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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aries preventive effects of oral health programs
composed of pit and fissure sealant and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in Hapcheon-Up, HapcheonGu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Dental surveys were conducted on 6 to 14 year old children at Hapcheon-Up, HapcheonGun in 2000 and 2009, respectively. The number of the subjects was 1,957 and 1,535 children in 2000
and 2009,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samples among total population aged 6 to 14 years in 2000
and 2009 was 90.6% and 92.3%, respectively. The obtained data from these surveys were analyzed
with the PASW statistical package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The 2009 dental health
data including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and fissure sealants on children’s permanent teeth was
compared to the 2000 dental health data, and assessed using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sample
t-test.
Results: DMF rate of 12-year olds was 76.9% in 2000, and it significantly decreased to 42.5% in 2009.
DMFT index of 12-year olds was 3.03 in 2000, and it significantly decreased to 1.07 in 2009. The prevalence rate of sealed permanent teeth among the 12-year olds was 15.4% in 2000, and it significantly
increased to 97.2% in 2009. The caries reduction rate from pit and fissure sealant added by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program was calculated as 44.7% in 12-year olds by the difference of DMFT index
between 2000 and 2009 yea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oth program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ing likelihood of experiencing no dental caries (OR=4.00, 95% CI; 3.23-4.9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ral health program composed of pit and fissure sealant
and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in Hapcheon was very effective in caries prevention. The program
should be expanded to other area to prevent dental caries among children.
Key Words: Dental caries prevention, DMF index, DMF rate, Fluoridation, Oral health program, Pits and
fissure sea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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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천군
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관내 초·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의 목적은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2009년에 다시 수행

건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는

한 바 있다. 2009년도는 대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인 치면열

데에 있다.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예방

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시행돼온 시점으

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6가지 목표, 즉, 치아

로 각 사업 병용에 따른 장기적인 우식예방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우식증 경험율 감소, 치아우식증 유병율 감소, 치주질환 유병율 감

의미 있는 조사시기로 여겨진다.

소, 노인치아건강수준 향상, 공공 구강보건 기본인프라 확보, 구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이 10년

건강생활 실천을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

동안 함께 시행돼온 합천읍 관내 아동들에 대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1). 특히 아동, 청소년의 치아우식증 경험율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면열구전색사업과

과 유병율 감소를 위해 대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인 치면열

수불사업의 병용에 따른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전색사업(치아홈메우기사업)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주된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연구대상 및 방법

치면열구전색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 치

1. 연구대상

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

본 연구에서는 합천읍 관내에 거주하면서, 재학 중인 모든 초

기 위한 사업으로 , 교합면의 치아우식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당일 등교한 학생에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치

대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0월 조사 당시 인원은

2)

면열구전색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

초등학생이 1,203명, 중학생이 754명으로 총 1,957명이었으며,

가 나온 취학전 아동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09년 6월 조사 당시 인원은 초등학생이 1,008명, 중학생이 520

50% 부담 하에 보건소 또는 민간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또

명으로 총 1,535명이었다(Table 1).

는 치과위생사에 의해 시술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치면열구전

2000년의 조사 대상 학생들 중, 초등학교 1학년(만 6세)부터

색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

5학년(만 10세)까지의 학생들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1996년부터

로 시행되고 있다 .

시행해 온 치면열구전색사업의 수혜 대상자였으며, 초등학교 6학

4)

수불사업이란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0.8 ppm:

년(만 11세)부터 중학교 3학년(만 14세)의 학생들은 치면열구전

0.8 mg/L)으로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구강

색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이었다. 반면에, 2009년에 조사된

보건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만 6세부터 14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치면열구전색사업의 수혜

처음 시작된 이후, 2010년 12월 현재 전국 25개 지역 약 300만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합천읍 관내에 시행돼온 수

명의 주민들이 수불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5). 수불사업의 우식

불사업의 혜택을 받은 집단이었다(Table 2).

