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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커피 섭취 습관과 치아우식증과의 관련성 연구: 

일개 치과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배경 및 목적

  설탕(단순당)은 치아우식의 위험요인이다. 최근 한국성인의 치아우식의 요

인으로 주목받음으로 커피의 효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76년 한국에서 최초

로 개발된 인스턴트커피믹스는 한국 중장년층 인구가 섭취하고 있으며, 설탕

을 함유하고 있어 치아우식을 일으킬 위험이 의심된다. 이 연구는 성인의 커

피섭취와 치아우식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는 H치과의원에 내원한 20세 이상 남녀 성인 

609명을 연구대상으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자 중에는 치아우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을 포함하였다. 

우선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의 절차는 설문작성과 구강검사로 구성되며, 설문 내용은 성인의 커피섭취 

빈도와 섭취기간, 섭취커피의 종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위생관리 습

관, 음주, 흡연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치과의사 1인이 구강검진을 실

시하여 영구치우식경험율(DMF치아)을 산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변수 중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고 커피 섭취 습관 및 흡연력과 음주력, 신체활동 정보와 과거

력은 빈도를 파악하였다. 커피 섭취 습관, 구강위생관리 및 치아질환 관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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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은 다변수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AS(version9.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의 평균 인스턴트 믹스커피량은 하루 3잔이었으며, 평균 25년간 섭

취하였다. 믹스커피를 평생 2만 잔 섭취한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우식경험영구치가 4.16개 많았다(p=0.001). 이는 하루 2잔을 25년간 마신 경

우이며, 하루 3잔 마신 경우에는 20년간 마신 잔의 수이다. 다수의 외국논문

의 연구결과는 블랙커피가 치아우식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첨가제

인 프림과 설탕이 첨가되면 이러한 항우식효과는 최소화된다. 습관적으로 장

기간 믹스커피 섭취를 하는 것은 한국 성인 남녀의  치아우식 원인 중의 하나

로 보인다. 

결론

믹스커피 섭취 습관은 한국성인의 다발성 치아우식의 원인중 하나로 의심된

다. 따라서 믹스커피 안에 포함된 프림, 설탕의 치아우식 위험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치아우식, 믹스커피, 블랙커피, 설문조사, DMFT(우식경험영구치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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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치관 부분 표면을 덮고 있고, 치아 상아질을 보호한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을 치아 법랑질 또는 에나멜질이라고 한다.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에 의해 치아의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것을 치아우식증이라고 한다. 치아 

우식증은 연령별로 10 대, 성별로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Bernabé et al., 2015).

최근 들어서 흡연, 음주, 커피, 식사습관 등 생활습관의 행태가 

치아우식증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연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활습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 가지 

생활습관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전체를 골고루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습관 중 크게 바뀐 것은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성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에 젖어있다. 커피가 음료의 기능을 넘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커피자체는 치아건강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블랙커피 속에 폴리페놀 

성분이 프라그 형성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한다(Antonio et al.,2011)고도 

되어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믹스커피와 치아우식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커피가 치아우식을 일으킨다면 커피에 첨가하는 프림과 설탕 때문으로 

의심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림과 설탕이 포함된 커피를 음용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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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도입해야 하는 지 여부도 보건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커피음용습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밝히고, 특히 

프림과 설탕이 포함된 커피섭취 습관과 치아우식증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취지 및 목적

  본 연구자는 개인 치과의원에서 20 년 이상 지역사회 구강질환 관리를 

하던 중에 최근 성인인구의 치아우식증이 다발성으로 증가함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대상자의 문진을 통하여 확인한 바, 상당수의 성인 

치아우식이 프림과 설탕이 포함된 커피를 장기간 음용 후에 발생함을 

추정하고, 성인 치아우식증과 그 원인에 대하여 연관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특히 프림, 설탕이 첨가된 커피를 장기간 다량으로 음용할 경우 치아표면 

접착력을 증가시켜서 다발성인 치아우식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우식의 

발생형태가 협설측 치경부, 인접치간 접촉면을 포함하는 깊이 있고 광범위한 

우식의 형태로 발병하기 때문에 충전치료나 보철치료를 한 후에도 장기간의 

예후를 보장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치아 손상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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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커피습관과 치아우식증과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커피습관과 치아우식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생활습관, 커피 음료 

종류별 사용 실태, 구강 위생습관, 그리고 치아 우식의 유병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커피습관과 치아우식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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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경기도 고양시 소재 H 치과의원에 내원한 방문객 중에서 연구목적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인 남녀 방문객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 2월 1일부터 4

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총 대상자는 609명이었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

원 연구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았다(Y-2017-0108).

가.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커피음용 습관. 구강 

위생관리, 음주, 흡연, 신체활동, 건강관리 행동 등에 관한 57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커피 잔 수는 계량단위를 일회용 컵으로 하였다.

나. 구강검사 

본 연구는 치과의사인 연구자 본인이 설문 작성한 연구 참여자의 구강검사

를 직접 시행하였다. 구강검사의 기구와 재료는 치과용 의자에서 전문 조명하

에, 멸균된 치경, 탐침, 핀셋 등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방법에 근거하여 시진

과 탐침으로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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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강검사 대상 및 절차 

구강검사 대상은 사랑니를 제외한 28개 치아이며,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D(Dental caries);  대상치아의 우식치아(교합면, 절단면, 인접면, 

치경부. 치근부)를 검사하였다.

   - 치아우식의 심한 정도와 관계없이 초기우식도 치아당 산정한다.

   - 한 치아에 여러 면에 우식이 있어도 치아당 우식으로 산정한다.

둘째, M(Missing teeth);  대상치아의 상실치아(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치

된)를 검사하였다.

셋째, F(Filled teeth);치료(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충전, 의치 등)된  

      치아를 검사하였다.

    - 기존 치료된 수복물에 이차우식이 있다면 수복된 치아로 산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치아우식

치아우식은 치면세균막(plaque)내 세균에 의해 당성분이 분해되어 나오는 

산(acid)으로 치아표면이 탈회(demineralization)되어 치질 내 유기성분

(organic substance)이 용해되는 과정을 말한다. 치아우식은 Streptococcus 

mutans, Lactobacillus casei, Actinomycetes viscosis, Actinomycetes 

maeslundii 등의 세균들의 대사산물인 산(acid)이 치아표면을 탈회

(demineralization)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S.mutans는 치아 평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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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surface), 인접면(proximal surface)에 관련이 크고, L. bacillus는 

열구(fissure)나 소와(pit) 우식에서, Actinomycetes는 주로 치근우식(root 

caries)에 관여한다(김종배 등, 1993).

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DMFT index)

피검자가 보유한 우식경험 영구치의 수를 피검자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DMFT index = 피검자 보유 우식경험 영구치 수 (N) / 피검자 수

3. 변수

독립변수: 커피섭취 (기간, 잔 수. 커피종류. 시간, 장소, 이유, 정보 등)

혼란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건강행동 요인,구강위생 관리요인,전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서, 이 연구의 잠재적 혼란변수는 표1에 정리하였다.

종속변수: 치아우식증 (치료할 우식. 상실치. 치료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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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동
요인

구강위생관리
요인

전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성별

연령

직업

교육

경제

거주지

흡연

음주

식이습관

신체활동

양치습관

기호식품

부정교합

구강악습관

선천적치아

 이형성

치과치료

치과치료공포

고혈압

당뇨병

임신

심혈관계질환

상수도불소화

구강건강관리

 사업

표 1. 이 연구에 포함된 혼란변수 목록

4. 통계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변수 중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커피 섭취 습관 및 흡연력과 

음주력, 신체활동정보와 과거력 등은 빈도를 구하였다.

