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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민건강보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분석

2011년 외래 다빈도 질환 10위 안에 2가지 구강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포함되어 있다. 구강질환은 한 번 이환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

렵고 후유증을 남기며 조직의 결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직장가입자를 시작으로 영유

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구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3.30%, 2009년 11.60%, 2010년 17.30%, 2011년 20.99%로 낮은 편이다. 유치는

생후 6개월을 시작으로 3세 전에 모두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치아 배열이 변

화하고 치아 우식이 잘 발생 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구

강검진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의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

민건강보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

고, 이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구강검진 중 첫 번째 검진을 받

아야 하는 영유아 591,7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를 알아보고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

성 변수를 선정하여 기술분석,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영유아 특성 변수를 통제한 ‘모델 1’과 영유아 특성

변수와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변수를 함께 통제한 ‘모델 2’를 통하여 분석하였

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2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591,799명 중 국민건강보험 영유아 첫 번째 구강검진 미수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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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9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6.80%이다. 국민건강보험 영유아 구강검진 미

수검 여부에 대한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출생순서가 첫째 출생한 영유아보다 둘

째, 셋째 이상일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영유아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영유아

일수록, 장애가 없는 영유아보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일수록, 부와 모 모두 있

는 영유아보다 부나 모 중 한부모 가족일수록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더

높았다. 영유아 부양자는 32세 이하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세대주일 때,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45,035원이하일 때

미수검률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영유아 출생순서가 첫째에 비

해 셋째 이상의 미수검의 교차비는 1.927였고, 동부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미수검의 교차비는 1.102였다. 장애가 없는 영유

아에 비해 장애가 있는 영유아 미수검의 교차비는 1.499였고, 부와 모 모두 있

는 가족에 비해 부만 있는 가족의 미수검의 교차비는 1.456이었다. 부양자의

연령이 32세 이하에 비해 42세 이상인 미수검의 교차비는 1.053이고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미수검 교차비는 1.017였다.

이 연구는 외국의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와 같

은 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첫 연구로서 영유아 관련 특성(성별, 월령, 출생순서, 거주지역, 거주지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한부모가족여부, 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구분, 출신국가, 가구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미수검여부)을 국민건강

보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영유아의 구강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및 의료비 등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영유아, 국민건강보험, 구강검진, 구강건강, 미수검, 치아 우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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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1)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이다. 인생 초기에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평생 동안의 기능적 역량을

증가시키고 건강발달궤도에 머무르며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이르게 한다

(Hakfon et al., 2000; 이정석, 2007).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평생건강관리’의 중

요성이 강조되며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이 되어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는 평생건강을 유

지하는데 발판이 된다.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성인들의 건강관리와는 달리 신

체적․인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건

강관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은 본인 개인 뿐만 아

니라 가족의 일원, 지역사회 구성원,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전체 안에서 벌어

지는 다양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Nordio, 1978).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모자보건법에 따라 성

장․발달 스크리닝, 치아관리, 시력관리 등과 같은 보건소 영유아 보건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기준, 목표 사업대상자수가 우리나라 영유아의 14.3% 밖

에 되지 않았고 사업별 담당 부서가 달라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

다. 이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건강검

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7년 11월 15일,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

적 관리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유아 건강검진사업(구강검진 포함)’을 건강보험가입자 대상부터 우선하여 시작

1)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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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08년 1월 1일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확대되었다(이정석, 2007).

정기적 건강검진은 아동의 기능장애 및 발달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질병예방이

가능하고 나아가 심각한 장애로 발전해 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과 더불어 구강검진 역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치료를 통하

여 구강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최근 들어 구강질환의 발생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 외래 다빈도 질환 10위 안에 구강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 우식증)이 포함된다. 구강질환은 한 번 이환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꼭 후유증을 남기며 조직의 결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

방의 중요성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질병보다도 더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무료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36.7%, 2009년 40.7%, 2010년 50.1%, 2011년 53.8%인 반면,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3.3%, 2009년 11.6%, 2010년 17.3%, 2011년 20.99%이다. 국

가가 주체가 되어 무료로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나라

가 드문 실정에서 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영유아기 생후 6개월부터 첫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며 3세 전

에 유치가 모두 나온다. 이 시기에는 치아 배열이 변화하고 치아 우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구

강검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

험 구강검진 첫 시기(생후 18∼29개월)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영유아들의 구강관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영유아의 구강관리는 영유아

의 특성과 보호자의 특성에 따라 구강건강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영유아 시기는 섬세한 운동신경의 발달이 미숙하고 구강관리 행위나 교

육에 있어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은희, 2006). 영유아 관련 특성에는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Schenk L et al., 2007)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영

유아일수록(Norton JM at al., 2013; Schenk L et al., 2007; 김수남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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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외, 2005; 조윤순 외, 2012; 황연희 외, 2009; 김한숙 외, 2010; 여지영

외, 2012), 보호자 관련 특성에서는 외국인일수록(Schenk L et al., 2007),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Takashi Ohi et al., 2009; 김수남 외, 1998; 이창한 외, 2005;

황연희 외, 2009; 김한숙, 2010; 여지영 외, 2012),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 수준

이 낮을수록(Sasahara H et al., 1998; Kim J et al., 2013; 김수남 외, 1998; 김

명진 외, 2000; 이창한 외, 2005; 조윤순 외, 2012) 구강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

부를 발췌한 연구들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미수검 관련 요인을

알 수 있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전체 영유아

를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국외의 연구

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은 우리나라 영유아 중 2011년에 첫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체 영유아의 특성과 건강보험 가입자인 부양자의 특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경험과 더불어 부양자

의 구강검진 미수검 경험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생후 18∼29개월)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자료를 통해

구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고,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과 영유아 구강검진제도의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고 나아가 영유아들의 평생 건강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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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국민건강보험 구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파악

하고 구강검진 미수검한 영유아와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분석한 후,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 구강검

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와 미수검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자료를 고찰한다.

둘째, 연구대상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살펴본

다.

셋째,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과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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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영국 0.9 0.8 0.7 . . . 0.7 . .

대한민국 3.3 3.3 . . 2.2 . . . 2.1

독일 1.2 . 1 0.7 . . . 0.7 .

일본 2.6 2.1 1.9 1.8 1.7 1.6 1.5 1.4 1.3

미국 1.2 . 1.3 . . . . . .

Ⅱ. 문 헌 고 찰

1.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개요

가. 영유아 구강건강 수준

1981년 세계보건기구는 구강보건분야에서 알마타 선언 ‘Health for all' 정

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12세 아동의 평균 DMFT index2)를 3 이하로 만든다

는 구강보건 목표를 설정하였다(국민구강건강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2010). 주요 OECD 국가별 12세 아동의 DMFT 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1

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1>.

표 1. 주요 OECD 국가별 12세 아동의 DMFT 지수

출처: 국민구강건강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2011), WHO(2005)

2011년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유

2)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한 구강보건지표인 DMFT(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index)는 전체 인구 집단의 우식 경험에 의해 발생한 우식치아수, 상실치아수, 충전치아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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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식경험자율(df rate)3)은 2000년 82.8%, 2003년 77.3%, 2006년 67.6%, 2010

년 61.5%이다. 유치우식유병자율(d rate)4)은 2000년 64.1%, 2003년 49.9%,

2006년 31.3%, 2010년 37.6%이다. 1인당 평균보유 우식경험유치수(dft index)5)

는 2000년 5.47개, 2003년 4.49개, 2006년 3.19개, 2010년 2.99개로 세 가지 수

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그림 1>.

그림 1. 2000∼2010년 5세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변화.

출처: 국민구강건강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2011)

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경과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위험군 발견을 통한 질병 예방, 합병

증 예방 등을 모두 달성하려는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아 및 임산부 건강

3) 유치우식경험자율(df rate)은 연령계층별 유아 중 유치우식증 경험한 유아의 백분율을 말한

다.

4) 유치우식유병자율(d rate)은 연령계층별 유아 중 진행되고 있는 치료를 받지 않은 유치우식

병소를 가지고 있는 유아의 백분율을 말한다.

5) 우식경험유치수(dft index)는 연령계층별 1인당 평균 우식병을 경험한 유치의 수효로 5세 아

동에서 산출한 지수는 국가별 또는 지역사회별 혹은 시기별로 비교하는 기준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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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및 청소년 건강검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검진, 암 검진, 노인성 질환 검진 등 전 생애에 걸친 검진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희영, 2012). 영유아 건강검진은 1987년 모자보건법에 근거하

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과 2차 정밀검진으로 구성된다. 1차 건강검진은 생후 6개월과 18개월

총 2회이고, 2차 정밀검진은 1차 검진 결과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를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검진을 하는 것이다. 검진 항목으로는 혈액검사와 뇨검

사, 체중 및 신장 등의 신체검진을 포함한다.

2004년 11월 희망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내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도입 추진하였다. 이 검사는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 가운데 발달검

사를 희망하는 영유아와 미숙아 등 고위험 출생아로 성장 및 발달 평가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

강증진를 위하여 시력관리, 청력관리, 치아관리, 선천상대사이상 검사 등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2010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확대, 정착하여 영유아 성장

발달 장애를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07년 기준 목표 사업대상자수가

우리나라 영유아의 14.3%로 매우 적고, 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 보건소 관

련 사업들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유아들에게 포괄적인 건강관

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 주체의 건강검진과 더불어 민간의료기관 주체의 영유아 건강검진도 시

행되고 있다. 성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검사위주로 검사 대상, 시기, 항목

등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많은 비용 차이가 났다(이정석, 2007).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15일부터 보

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국민건강보험

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생후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전체 영유아에게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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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87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 생후 6개월, 18개월

2004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내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도입

2007

건강보험 가입자대상만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

∼60개월 총 5회,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 18∼24개월, 54∼60개월 총 2회

2008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하여 전국민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행

2010 영유아 건강검진 42∼48개월, 영유아구강검진 42∼48개월 추가실시

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황나

미, 2008).

영유아 검진사업 시행초기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4∼6개월, 9∼12개월, 18

∼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총 5회,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는 18∼24개

월, 54∼60개월 총 2회였다. 2008년도 영유아 검진사업 평가를 통하여 30∼36

개월 검진 이후 54∼60개월(5세) 검진으로 넘어가게 되어 4세 전후의 시기에

검진이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0년부터 42∼48개월 건강검진과 구

강검진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기존 지침을 소폭 개정하고 건강 교육이

보강되었다(문진수, 2010). 2010년 영유아 검진사업 평가를 통하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6세 검진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어 2012년 4월 1일부터 66∼

71개월 건강검진을 추가로 시행하였다<표2><표3>.

표 2.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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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18∼29개월

30∼36개월 -

42∼48개월 42∼53개월

54∼60개월 54∼65개월

66∼71개월* -

연 도 내 용

2011

구강검진기간 변경

․18∼24개월 → 18∼29개월

․42∼48개월 → 42∼53개월

․54∼60개월 → 54∼65개월

2012 영유아 건강검진 66∼71개월 추가실시

표 2.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경과

표 3.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기(2011)

*66∼71개월 검진은 2012.4.1.부터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의의는 영유아에서 중요한 건강문제인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 주요

목표질환으로 선정하여 검진을 시행하였다. 또한 중요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과 더불어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

인 검진 항목을 적용(신체계측, 필수 문진 사항 등) 하였으며 1회 검진 후 의

심소견 발견시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가능하게 하여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

장․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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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여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보

호자 교육을 매회 검진시마다 실시하고 월령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은백린, 2008).

