식경험유치지수(dft)와 12세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3지

역 중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에 중소도시와 대도시지역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989

과 2000년의 조사는 전국에 대한 임의의 표본지역선정을 하 고 1991년과 1995년

은 일부 해당지역을 설정하 으므로 이들 간의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표본지역의 선정 다음으로는 조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네 번의 역학조사마다 조

사자가 다르고 매번 조사자 교육훈련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과간의 비교가 어려워지는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치과의

사수의 증가와 의료보험의 확대 등으로 치과치료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불소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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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비도시의 학교불소양치사업 및 보건소의 예방치료와 구

강보건교육 등이 실시되어 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불소의 이용이 필요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개원의에 의한 예방 치료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역

학조사에 대해서는 우식경험의 정도 뿐 아니라 우식의 분포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처치지수(ft, FT)의 계속적인 증가와 관련하여 진단기준의 변화를 알아

볼 필요가 있고 끝으로 설탕 및 당류, 간식 섭취와 우식발생과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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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결론  

본 연구는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의 5세,12세 및 15-19세의 우식유병상태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해당하는 연령의 우식경험지수와 그 구성성분 그리고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과 우식경험자율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5세의 우식경험 유치지수(dft)는 1989년에 4.67에서 1991년에 5.72로 증가된 후 

1995년의 5.74 그리고 2000년에 5.48로 1991년 이후 비슷한 값을 보이며 그 성분

을 보면 우식유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증가된 후 1991년부터는 감

소되었고 처치유치지수(ft)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증가되어 2000년에 우식

유치지수의 비율은 46.9%이고 처치유치지수의 비율은 53.1% 다.

2. 5세 아동의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1991년 이후에 도시보다는 비도시의 우식유

치지수(dt)의 감소가 현저하며 도시에서는 약간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처치유치지

수(ft)는 모두 증가되었다.

3. 12세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1989년의 1,96에서 1991년에 3,03으로 증

가되고 1995년에 3.11, 2000년의 3.3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그 성분을 보면 우

식 구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증가되고 1991년부터는 감소를 보이

고 처치 구치지수(FT)는 계속 증가되었고 상실 구치지수(MT)는 0.05이하로 낮

아서 2000년에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수의 비율은 각각 52.4%, 1.0% 그리고 

47.0% 다.

4. 12세 아동의 경우는 지역별로 1991년 이후에 도시보다는 비도시의 우식 구치

지수(DT)의 감소가 현저하고 도시에서는 약간 감소되거나 일정하고 처치 구치지

수(FT)는 모두 증가되었다.

5. 15-19세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가 1989년에 3.58에서 1991년에는 4.09 

그리고 1995년의 4.86과 2000년의 5.11로 계속적인 증가가 뚜렸하고 우식 구치지

수(DT)는 감소되고 처치 구치지수(FT)는 증가가 두드러지며 상실 구치지수

(MT)는 0.11이하로 낮았다. 2000년에 우식, 상실, 처치 구치지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 각각 25.6%, 1.6% 그리고 7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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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19세 아동의 경우는 지역별로 비도시에서는 기간별로 보면 1989년에서 1995

년까지 우식 구치지수(DT)와 처치 구치지수(FT)가 모두 증가되고 2000년에는 

우식 구치지수(DT)의 감소와 처치 구치지수(FT)가 크게 증가하고 도시에서는 

처치 구치지수(FT)가 점차 증가되나 우식 구치지수(DT)는 1989년과 1991년 사

이에 감소되고 1991년부터는 일정하 다.

7. 우식경험지수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5세의 우식경험유치지수(dft)는 1989년에서 

1995년까지 계속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가 2000년에 들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12세와 15-19세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는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

다 

8. 우식이 없는 아동의 비율(caries free %)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되어 2000년에 5

세는 36.1%이고 12세 및 15-19세는 각각 58%와 51.5% 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비도시에 비해 높았다. 

9. 우식경험자율(dft>0 %, DMFT>0 %)은 모두 증가되어 2000년에 5세,12세 및 

15-19세에서 각각 83.3%, 77.1% 그리고 86% 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비도시가 도

시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5세의 유치열과 12세 및 15-19세의 구치열에서 

모두 우식경험지수가 증가를 보이며 이는 처치지수(ft, FT)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기인하며 점차로 치료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식경험지수가 감소하지 않아 우식

발생이 증가함을 보이며 우식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를 보이고 있어 치료보다

는 예방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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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ies prevalence of the 5-19-year-old korean 

children, 1989-2000 from coordinated national surveys

                          Chun-Hee Le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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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ize the change of dental caries 

prevalence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1989 to 2000. national oral 

examination survey reports in 1989, 1991, 1995 and 2000 were collected for this 

purpose. 

The major finding were summeriz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ft of 5-year-old children increased from 1989 to 1995 and decreased 

slightly from 1995 to 2000, the dt decreased or remained constant and the ft 

increased.

2. The dt of 5-year-olds decreased constantly by 1991 in rural area but in 

urban area, it remained stable by 1991 and the ft increased in rural and urban 

area.

3. The DMFT of 12-year-old children increased from 1989 to 2000, the DT 

decreased or remained constant and the FT increased, the MT remained below 

0.05

4. The DT index of 12-year-olds decreased constantly by 1991 in rural area 

but in urban area, it remained stable by 1991, and the FT index increased i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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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DMFT of 15-19-year-old children increased constantly from 1989 to 

2000, the FT increased constantly, the MT remained below 0.11

6. In rural area, the DT and FT of 15-19-year-olds increased from 1989 to 

1995 and the DT decreased, the FT increased evidently from 1995 to 2000. but 

in urban area, the DT remained stable by 1991, FT increased from 1989 to 

2000.

7. The percentage of caries free and caries experience have increased in rural 

and urban area.

According to results, the dft of 5-year-olds and the DMFT of 12, 

15-19-year-olds have increased. specially about the component of dft and 

DMFT, dt and DT decreased or remain stable while ft and FT increased 

constantly which means that the restorative index(ft/dft,FT/DMFT) increased 

also and the percentage of caries experience increased.

based on this study, to lower caries prevalence of korean children preventive 

approach is mo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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