  기술통계 및 역학적 분석을 위한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 버전을 

이용하였다.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커피 섭취와 치아 우식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에 있어서 유의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p<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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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지역 분포 

  연구 대상자 거주지는 서울지역이 4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양시 

17.2%, 경기도 19.9%, 제천시 11.3% 순이었다. 고양시가 경기도에 속함을 고

려하면 경기도가 37.1%가 되는 셈이다. 즉, 대상자의 85.4%가 서울기와 경기

도 일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성별 지역 분포 

거주지 남자 여자 계

서울시 161 (52.3) 133 (44.2) 294 (48.3)

고양시 48 (15.6) 57 (18.9) 105 (17.2)

경기도 64 (20.8) 57 (18.9) 121 (19.9)

제천시 22 (7.1) 47 (15.6) 69 (11.3)

기타 6 (2.0) 5 (1.7) 11 (1.8)

결측정보 7 (2.3) 2 (0.7) 9 (1.5)

계 308 (50.6) 301 (49.4) 609 (100.0)

2. 연구대상자의 성별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7.7세(남자 49.2세, 여자 45.9세)였다. 연령군

별로는 50-59세가 3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73.7%가 기혼자였다. 직업

은 관리자, 전문가가 3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사무, 서비스직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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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8.9%, 고졸이 34.1%이었다. 소득수준은 550만원 이상

이 30.7%, 그다음은 350-449만원이 21.0%로 많았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자

N=308

여자

N=301

계

N=609

N (%) N (%) N (%)

연령, 세 <30 32 (10.4) 39 (13.0) 71 (11.7)

30-39 34 (11.0) 45 (15.0) 79 (13.0)

40-49 67 (21.7) 73 (24.2) 140 (23.0)

50-59 89 (28.9) 94 (31.2) 183 (30.0)

60-69 69 (22.4) 41 (13.6) 110 (18.1)

>=70 17 (5.5) 9 (2.3) 26 (4.3)

결혼상태 미혼 58 (19.9) 58 (19.8) 116 (19.8)

기혼 219 (75.0) 212 (72.3) 431 (73.7)

이혼,사별,기타 15 (5.14) 23 (7.8) 38 (6.5)

직업 관리자,전문가 128 (43.5) 61 (20.9) 189 (32.2)

사무직,서비스 76 (25.8) 90 (30.8) 166 (28.3)

판매종사,농어업,단순노무 21 (7.1) 12 (4.1) 33 (5.6)

기능,장치,군인 36 (12.2) 12 (4.1) 48 (8.2)

주부 2 (0.70) 95 (32.5) 97 (16.5)

무직 17 (5.8) 5 (1.7) 22 (3.7)

학생,취업준비생 14 (4.8) 17 (5.8) 31 (5.3)

학력 중졸이하 14 (4.8) 16 (5.5) 30 (5.1)

고졸 72 (24.7) 127 (43.5) 199 (34.1)

대졸 157 (53.9) 128 (43.8) 285 (48.9)

대학원졸 48 (16.5) 21 (7.2) 69 (11.8)

소득 수준 250 만원 미만 28 (10.1) 48 (17.3) 76 (13.7)

250-349 만원 58 (21.0) 52 (18.8) 110 (19.9)

350-449 만원 62 (22.5) 54 (19.5) 116 (21.0)

450-549 만원 44 (15.9) 37 (13.4) 81 (14.6)

550 만원 이상 84 (30.4) 86 (31.0) 170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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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료 섭취 행태 분류

  표 4는 연구대상자의 음료섭취행태와 DMFT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를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응답 한 경우가 324명(53.2%)이었다. 이중 탄산음료

를 제외하면 129명, 믹스커피를 제외하면 92명이었다. DMFT 평균은 기타음료 

혹은 믹스커피만을 마시는 경우가 7.5개로 가장 높았다. 

B그룹 블랙커피만 마신 경우 우식경험영구치아수는 6.0개이며, E그룹 믹스커

피만 마신 경우 우식경험영구 치아 수는 7.5개였다.

표 4.음료 섭취 행태의 분류 내용(○ 마심, × 안 마심, △ 상관없음)

그
룹

섭취행태
블랙
커피

믹스
커피

탄산
음료

기타
커피

기타
음료

N
DMFT 평균 
(표준편차)

블랙커피(설문 응답 전체) ○ △ △ △ △ 324

A 블랙커피(탄산음료 제외) ○ △ × △ △ 129 6.0 (5.2)

B 블랙커피 만 ○ × × × △ 92 6.0 (5.2)

C 믹스커피, 블랙 ○ ○ × △ △ 36 6.1 (5.3)

D 기타음료(커피, 탄산 제외) × × × × ○ 6 7.5 (3.6)

E 믹스커피만 × ○ × × △ 70 7.5 (6.5)

F 믹스커피 △ ○ × △ △ 106 7.1 (6.1)

G 탄산음료만 × × ○ × △ 42 5.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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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커피 종류별 음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공히 믹스커피 혹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가장 많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믹스커피

를 많이 마시고 (60.1%), 여자의 경우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많이 마셨다 

(56.5%).

그림 1. 커피 종류별 음용률 

  그림 2는 하루 마시는 커피 잔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하루 3

잔 마시는 경우 23.7%, 2잔 마시는 경우 22.4% 순이었다. 여자는 하루 1잔 마

시는 경우 31.6%, 2잔 마시는 경우 29.6% 순이었고, 1잔 혹은 2잔을 마시는 

경우가 61.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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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잔 수 분포 

4. 연구대상자의 연령군별 DMF Teeth 평균 

  그림 3은 DMF Teeth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DMF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주는 것은 F로서 남자 5.1, 여자 5.8이었다(그림 3). 성별 DMF Teeth평균 값

은 남자 6.3, 여자 6.7로 여자가 약간 높았다.

그림 3. 성별 DMFT 의 평균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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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연령별 대상자 609명의 DMF Teeth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DMF 

Teeth 평균값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P<0.001). 즉, 60-69세의 경우 DMF Teeth 평균값은 9.6개, 70세 이상 

12.8개로 고연령에서 높았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연령군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N
DMFT평균 

(표준편차)

<30 71 5.6(4.6)

30 - 39 79 5.3(3.9)

40 - 49 140 5.4(4.5)

50 - 59 183 5.8(5.0)

60 - 69 110 9.6(7.3)

>=70 26 12.8(7.1)

F 통계량, P 값 F=44.66

F 통계량, P for trend 값 P<0.0001

5.연구대상자의 흡연력별 DMF Teeth

  연구대상자 398명의 흡연력별 DMF Teeth 평균값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차

이가 있었다 (P=0.0659). 표본수 부족으로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의

심된다(표6). 표6은 남녀를 합친 분석이며, 흡연력에 결측이 있어서 분석대상

자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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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흡연력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흡연력 N
DMFT평균 

(표준편차)

비흡연 278 6.0(5.0)

과거 흡연 31 7.1(5.2)

가끔 흡연 13 7.2(4.6)

현재 흡연 76 7.2(6.3)

F 통계량, P 값 F=3.40 P=0.0659

F 통계량, P for trend 값

6. 연구 대상자의 양치시간별 DMF Teeth

그림 4는 양치 시간별 대상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양치시간 10초 이하, 

10-29.9초, 30-59.9초, 60-119.9초, 120-179.9초, 180초 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60-119.9초 즉, 1-2분 동안 양치를 한다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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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치 시간별 대상자 수 분포

표 7은 연구 대상자의 양치시간별 DMF Teeth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양치시

간 증가에 따르는 DMF Teeth 평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1088). 그

러나 양치시간 증가함에 따라 DMF Teeth 평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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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양치 시간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양치시간 N
DMF Teeth평균 

(표준편차),개

10초 이하 9 9.8 (5.6)

10초 – 30초 미만 72 6.0 (4.9)