예방효과는 미국의 경우 불소치약이 보급되기 전에는 60-70%이
던 것이 최근에는 불소공급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식감소율이
20-40%로 보고되고 있으며6),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비수불

2. 연구방법
2.1. 구강검사

지역에 비해 수불지역의 우식예방효과가 7-11세 아동에서 22.2-

2000년과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국민구강건강실태

46.2%라고 보고된 이래7), 많은 연구에서 수불사업의 우식예방효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자 일치도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치과의

과가 보고되었다8-12).
합천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996년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시작한 이래, 점차적으로 대상아동을 확대
하여 2009년에는 유치원 5세 아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을 대상으로 소구치와 대구치를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시
행한 바 있다. 또한 2000년부터 합천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
불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치아우
식증 예방사업의 결과, 2000년 대비 2006년의 합천읍 12세 아동
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76.9%에서 44.5%로 감소하였고, 우식
경험영구치아수가 3.03개에서 1.31개로 감소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이처럼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이 성실히 수행돼온
합천 지역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
어진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타 지역의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by age and gender in 2000,
2009 year

Age
Total
6
7
8
9
10
11
12
13
14

2000 year

2009 year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1,957
214
217
213
189
198
172
260
235
259

1,051
106
116
127
101
98
97
138
118
150

906
108
101
86
88
100
75
122
117
109

1,535
126
148
164
187
199
186
179
193
153

804
62
77
93
101
109
96
89
89
88

731
64
71
71
86
90
90
90
10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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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강검사 기준에 따라13) 치아우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각 사업의 수혜여부와 우식

식 실태와 치면열구전색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3대구치는 조사대

경험여부의 관련성 정도를 교차비로 제시하였다.

상 치아에서 제외되었으며, 조사자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카파지

모든 통계분석의 제1종 오류에 대한 유의수준은 0.05로 판정

수는 0.9이었다. 모든 구강검사는 합천군 보건소와 합천군 교육

하였으며, PASW 통계패키지 버전 18.0 (SPSS Inc., Chicago,

청, 그리고 조사 대상 학교의 승인을 얻은 뒤, 각 학교 보건실에서

IL, USA)을 이용하였다.

자연광 아래에서 시행되었다.

연구성적
2.2. 우식예방효과의 비교
합천읍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9년 동안 시행한 치면열

1. 2000년, 2009년 합천읍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 현황

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의 우식예방효과 평가를 위하여 2000년에

조사대상 학생들 중에서 2000년과 2009년의 치면열구전색

비해 수불사업만이 게재된 6-10세 학생과 2000년에 비해 수불사

보유자율은 각각 52.8%와 84.3%이었다. 2000년에 비해 2009

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이 게재된 11-14세 학생들을 따로 구분하

년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

여 우식예방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치부(상하악 견치, 절치,

율은 5.2%p 감소하였으며(P <0.01),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

전치)와 구치부(상하악 소구치, 대구치)에 대한 각 사업의 우식예

교 3학년 학생들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72.6%p 증가하여

방효과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P <0.01), 2000년 대비 417.2% 증가하였다(Table 3).

이를 위해 각 대상자들의 영구치우식경험여부, 우식경험영구
치수(DMFT index) 등을 산출하여 두 조사년도 간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2. 2000년, 2009년 합천읍 영구치우식경험자율(DMF rate)
현황

2.3. 통계 분석

험자율이 증가하였지만 2000년과 2009년의 영구치우식경험자

2000년과 2009년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영구치우식경
2000년과 2009년 조사대상자들에서 각 연령별로 치면열구

율은 각각 51.7%와 31.2%이었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감소율

전색 실태 및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

은 39.7%이었다. 2000년에 비해 2009년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

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이용하였다. 또한 2000년과

은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낮았으며(P <0.01),

2009년 조사년도 간의 우식경험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불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은 초등학교 6
학년과 중학생에서는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더 크게 감소되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subjects who benefited from waterfluoridation and dental-sealant program

2000 year
Age

2009 year

Dental
sealant

Water
fluoridation

Dental
sealant

Water
fluoridation

Y
N

N
N

Y
Y

Y
Y

6-10
11-14

Y, benefited from each program; N, not benefited from each program.

(Table 4).