다. 영유아 구강검진 목적 및 절차

1) 영유아 구강검진 목적

영유아기의 구강검진은 정상적인 치아성장 발육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

다. 이 시기에는 유치가 맹출하고 나아가 영구치로 교환된다. 유치는 저작기능

과 발음기능 및 미화기능 이외에도 영구치가 나기 위한 자리를 유지하고 정상

적인 턱뼈의 발육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한동헌, 2010). 다양한 기능을 하

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가 오면 평생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식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Johnsen D,

1988). 그러나 유아기 우식증은 유치열에 발생하는 다발성 우식증의 한 형태

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다. 이 우식증은 영유아들에게 동통과 후유증을 초래

하고(Ayhan H, 1996) 아동의 발육과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치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외래 진료건수 및 급여지출 순위를 살펴보면 10위 안에

구강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포함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 통

계자료, 2011). 2011년 연령대별 1인당 치과진료비(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비

급여제외)는 만 5∼9세에 약 59,600원으로 가장 높은 편(국민건강보험 통계자

료, 2011)으로 예방이 치료에 비해 비용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구강질환(이광희

등, 2008)을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하여 진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구강건강 상담 및 치아상태를 검사하여 맹출 중인 치아,

우식치, 탈회치, 치료치를 확인, 예방치료 필요도에 의한 점검 및 관리, 교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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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점검, 치면 세균막 부착정도의 확인 및 관리, 구강악습관 및 구강연조직 이

상 등을 확인한다. 구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

검사 및 치료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에서는 영유아가 출생 후 적어도 12개월 이전에 구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

았을 때(진보형, 2002)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하여 조기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

여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이 악화되기 전,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통해 구강건

강 향상 및 소요비용절약 등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영유아 구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시기에 맞추어 건강검진표를 직장가입자 및 가구주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우편 발송한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2010년부터 다문화 가족에게는

다국어 안내문을 함께 우편 발송한다. 만약 우편으로 건강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구강검진 대상자들은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

고 내원 전에 필요한 문진들을 작성하여 검진시 제출한다. 검진 후 비용은 전

액 무료이다.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직접 교부하

거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어 알려준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검

진비용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 IN’의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

서 인터넷으로 검진 대상자 확인, 검진 시기 및 결과를 알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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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진대상자방문

검진 실시

· 검진가능기간 확인

검진표, 공단전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단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2.검진결과통보서 및

보호자용설명서교부

· 검진실시 후 결과 입력하여 결과통보서 및 보호자용설명서

교부(전산출력 가능)

· 검진의사서명 후 검진기록물 보관

3. 인터넷청구

전송-접수

· 요양기관정보마당-건강검진-검진비인터넷청구

· 파일선택 및 전자서명에서 파일전송-진행상황조회에서

접수처리

(‘정산-진행’ 상태면 공단에 정상 접수)

4. 검진결과 통보
· 15일 이내 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발송

그림 2. 영유아 구강검진 절차도.

3)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 지정

「검진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

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

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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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외국에서는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일찍 건강검진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은 아동의 질

병과 기능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조기치료를 통

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감소시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

정석, 2007).

OECD는 의료보장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6),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7)과 민

간의료보험8)이 있다. 이 특성에 따라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의 대표적 국

가 영국과 우리나라가 따르는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의 대표적 국가 독일, 일

본, 우리나라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가장 닮은 대만과 민간의료보험 체계를

따르는 미국으로 구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알아보았다.

가. 영국

먼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는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NSC, National Screening Committee)의 권고에 의

해 실시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는 건강검진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자문위원회이다. 국가 건강검

진 시행된 정책을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시행 능력 및 도달 가능한 서비스

6)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하여 비버리지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원을 일반 조세로써 마련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거의 무상으

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

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7)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제안하였으므로 비스마르크방식이라고도 한다. 의료문제는 국민의 자

기책임의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원을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 및 일부 정부의 지원

으로 마련한다.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정부는 지원 및 감독의 기능을 한다.

의료기관은 사유화되어 있다.

8) 공공의료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즉 사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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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건강 검진 항목의 시작, 지속, 중단 등을

권고하고, 건강 검진 서비스가 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서비스

질의 발전도모하고 있다(Total Quality Management 기법 이용). 우리나라 영

유아의 범주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에서 설정

하는 산전 및 신생아, 아동, 성인, 여성, 노인 등 5개 인구 집단 중 산전 및 신

생아 검진 프로그램과 아동 검진 프로그램 일부가 포함된다. 신생아 검진 프

로그램은 가정 방문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내에 있는 산전관리부

(Antenatal Unit)이나 산과부(Maternity Unit)에 속해 있는 조산사(midwife)에

의해 시행하고 병원 내 검사는 의사나 검진사 등 의료 전문인력 또는 준 전문

인력에 의해 실시한다. 주로 건강 방문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NHS(국민보건서비스)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는 우편으로 통보되거나 조산사(midwife) 또는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의

정기 방문시 통보한다. 검진결과 이상 발생 시에는 주로 병원으로 의뢰하여

전문의에 의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담 후 치료를 시행한다.

개별 검진 프로그램으로는 신생아 청력 검사(Newborn Hearing Screening

Test), 신생아 혈액 검진(Newborn Blood Spot Screening), 신생아 신체검사

(Newborn Physical Examination), 유아 청력 검사, 유아 시각 검사가 있다.

신생아 청력검사는 생후 1주일 이내(보통 출생 후 퇴원 전)에 출생 병원 또

는 가정방문하여 AOAE 검진9)(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screening

test)을 시행한다. 1차 검진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검진 실

시하는데 AOAE 검진과 함께 AABR 검진10)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screening test) 병행 실시한다. 2차 검진에도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지역 이과(audiology department)에 의뢰하여 정밀 검사를 시행한

다.

9) AOAE 검진은 자동화 이음향방사 검사로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달팽이관에서 발생하는 소리
로 달팽이관 내 외유모세포의 수축과 진동이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10) AABR 검진은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 검사로 소리를 듣고 움찔 하는 등 반응을 하면 피부에 
저항이 생기는데 그 소음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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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혈액 검사(Newborn Blood Spot Screening)는 페닐케톤뇨증

(phenylketonuria, PKU),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congenital

hypothyroidism, CHT), 겸상적혈구 장애(sickle cell disorders, SCD),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CF), 중쇄아실코에이탈수효소 결핍증(Medium Chain

Acyl CoA Dehydrogenase Deficiency, MCADD)의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하

다. 생후 1주일 이내에 주로 조산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신생아 발 뒷꿈치 부

위에서 혈액 표본을 추출하여 병원 및 연구소에서 검사를 의뢰한다. 생후 6주

∼8주 사이에 개별 질병별로 검진결과를 통보한다. 영국 신생아 건강검진 프

로그램 센터(UK Newborn Screening Programme Centre)는 검사된 혈액 표

본을 관리하며 추가적인 검진, 검진 프로그램 발전, 기타 건강 증진을 위한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있다.

신생아 신체 검사(Newborn Physical Examination)는 1차 검사는 생후 72시

간 이내 병원에서 청력 검진 시 동시 실시, 2차 검사는 생후 6∼8주 사이에

지역 보건소(GP)나 의사 등 의료 전문 인력에 의해 1차 예방접종시 병행 실

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신체 이상 유무(full top-to-toe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심장, 골반, 눈(동공 반사, 적색 반사eliciting the red reflex 등)

고환(남자 아기의 경우) 등을 포함한 이상 유무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다.

유아 청력 검사는 생후 7∼8개월에 소리 반응 검사(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

개를 돌리는지 검사), 만 2세에 맥코믹 토이 검사(McCormick Toy Test, 물건

이름을 속삭인 후 아동이 그 물건을 가르키는지 보는 검사), 만 4∼5세에 대

역 검사(Sweep test, 다양한 대역의 소리를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고 감별 여

부 검사)를 실시한다. 유아 시각 검사는 만 2세에 공 굴리기 검사(rolling ball

test: 다양한 크기의 공을 굴려 아동이 이를 찾아내는지 검사), 만 5세에 차트

검사(Snellen charts 또는 logMAR cards, 일정한 거리 뒤에서 다양한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검사), 흔들리는 손가락 검사(wiggly finger test) 등을

실시한다(이정석, 2007; 영국 국가검진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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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일본, 대만

국민건강보험(NHI)의 대표적 나라 독일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예방급여

로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사업에 대한 급여를 100% 시행하고 있다. 만

18세까지 질병금고에서 전액 지불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취학 전 0∼6세에

9회 실시한다. 첫 2회(생후 3∼4일, 생후 3∼10일)는 분만 의료기관에서 실시

하고 나머지는 소아과 개인의원에서 실시한다(생후 4∼6주, 3∼4개월, 6∼7개

월, 10∼12개월, 21∼24개월, 43∼48개월, 60∼64개월). 검진 항목으로는 신체

계측과 발달평가, 시기별로 청력, 시력 검사 이외에 추가로 남아 외성기 검사

와 정형외과 관련 문제, 소변검사, 결핵검사, 정서 및 행동문제, 혈압측정, 혈

액검사가 있다. 구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총 3회(출생∼생후6일, 생후 30∼42개

월, 생후 49∼72개월)에 걸쳐 치아, 구강, 턱의 질병검사를 실시한다(이정석,

2009). 단, 생후 30개월∼6세까지 구강문제가 있을 경우 1년에 2회 검진 가능

하다. 만 5세 검진에서는 학교 입학여부 판단을 위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

애를 확인한다. 소아과 의사 1차 검진 후 이상 징후가 의심되거나 정밀 진단

이 요구되면 각 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김영희, 2011).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1969년부터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국가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973년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시행하고 있다. 재원은 국

고와 지방교부세에서 보조하고 있다(이정석, 2007). 검진 시기는 3-4개월, 6-7

개월, 9-10개월(문제 있는 경우만), 18개월, 3세까지 5회 실시하며 18개월과 3

세 검진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진

수, 2010). 검진항목으로는 문진, 신체계측에 의한 발육상태 판정(비만, 저체중

등), 진찰, 구강검진(치아상태, 치열, 교합 등), 소변 검사, 안과 검진(시력검사:

3세 검진), 이비인후과 검진(청력검사: 3세 검진), 혈색소 검사(1차: 9∼10월, 2

차: 18개월, 만 3세), 여러 영역의 발달에 관한 항목이 문진에 포함되어 있다

(김영희, 2011).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수진표를 우편 발송하고 검진시 의료기

관에 제출함으로써 공적 비용에 의해 검사가 진행된다. 검진시기와 검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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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별검진 혹은 집단검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단 검진은 시정

촌 종합보건센터에서 실시되고 개별검진은 관내 협력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시

행된다. 수검률은 2002년 기준 18개월 유아는 91.4%, 3세 유아는 87.9%였다.