30초 – 1분 미만 142 7.4 (6.0)

1분 – 2분 미만 196 6.6 (5.9)

2분 이상 187 6.2 (5.5)

F 통계량, P 값 F=1.90 P=0.1088

F 통계량, P for trend 값

7. 연구대상자의 양치 횟수별 DMF Teeth

그림 5는 양치 횟수별 대상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양치 횟수는 1회에서 최

고 8회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하루 3회 양치를 하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

았다. 그렇지만 하루 2회 양치하는 경우도 32.6%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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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그림 5. 양치 횟수별 대상자 수 분포

표 8은 연구대상자의 양치 횟수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양치횟수 증가에 따르는 DMF Teeth 평균치의 의미 있는 관련성은 보이

지 않았다(p=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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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대상자의 양치 횟수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양치횟수/일 N
DMFT평균 

(표준편차)

1회 10 4.9 (4.7)

2회 197 6.6 (6.1)

3회 274 6.4 (5.5)

4회 98 7.3 (5.7)

5회 이상 26 6.3 (5.5)

F 통계량, P 값 F=0.64 P=0.6374

8.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DMF Teeth 

  표 9는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DMF Teeth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무직의 경우 

DMF Teeth 평균이 8.9로 가장 높았고, 판매종사, 농어업, 단순노무직의 경우 

8.5, 주부 8.1, 기능, 장치, 기계조작, 군인의 경우 7.5이었다. 가장 높은 

DMF Teeth 평균을 보인 경우는 학생, 취업준비생으로 4.8, 그 다음은 사무, 

서비스 5.2, 관리자, 전문가 6.4 순이었다. 직업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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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N
DMFT평균 

(표준편차)

관리자,전문가 189 6.4 (5.0)

사무직,서비스 166 5.2 (4.6)

판매종사,농어업,단순노무 33 8.5 (8.8)

기능,장치,군인 48 7.5 (6.5)

주부 97 8.1 (5.7)

무직 22 8.9 (5.5)

학생,취업준비생 31 4.8 (3.9)

F 통계량, P 값 F=5.29 P<0.0001

9. 연구대상자의 소득별 DMF teeth 

  표 10은 연구대상자의 소득별 DMF teeth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250만원 미

만의 경우 DMF Teeth 평균이 8.2로 가장 높았고, 350-449 만원의 경우 7.2, 

250-349만원의 경우 7.2, 450-549만원의 경우 5.9, 550만원 이상의 경우 5.4

순이었다. 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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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소득별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소득 N
DMFT평균 

(표준편차)

250 만원 미만 76 8.2 (6.0)

250-349 만원 110 6.0 (5.3)

350-449 만원 116 7.2 (6.2)

450-549 만원 81 5.9 (4.7)

550 만원 이상 170 5.4(5.1)

F 통계량, P 값 F=4.51 P=0.0014

10. 연구대상자의 일생 동안 믹스커피와 블랙커피 섭취량에 따른 

DMF Teeth 

표 11. 연구대상자의 일생동안 믹스커피와 블랙커피 섭취량에 따른 DMF 

Teeth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믹스커피 섭취의 증가에 따르는 DMF Teeth 평균

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2). 믹스커피를 평생 2만 

잔(하루 2잔 마실 경우 25년, 하루 3잔 마실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양)이상 

마신 경우 평균 우식경험 치아수(DMFT)는 10개이며, 평생 1만 잔에서 2만 잔

이하 (하루1잔 마신 경우 30년에 해당하는 양)마신 경우 우식경험 치아수

(DMFT)는 5.9개로 4.1개 차이로 나타났다 (p=0.0022). 블랙커피의 경우 마시

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DMF Teeth 평균이 높은 것은 과거의 습관이 개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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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대상자의 일생 동안 커피 섭취량에 따른 DMF Teeth 평균 (표준편차) 

전체 분석 믹스 커피만 섭취

N
DMFT평균 

(SD)
N

DMFT평균 

(SD)

믹 스 커 피 , 

잔
0 223 6.0 (5.1) 30 8.2 (5.0)

1 - 4999 154 6.6 (5.5) 92 7.0 (6.2)

5000 - 9999 89 6.8 (6.0) 46 7.2 (6.5)

10000 - 19999 39 5.9 (4.7) 28 6.4 (5.2)

>=20000 37 10.0 (8.2) 24 9.3 (7.2)

F 통계량, 

P 값
F=4.25 P=0.0022 F=0.99 P=0.4130

전체 분석 블랙커피만 섭취

블 랙 커 피 , 

잔
0 220 7.4 (6.1) 30 8.2 (5.0)

1 - 4999 178 5.3 (4.5) 108 5.3 (4.7)

5000 - 9999 83 6.0 (5.0) 50 5.6 (4.6)

10000 - 19999 46 7.3 (6.8) 28 6.3 (5.8)

>=20000 10 7.5 (7.6) 7 9.0 (8.8)

224

F 통계량, 

P 값
F=3.84 P=0.0044 F=2.64 P=0.0348

그림 6은 평생 믹스커피 섭취량 별 평균 DMF Teeth를 보여주고 있다. 평생 

믹스커피의 양이 2만 잔 이상이 될 경우 DMF Teeth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2는 평생 커피 잔이 2만 잔인 경우 산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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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평생 믹스커피 섭취량 별 평균 DMF Teeth

표 12. 평생 커피 섭취량 산출의 예

평생커피량
(cup)

평균하루섭취
커피(cup)

1년 섭취량(cup) 섭취기간(년)

20.000

1-2잔   (1.5) 1.5×365일=547 36년

3-4잔   (3.5) 3.5×365일=1.277 16년

5-6잔   (5.5) 5.5×365일=2.007 10년

7-8잔   (7.5) 7.5×365일=2.737  7년 

9-10잔  (9.5) 9.5×365일=3.467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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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평생 블랙커피 섭취량 별 평균 DMF Teeth를 보여주고 있다. 평생 블

랙커피 량이 2만 잔 이상이 될 경우 DMF Teeth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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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생 블랙커피 섭취량 별 평균 DMF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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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독립적 관련성을 위한 다변수 

분석

  표 13은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독립적 관련성을 위한 다변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생 마신 블랙커피 잔 수와 기타음료 섭취 여부를 보

정하였을 때 믹스커피를 평생 2만 잔 이상 마신 참여자의 DMFT 평균이 평생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군보다 2.61개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61, 

P=0.012). 하지만 그 밖의 믹스커피 categorical groups에서는 DMFT에 대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 연령*연령, 성과 흡연력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추가로 고려했을 

경우 평생 2만잔 이상의 믹스커피의 DMFT에 대한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고

(B=3.62, P=0.005),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졌다(R2=21%). 마찬가지로 양치관련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각각 추가했을 때에도 여전히 평생 2만 잔 이상의 

믹스커피의 DMFT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믹스커피와 

DMFT 관계에 있어서 양치 횟수보다는 양치 시간이 더 유의한 confounder였음

을 볼 수 있다. 