3. 2000년, 2009년 합천읍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현황
조사대상 학생들의 2000년과 2009년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
는 각각 1.94개와 0.58개로 9년 동안 약 1.16개의 우식경험영구
치아수가 감소되었다. 2000년에 비해 2009년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조사된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Table 3. Proportion (%) of subject with dental sealant on permanent teeth at Hapcheon in 2000, 2009 year

2000 year (A)

2009 year (B)

6
7
8
9
10
Average

55.1
85.7
94.4
92.6
97.0
84.6

49.2
60.8
91.5
95.2
87.4
79.4

―5.9
―24.9
―2.9
2.6
―9.6
―5.2

―10.7
―29.1
―3.1
2.8
―9.9
―6.1

0.312
<0.001
0.308
0.390
0.001
0.004

11
12
13
14
Average

27.3
15.4
18.7
11.6
17.4

88.7
97.2
86.5
87.6
90.0

61.4
81.8
67.8
76.0
72.6

224.9
531.2
362.6
655.2
417.2

<0.001
<0.001
<0.001
<0.001
<0.001

Total

52.8

84.3

31.4

59.5

<0.001

*P -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Difference (C=B―A)

Rate of increase (C/A×100)

P-valu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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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5). 특히, 수불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혜택을 새롭게

불사업 노출 여부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받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에서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더 많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분석대상자들은 2000년과

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모두 치면열구전색사업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구치부

하지만, 2000년과 2009년 모두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간의

우식비경험자의 비율이 2000년에 72.0%에서 2009년에 82.6%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차이는 각각 1.04개와 1.00개로서 이 기간

로 10.6%p 증가하였다(P <0.01). 또한 수불사업 노출에 의한 구

중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증가는 변함이 없었다(Table 5).

치부 우식비경험 교차비(odds ratio)는 1.855 (95% 신뢰구간;

4. 수불사업의 우식예방효과

지 않은 경우보다 구치부 우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1.86배 높

1.480-2.325) (P <0.01)로서, 수불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그렇
2000년부터 9년 동안 시행된 수불사업의 전치부에 대한 우

았다(Table 6).

식예방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대상자들(초등 1-중등
3)의 전치부 우식경험 여부와 수불사업 노출 여부 관련성을 카

5. 수불 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병행의 우식예방효과

이제곱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치부 우식비경험자의 비율

수불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의 병용으로 거둔 우식예방효

이 2000년에는 95.7%에서 2009년에 98.8%로 3.1%p 증가하였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다(P <0.01). 또한 수불사업 노출에 의한 전치부 우식비경험 교

의 우식경험 여부와 수불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 병용 노출 여

차비(odds ratio)는 3.780 (95% 신뢰구간; 2.262-6.317)으로

부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

(P <0.01), 수불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자 중 우식비경험자의 비율

전치부 우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3.78배 높았다(Table 6).

이 2000년에 21.9%에서 2009년에 52.9%로 31.0%p 증가하였

수불사업의 구치부에 대한 우식예방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P <0.01). 또한 두 사업 동시 노출에 의한 우식비경험 교차비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의 구치부 우식경험 여부와 수

(odds ratio)는 3.997 (95% 신뢰구간; 3.229-4.953) (P <0.01)

Table 4. Proportion (%) of subject with caries experience on permanent teeth (DMF rate) at Hapcheon in 2000, 2009 year

Age

2000 year (A)

2009 year (B)

Difference (C=B―A)

Rate of increase (C/A×100)

P-value*

6
7
8
9
10
Average

7.5
16.6
27.7
38.1
53.5
28.0

2.4
7.4
15.9
20.3
33.2
17.5

―5.1
―9.2
―11.8
―17.8
―20.3
―10.5

68.0
55.4
42.6
46.7
37.9
37.5

0.053
0.011
0.006
<0.001
<0.001
<0.001

11
12
13
14
Average

71.5
76.9
77.9
83.8
78.1

34.9
42.5
52.8
60.1
47.1

―36.6
―34.4
―25.1
―23.7
―31.0

51.2
44.7
32.2
28.3
39.7

<0.001
<0.001
<0.001
<0.001
<0.001

Total

51.7

31.2

―20.5

39.7

<0.001

*P -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Table 5.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DMFT index, mean±sd) at Hapcheon in 2000, 2009 year

Age

2000 year (A)

2009 year (B)

Difference (C=B―A)

Rate of increase (C/A×100)