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영유

아 구강건강 관리대책으로는 지역 보건소에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

방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소 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 구강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고 모자건강관리수첩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 제

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유치의 충치수는 1.5개로 미국의

1.8개, 영국의 1.7개, 한국의 4.12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조

임숙, 2004; 이정석, 200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가장 닮았다고 불리는 대만11)은 1952년부터 부녀,

유아 건강 개선을 위해 예방 보건 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 4월 1일 전민건강보험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중앙건강보험국이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인 아동 예방보건서비스와 치아예방보건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아동 예방보건서비스는 국민건강국으로 옮겨 국가 예산으로 보

조하였다. 아동 치아예방보건서비스는 변함없이 중앙건강보험국이 실시하고

있다. 아동 예방보건서비스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0∼만 4세에 이르는 영유아

에게 6회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나 현재에는 횟수를 확대하여 총 9회 건강검

진을 시행하고 있다. 1세 이하의 영아는 매 2∼3개월 간격을 두고 총 4회, 1∼

2세는 2회, 2∼3세는 1회, 3∼4세는 1회, 4∼7세는 1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검진항목으로는 신체검사와 건강에 관한 문진검사로 이루어진다. 신체검

사에는 개인과 가족의 병력 조회, 신장, 체중, 청력, 시력, 구강검사와 성장 발

달 평가 등을 포함하고, 문진검사는 예방접종 조사, 영양, 사고 상해 예방, 구

강 보건 등이 포함된다. 아동 치아예방보건서비스는 만 5세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2회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검진은 180일 이상의 간

격을 두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진항목으로는 불소화, 충치예방처리, 검사, 위생

11) 전민건강보험의 주관부서는 행정원위생서, 보험자는 중앙건강보험국으로 중앙건강보험국

산하 6개 지역본부에서 전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8 -

교육, 전문 치과의사의 불소도포처리이다(대만 행정원위생서 건강증진국,

2007). 대만 영유아들의 「아동건강수첩」은 아동의 진료 증명서가 될 수 있

는 것으로 아동의 성장·발달 평가, 신체검사, 예방접종, 건강상담과 위생교육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여 보호자가 각 검사의 결과들을 연관성 있게 이

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동 예방보건서비스의 수검률은 2000년

에 이르러서야 겨우 50%를 돌파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1). 1999∼

2001년 동안의 대만 아동 예방보건서비스 수검률은 제1차 예방보건 서비스의

수검률이 약 6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영유아의 20%는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 영유아의 질병 상태에 따른 수검률 차이를 보면 중대한 질병에 걸린

영유아의 수검률이 질병이 없는 영유아에 비해 거의 10%이상 높다(이정석,

2007).

다. 미국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가 없이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은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서 예방목적으로 Medicaid의

EPSDT(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프로그램과

CHIP(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이 있다. EPSDT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것으로 생후 1개월∼21세 미만(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 18

개월, 2세, 3∼20세까지 매년)이 대상이다(문진수, 2010). 필수검사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료, 납중독 예방이 있다. 선별검사에는 포괄적인 건강 및 발달 상

태를 주기적으로 체크, 신체진찰, 예방접종, 임상검사(생후 12∼24개월 혈중

납 검사 포함), 건강교육, 시력, 청력, 구강검진이 포함된다. 진단검사는 1단계

의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공한다(김영희, 2011). CHIP는

Mediacaid의 적용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유

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건강진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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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 약물처방, 임상검사, X-ray, 병원 방문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를 제공한다. EPSDT 프로그램과 CHIP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오면 의뢰하여 추가검사가 시행된다(이정석, 2007). 그 외

Brignt Futures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보건성 및

모자보건국의 지원을 받아 2008년도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소아청소

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주기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안일

뿐 의무 방문 사항은 아니다. 0∼1세에는 신생아방문, 생후 첫 주 방문,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4세에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세, 2년 6개

월, 3세, 4세, 5∼6세에 방문시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정희정, 2009).

OECD의 의료보장 분류에 따라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미국의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구강검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국민보건의료체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국가가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체계와 더불어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NSC,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를

통해 정기적으로 각 질병별 검진실시 비용 및 부작용 대비 기대 효과를 여러

연구(각 질병 별 입증 자료는 검진 전문 자료실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를 바

탕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행 후 검진 효과 비용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

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의 연속성을 기대하

기 어렵다. 그리고 영국의 영유아 검진은 직접 자택 방문하여 검진을 시행하

는 점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그 혈액표본을 5년간 관리하는 점이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과 차이가 있다. 가정방문검진은 영유아가 외출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검진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성질환자들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관

리를 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또한 방문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

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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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공적의료보험제도로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영유아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관리 관

련 정보의 상호연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영유아 건강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빨리 건강검진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두 시기(18개월, 3세)의 2002년 수검률 90% 전후로 우리나라

2011년 건강검진 수검률 53.8%, 구강검진 수검률 20.99%과는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로 높다. 일본의 건강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건강보험 제도가 유사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의 연령별 횟

수 비율이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만 5세 이전에

는 최대 연 2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최대 3회

까지 검진 가능하나 대만은 최대 10회까지 검진이 가능한 것으로 구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없지만 민간보험에 가

입하기 힘든 대상자들을 특별관리를 하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없이 모든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

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차별화된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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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NHI
민간의료

보험

영국 대한민국 독일 일본 대만 미국

재원 조세 운영 세금 운영 질병금고
국고 지방교

부세
국가예산 -

건강

검진

개요

·국가건강검

진 위 원 회

(NSC)의 권

고준수

·신생아검진

:신체검사,

혈액, 청력

검사

·아동 검진

: 24개월, 48

개월. 총2회

2011년 기준

·건강검진

: 총 6회

·구강검진

: 총 3회

·건강검진

: 0∼6세 9

회

·구강검진

:생후 6일,

30∼42개월,

49∼72개월

총 3회

·18개월,

36개월 의무

시행.

·3∼4개월,

6∼7개월,

9∼10개월

시행하고 있

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건강검진

: 0∼만 4세,

총 9회

·구강검진

: 0∼만 5세,

연간 최대 2

회

·저소득 계

층 영유아에

게 제한적으

로 EPSDT,

CHIP서비스

무료제공

검진

기관

·가정방문:

병원 산과부

에 속해 있

는 조산사,

방문간호자.

·병원방문

:의료전문인

력 또는 준

전문 인력

검진기관으

로 지정된

의료기관

첫 2회는 분

만의료기관.

이후 본인이

원하는 소아

과 개인의원

1969년 이전

보건소중심,

1973년부터

도도부현 위

탁한 의료기

관

국민건강국

과 중앙건강

보험국과 특

약된 의료기

관

-

사후

관리

이상소견 있

을 경우, 전

문의에 의한

정밀검사 실

시 및 치료

이상소견시

2차검사 실

시

이상의심 및

정밀진단 요

구시 전문의

에게 의뢰

1차검진결과

이상시 전문

의에게 의뢰

- -

표 4. 외국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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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가.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1) 국외 연구

독일의 Schenk L, Knopf H(2007)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구강 건강 습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독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인터뷰와 검사 자료를 이용

하여 구강건강 습관의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과 유병률을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3년간, 0∼17세 17,641명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연

구결과 대상자들 중 29%는 하루에 1회 이하로 양치질을 시행하였다. 이들 중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자일수록, 이민자일수록, 남자인 경우 하루에 1회 이

하로 양치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을 위하여 특정 사

회적 지위나 특정 문화를 지닌 이민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한다.

일본의 Sasahara H 외(1998)는 어머니의 구강상태와 그들의 3살 된 유아의

충치 경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히로시마 지역보건센터에 구강검진을

받는 1471쌍의 어머니들과 3살 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구강상태와 유

아의 DMFT지수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구강상태와 그들

의 유아들의 충치 발생률과 심각성에 연관이 있었다.

Takashi Ohi 외(2009)는 일본 센다이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잔존치아, 젊은 연령, 전신질환 여부, 높은 교육수준이 구강진료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Brickhouse TH 외(2008)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치료하지 않은 충치

에 대하여 Medicaid 등록과 주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가입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년동안 구강진료를 받은 Medicaid와 SCHIP에 등록된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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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치료하지 않은 충치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SCHIP에 가입된 어린이들은 Medicaid에 등록된 어린이들보

다 치료하지 않은 충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공 구강 보험의 영

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avis MM 외(2012)는 시골지역에서 미충족 된 구강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과 웰빙의 필수 조건이나 시골 지역에서 미충족

된 구강 관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Oregon 시골지역, 8개의 1차 구강관

리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12개월 이상의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자

1655명을 대상으로 7개의 구강상태(국제 질병 분류에 따른)로 나누어 구강검

진여부와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에 따라 미충족 된 구강

관리 필요를 상당히 경험하였고 건강보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골지

역에서의 1차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구강관리를 받지 않는 환자들에게 검진

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J, Kaste LM(2013)은 1∼5세 유아들의 양육 유형과 예방적 의료 및

치과 이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07년 미국의 유아 건강 국가적 조

사를 이용하여 22,773명 대상으로 양육 타입을 부모의 양육, 사회기관의 양육,

타인이 가정에서의 양육, 친척의 양육, 혼합된 양육으로 총 5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이 유아들을 양육 유형별로 예방적 의료 이용과 치과 이용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특히 사회기관 양육하는 유아들이 예방적 의료 이용

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1∼2살에서의 사회기관의

양육유아들이 치과 이용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예방적 의료이용 및

치과 이용이 적은 양육 유형별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Norton JM 외(2013)는 2009년 뉴욕 어린이들의 예방적 구강관리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009년 뉴욕 어린이 지역건강 조사를 바탕으로 2∼12세 어린이들

중 최근 12개월 동안 예방적 치과 방문여부를 조사하고 6∼12세 어린이들 중

실란트 치료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히스패닉 백인 어린이들에 비해 아시아계와 태평양 섬 어린이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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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어린이들에 비해 가난한 어린이들이 의료이용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국내연구

김수남 외(1998)은 앤더슨 뉴만모형을 이용한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 동지역에 거주하

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그들의 모친 1907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

용하여 치과의료이용횟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앤더

슨-뉴만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소인성 요소, 가능성 요소, 필요성 요소,

치과의료이용횟수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아동의 치

과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과의사에 대한 가치, 모친의 구강건

강 신념 중 감수성, 아동의 구강건강 신념 중 감수성과 유익성 및 장애도, 아

동의 학년, 출생순위, 진료비에 대한 부담, 단골구강진료기관유무,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친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수 등 12개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고 가장 큰 영

향을 미친요인은 모친의 치과의료이용횟수였다. 아동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활동불능일수,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 단골구강진료기관 유

무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적절한 치과의

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행동이 중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김명진 외(2000)는 유아의 구강관리에 관한 보호자의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1998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삼성서울특별시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아동과

강남구 일원동 일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8곳의 만 3세 이하 아동 350명의 보

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보호자는 여성,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치

과 지식정도가 높았다. 구강관리 시작시기는 맹출 전이 가장 높았고 실제로

만 1세 미만에 구강관리 시작을 하였다. 우유병 우식증에 대한 인지도는 45%

이고 치아우식이 감염성 질환임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는 47%였다. 주로 육아



- 25 -

서적을 통해 유아의 구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

의 전반적인 치과지식과 실천정도는 유아들에게 적절한 구강관리를 제공하기

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한 외(2005)는 18개월 유아 조기 우식의 원인 고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신기독병원 육아상담과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생후 18개월 된 유아 234명

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지와 구강검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치아우식의 유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독립변수

는 일반적 특성, 출생시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수유관련 특성, 간식습관, 구

강위생관리 실태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지고 종속변수는 우식여부이다. 연구결

과 유아기 우식증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연장된 모유수유, 불량한 간식의

종류와 습관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맏이,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연장된 모유수유, 초콜렛, 사탕의 섭취비율이 높

고 불규칙한 간식습관일수록 구강위생관리 시행되는 비율이 낮고 잇솔질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치아우식이 발현되었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우식 발생 원인요소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는 치아

나 타액 등 숙주요인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나 미생물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

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낮

은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보호자 교육 등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

을 알려준다.