  표 14는 표 13 모형에서 흡연력을 제외한 모형이다. 전체적인 결과는 비슷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결과는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관련성의 크기이

다. 표13에 비해서 표14에서 흡연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관련성의 크기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경우 대상

자 609명 211명에서 흡연력이 결측이다. 따라서 표 14에서는 흡연력을 제외하

고 많은 수를 전체를 모형에 포함하는 모형을 선택했지만 커피 섭취와의 관련

성은 감소되었다. 이는 흡연력이 커피섭위와 DMF Teeth 평균의 관련성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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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혼란변수이기 때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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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독립적 관련성을 위한 다변수 분석

변수 커피모형 +일반특성 +양치관련변수 +사회경제특성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절편 7.47 (<.001) 14.79(<.001) 16.30(<.001) 18.68(<.001)

믹스커피,       1 - 4999 0.06 (0.921) -0.28(0.683) -0.24(0.734) 0.20(0.772)

 (평생 마신 잔수)    5000 - 9999 0.04(0.956) -0.12(0.878) -0.07(0.930) -0.18(0.831)

  10000 -19999 -1.13(0.268) -1.31(0.263) -1.39(0.233) -0.62(0.585)

≥20000 2.61(0.012) 3.62(0.005) 3.53(0.006) 4.16(0.001)

블랙커피,       1 - 4999 -1.90(0.002) -0.13(0.849) -0.17(0.804) -0.03(0.960)

 (평생 마신 잔수)    5000 - 9999 -1.11(0.144) 0.44(0.611) 0.54(0.532) 1.22(0.165)

  10000 -19999 -0.29(0.755) -0.07(0.946) 0.16(0.873) 0.37(0.720)

 ≥20000 0.23(0.154) 0.41(0.834) 0.42(0.827) 0.14(0.946)

기타음료 -0.71(0.154) -0.51(0.358) -0.49(0.380) -0.58(0.287)

연령 -0.65(<.001) -0.66(<.001) -0.70(<.001)

연령*연령 0.01(<.001) 0.01(<.001) 0.01(<.001)

성 1.56(0.009) 1.43(0.017) 1.15(0.056)

흡연력 과거흡연 1.48(0.147) 1.40(0.171) 0.95(0.344)

가끔흡연 1.28(0.407) 1.18(0.441) 0.34(0.827)

현재흡연 1.55(0.041) 1.65(0.031) 1.16(0.134)

양치 시간 -0.42(0.067) -0.51(0.026)

양치 회수 0.25(0.396) 0.24(0.410)

소득수준 -0.07(0.713)

N 535 357 355 332

R2 0.0474 0.2104 0.2220 0.2154



- 27 -

표 14.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의 독립적 관련성을 위한 다변수 분석

변수 커피모형 +일반특성 +양치관련변수 +사회경제특성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절편 7.47 (<.001) 14.61(<.001) 14.93(<.001) 18.23(<.001)

믹스커피,       1 - 4999 0.06 (0.921) 0.14(0.812) 0.20(0.744) 0.56(0.365)

 (평생 마신 잔수)    5000 - 9999 0.04(0.956) -0.05(0.940) -0.06(0.931) -0.15(0.833)

  10000 -19999 -1.13(0.268) -0.97(0.315) -1.04(0.286) -0.71(0.466)

≥20000 2.61(0.012) 2.48(0.014) 2,37(0.020) 2.72(0.008)

블랙커피,       1 - 4999 -1.90(0.002) -1.23(0.037) -1.33(0.019) -1.15(0.056)

 (평생 마신 잔수)    5000 - 9999 -1.11(0.144) -0.40(0.581) -0.43(0.559) 0.16(0.828)

  10000 -19999 -0.29(0.755) -0.15(0.862) -0.11(0.904) 0.02(0.982)

 ≥20000 0.23(0.154) 0.33(0.848) 0.38(0.826) 0.57(0.747)

기타음료 -0.71(0.154) -0.29(0.548) -0.29(0.552) -0.56(0.252)

연령 -0.55(<.001) -0.55(<.001) -0.60(<.001)

연령*연령 0.01(<.001) 0.01(<.001) 0.01(<.001)

성 0.79(0.085) 0.73(0.113) 0.51(0.279)

양치 회수 -0.20(0.300) -0.34(0.095)

양치 시간 0.25(0.332) 0.28(0.292)

소득수준 -0.33(0.053)

N 535 535 530 486

R2 0.0474 0.1685 0.1742 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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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이 연구는 치과병원을 내원한 환자 609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DMF 

Teeth 평균과의 관련성을 단면적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DMF Teeth 평균은 믹

스 커피를 평생 2만 잔 이상 마신 경우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블랙커피를 

평생 1만 잔 이하 마신 경우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양치 

습관을 통제한 후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수입을 통제한 경

우 믹스커피 과량 섭취만이 DMF Teeth 평균과 유의하게 관련성을 보였다. 하

지만 치아우식은 다 인자요인을 가진 질환으로 관련성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믹스 커피 섭취 배경

  믹스커피는 1976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동서식품에서 최초로 개발한 상품이

다.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은 식물성크림으로 우유단백질인 카제인에 물엿

과 식물성 경화유지와 유화제, 산도조절제, 제이인산칼륨을 mix하여 인위적으

로 만들어진 크림이다. 믹스커피는 캠핑인구(600만명) 증가, 야외활동 증가로 

최근 6년 만에 소비량이 30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판기, 농어촌 커피문

화, IMF 여파가 믹스커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건강한 소비에 대한 관

심이 커피시장에도 반영되어 믹스커피보다 원두커피 선호도가 높아진데다가 

커피전문점과 소용량 인스턴트 원두커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플러스, 2016). 하지만 국내의 믹스커피와 치아우식의 관련성에 대한 직

접적인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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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믹스커피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8년 한 연구는 커피 섭취가 치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침으로써 치아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송인석 등, 2018).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소비 

증가 추세는 커피 소비와 치아 손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인의 횡단

면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중 76%가 습관성으로 커피를  마시고, 대부분은 설

탕과 가루로 만든 인스턴트커피를 마셨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는 믹스 커피

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 특성이 치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커피 내 카페인 성분도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쳐 골밀

도와 치조골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스턴트커피 믹스의 설탕 

및 기타 성분이 대사 증후군 및 그 구성 요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설탕 성분의식이 탄수화물은 치아 충치 또는 치주 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 치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커피의 장기간 섭취는 이화 뼈 신진 대사를 일으키고, 치조골의 밀도를 감소

시키며 결국 치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송인석 등, 2018).

  우리나라 설탕섭취 권고량(WHO)은 50g/일이고, 카페인섭취 권고량 (한국식

품안전처)은 400mg/성인/일이다. 커피믹스의 제품 간 카페인 함량은 약 2배 

차이가 나고, 당류 함량은 제품의 50% 수준을 차지하여 카페인과 당류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즉, 카페인 함량은 1회제공량(1봉지)당 40.9~77.2mg(평균 

52.2mg)으로 제품별 약 2배 차이가 있고,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4.9~7.0g(평

균 5.7g)으로 제품의 50% 수준에 해당하고, 하루 2잔을 마시면 WHO 1일 섭취권고

량(50g)의 1/3을 섭취하게 된다. 다음 표는 제품사별 1회 커피 함량과 당 함

유량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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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커피믹스제품별 설탕과 카페인 함량

제품 제조사
1회

함량, g

열량K

cal

1회량

(당함유량)
카페인

멕스월하우스오리지날 동서식품 12 50 58%(7.0g) 55mg

멕스웰하우스마일드 동서식품 12 53 55%(6.6g) 54.7

프렌치카페 남양유업 11.6 52 53%(6.1g) 43.6

맥심오리지날 동서식품 12 54 50%(6.0g) 62.5

이마트스타벅스모카골드 이마트 12 53 41%(4.9g) 77.2

맥심화이트골드 동서식품 11.8 53 43%(5.1g) 40.9

네스카페모카하모니 한국네슬러 11.7 52 46%(5.4g) 54.8

블랙커피 5 0 `

출처: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2014

3. 블랙커피의 성분과 치아에 미치는 영향 

  블랙커피의 성분과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polyphenol은 항산화작

용, 암 예방, 항균작용(streptococcus, mutans), 항 치아표면 biofilm 형성과

anticariogenic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카페인은 면역강화, 향균, 당뇨병 

예방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카페인의 민감도는 유전에 의한 것으로 카페인

을 분해하는 효소의 능력에 의해 달라지며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trigonelline은 수용성 맛과 향(raw coffee 

bean present), methylpyridinum은 항산화작용, chiorogenic acid는 항균작용

을 가지고 있다.