P-value*

6
7
8
9
10
Average

0.11±0.47
0.35±0.90
0.66±1.27
0.86±1.37
1.33±1.63
0.64±1.25

0.02±0.15
0.11±0.49
0.26±0.71
0.36±0.85
0.65±1.11
0.32±0.81

―0.09
―0.24
―0.40
―0.50
―0.68
―0.32

―81.8
―68.6
―60.6
―58.1
―51.1
―50.0

0.017
0.002
<0.001
<0.001
<0.001
<0.001

11
12
13
14
Average

2.40±2.40
3.03±2.68
3.77±3.61
4.07±3.42
3.39±3.16

0.72±1.29
1.07±1.66
1.50±1.96
2.07±2.47
1.31±1.93

―1.68
―1.96
―2.27
―2.00
―2.08

―70.0
―64.7
―60.2
―49.1
―61.4

<0.001
<0.001
<0.001
<0.001
<0.001

Total

1.94±2.73

0.78±1.52

―1.16

―59.8

<0.001

*P -value 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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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portion of subject with caries experience on anterior and posterior permanent teeth and odds ratio for caries free by exposure of
water fluoridation

Caries experience

Exposure of water
fluoridation

Yes (%)

Anterior teeth
No (2000 year)
Yes (2009 year)
Total
Posterior teeth
No (2000 year)
Yes (2009 year)
Total

No (%)

Total

Odds ratio

84 (4.3%)
18 (1.2%)
102 (2.9%)

1,873 (95.7%)
1,517 (98.8%)
3,390 (97.1%)

1,957 (100%)
1,535 (100%)
3,492 (100%)

1
3.780 (2.262-6.317)

289 (28.0%)
143 (17.4%)
432 (23.3%)

742 (72.0%)
681 (82.6%)
1,423 (76.7%)

1,031 (100%)
824 (100%)
1,855 (100%)

1
1.855 (1.480-2.325)

Table 7. Proportion of subject with caries experience on posterior permanent teeth and odds ratio for caries free by exposure of water fluoridation
and dental sealant

Caries experience

Exposure of water fluoridation
and dental sealant

Yes (%)

Posterior teeth
No (2000 year)
Yes (2009 year)
Total

723 (78.1%)
335 (47.1%)
1,058 (64.6%)

No (%)
203 (21.9%)
376 (52.9%)
579 (35.4%)

Total

Odds ratio

926 (100%)
711 (100%)
1,637 (100%)

1
3.997 (3.229-4.953)

로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을 동시에 혜택 받은 경우, 그

였다19). 1990년부터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4.00배 높은 것

에서도 수불사업으로 괄목할만한 우식예방효과를 거두었다20). 12

으로 나타났다(Table 7).

세에서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수불사업 시작 직전해인 1989년에
는 84.0%이었다가 2003년 평가결과 38.2%로 감소되었으며, 우

고 안

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89년 3.4개에서 2003년 0.85개로 대폭 감
소되었다. 뉴질랜드에서 2005년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계층별 우

Sterritt과 Frew 는 남태평양 Guam에서 15,000명 아동

식경험영구치지수의 차이가 비수불지역보다 수불지역에서 줄어

들을 대상으로 2년간 대구치에 열구전색을 한 결과, 우식경험영

지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21). Kwant 등22)은 수불사업 지역

14)

구치면지수(DMFS score)가 45.4%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과 비수불사업 지역의 15세 아동에서 우식경험치면지수을 비교

Ahovuo-Saloranta 등15)은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열구전색 후

하여 산출한 결과, 우식예방률이 협·측면에서 86%, 인접면에서

12개월에서 우식경험영구치면수가 86%까지 감소하였으며, 전색

75%, 교합면의 소와열구면에서 31%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후 48-54개월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면수가 57% 정도 감소하였

이와 같이 치면열구전색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

다고 보고하였다. Mejàre 등 은 제1대구치에 대하여 레진 기반

식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우

16)

열구전색재로 전색하였을 경우, 상대우식위험도가 33% 정도 감

선적으로 고려되는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된다고 보고하였다. Do 등17)은 초등학교 7-12세 아동 236명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주도

대상으로 열구전색을 실시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27개월 후에

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합천군 지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35%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했으며, Kim과

역은 그 중 가장 모범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진행한 곳 중

Jang 은 12세 아동 69명의 우식의문치아를 대상으로 열구전색을

하나이다.