조윤순 외(2012)는 자녀의 치면열구전색 실시여부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구강검진에 대한 관심 정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10,533명 중

자녀의 연령이 만 6∼18세 이하인 대상자 중 구강검진을 받은 1,701명을 대상

으로 구강건강의 예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녀의 치면열구전색의 실시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요인, 구강검진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여부, 하루 평균 이닦기 횟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구강검진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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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분석에 포함된 요인

Schenk L 외

(2007)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1일 양치질 시행횟수, 성별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이민자여부, 사회적 지위

Sasahara H 외

(1998)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DMFT 지수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어머니의 구강상태

Takashi Ohi 외

(2009)
․잔존치아, 젊은 연령, 전신질환 여부, 교육수준

Brickhouse TH외

(2008)

․Medicaid 등록여부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가입 여부

Davis MM 외

(2012)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 연령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 건강보험 유무

․지역적 특성 요인 : 1차 의료기관 수

Kim J 외

(2013)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연령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양육 유형

Norton JM 외

(2013)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인종, 치과방문여부, 실란트 치료여부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경제적수준

가 치면열구전색 실시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1년 이내 구강검진을 실시한 어머니가 자녀의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치면열구전색 실

시경로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은 과소추정 될 수 있으

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구강건강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원이고 연구결과에 따라 치면열구전색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였다<표 5><표 6>.

표 5. 구강건강행위 관련 연구 분석에 포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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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자료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방법

Schenk

L 외

(2007)

독일건강설

문조사

(KiGGS)

0∼17세

17,641명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구강건강

습관

(양치질횟수)

-

Sasahara

H 외

(1998)

히로시마

지역보건센

터 구강검진

받은 1471쌍

3세 된

유아들과

어머니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유아의 충치

경험
-

저자명

(연도)
분석에 포함된 요인

김수남 외

(1998)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 연령, 성별, 출생순서, 구강신념중 감수성, 유익성 및 장애도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 치과의사에 대한 가치, 어머니의 구강건강 신념 중 감수성, 어머니

의 교육수준 및 치과의료이용횟수, 가족 수, 진료비에 대한 부담,

단골 구강진료기관유무,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

수, 사회경제적 지위

김명진 외

(2000)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성별, 연령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성별, 교육수준, 인지도

이창한 외

(2005)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성별, 출생시 특성, 간식습관, 수유관련 특

성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조윤순 외

(2012)

․영유아 관련 특성 요인: 성별, 연령

․보호자 관련 특성 요인

: 어머니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하루 평균 이닦는 횟수

흡연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구강검진 실시여부

표 5. 구강건강행위 관련 연구 분석에 포함된 요인

표 6. 구강건강행위 관련 선행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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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자료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방법

Takashi

Ohi 외

(2009)

센다이 지역

설문조사
노인

잔존치아, 젊은 연

령, 전신질환 여

부, 교육수준

구강진료

이용
-

Brickhou

se TH

외

(2008)

1999∼2000

년

설문조사

Medicaid

와

SCHIP에

등록된

어린이

Medicaid 등록여

부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가입 여부

치료하지

않은 충치

로지스틱

회귀분석

Davis

MM 외

(2012)

Oregon

지역

설문조사

구강진료

1655명

출생 후

12개월

이상인

환자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지역적 특성

미충족된

구강관리

필요

-

Kim J

외

(2013)

2007년 미국

유아건강

국가조사

1∼5세

22,773명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예방적

의료이용 및

치과이용

회귀분석

Norton

JM 외

(2013)

2009년 뉴욕

어린이 지역

건강조사

2∼12세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건강검진,국

가검진,

민간검진수

검여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김수남

외

(1998)

전라북도

익사시

거주자

설문조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어머니

1907쌍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치과의료

이용횟수

다중

회귀분석

표 6. 구강건강행위 관련 선행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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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자료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방법

김명진

외

(2000)

1998년

7∼8월

영유아

설문조사

삼성

서울병원

소아과

내원

영유아와

서울특별

시 강남구

일원동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350명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보호자의

치과

지식정도

카이제곱

검정

이창한

외

(2005)

일신기독병

원 소아과

내원 영유아

설문조사 및

구강검진

18개월

유아

234명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치아

우식여부

카이제곱

검정

조윤순

외.

(2012)

2009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만

6∼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1,701명

영유아 관련 특성

보호자 관련 특성

치면열구

전색

실시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6. 구강건강행위 관련 선행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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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검진 수검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영복 외(2003)는 지역사회 여성주민의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건강검진 ·

암검사 수검 특성 연구에서 건강검진 수검자와 미수검자간에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월 소득, 이환 상태 등에 의해 수검률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과거 수검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검을 또 받는 경우가 많았으

며, 수검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향후 건강검진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경 외(2006)는 효율적 건강검진관리를 위한 미수검자의 특성 분석을 하

였다. 2002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이 연구는 당해 년도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 관련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 하였고, 미수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수검대상자들을 유형화 하

였다. 검진 대상자 및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의료이

용현황에는 최근 1년 병원급 이상 방문횟수, 최근 1년 의원 방문횟수, 최근 1

년 한방병의원 방문횟수, 보건소/조산원 방문유무, 최근 1년 입원 경험 유무,

과거 건강검진 수검유무로 구분하였다. 검진 대상자의 세대특성으로는 세대주

연령, 세대 만성질환자 유무, 세대 장애인 유무, 최근 1년 세대 내원일수, 최근

1년 세대 입원일수, 최근 1년 세대 방문요양 기관수, 최근 1년 세대 총진료비,

부가보험료, 과세소득 보험료, 과표재산 보험료, 전월세, 자동차 보험료, 최근

1년간 체납이력여부, 현재 체납금액, 현재 체납개월수, 비가입세대여부, 보험료

납부방식, 1년간 취득상실 유무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유질환군과 정상군 중

정상군에서는 30∼40대 연령에서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고 유질환군에서는

검진 대상자나 세대주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이용현황에서 정상군에서는 의료이용량이 적을수록 미수검률이 높

게 나타났고, 유질환군의 경우 최근 1년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미수검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행태별로는 정상군과 유질환군 모두 대동부나 중소

동부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농어촌 거주자들보다 미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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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자 세대에 만성질환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없는 세대보다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기

법으로 파악된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요인은 정상군과 유질환군

모두에서 ‘과거 건강검진 수검 경험 여부’로 나타났다. 그 외 분석결과를 종합

해 보면, 연령, 의료이용특성, 거주지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미수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연희 등(2009)는 건강검진기관에의 접근정도가 건강검진 수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원시자료 중

건강설문조사와 건강검진조사에 참여한 40대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총 4313개

의 표본으로 정리하였다. 인구 사회적 특성 변수, 건강 행위에 관한 변수, 건

강상태 변수, 검진기관에의 지리적 접근성 변수가 독립변수이고 건강검진 수

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건강검진기관

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건강검진기관에의 접근성이 건강검진

수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건강검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직장이 있는 사람일수록,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

을수록, 민간보험 가입자일수록 비흡연자와 고위험음주자, 정기적인 운동을 하

는 사람일수록 만성질환자일수록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숙(2010)은 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이용자의 특성 비교를 통한 건강검

진 정책 효율화 연구를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1차년도(2007) 조사

의 원자료 중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만 19세 이상으로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응답한 2,97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 관련 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이 대상에게 민간 검진과 구각 검진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을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소인성 요인

과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가능성 요인이 있고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력 등 건강 인지적 요인과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건강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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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중조절, 운동 실천 등 건강 실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검진

수검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평소 건강행동을 실천하고 있을 때 수검 가

능성이 높았다. 암검진은 건강검진에 비해 거주지역, 흡연, 음주와 관련이 없

는 반면에 과거력과 관련이 있었다. 건강검진의 민간 검진 이용률은 21.6%이

지만 암검진의 민간 검진 이용률은 50.7%였다. 민간 건강검진은 교육수준, 거

주 지역, 경제활동 상태, 스트레스, 체중 조절 노력에 영향을 미쳤고 민간 암

검진은 연령, 거주 지역, 체중 조절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 검진 이용자

와 민간검진 이용자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에 관련된 요인은 차이가 있었

고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민간 검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반

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여지영 등(2012)는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 및 건강증진 행위 변화 효과

를 살펴보았다. 2006년 1차 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45세 이상 대상자로 건강

검진 수검자와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

인을 규명하고, 건강검진이 생활습관 개선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건강검진의 건강증진행위 효과를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건강검진 수검,

국가검진 수검, 민간검진 수검이고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

성, 의료보장, 건강상태, 생활습관이다.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을 53.6%로 민간

검진 포함한 수검률이다. 이는 국가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이용

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

강검진, 특히 민간검진의 수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건강검

진이 건강생활 실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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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분석에 포함된 요인

김영복

외

(2003)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BMI

․사회경제적 특성

: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배우자유무, 의료보장, 월 소득

․건강 관련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수면시간, 정기검진, 검사에 대한 태도, 자기건

강수준평가, 수검장애요인, 성인병검진 참여경험 및 미수검의 이유, 성인병

검진에 관한 인지수준, 성인병검진 수검행위에 관한 건강신념요인, 암검사

참여경험 및 미수검의 이유, 암검사에 관한 인지수준, 암검사 수검행위에 관

한 건강신념요인

이애경

외

(2006)

․검진대상자 특성

- 인구사회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 건강 관련 특성

: 최근 1년 병원급 이상 방문횟수, 최근 1년 의원 방문횟수, 최근 1년 한

방병의원 방문횟수, 보건소/조산원 방문유무, 최근 1년 입원 경험 유무,

과거 건강검진 수검유무

․검진 대상자의 세대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세대주 연령

- 건강 관련 특성

: 세대 만성질환자 유무, 세대 장애인 유무, 최근 1년 세대 내원일수, 최

근 1년 세대 입원일수, 최근 1년 세대 방문요양 기관수, 최근 1년 세대

총진료비

- 사회경제적 특성

: 부가보험료, 과세소득 보험료, 과표재산 보험료, 전월세, 자동차 보험료,

최근 1년간 체납이력여부, 현재 체납금액, 현재 체납개월수, 비가입세대여

부, 보험료 납부방식, 1년간 취득상실 유무

황연희

외

(2009)