  블랙커피 화합물은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발표가 다수 있

다. 하지만 크림, 설탕, 시럽 등의 첨가물을 혼합하면 항우식 효과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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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우식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Nagpal et al,.2014).

  또한 리뷰에서 치아우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다발하며, 치료비용이 발생하는 

감염성 구강 질환이다. 치아표면에 흡착된 병독성의 치아 biofilm은 우식과 

연관된 주된 생물학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치아우식은 식이요소와 치열, 구강 

세균총(oral flora)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다요인적인 

(multifactorial) 전염성 질환이다(Jeon et al., 2011).

  식이성 탄수화물은 (대부분 단당이거나 이당) 치아 biofilm에 흡수되며 많

은 농도로 존재하는 구강 내 세균들에 의해 유기산으로 분해된다. 특히 우식

요인세균의 탄수화물 대사결과물인 산과, 수반되는 ph저하는 치아면의 탈회

(demineralization)를 일으킨다(Takahashi , 2008). 특별히 치아는 치아와 주

위의 타액 사이에서 탈회화작용과 광화(remineralization)가 영구적으로 반복

되는 상태이다. 치아표면의 ph가 5.5 이하일 때 탈회가 재광화보다 빨라진다

(Ferrazzano  et al., 2011).

  이러한 우식의 결과인 법랑질의 탈회화과정은 법랑질(Apatite crystal)의 

용해와 칼슘, 인, 수소 같은 ion의 법랑질의 미세구조(microstructure)의 안

과 밖으로의 확산을 포함한다. 법랑질에서 ion 확산 경로는 법랑질 조직에 존

재하는 organic matrix network에 의해 조절된다. 법랑질 유기기질의 변화는 

치아조직의 ion 확산 조절을 통해서 탈회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안토니오 등

은 가볍게 구운 커피(canephora) 추출물은 그것의 세균의 산 공격 동안 유기

기질의 분해를 방해하는, 광물적 내용물을 통해 법랑질 유기물 기질과 상호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을 가진 커피 추출물의 화학

적 분석 후에 이를 확인하였다(Antonio  et al., 2011).

 커피추출물은 폴리페놀이 매우 풍부하며, 이는 치아 탈회화 과정을 억제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치아조각에 형성된 세균막에 탈회화가 억제되는 것을 안토

니오 등이 관찰하였다(Antoni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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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공포와 치아우식의 연관성

  리뷰에서 치과공포와 우식경험도의 연관관계에서는 우식치아수(D)와 충전치

아수(F)가 치과불안이 연관성을 보였는데, 우식치아수가 많을수록, 충전치가 

많을수록, 치과공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공포는 치과 의료이용의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치과공포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의 장애는 결국 구강건

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선화 등, 2014).

 

5. 상수도 불소화와 우식의 관련성

  수불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0.8±0.2㎎/ℓ)로 주입해 급수구역

의 모든 주민에게 먹도록 하는 사업이다. 치아우식증(충치) 예방목적의 정부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불사업을 추

진 중인 정수장은 전국 467개 중 16개에 불과하다. 수불사업은 1981년 경남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늘지 못한 채 해마다 

답보 상태다. 보건당국은 수불사업을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구강 

건강사업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원광대에 의뢰해 실시한 

수돗물불소농동조정사업 효과조사에 따르면 수불사업의 충치 예방효과는 수불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충치예방 효과가 40.7%를 

기록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6. 흡연과의 치아우식의 관련성

  선행연구에서, 흡연자군은 금연자군, 비 흡연자군에 비해 연령이 약간 높

고,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알코올섭취량도 많았다(p<0.05). 타액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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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구취, 전기미각역치 등의 임상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양치질 횟수나 치과방문 횟수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식경험영구

치율(DMFT rate), 치주가료필요 정도 및 니코틴 착색 정도에 있어서 흡연자군

과 비흡연자군 사이에는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이현석･김미은, 2011).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 부족으로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표  

 6).

7.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치아우식의 관련성

  이번 연구에서 커피섭취와 DMF Teeth 평균과의 관련성은 교육수준이나 수입 

정도, 즉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 전･후의 변화가 컸다. 특히 블랙커피와 DMF 

Teeth 평균이 음의 관련성을 보인 것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혼란효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 블랙커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스커피와 관련성은 평생 2만 잔 

이상을 마신 경우 마시지 않은 경우에 비해 DMF Teeth 평균이 2.5개 증가하였

다. 믹스커피를 평생 2만 잔 마신 경우는 하루 2잔씩 적어도 25년 경우로 추

정된다.

8. 연구의 제한점과 장점 

  이 연구에서 치아우식과 커피와의 명확한 연관성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 디자인으로 인해 치아 우식과 커피 소비 사

이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커피 소비가 치아 우식에 미치

는 정확한 영향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표본으로 한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 또는 커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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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표본을 세분하지 않았다.  

  셋째, 커피 용량은 컵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설탕, 우유 또는 크림과 같은 첨가제를 함유한 커피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신진대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다섯째. 구강검사 결과 중에서 결손치의 주된 원인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

이다.

  여섯째. 설문지 내용 중에서 커피섭취, 양치, 흡연, 운동 등의 생활습관이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경우 현재의 개선된 습관을 기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아는 한, 이것은 한국 성인의 커피 섭취량과 치아 우식 사이

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한 첫 번째 연구이다.  

  둘째로, 이 연구는 치아우식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믹스커피 섭취를 줄이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커피 소비와 치아

우식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보건학적으로 중요하며, 앞으로 추가

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Ⅳ.결론

  결론적으로 양치습관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믹스커피를 평

생 동안 2만 잔 이상 마신 경우,  마시지 않는 경우에 비해 DMF Teeth 평균은 

4.16개 많다. 치아우식을 예방하고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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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때 설탕과 프림의 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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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Coffee Intake Habit 

and Dental Caries

                                               Hong Kwan Wo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Aim: Sugar(monosacchalides)is risk factor of dental cari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intake of the instant coffee mix would increase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 The role of coffee has been under 

controversy due to the instant coffee mix which particular brands was 

innovated in korea at 1976, contain sugar and preme. The instant coffee 

mix was consumed the most frequently by Korean adults, and it was on 

the increasing trend among people who were middle aged or old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offee 

intake  and dental caries in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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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A sample 0f 609 adult individuals, both sexes,  

which survey conducted in 2018(feb.―jun.),who visited the dental 

clinic which located in Goyang city south korea, with or without a 

complaint about dental caries were considered as subjects. The 

participant's histories with regards to the coffee intake, such as, period 

of consumption, frequency of consumption, whether taken black coffee or 

the brand make instant mix coffee or with sugar or with cream and sugar 

was noted. Histories of type of diet, consumption of sweets, 

periodicity and intensity of brushing, and life style including 

smoking, drink alcohol and physical activity etc, were also noted. The 

participants who consumed beverage other than coffee were taken as 

the control. The oral examination was conducted by a dentist to find out 

total score of the decayed/missing/filled teeth. 

The data was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a percentage with standard error for categorial variables.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tudy the total  

cups of coffee intake through hole life and DMFT score after adjustment 

covariates including age and gender, smok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tooth blush.

The SAS (version 9.4)was used for all analys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fined as p < 0.05.

Result: The result showed that coffee most consumed was the instant 

coffee mix which is mingled with preme and sugar. The frequency on an 

average was about 3 cups per day. for an average period of 25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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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nts who drank the instant coffee mix more than 20.000cup 

through whole life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decayed/missing/filled 

teeth 4.16 more than who not drank the instant mix coffee (P=0.001).

The number of the decayed/missing/filled teeth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the instant mix coffee intake. 

(According to the overseas article review. coffee without sugar has 

anticaries action, but in the presence of additives, anticaries action 

of coffee was totally minimized.)

Conclusion: Thus the instant coffee mix daily consump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 arose multiple dental caries among korean ad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instant mix coffee is one of risk 

factor of dental caries and  required further prospective research .

Key words: Dental Caries, the instant mix coffee, Black-Coffee, DM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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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      )       여 (      ) 연령 만     세

거주지 시, 도 명:        읍,면 (         )   동 (         )

부 록

           

1.설문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커피섭취 및 생활습관과 치아우식증 연구를 위한 설문지

Ⅰ. 구강위생관리 (해당하는 곳에  0표시 하세요.)

1. 양치하는 시기는?  

아 침   점심식사 후   저 녁 야식/간식 후

양치여부
식사 전 식사 후

(           )
식사 후 자기 전

(         )
(      ) (       ) (      ) (     )

   ---- 하루 총 양치횟수는? (           )번

2. 양치시간은?

① 10초 이하           ② 10초 이상 30초 이하      ③ 30초 이상 1분 이하 

④ 1분 이상 2분 이하   ⑤ 2분 이상 3분 이하        ⑥ 3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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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칫솔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기간은?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2-3 개월  ④ 3-4개월  ⑤ 4-5개월  ⑥ 5개월 이상

4. 칫솔 구입 장소는?  

① 약국   ② 치과   ③ 마트    ④ 기타 (       )

5. 사용하시는 칫솔의 모의 굵기는?

① 거칠다  ② 보통이다   ③ 미세모이다  

6. 양치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배운 적이 없다

② 배우지 않았지만 나름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배운 적은 있지만 어려워서 배운 대로 잘 닦지는 못 한다.

④ 배운 대로 닦고 있다

7. 칫솔, 치약 이외의 구강청결 위생용품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을 사용하시는지?

① 모른다.

② 알지만 구입한 적이 없다.

③ 구입한 적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커피섭취습관 (현재, 과거 포함한 내용을 기재하세요.)

8. 현재나 과거에 커피를 마셨습니까?  예 (     )     ☞ 9번으로 가세요. 

                                     아니오 (     ) ☞ 16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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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종류와 잔 수?

 (현재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나 과거에 마셨다면 과거의 내용을 기재하세요)

믹스 (프림. 설탕) 커피                   잔

설탕 포함한 커피(모카, 라떼, 바닐라 등)                   잔

디카페인 커피                        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잔

기타종류의 커피(             )                   잔  

총 잔 수/일    ------------------------>                   잔

10. 해당하는 커피를  드신 후 양치여부는?

① 칫솔과 치약으로 양치 ② 물로 헹군다.  

③ 아무것도 안 한다. ④ 기타(         )

11. 해당하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아침 주간 야간 (          ) 기타

 잔 수
식전 식후

        잔         잔                잔
        잔         잔

12. 해당하는 커피를 마시는 장소는?

장소 집 직장 식당 작업장 (      ) 기타

커피 잔 수        잔         잔          잔          잔            잔

13.해당하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지속된 기간은?

① 1년 이하   ② 1-2년   ③ 2-3년   ④ 3-5년

⑤ 5-7년   ⑥ 7-10년   ⑦ 기타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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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세요)

① 가격이 저렴 ② 맛이 있어서 ③ 잠을 쫓기 위해 

④ 친목을 위해서 ⑤ 구하기 쉬워서 ⑥ 피로회복 ⑦ 습관이 돼서

⑧ 편해서 ⑨ 직장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

15. 믹스커피 혹은 설탕 포함한 커피가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을 일으킨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지?

① 몰랐다 ② 알고 있다 ③ 들은 적은 없지만 짐작은 했다

16. 커피 이외의 마시는 음료의 종류(예: 사이다, 콜라, 환타, 쥬스 외 기타)

와 하루섭취량은?  

음료 종류 (                        )   하루 섭취량 (             )리터

                                                          (          )컵

Ⅲ. 치아질환 관련요인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17. 하루 식사횟수는? ----   총  (         )회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야식 간식

18. 만약에 치과치료를 꺼리신다면 그 이유는 ? 

① 아플까봐서 ② 바빠서 ③ 경제적 이유로

④ 치과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⑤ 기타 (             )

⑥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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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루 섭취하는 물의 양은?    (              )리터  (        )컵

20. 혹시 불편한 치아가 있는지?(해당 사항 모두 표시)

① 씹을 때 아프다       ② 찬물에 시리다       ③ 뜨거운 음식에 시리다 

④ 밤에 잘 때도 아프다  ⑤ 평상시에도 아프다   ⑥ 치아가 흔들린다 

⑦ 씹기 힘들다         ⑧ 해당사항 없음

Ⅳ. 과거력 및 생활습관 

21.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약물치료

뇌졸중(중풍)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심근경색/협심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고혈압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당뇨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상지질혈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폐결핵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골다공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암포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2.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

니까?

뇌졸중(중풍) 예 아니오

심근경색/협심증 예 아니오

고혈압 예 아니오

당뇨병 예 아니오

기타(암포함)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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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다음은 귀하의 흡연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24. 지난 12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사용해보신 담배제품 종류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4-1. 일반담배를 

사용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피우십니까?

포함한 제품이었
습니까?

캡슐형 제품이
었습니까?

□ 예 (옆 질문으로 

가세요)

□ 아니오 (27로 

가세요)

□ 매일 피운다

□ 가끔 피운다

□ 지금은 안 

피운다 

□ 향 없음 
□ 멘솔
□ 멘솔 외 다른 향

□ 예  

□ 아니오

24-2.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피우십니까?

향을 포함한 제품이었
습니까?

을 포함하였
습니까? 

□ 예 (옆 질문으로 

가세요)

□ 아니오 (27번으로 

가세요)

□ 매일 피운다

□ 가끔 피운다

□ 지금은 안 

피운다 

□ 향 없음 
□ 멘솔
□ 멘솔 외 다른 향

□ 예  

□ 아니오

25. 지난 12개월 동안, 가열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IQOS, Glo, Lil를 의미함)를 사용한 적

이 있습니까?

① 예  (25-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26번으로 가세요)

25-1. 다음 가열담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얼마나 자주 
피우십니까?

평균 몇 개비

를 

피우십니까?

사용한지 얼마
나  되었습니
까?

□ 아이코스(IQOS)

□ 글로(Glo)

□ 릴(Lil)

□ 매일 피운다

□ 가끔 피운다

□ 지금은 안 

피운다 

            개비/

하루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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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난 12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담배제품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가 (Cigar) ② 소형 시가 (시가릴로, Cigarillo) ③ 롤링타바코

④ 물담배 ⑤ 씹는 담배 ⑥ 머금는 담배 (SNUS) ⑦ 없음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담뱃갑에 혐오 그림 (흡연관련 질환)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

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28. 혐오 그림이 들어간 담뱃갑을 보시고 담배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현재 혹은 과거에 담배를 사용한 경우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비흡연자는 32번 문항으로 가세요.) 

29-1. 얼마나 깊이 빨아들이십니까?    □ 입안까지만  □ 목까지  □ 폐까지

29-2. 아침에 일어나면 몇 분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

니까?

□ 5분 이내 □ 6-30분

□ 31-60분  □ 61분 이후

29-3. 금연구역(예: 지하철역, 극장, 식당 등)에서 흡

연욕구를 참기가 어려우십니까?
□ 예       □ 아니오

29-4.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 아침 첫 담배   □ 그 외의 담배

29-5. 하루 중 다른 때보다 아침에 담배를 더 자주 피

우십니까?
□ 예      □ 아니오

29-6. 누워있을 만큼 몸이 아플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      □ 아니오

30. 과거 흡연자의 경우, 언제 끊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______ 년 _____ 개월 전

31. 과거 흡연자의 경우, 금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건강이 나빠져서    ② 가족들이 반대해서  ③ 건강에 대한 본인의 염려로  

④ 의사가 권유하여서  ⑤ 경제적인 이유로    ⑥ 담뱃갑 광고그림을 보고  

⑦ 기타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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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흡연자 혹은 흡연자 모두 응답하여 주세요.