․인구 사회적 특성 요인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장여부, 건강보험가입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건강 관련 특성 요인

: 흡연여부, 음주여부, 지역별 검진기관 수

표 7. 건강검진 수검경험 관련 연구 분석에 포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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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자료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방법

김영복

외

(2003)

경기도

E시

설문조사

30∼60세

여성 1300명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건강검진·

암건진

수검여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애경

외

(2006)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

2002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특성

검진대상자의

세대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검진

수검여부

교차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석

황연희

외

(2009)

2005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3기

40대 이상

인구 사회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건강검진

수진여부
프로빗모형

저자명

(연도)
분석에 포함된 요인

김한숙

(2010)

․소인성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능성 요인: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 관련 특성 요인

: 건강 인지적 요인, 건강 실천 요인

여지영

외

(2012)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적 특성 요인: 직업여부, 경제적 수준, 의료보장

․건강 관련 특성 요인

: 건강상태(만성질환여부, 우울증 여부)

생활습관(흡연여부, 음주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표 7. 건강검진 수검경험 관련 연구 분석에 포함된 요인

표 8. 건강검진 수검 경험 관련 선행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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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자료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방법

김한숙

(2010)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4기

만 19세

이상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건강 관련 특성

건강검진

암검진의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수검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지영

외

(2012)

2006년

1차고령화

패널

45세이상

인구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건강검진,

국가검진,

민간검진

수검여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8. 건강검진 수검 경험 관련 선행 연구방법

구강건강행위 관련 및 건강검진 수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많은 연

구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

나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한 논문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

한 연구에서는 영유아 특성과 더불어 건강증진행위에 있어 보호자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건강검진 수검 관련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영유아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현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의 높은 미수검률에 대

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영유아 건강 특히 구강건강 증진 목적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미수검률을 줄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미수검 관련 요인 분

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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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변 수

영유아 관련 특성
성별, 월령, 출생순서, 거주지역, 거주지특성, 장애여부, 가족

분류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성별, 연령, 출신국가,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수검여부

Ⅲ. 연 구 방 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영유아 첫 구강검진 영유아

를 대상으로 영유아 관련 특성(성별,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특성

(동부, 읍면부). 장애여부, 가족분류)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성별, 연령, 출신

국가,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수검경험

여부)을 독립변수로 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경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표 9>.

표 9. 독립변수 종류

영유아 관련 특성 변수,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변수와 영유아 구강검진 미

수검의 관련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들 중 영유

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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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설명변수 종속변수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영유아 관련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이 연구의 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대상 및 자료

가. 연구대상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들

은 1,351,275명이다. 선행연구에서 건강검진 수검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수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향후 건강검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복 외. 2003; 이애경 외. 2006). 이 결과를 통해 영유아 구강검진

의 제일 첫 시기인 생후 18∼29개월의 구강검진은 다른 시기 42∼53개월, 54

∼65개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구강검진

의 첫 시기인 2011년 1년동안 18∼29개월 검진대상 가능자로 생후 18∼40개

월인 총 865,066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 관련 특성 중 거

주지역이 불분명한 대상자 3,769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

입자 세대주로 가입이 되어있어 출생순서를 알 수 없는 대상자 14,260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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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다. 그리고 부와 모가 없는 경우의 영유아 71,083명을 제외하였다. 영유

아의 부양자 특성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구분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

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13,025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월 건

강보험료가 0원으로 도출된 건강보험 자격 변동자 20,410명을 제외하였다. 또

한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세대원이 0명으로 영유아와 부양자가 같은 건강보

험증 단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인 150,559명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양

자의 성별오류인 161명을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591,799명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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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생후 18∼40개월인 대상자

(865,066명)

거주지역 불분명한 자 제외

(3,769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861,297명)

출생순서 확인불가 제외(14,260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847,037명)

부와 모의 둘다 없는 영유아

제외(71,083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775,954명)

의료급여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13,025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762,929명)

건강보험 자격변동

부양자 제외 (20,410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742,519명)

건강보험증(단위)에 부양자/세대원

없는 부양자 제외(150,559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591,960명)

부양자 성별 결측치 제외(161명)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최종 대상자 (591,799명)

그림 4. 연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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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1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중 생후 18∼40개월인 영유아의 성

별, 생년월일, 거주지, 구강검진 미수검여부와 영유아 부양자의 성별, 연령, 출

신국가, 건강보험 자격구분,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미수검여부, 가구 구성원

수의 자료와 행정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출생순서 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3.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미수검 여부이다. 2011년 동안 첫

구강검진(2세; 생후 18∼29개월 동안 검진가능함) 대상자의 미수검 여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첫 구강검진을 시기에 맞추어 수검하였으면 수검, 수검하지 않

았으면 미수검으로 정의한다<표 10>.

표 10.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영유아 첫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2세: 18∼29개월)

0: 구강검진 미수검

1: 구강검진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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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따라 대상자 수를 파악해본 결과,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에 맞추

어 구강검진을 미수검한 대상자는 513,696명으로 연구 대상자 591,799명의

86.80%였다<표 11>.

표 11.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단위 : 명, %)

종속변수 미수검자 백분율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513,696 86.80

계 591,799 100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자는 총

1,351,275명 중 283,671명으로 20.99%이고 18∼29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37,948명 중 120,072명(미수검률 72.6%), 42∼53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79,165명 중 93,368명, 54∼65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34,162명 중

70,231명이다. 본 연구와 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구강검진기간

이 생후 18∼29개월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1월∼12월 동안 구강검진 가능한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시점에서

생후 18∼40개월 대상자로 수검대상자 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영유아의 구강건강행위는 보호자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김수남

외, 1998; 김명진 외, 2000; 이창한 외, 2005; 조윤순 외, 2012).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는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였기 때문

에 총 대상자 수와 미수검률은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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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으

로 구분하였다.

1) 영유아 관련 특성

영유아 관련 특성은 성별,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특성(동부, 읍면

부), 장애 여부, 가족분류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월령은 건강증진법 영유아 구강검진 시

기에 맞추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8∼40개월 대상자의 분포를 확인하여

18∼23개월 23∼30개월, 31∼35개월, 36개월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출생순서

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

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의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거주지 특성은 현재 거주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장애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지 않

은 자와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은 자로 구분하였다. 가족분류는 양부모 모두

있는 가족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부자가족(부가 세대주인 가족),

모자가족(모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2)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은 성별, 연령, 출신국가, 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

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수검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2011년 기준으로 분석 초기에는

10세 단위로 20대부터 60대까지 구분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특정 연령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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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양자 연령 범주화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연령

분포를 살펴본 후 32세 이하, 32∼35세, 36∼38세, 39∼41세, 42세 이상으로 나

누었다.

출신국가는 2011년 1월 1일 시점으로 신고된 것이다. 분석 초기에는 내국인

은 대한민국, 외국인은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

프리카 5대륙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국가의 외국인 부모들의 분율이 낮아서 아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대한민국,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그 외 국가

로 재범주화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은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구분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로 구분하였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가구구성원당 월 보

험료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가구구성원수를 고려하여 재산출 하였

다. 이 연구의 자료는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는 건강보험료이다. OECD

에서 가계소비 규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전영

숙, 김창엽, 2012)에 소득 대신 월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였다. 월 건강보험료를

가구구성원수의 0.5승으로 나누어 산출된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분위

로 나누어 45,035원 이하, 45,035원 초과∼68,520원 이하, 68,520원 초과∼99630

원이하, 99630원 초과로 구성하였다. 부양자의 구강검진 미수검여부는 건강검

진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구강검진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이 있으면 구강검진 수검으로 정의 하였고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으면 구

강검진 미수검으로 정의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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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영유

아

관련

특성

성별 남, 여 0: 남(준거범주) 1: 여

월령
2011년 1월 1일 시점

영유아 월령별 구분

0: 18개월 이상∼23개월 이하
(준거범주)

1: 24개월 이상∼30개월 이하

2: 31개월 이상∼35개월 이하

3: 36개월 이상

출생순서
2011년 1월 1일 시점

출생순서

0: 첫째(준거범주)

1: 둘째

2: 셋째 이상

영유

아

관련

특성

거주 지역
2011년 1월 1일 시점

주민등록지

0: 서울특별시(준거범주) 1: 부산광역시

2: 대구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울산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지

특성
2011년 1월 1일 시점

0: 동부(준거범주)

1: 읍면부

장애인

여부

2011년 1월 1일 시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여부 구분

0: 비장애(준거범주)

1: 장애

가족 분류
2011년 1월 1일 시점

가족분류

0: 부와 모 모두 있는 가족

1: 부자 가족

2: 모자 가족

표 1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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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영유

아의

부양

자

특성

성별 남, 여
0: 남자(준거범주)

1: 여자

연령 2011년 부양자의 연령

0: 32세이하 (준거범주)

1: 33세이상∼35세이하

2: 36세이상∼38세이하

3: 39세이상∼41세이하

4: 42세이상

출신국가
2011년 1월 1일 시점

부양자의 출신국가

0: 대한민국(준거범주)

1: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2: 그 외 국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국민

건강보험

가입구분

2011년 1월 1일 시점

영유아의 건강보험 가

입 구분

0: 직장가입자

1: 지역세대주

가구

구성원당

월

건강보험료

2011년 12월 31일 시점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

험료

0: 45,035원이하(준거범주)

1: 45,035원초과∼68,520원이하

2: 68,520원초과∼99,630원이하

3: 99,630원초과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2008∼2011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0: 구강검진 미수검(준거범주)

1: 구강검진 수검

표 1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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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 영유아의 일반

적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들

과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2를 사용하였다.

가. 기술분석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나. 단변수분석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 영유아 관련 특성 및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X2 값과 p 값을 알아보았다. p 값이 0.25 이하인 경우를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다변수분석

다변수 분석에서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를 확인하고 5 이

상이면 제외하였다. 그 다음 대상자들을 영유아 관련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요인을 단계별로 통제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 유의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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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모델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관련 있

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수준별 비차비(OR,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각 모델의 통계적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statistic을 확인하였고, 모형의 적합성 검토(hosmer and 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시행 하였으며, p값이 0.05 이상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모델1』에서는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의 관련

성을 분석 하였다.

『모델2』에서는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변수와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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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기술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591,799명

이고, 남자는 305,293명(51.59%), 여자는 286,506명(48.41%)이었다. 연구 대상

자가 영유아이기 때문에 연령 대신 월령으로 살펴보았다. 18∼23개월은

158,931명(26.86%), 24∼30개월은 161,927명(27.36%), 31∼35개월은 134,501명

(22.73%), 36개월 이상인 영유아들은 136,440명(23.06%)였다. 출생순서는 둘째

가 334,891명(56.59%)로 가장 많았고 첫째는 172,202명(29.10%), 셋째 이상은

84,706명(14.31%)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162,737

명(27.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특별시로 109,660명(18.53%),

경상남도 41,608명(7.03%), 인천광역시광역시 34,181명(5.78%), 부산광역시광역

시 33,024명(5.58%) 순이었다. 가장 적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특별

자치도로 6,898명(1.17%)이었다. 거주지 특성으로 동부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490,727명(82.92%)이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01,072명(17.08%)이었다.

장애가 없는 대상자는 590,307명(99.75%)이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1,492명

(0.25%)이었다. 가족분류에서 부와 모 둘다 있는 가족은 542,459명(91.66%)이

고 부자가족은 34,783명(5.88%), 모자가족은 14,557명(2.46%)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부양자의 성별은 남자는 549,877명(92.92%)이고, 여자는

41,922명(7.08%)이었다. 부양자의 연령은 32세 이하는 100,664명(17.01%), 33∼

35세는 147,504명(24.92%), 36∼38세는 162,626명(27.48%), 39∼41세는 110,450

명(18.66%), 42세 이상은 70,555명(11.92%)이었다. 출신국가는 대한민국인 내

국인이 590,556명(99.79%)이고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출신은 1,004명(0.17%),



- 49 -

변 수 미수검자 백분율

영

유

아

관

련

특

성

성별
남

여

305,293

286,506

51.59

48.41

월령

18개월이상∼23개월이하

24개월이상∼30개월이하

31개월이상∼35개월이하

36개월이상

158,931

161,927

134,501

136,440

26.86

27.36

22.73

23.06

출생순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172,202

334,891

84,706

29.10

56.59

14.31

그 외 국가(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은 239명(0.04%)이었

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460,865명(77.88%), 지역

세대주는 130,934명(22.12%)이었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5,035원 이

하는 147,952명(25.00%), 45,035원 초과∼68,520원이하는 147,957명(25.00%),

68,520원 초과∼99,630원 이하는 147,944명(25.00%), 99,630원 초과는 147,946명

(25.00%)이었다. 2008∼2011년 동안 구강검진 미수검한 부양자는 311,368명

(52.61%)이고 구강검진 수검한 부양자는 28,0431명(47.39%)으로 미수검한 부

양자가 더 많았다.

표 13.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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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미수검자 백분율

영

유

아

관

련

특

성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09,660

33,024

25,640

34,181

17,839

18,729

15,371

162,737

14,891

18,348

26,433

19,221

18,826

28,393

41,608

6,898

18.53

5.58

4.33

5.78

3.01

3.16

2.60

27.50

2.52

3.10

4.47

3.25

3.18

4.80

7.03

1.17

거주지

특성

동부

읍면부

490,727

101,072

82.92

17.08

장애 여부
비장애

장애

590,307

1,492

99.75

0.25

가족 분류

부모 모두 있는 가족

부자 가족

모자 가족

542,459

34,783

14,557

91.66

5.88

2.46

표 1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51 -

변 수 미수검자 백분율

영

유

아

의

부

양

자

특

성

성별
남자

여자

549,877

41,922

92.92

7.08

연령

32세이하

33세이상∼35세이하

36세이상∼38세이하

39세이상∼41세이하

42세이상

100,664

147,504

162,636

110,450

70,555

17.01

24.92

27.48

18.66

11.92

출신국가

대한민국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그 외 국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590,556

1,004

239

99.79

0.17

0.04

국민

건강보험

가입구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460,865

130,934

77.88

22.12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45,035원 이하

45,035원초과∼68,520원이하

68,520원초과∼99,630원이하

99,630원초과

147,952

147,957

147,944

147,946

25.00

25.00

25.00

25.00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구강검진 미수검

구강검진 수검

311,368

280,431

52.61

47.39

계 591,799 100

표 1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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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 단변수 분석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과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을 통해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하여 X2 값과 p 값을 알아보고, p 값이 0.2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가.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 경험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연구 대상자 총 591,799명 중 구강검진 미수검한 대상자는 513,696명으로

86.80%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자의 미수검률은 86.74%로 남자 미수검률

86.86%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844). 월령은 24∼30개월 미수

검률 76.54%로 가장 낮았고, 18∼23개월 미수검률은 94.85%, 31∼35개월 미수

검률은 79.67%, 36개월 이상 미수검률은 96.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출생순서에 따른 미수검률은 첫 번째로 출생한 대상자들이 84.61%

로 가장 낮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미수검률이 86.70%, 91.28%로 높아졌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거주 지역은 부산광역시광역시 거주하는 대상

자들의 미수검률이 83.43%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 85.13%, 경상남도 85.36%,

광주광역시광역시 86.01%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89.46%였고 경상북도 89.27%, 전라남도 88.12%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P<.0001). 거주지 특성으로 동부에 사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은 86.62%

로 읍면부에 사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 87.71%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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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성

별

남(준거집단)

여

305,293

286,506

265,175

248,521

86.86

86.74

1.7618

(0.1844)

월

령

18개월이상∼23개월이하

(준거집단)

24개월이상∼30개월이하

31개월이상∼35개월이하

36개월이상

158,931

161,927

134,501

136,440

150,740

123,947

107,152

131,857

94.85

76.54

79.67

96.64

236.8424***

(<.0001)

출

생

순

서

첫째(준거집단)

둘째

셋째 이상

172,202

334,891

84,706

145,701

290,674

77,321

84.61

86.70

91.28

2205.7075***

(<.0001)

하였다(P<.0001). 그리고 장애가 없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은 86.79%로 장애

가 있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 90.75%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가족분류에서 부와 모 모두 있는 가족의 미수검률은 86.62%로 가

장 낮았고 부자 가족은 88.42%이고 모자 가족은 89.85%로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0001).

표 14.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여부 비교 (단위: 명, %)

주: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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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거

주

지

역

서울특별시(준거집단)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09,660

33,024

25,640

34,181

17,839

18,729

15,371

162,737

14,891

18,348

26,433

19,221

18,826

28,393

41,608

6,898

94,555

27,551

22,216

30,03

15,344

16,484

13,294

141,733

12,677

16,147

23,076

17,195

16,590

25,346

35,516

5,959

86.23

83.43

86.65

87.81

86.01

88.01

86.49

87.09

85.13

88.00

87.30

89.46

88.12

89.27

85.36

86.39

877.5572***

(<.0001)

거

주

지

특

성

동부(준거집단)

읍면부

490,727

101,072

425,044

88,652

86.62

87.71

87.8754***

(<.0001)

장

애

여

부

비장애(준거집단)

장애

590,307

1,492

512,342

1,354

86.79

90.75

20.3537***

(<.0001)

가

족

분

류

부모 모두 있는 가족

(준거집단)

부자 가족

모자 가족

542,459

34,783

14,557

469,861

30,756

13,079

86.62

88.42

89.85

213.7688***

(<.0001)

표 14.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여부 비교 (단위: 명, %)

주: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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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를 비교한 결과

는 <표15>과 같다.

부양자의 성별에 따라 남자 부양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을

86.77%로 여자 부양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87.26%보다 낮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8). 부양자의 연령은 33세 이상∼35세 이하 연령

군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86.64%로 가장 낮고, 36세∼38세에서는

86.68%, 32세 이하에서는 86.83%, 39세∼41세에서는 86.89%, 42세 이상에서는

87.24%로 가장 높았다. 부양자의 출신국가 차이에 따라 내국인인 대한민국 출

신국가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80%로 가장 낮고, 대한민국

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출신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7.55%,

그 외 국가(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

검진 미수검률은 87.03%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783). 국민건

강보험 자격구분에 따라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은 86.74%로 부양자가 지역세대주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87.01%보다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4).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분위

중 4분위에 속하는 99,630원 초과하는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68%로 가장 낮고, 1분위에 속하는 45,035원 이하인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

검진 미수검률은 86.95%로 가장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832). 구

강검진 미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89%이고 구강검진

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71%로 구강검진 미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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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성별
남자(준거집단)

여자

549,877

41,922

477,133

36,583

86.77

87.26

8.3630**

(0.0038)

연령

32세이하(준거집단)

33세이상∼35세이하

36세이상∼38세이하

39세이상∼41세이하

42세이상

100,664

147,504

162,636

110,450

70,555

87,407

127,798

140,967

95,973

61,551

86.83

86.64

86.68

86.89

87.24

7.5860**

(0.0059)

출신

국가

대한민국(준거집단)

아시아(대한민국제외)

그 외 국가

(아메리카, 오세아니

아, 유럽, 아프리카)

590,556

1,004

239

512,609

879

208

86.80

87.55

87.03

0.5012

(0.7783)

국민

건강

보험

가입

구분

직장가입자 (준거집

단)

지역세대주

460,865

130,934

399,768

113,928

86.74

87.01

6.4079*

(0.0114)

가구

균등

화

월

건강

보험

료

45,035원이하(준거집단)

45,035원초과∼68,520원

이하

68,520원초과∼99,630원

이하

99,630원초과

147,952

147,957

147,944

147,946

128,639

128,367

128,448

128,242

86.95

86.76

86.82

86.68

4.8490

(0.1832)

구강

검진

미수

검

여부

구강검진 미수검

(준거집단)

구강검진 수검

311,368

280,431

270,544

243,152

86.89

86.71

4.2640*

(0.0389)

표 15. 영유아부양자의특성에따른영유아구강검진미수검여부비교 (단위: 명, %)

주: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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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독립변수들 중 단변수

분석시 p-value가 0.25를 넘은 부양자의 출신국가 변수는 다변수 분석시 제외

하기로 하였다.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로 다변수 분석의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는 1.00006에서 1.27709

수준 사이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았다. 각 모델의 통계적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statistics 값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각 모델에서 50%

가 넘는 것으로 보아 타당도가 확인 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H-L test(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시행하였으며 ‘모델

1’에서는 H-L 의 p-value가 0.0314로 0.05보다 작아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았

다. ‘모델 2’에서는 H-L 값의 p-value가 0.1788로 0.05보다 큰 값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영유아 관련 요인과 구강

검진 미수검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성별을 제외한 월령, 출

생순서,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분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

령은 18∼23개월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4∼30개월의 교차비가

0.171(95% CI=0.166-0.175), 31∼35개월의 교차비는 0.212(95% CI=0.206-0.217), 36

개월 이상의 교차비는 1.533(95% CI=1.466-1.59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생순서는 첫째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둘째의 교차비는 1.198(95%

CI=1.178-1.219), 셋째 이상 출생 영유아의 교차비는 1.931(95% CI=1.877-1.9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부산광역시의 교차비는

0.777(95% CI=0.750-0.805), 인천광역시의 교차비는 1.133(95% CI=1.090-1.17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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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역시의 교차비는 1.160(95% CI=1.105-1.219), 경기도의 교차비는 1.044(95%

CI=1.020-1.069), 강원도의 교차비는 0.884(95% CI=0.841-0.931), 충청북도의 교차

비는 1.111(95% CI=1.057-1.169), 전라북도의 교차비는 1.304(95% CI=1.234-1.387),

전라남도의 교차비는 1.113(95% CI=1.058-1.170), 경상북도의 교차비는 1.285(95%

CI=1.230-1.342), 경상남도의 교차비는 0.869(95% CI=0.839-0.8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 특성에서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교차비는 1.102(95% CI=1.077-1.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장애인 영유