32. 지난 12개월 동안, 같이 사는 사람(가족 등)의 담배연기에 얼마나 노출되었습

니까? 

① 거의 없음   ② 1-2일/1주    ③ 3-5일/1주    ④ 거의 매일 또는 매일

※ 다음은 귀하의 음주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33. 귀하는 현재 음주를 하십니까?

  ① 예 (다음 34번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② 아니오, 현재 마시지 않지만 과거에 마심 (다음 34번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③ 아니오, 평생 마신 적이 없음 (다음 39번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34. 현재 술을 마시거나 과거에 술 마신 경우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34-1. 주로 마시는 술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소주   ② 맥주  ③ 와인   ④ 양주   ⑤ 막걸리   ⑥ 기타: (           ) 

34-2. 일주일 혹은 한 달에 며칠 정도 술을 마십니까? [1개 선택]

일주일에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한 달에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34-3. 한번 마실 때 몇 잔을 마십니까? [1개 선택]

① 1잔   ② 2잔   ③ 3잔   ④ 4잔   ⑤ 5잔   

⑥ 6잔   ⑦ 7잔   ⑧ 8잔   ⑨ 9잔   ⑩ 10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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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술을 드실 때 보통 언제 마십니까? 

(과거 음주자는 음주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보통 식사와 곁들여 마심   ② 보통 식사 전 또는 후에 마심   ③ 상관없음

35. 술을 마신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편입니까?

    (과거 음주자는 음주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처음 한 모금 마신 직후         ② 예, 약간 마신 뒤  

③ 예, 그러나 많은 양을 마신 뒤에만   ④ 아니오  

36. 보통 몇 잔부터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편입니까? 

    (과거 음주자는 음주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한 잔   ② 두 잔   ③ 세 잔   ④ 네 잔   ⑤ 다섯 잔   ⑥ 여섯 잔 이상

37. 술을 드시기 시작한 것은 몇 세부터 입니까?  ____________세 

   37-1. 술을 끊으셨다면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세) 

   37-2. 술을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건강이 나빠서      ② 가족들이 반대해서 

  ③ 현재 건강은 이상 없지만 향후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염려로

  ④ 의사가 권유하여서  

  ⑤ 경제적인 이유로    ⑥ 기타: (                               )

※ 다음은 배우자의 음주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38. 배우자께서 술을 마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8-1. 배우자께서 음주로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체질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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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운동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39. 귀하는 건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동하십니까?

  ① 예 (39-1번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② 아니오 (46번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39-1. 주로 하시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조깅  ② 스트레칭  ③ 걷기  ④ 등산  ⑤ 체육관 운동   ⑥ 요가 

⑦ 수영  ⑧ 에어로빅  ⑨ 골프  ⑩ 줄넘기   ⑪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39-2. 운동을 하실 때 회당 평균 몇 분 정도 하십니까? [1개 선택] 

① 15분미만   ② 15~29분   ③ 30~44분   ④ 45~59분

⑤ 60~89분   ⑥ 90~119분  ⑦ 120분이상

40. 건강을 관리를 위한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전

※ 다음은 평소 1주일간의 신체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41.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평소 1
주일간 며칠,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주당 (          )일

* 고강도 신체활동의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
도로 자전거 타기, 건설 현장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

하루에 (       )시간 (      )분

42.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평소 1
주일간 며칠,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주당 (          )일

* 41번 응답에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하고 답해주십시오.  
* 중강도 신체활동의 예>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보
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등

하루에 (       )시간 (      )분

43.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평소 1주일간 
며칠입니까?   

주당 (          )일

43-1.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4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주당 (         )일

45.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 앉아서 보낸 시간의 예>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 또는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아서 또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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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귀하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동안 서있습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③ 2시간   ④ 3시간   ⑤ 4시간   ⑥ 5시간 이상

47. 귀하는 보통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① 4시간 미만   ② 5시간   ③ 6시간   ④ 7시간   ⑤ 8시간   ⑥ 9시간 이상

48. 귀하의 발 사이즈는 몇 mm 입니까?   ________ mm

Ⅴ. 식이습관 (해당하는곳에 0표 하세요)

49.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행동습관을 얼마나 자주하였습니까? [모두 선택]

매일
4-6일/

1주

1-3일/

1주

1개월에 

한번

가끔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것질(야식 포함)

아침 거르기

외식, 길거리 음식 섭취

튀김 섭취

패스트푸드(피자, 버거등) 

과일 섭취

50. 시 음식을 먹을 때, 친구 또는 주변사람에 비해 얼마나 짜게 드시기를 좋아합

니까?

  ① 싱겁게 ② 보통 ③ 짜게 

51. 평상 시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맵기 정도는 얼마입니까?

  ① 약하게 ② 보통 ③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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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들어간 단 음식(케이크, 과자, 사탕, 초콜릿 등)을 즐겨 드십니까?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

 

53. 평소 탄산 및 청량음료 (무가당을 제외한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과일주스 포함)

를 얼마나 마십니까?

  ① 마시지 않음   ② 6~7일에 1회    ③ 4~5일에 1회    ④ 2~3일에 1회   

  ⑤ 하루에 1회    ⑥ 하루에 2회      ⑦ 하루에 3회 이상

Ⅶ. 일반적 특성

54.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동거)     ③ 별거 또는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                )  

5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직업군인 포함) 

   ⑪ 주부       ⑫ 무직       ⑬ 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  

   

56. 귀하의 최종학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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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난 1년 동안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월 평균 총 소득(세금공제 전)은 

얼마입니까?

  ① 250만원 미만 ② 250~350만원 미만 ③ 350~450만원 미만

  ④ 450~550만원 미만 ⑤ 5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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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검사지

            DENTAL CARIES : 

            MISSING TEETH :

            FILLING TEE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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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문 변수명 내용 비고
(가설)치아우식

증가

일반특성 ID 일련번호 1-609

NAME 성명

SEX 성별 1 남 ,2 여 남>여

AGE 연령 성인 저연령<고연령

RESID 도시명 지방>도시

I  구강위생

  관리

V1_1A 아침식사전양치 1, 0 증가요인

V1_1B 아침식사후양치 1, 0 감소요인

V1_1C 점심식사후양치 1, 0 감소요인

V1_1D 저녁식사전양치 1, 0 증가요인

V1_1E 저녁식사후양치 1, 0 감소요인

V1_1F 야식/간식후양치 1, 0 감소요인

V1_1 하루총양치횟수 회 증가시 우식감소

V1_2 양치시간 1,2,3,4,5,6 증가시 우식감소

V1_3 교체기간 1,2,3,4,5,6

V1_4 칫솔구입장소 1,2,3,4

V1_5 칫솔모굵기 1,2,3

V1_6 양치방법 1,2,3,4 양치법학습우식감소

V1_7 기타구강위생용품사용 1,2,3,4 사용시 우식감소

II 커피습관 V2_8 커피섭취여부 1. 0

V2_9A 믹스커피      잔수/일 증가시 우식증가

V2_9B 설탕포함커피      잔수/일

V2_9C 디카페인커피      잔수/일

V2_9D 블랙커피      잔수/일

V2_9E 기타커피      잔수/일

V2_9 총횟수      잔수/일

V2_10 커피후양치여부 1,2,3,4, 양치않으면우식증가

V2_11A

커피섭취시간과 잔수

 아 침 식

전     
잔/일

V2_11B
 아침식후 

   
잔/일

V2_11C
   주 간  

 
잔/일

V2_11D     야간  잔/일

V2_11E   기 타   잔/일

3. 설문지 마스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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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_12A