아에 비해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교차비는 1.498(95% CI=1.250-1.79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 비해 부자가족의 교차비는

1.462(95% CI=1.411-1.515), 모자가족의 교차비는 1.176(95% CI=1.112-1.2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한 분

석으로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분류, 부양자

의 연령,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령은 18∼23개월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4∼30개

월의 교차비는 0.170(95% CI=0.166-0.175), 31∼35개월의 교차비는 0.211(95%

CI=0.206-0.217), 36개월 이상의 교차비는 1.528(95% CI=1.472-1.58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생순서는 첫째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둘째의

교차비는 1.198(95% CI=1.177-1.219), 셋째 이상 출생 영유아의 교차비는

1.927(95% CI=1.873-1.9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째보다 둘째, 셋째 이

상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구강검진 미수검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부산광역시의 교차비는 0.777(95%

CI=0.750-0.805), 인천광역시의 교차비는 1.134(95% CI=1.091-1.178), 대전광역시의

교차비는 1.161(95% CI=1.106-1.220), 경기도의 교차비는 1.045(95%

CI=1.020-1.070), 강원도의 교차비는 0.885(95% CI=0.841-0.932), 충청북도의 교차

비는 1.113(95% CI=1.059-1.171), 전라북도의 교차비는 1.301(95% CI=1.23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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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교차비는 1.114(95% CI=1.060-1.172), 경상북도의 교차비는 1.287(95%

CI=1.232-1.344), 경상남도의 교차비는 0.870(95% CI=0.840-0.9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은 ‘모델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라 미수검률의 차

이가 보인다. 거주지 특성에서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교차비는 1.102(95%

CI=1.076-1.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읍면부의 영유아들이 구강검

진 미수검률이 높다. 비장애인 영유아에 비해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교차비는

1.499(95% CI=1.251-1.7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

족에 비해 부자가족의 교차비는 1.456(95% CI=1.404-1.510), 모자가족의 교차

비는 1.224(95% CI=1.143-1.3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

는 가족의 영유아보다 한부모 가족의 영유아가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았다.

영유아 부양자의 연령은 32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33∼35세의 교차비는

1.030(95% CI=1.004-1.057), 36∼38세의 교차비는 1.029(95% CI=1.004-1.056),

39∼41세의 교차비는 1.041(95% CI=1.012-1.070), 42세 이상의 교차비는

1.053(95% CI=1.021-1.0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유아 부양자의 연령

이 높을수록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에서 직장가

입자에 비해 지역세대주의 교차비는 1.017(95% CI=1.006-1.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가입자의 영유아보다 지역가입자의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

검률이 높았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5,035원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68,520원 초과∼99,630원 이하의 교차비는 1.024(95% CI=1.000-1.047)로 이 그

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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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영

유

아

관

련

특

성

성

별

남(준거집단)

여

1.000

0.991(1.006-1.030)
0.2647

1.000

0.990(0.975-1.006)
0.2312

월

령

18개월이상∼

2 3개월이하

(준거집단)

24개월이상∼

30개월이하

31개월이상∼

35개월이하

36개월이상

1.000

0.171(0.166-0.175)

0.212(0.206-0.217)

1.533(1.466-1.590)

<.0001***

<.0001***

<.0001***

1.000

0.170(0.166-0.175)

0.211(0.206-0.217)

1.528(1.472-1.586)

<.0001***

<.0001***

<.0001***

출

생

순

서

첫째 ( 준거집

단)

둘째

셋째 이상

1.000

1.198(1.178-1.219)

1.931(1.877-1.986)

<.0001***

<.0001***

1.000

1.198(1.177-1.219)

1.927(1.873-1.982)

<.0001***

<.0001***

거

주

지

역

서울특별시

(준거집단)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1.000

0.777(0.750-0.805)

1.014(0.973-1.057)

1.133(1.090-1.177)

0.949(0.905-0.995)

1.160(1.105-1.219)

0.973(0.924-1.024)

1.044(1.020-1.069)

0.884(0.841-0.931)

1.111(1.057-1.169)

1.005(0.962-1.049)

1.304(1.234-1.387)

1.113(1.058-1.170)

1.285(1.230-1.342)

<.0001***

0.5033

<.0001***

0.0301

<.0001***

0.2957

0.0003

<.0001***

<.0001***

0.8285

<.0001***

<.0001***

<.0001***

1.000

0.777(0.750-0.805)

1.015(0.973-1.058)

1.134(1.091-1.178)

0.950(0.906-0.996)

1.161(1.106-1.220)

0.974(0.925-1.026)

1.045(1.020-1.070)

0.885(0.841-0.932)

1.113(1.059-1.171)

1.007(0.964-1.052)

1.301(1.236-1.369)

1.114(1.060-1.172)

1.287(1.232-1.344)

<.0001***

0.4878

<.0001***

0.0342

<.0001***

0.3173

0.0003

<.0001***

<.0001***

0.7607

<.0001***

<.0001***

<.0001***

표 16.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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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영

유

아

관

련

특

성

거

주

지

역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

도

0.869(0.839-0.899)

0.945(0.877-1.017)

<.0001***

0.1325

0.870(0.840-0.900)

0.945(0.877-1.018)

<.0001***

0.1349

거

주

지

특

성

동부 ( 준거집

단)

읍면부

1.000

1.102(1.077-1.128) <.0001***

1.000

1.102(1.076-1.128) <.0001***

장

애

여

부

비장애(준거집

단)

장애

1.000

1.498(1.250-1.795) <.0001***

1.000

1.499(1.251-1.796) <.0001***

가

족

분

류

부모 모두 있

는 가족(준거

집단)

부자 가족

모자 가족

1.000

1.462(1.411-1.515)

1.176(1.112-1.245)

<.0001***

<.0001***

1.000

1.456(1.404-1.510)

1.224(1.143-1.312)

<.0001***

<.0001***

영

유

아

의

부

양

자

특

성

성

별

남자(준거집단)

여자

1.000

0.985(0.950-1.022) 0.4275

연

령

32세이하(준거집

단)

33세이상∼35세

이하

36세이상∼38세

이하

39세이상∼41세

이하

42세이상

1.000

1.030(1.004-1.057)

1.029(1.004-1.056)

1.041(1.012-1.070)

1.053(1.021-1.086)

0.0235*

0.0256*

0.0045**

0.0012**

표 16.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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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국민

건강

보험

가입

구분

직장가입

자 (준거집

단)

지역세대

주

1.000

1.017(1.006-1.027) 0.0017*

가구

균등

화

월

건강

보험

료

4 5 , 0 3 5원

이하

(준거집단)

45,035원 초

과∼68,520

원이하

68,520원 초

과∼99,630

원이하

99,630원 초

과

1.000

1.010(0.988-1.033)

1.024(1.000-1.047)

1.021(0.998-1.045)

0.3819

0.0454*

0.0781

구강

검진

미수

검

여부

구강검진

미수검

(준거집단)

구강검진

수검

1.000

0.974(0.974-1.008) 0.3136

N 591,799 591,799

log likelihood 48176.4188 48703.1804

c statistics 0.729 0.729

H-L test p-value 0.0314 0.1788

표 16.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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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보건복지부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Health Plan 2020)

의 ‘구강검진 수검률을 증가시킨다’는 중점과제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구강질

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 번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악화과정을 밟게

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이므로 이들 질환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아동시기의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고 예방사업의 기초이다. 그러

나 국가적 차원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 국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분석을 통해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선행연구에서의 자료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일부분(조윤순 외, 2012; 황연희

외, 2009; 김한숙, 2010), 일개 지역 설문조사(Sasahara H. et al., 2009; Davis

MM. et al., 2012; Norton JM, 2013; 김수남 외, 1998; 김명진 외, 2000; 이창

한 외, 2005; 김영복 외, 2003)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전체를 가지고 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처음 시도하는 것

으로 그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부양자 건강보험 자격 자료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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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구강검진 수검여부까지 함께 자료로 활용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부양자의 연령 구

분시 10세 단위로 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특정 연령으로 보호자 역시 특정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를 확인하여 특정 연령층을 3세 단위로

재범주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강검진 수검경험과 연관성을 띄지 않았던 부

모의 연령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

고 월 건강보험료는 초기 분석시 부양자의 월 보험료와 피부양자의 월 보험료

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변수로 함께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산확대인자(VIF) 값이 5를 넘으며

독립적이지 않으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 지역세대주/지역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화하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수를 0.05승으로 나누어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도출하였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변수를 분석에 적용하여

분산확대인자(VIF) 값을 확인한 결과 1.08184로 다중공선성이 해결되었고 객

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구강검진 미

수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분석으로서 연

구 대상자의 인지적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구강검진시 영향을 미치는 인

지적 요인이나 검진에 장애로 미치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연구가 추후 이루어 진다면 보다 실질적

인 욕구가 반영되어 구강검진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 대상자 보호자의 교육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많은 선행연

구에서 보호자의 교육 수준은 영유아의 구강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김수남 외. 1998; 김명진 외. 2000; 이창한 외. 2005; 조윤순 외.

2012).

셋째, 구강검진 기관의 종별정보와 지리적 접근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접근도가 가까울수록 검진 수검률이 향상된다고 하였다(황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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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검진기관의 종별정보와 지리적 접근도가 고

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 검진여부도 적용시킨다

면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영유아 대상자들의 개인적 치과 의료 이용이나 민간보험에 따른 구강

검진 수검경험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011년 외래급여비용에서 치아우식증으

로 지출되는 급여비용이 2위를 차지하고,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에서

가장 많이 외래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유아로 보고되었다(2011년 국민건강보험

통계). 이처럼 개인적으로 치과 의료 이용을 통해 구강검진을 받을 때 구강검

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향상할 것이

고 나아가 영유아의 구강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분

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은 총 591,799명으로 생후 18∼40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였고 구강검진 미수검한 자는 513,696명이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영유아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영

유아 관련 특성에서는 연령, 인종, 성별, 출생순서, 영유아의 보호자 관련 특성

에서는 어머니의 구강상태 및 구강검진 수검여부, 어머니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이었다. 이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 되었

다.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출생순서는 첫째일수록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들이 첫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김수남 외, 1998). 첫 자녀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자녀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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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읍면부에 비하여 동부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영복 외. 2003; 이애경 외. 2006; 황연희 외.