커피섭취장소 와 잔수

 집     잔/일

V2_12B  직장   잔/일

V2_12C   식당 잔/일

v2-12D
 작 업 장 
  

잔/일

V2_12E 기타   잔/일

V2_13 커피섭취기간(년) 1,2,3,4,5,6,7 길수록 우식증가

V2_14_1

커피습관이유

1,0

V2_14_2 1,0

V2_14_3 1,0

V2_14_4 1,0

V2_14_5 1,0

V2_14_6 1,0

V2_14_7 1,0

V2_14_8 1,0

V2_14_9 1,0

V2_15 믹스커피와우식연관정보 1,2,3
정보증가시우식

감소

V2_16A

기타음료.섭취량

직접기입
기타음료섭취증가

시우식증가
V2_16B 직접기입

V2_16C 직접기입

III 치아질환

V3_17 식사횟수/일 회

V3_17A 아침 1,0

V3_17B 점심 1,0

V3_17C 저녁 1.0

V3_17D 야식 1,0

V3_17E 간식 1,0

V3_18 치과치료연기이유 1.2.3.4.5.6

V3_19A 섭취물의양

/일

리터
증가시우식감소

V3_19B 컵

V3_20_1

치아불편

증상

저작시동

통
1,0

V3_20_2
찬물에시

림
1,0

V3_20_3
뜨거운물

시림
1,0

V3_20_4
수면중동

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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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_20_5 자발통 1,0

V3_20_6 치아동요 1,0

V3_20_7
저작기능

저하
1,0

V3_20_8 해당무 1,0

Ⅳ.과거력생활

습관

V4_21A_1 뇌졸증

진단

(본인)

1.0

V4_21A_2
심근경색/협

심증
1.0

V4_21A_3 고혈압 1,0

V4_21A_4 당뇨병 1,0

V4_21A_5 이상지질혈증 1,0

V4_21A_6 폐결핵 1,0

V4_21A_7 골다공증 1,0

V4_21A_8 기타(암포함) 1,0

V4_21B_1 뇌졸증

약물치료

(본인)

1,0

V4_21B_2
심근경색/협

심증
1,0

V4_21B_3 고혈압 1,0

V4_21B_4 당뇨병 1,0

V4_21B_5 이상지질혈증 1,0

V4_21B_6 폐결핵 1,0

V4_21B_7 골다공증 1,0

V4_21B_8 기타(암포함) 1,0

V4_22_1

부모,형제,질

환혹은사망원

인

뇌졸증 1,0

V4_22_2
심근경색

/협심증
1,0

V4_22_3 고혈압 1,0

V4_22_4 당뇨병 1,0

V4_22_5
기타9암

포함)
1,0

V4_23 B형간염보균자 1,2,3

V4_24_1

일반

담배

여부 1.2

흡연

V4_24_1A 빈도 1.2.3

V4_24_1B 향 1.2.3

V4_24_1C 캡슬 1.2

V4_24_2

전자담배

여부 1,2

V4_24_2A 빈도 1,2,3

V4_24_2B 향 1,2,3

V4_24_2C 니코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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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_25

가열담배

여부 1,2

V4_25_1 제품 1,2,3

V4_25_1A 빈도 1,2,3

V4_25_1B
몇 개기비/

일
직접기록

V4_25_1C 사용기간 직접기록(년)

V4_26 담배제품종류 1.2.3.4.5.6.7

V4_27
혐오그림

생각 1,2,3

V4_28 호감 1,2

V4_29_1

흡연행태

깊이 1,2,3

V4_29_2 아침흡연시간 1,2,3,4

V4_29_3 금연구역 1,2

V4_29_4 담배맛 1,2

V4_29_5 아침담배 1,2

V4_29_6 질환시흡연 1,2

V4_30_1
금연시기

년 직접기록

V4_30_2 개월 직접기록

V4_31 금연이유 1,2,3,4,5,6,7

V4_32 간접흡연 1,2,3,4

음주 V4_33 음주여부 1,2,3

V4_34_1

음주행태

술종류 1,2,3,4,5,6

V4_34_2 몇일
1.2.3.4.5.6.7.11.1

2.13.14.15.16.17

V4_34_3 몇잔/1번
1.2.3.4.5.6.7.8.9.1

0

V4_34_4 언제 1,2,3

V4_35 음주후홍조,어지러운 1,2,3,4

V4_36 몇잔부터“ 1,2,3,45,6

V4_37 음주시작(세) 직접기록

V4_37_1 금주(세) 직접기록

V4_37_2 금주이유 1.2.3.4.5.6

V4_38 배우자음주 1.2

V4_38_1 배우자음주홍조,어지럼 1.2

운동

V4_39 운동여부 1.2

V4_39_1 운동종류
1.2.3.4.5.6.7.8.9.1

0.11

V4_39_2 운동시간 1.2.3.4.5.6.7

V4_40_1
운동시작

년 직접기록

V4_40_2 월 직접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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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V4_41A

고강도

일/주

직접기록

V4_41B 시/일

V4_41C 분/일

V4_42A

중강도

일/주

V4_42B 시/일

V4_42C 분/일

V4_43A

10분이상도보

일/주

V4_43B 시/일

V4_43C 분/일

V4_44 근력운동 일/주

V4_45A
앉아있는시간

시/일

V4_45B 분/일

V4_46 서있는시간/일 1.2.3.4.5.6

V4_47 수면시간/일 1,2,3,4,5,6

V4_48 발사이즈 직접기록

V.식이습관

매일
4~6일

/주

1 ~ 3

일/주
1회/달 안함 비고

V5_49A 군것질 1 2 3 4 5

V5_49B 아침거르기 1 2 3 4 5

V5_49C 외식,길거리음식 1 2 3 4 5

V5_49D 튀김 1 2 3 4 5

V5_49E 패스트푸드 1 2 3 4 5

V5_49F 과일 1 2 3 4 5

V5_50 짜게먹기 1,2,3

V5_51 맵기정도 1,2,3

V5_52 단음식 1,2,3

V5_53 기타음료 1,2,3,4,5,6,7

Ⅵ.일반적특성

V6_54 혼인상태 1,2,3,4,5

V6_55 직업 1,2,3,4,5,6,7,8,9,10,11,12,13

V6_56 학력 1,2,3,4,5

V6_57 수입 1,2,3,4,5

구강검사

D 치아우식 갯수(치료받지않은우식)사랑니제외

M 상실치아수 선천적결손.충치,풍치요인.사랑니제외

F 치료받은치아수
사랑니제외.임프란트.크라운.브릿지.

의치.레진.아말감.기타수복물포함

T D+M+F 총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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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공고문

커피 섭취습관과 충치의 관련성 연구

저희 치과에서는 커피섭취습관과 충치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2) 장소: 혜인치과의원

3) 대상: 20세 이상 남녀로서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분 (500명)

4) 기간: 2018년 2-5월

5)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충치와 그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의 연관성을 연구

하며, 치아우식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위해 소통 강화

하고, 관련 보건 정책에 과학적 기초 근거 자료 마련하고자 함.

6) 참가비용: 무료

7) 참가답례품: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8) 연구 절차

- 동의서에 서명한 이 후에, 대상자는 귀하의 구강위생관리, 생활습관 및 

커피 섭취 습관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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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시술은 없으며, 설문

조사에 총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임

- 설문 후에 구강검사 시행하게 되며, 구강검사 시에는 환자 간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된 일회용도구를 사용하여 치과의사가 검사를 시행함 

(소요시간 5분)   

2018. 1. 30

                  혜인치과의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