2009; 김한숙 외. 2010; 여지영 외. 2012)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구강검진을

받기 위한 검진기관과의 접근도가 읍면부에 비하여 동부가 더 수월하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검진기관의 분포를 확인하여 읍면

부의 검진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면 늘리도록 하여 구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치과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치과의사들의

구강검진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하는 방법도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개선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강검진 수가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구강검진을 회피한다

면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재산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영유아에 비하여 부와 모 둘 다 있는 가족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부양자는 경제활동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

에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구강검진 기관의 주말 및 공휴일 진료를 권장한다면 수검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양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낮을 것을

볼 수 있었다. Takashi Ohi et al.(2009)의 연구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구강진

료 이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양자의 젊은 연령은 건강 증진 행위

에 있어 적극적이고 영유아의 구강검진 수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 지역세대주의 영유아에 비하여 직장가입자의 영유아

들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직장가입

자인 경우 건강 검진 수검률이 높다고 하였다(김영복 외. 2003; 황연희 외.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세대주의 영유아들

에게 구강검진 독려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수검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구강검진 수검 관련 중요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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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자의 출신국가가 외국인일 경우 구강검진 미수검률을 높아질 것

이라는 선행연구(Schenk L et al., 2007; Norton JM et al., 2013)와 본 연구에

서는 구강검진 미수검여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국제결혼에서는

대부분 피부양자가 외국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부양자 특성

에서 외국인인 경우는 0.21%로 매우 적은 빈도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둘째, 어머니의 구강검진 수검여부는 영유아의 구강검진 수검에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는 부양자의 특성상 어머니인 경우보다 아버지가 92.92%로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기엔 빈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후 어머니 관련 변수로 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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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가능하고 질병의 예방이 가능한 가

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 위험요소를 감소시킨다면 평생 건강관리는 한층 더 수월할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영유아 구강검진은 개개인의 구강건강 증

진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건강증진 행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영유아 구

강검진 수검률은 20.99%로 낮은 편으로 미수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영유아 관련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인 생후18∼40개월 영유아 591,799명을 분석하였고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591,799명 중 구강검진 미수검한 영유아는 513,696명으로 총

대상자의 86.80%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에 대한 영유아 관련 특성

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 영유아의 성별, 월

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 분류, 부양자의 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자격 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영유아 관련 요인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영유아의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 분류, 부양자의 연

령,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영유아 관련 요인은 성별을 제외하고 모

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월령은 18∼23개월에 비해 36개월 이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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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가 1.528이었고, 출생순서는 첫째에 비해 셋째 이상 교차비가 1.927이었고,

거주 지역에서 서울특별시특별시에 비하여 전라북도의 교차비가 1.301로 가장

높았다.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교차비는 1.102이었고, 비장애인 영유아에 비

하여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교차비는 1.493이었고 부와 모 둘 다 있는 가족에

비하여 부자가족의 교차비가 1.456이었다. 부양자의 연령은 32세 이하에 비하

여 42세 이상의 교차비가 1.053이었고 직장가입자의 영유아에 비하여 지역세

대주의 영유아 교차비가 1.017이었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5,035원

이하에 비하여 68,520원 초과∼99,630원 이하의 교차비가 1.024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거주지 특성이 읍

면부이고 장애가 있는 영유아인 경우, 부자가족이고 부양자의 연령이 많을수

록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가 68,520원 초과∼99,630원 이하일 때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일 경우가 높았다.

이 연구는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분석을 시도한 국내의 첫

연구로서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관련 특성을 확인 하였고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영유아 구강검진시 필

요 욕구 반영이 어려웠고 영유아의 어머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특성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치과 의료 이용과

민간 보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은 단순히 개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검진 기관의 특

성과 어머니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70 -

참 고 문 헌

김명진, 선예경, 심연수. 유아의 구강관리에 관한 보호자의 인지도 조사. 대한

소아치과학회지 2000;27(2);292-299

김수남, 이홍수, 김경희, 김대업, 박득희. 앤더슨 뉴만모형을 이용한 아동의 치

과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

회지 1998;25(1);162-170

김영복, 이원철, 노운녕, 조선진, 백희정, 손혜현, 이순영, 맹광호. 지역사회 여

성 주민의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건강검진 및 암검사 수검 특성. 보

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3;20(1);41-60

김한숙. 민간 검진과 국가 검진 이용자의 특성 비교를 통한 건강검진 정책 효

율화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2010.

김혜영. 사회경제적 수준과 구강진료필요도의 연관성에 대한 건강행위, 구강진

료이용도의 영향 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1);85-94

문진수. 영유아 건강검진. 대한의사협회지 2010;53(5);377-385

신연수, 박종연, 정상혁, 정혜영, 강혜영.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과 자비 건강

검진 수검자간의 만족도 비교.한국의료 QA 학회지 2006;12;40-51

여지영, 정형선.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 및 건강증진행위 변화 효과. 보건

행정학회지 2012;22(1);49-64

은백린, 김성우, 김영기, 김정욱, 문진수, 박수경, 성인경, 신손문, 유선미, 은소

희, 이혜경, 김현택, 정희정.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이해. 대한소아

학회지 2008;51:225-232

이광희, 김지영, 송지현, 김윤희, 임경욱, 정승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8;35(3);578-588

이애경, 이선미, 박일수. 효율적 건강검진관리를 위한 미수검자의 특성 분석.



- 71 -

보건행정학회지 2006;16(1);54-72

이용재, 박창우.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 사회복

지정책 2011;38(1);33-55

이창한, 김재문, 정태성, 김신. 18개월 유아 조기 우식의 원인 고찰. 대한소아

치과학회지 2005;32(1);174-184

조윤순, 전기홍, 백광우, 김문식, 이수진. 자녀의 치면열구전색 실시여부와 어

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구강검진에 대한 관심 정도의 관련성. 대

한구강학회지 2012;36(2);124-130

정희정, 김성우, 김영기, 김정욱, 문진수, 박수경, 성인경, 신손문, 유선미, 은백

린, 은소희, 이혜경, 임현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교육 지침 개발. 보

건복지부. 2008

진보형, 허성윤, 신명미. 임부의 구강건강관리지식에 대한 조사 연구. 구강위생

과학지 2002;2;21-24

한동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한 영유아 치아우식 관리 방안. 대한치과

의사협회지 2010;48(6);443-452

황선희, 최혜숙, 손소현. 범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20대 성인의 구강검진 행위

에 대한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 2011;11(2);77-83

황연희, 임재영. 건강검진기관에의 접근정도가 건강검진 수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2009

Ayhan H, Suskan E, Yildirim S. The effect of nursing or rampant caries

on height, body weight, and head circumference. J Clin Pediatr

Dent. 1996;20;209-212

Brickhouse TH, Rozier RG, Slade GD. Effects of enrollment in medicaid

versus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on

kindergarten children’s untreated dental caries. Am J public health.

2008;98(5);876-881

Davis MM, Hilton TJ, Benson S, Schott J, Howard A, McGinnis P, Fagnan



- 72 -

L. Unmet dental needs in rural primary care. J am board fam

med. 2010;23(4);514-522

Dela Cruz GG, Roizer RG, Slade G. Dental screening and referral of young

children by pediatric primary care provider. Pediatrics

2004;114(5);642-652

E.C.M. Lo, H.C. Lin, Z.J. Wang, M.C.M. Wang, E. Schwarz, Utilization of

dental services in Southern China. J dental Res

2001;80(5);1471-1474

Johnsen D; Pediatric Dentistry, Total Patient Care. 1988

Kim J, Kaste LM, Fadavi S, Benjamin Neelon SE. Are stat child care

regulation meeting national oral health and nutritional standards.

Pediatr Dent 2012;34(4);317-324

Leiyu Shi, Lydie A, Lebrun, Jenna Tsai. Access to Medical Care, Dental

Care, and Prescription Drugs; The roles of race/ethnicity, health

insurance, and income. Southern Med J 2010;103(6); 509-516

Lewis CW, Bourter S, Keels MA, Krol DM, Mouradian WE, O’Connor KG.

Oral health and pediatricians;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Acad

Pediatr 2009;9(6);457-461

Norton JM, Jasek JP, Kaye K. Preventive dental care among New York

City children. J community health. 2013;5(7)

Sasahara H, Kawamura M, Kawaoata K, Iwamoto Y.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gingival condition and caries experience of their

3-year-old children(japan). Int J paediatr dent. 1998;8(4);261-267

Schenk L, Knopf H. Oral health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Germany. Bundesgesundheitsblatt Gesundheitsforschung

Gesundheitsschutz. 2007;50(5-6);653-658

Tsubouchi J, Tsubouchi M, Maynard RJ, et all. A study of dental caries



- 73 -

and risk factors among Native American infants. Int J Pediatr

Dent. 1995;5(3);149-155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방안,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효과분석, 2009.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매뉴얼.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oral health report. 2003



- 74 -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 related to Unexamined Status in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hin, Han Nah

Dept. of Health Polish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Two kinds of oral disease(inflammation of the gums/periodontal disease

and dental caries) is ranked within tenth place among high frequent

diseases in 2011. The oral disease is hard to recover perfectly and there is

after effect and a tissue loss after contraction of a disease. For this, a

prevention/early treatment for the infant is much more important. From

November 15th in 2007, a physical/dental examination is executed starting

from the employed insured. However, an inspection rate of dental

examination is 3.30% in 2008, 11.60% in 2009, 17.30% in 2010 and 20.99%

in 2011. Deciduous tooth comes out from six months after birth to three

years old. Because a tooth arrangement is changeable and dental caries is

frequent in this stage, the dental examination can prevent a de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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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This study considers a foreign dental examination system for

the infant and based on advance study, it considers a factor rel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infant dental examination. For this,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related with the infant and a

provider's characteristic, moreover, this study tried to find a meaning from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591,799 infants who have to take the first

examination among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in 2011 as the subject.

Through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advance study with the

foreign infant dental examination system, this study selects specific

variable related with the infant's characteristic and a provider based on a

factor, which affects unexamined status of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With this variable, it is conducted by a technical analysis, chi-square

distribu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analyze a 'model 1' with restricted the infant

characteristic variable and a 'model 2' with restricted both the infant

characteristic variable and provider characteristic variable. A statist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the SAS version 9.2.

Among 591.799 subjects, the number of infant in unexamined status of

the first dental examin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513,696 infants

and it takes 86.80% of the total amount. As a result of characteristic

related with the infant and a provider's characteristic by a chi-square

distribution, an unexamined status of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depends

on a birth order of the infant, birth place, disability and parents' status;

the first baby is less than the second or third baby and the infa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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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stern part is less than the infant living in country and town and

normal infant is less than handicapped infant and the infant with normal

parents is less than the infant with a single parent. An unexamined status

depends on a provider's age, membership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ousehold equival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a

provider below 32 years old is less than a provider over 32 years old, a

worker membership is less than a householder, household equival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below 45,035 won is less than household

equival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over 45,035 won.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1' is not fitted and 'model 2' is fitted

by the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The odds ratio

between the first infant and over the third infant is 1.927. The odds ratio

between the infant living in eastern part and the infant living in country

and town is 1.102. The odds ratio between the normal infant and the

handicapped infant is 1.499. The odds ratio between the infant with normal

parents and the infant with a single parent is 1.456 The odds ratio

between provider over 32 years old and provider below 32 years old is

1.053. The odds ratio between worker membership and householder is

1.017.

This study suggests a basis for conclusion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infant dental examination system and advance study.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it analyzes a factor related to unexamined status in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a

characteristic related with the infant(gender, age, birth order, residence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 and a provider's characteristic(single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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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gender, age, membership stat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untry of origin, household equivalence monthly health insurance fee and

unexamined status of dental examination) based on the whole infant in

country for the first time. The infant's dental health is not only an

individual problem but also a critical social problem in country's human

resource/medical expenses. A various study is progressed for improvement

of the infant dental examination rate.

Keyword : Infant, National health insurance, Dental examination, Dental

health, Unexamined status, Dental ca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