18)

하고, 1년 후에 새로이 발생된 우식영구치수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영구치 우식예방률이 70.05%이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합천군보건소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합천군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영구치에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

한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우식예방효과로서 아일랜드

시하였고, 2000년부터 합천읍정수장에서 불화나트륨을 이용하

더블린에서는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1961년에는 5.2개이

여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로 맞추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었으나, 1964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후 1997년 평가결과 1.1로 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처음으로 구강검사를 한 2000년 10월 합천

소되었으며, 1992년 수불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영국 글라스

군 합천읍에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이 5년째 실시되고 있었으며, 수

고우와 비교조사 결과,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글라스고우에

불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 시기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다시 구강

서는 2.7개이었지만 더블린에서는 1.5개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

검사를 한 2009년 6월에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이 14년째 실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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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each DMFT index (2000, 2009 year).

있었으며, 수불사업이 10년째 실시되고 있었다. 치아우식증 예방

합천읍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2000

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

년 51.7%에서 2009년 31.2%로 약 20.5%p 감소하였으며, 우식

을 장기간 병행하여 실시한 합천군 합천읍 구강보건사업의 효과

경험영구치아수는 2000년 1.94개에서 0.78개로 약 1.16개 감소

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하였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
사업에 의해 각종 치아우식증 관련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합천읍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다. 특히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이 동시에 게재된 초등학

2000년 52.8%에서 2009년 84.2%로 약 31.4%p 증가하였다. 이

교 6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 감소량(평균

는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면열구전

30.0%p)은 수불사업만이 게재된 초등학교 1-5학년 학생들(평균

색사업을 수행한 결과이다. 2000년은 치면열구전색사업이 시행

12.8%p)보다 크게 나타났다. Armfield와 Spencer26)도 호주의

된 지 5년이 채 안된 시기이고, 주로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

4-15세 아동 7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단

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들은 치면열구전

독의 우식감소율이 36.4%인데 반해, 수불사업과 병용한 경우에

색보유자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은 초등학생 때부터

서는 우식감소율이 55.0%에서 82.4%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혜택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급하

였다. 이를 통해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을 병용하는 것은

였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의 차이

우식 감소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과 2009년 모두 초등학

2000년의 경우 합천의 12세 아동(중학교 1학년)의 영구치우

교 1, 2학년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이 낮은 것은 조사대상학생

식경험자율(DMF rate)은 76.9%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

들의 유치, 영구치 교환시기에 따른 전색 대상자의 선정에 기인한

사27)의 군 지역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인 83.2%와 큰 차이를 보이

것으로 여겨진다.

지 않지만, 2009년의 경우에는 합천의 12세 아동의 DMF rate은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 전국 군 단위지역

42.5%로 이와 비슷한 시기의 전국 자료인 2010년 국민구강건강

의 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57.8%인데 반해, 본 연

실태조사28)의 군 지역 평균인 65.3%보다 매우 큰 차이(23.3%)가

구에서 나타난 합천읍에서는 97.2%로서 전국 군지역 평균보다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식경험영구치아수 역시 전국 군단위 평균

39.4% 높았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합천군

과 비교했을 때, 2000년에는 0.31개의 차이가 났던 것이 2009년

보건소가 타 지역보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시작하고 적극적

1.12개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합천읍 12세 아동(중

23)

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Hassall 등 은 1994

학교 1학년)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1.07로 세

년 영국 14-15세 아동들의 열구전색영구치보유자율이 Doncast-

계 평균인 1.729)보다 매우 낮으며, 이는 구강건강 선진국의 수준

24)

er에서 50%, Hereford와 Worcester에서 47%, Wycombe에서

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처럼, 2009년 현재 합천읍 관내의 초, 중학

는 30%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umar와 Wadhawan25)은 미국

생들의 구강건강수준은 전국 대비 매우 우수하며, 지난 10년 동안

뉴욕주의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합천군의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조사 분석한 결과, 열구전색을 수혜한 아동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알 수 있다.

41%에서부터 88%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2000년의 합천읍 관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사이의 우식경

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합천읍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세계

험영구치수의 차이는 1.04개였으며, 2009년 역시 1.00개로 중학

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 1학년과 3학년 간 우식경험영구치아개수의 차이는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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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

들은 2000년에 비해 치아우식증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4.00

소하지 않았다(Table 5). 또한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역시 2000년

배 높게 나타났다(Table 7).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치면열구

에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6.9%임에 반해 2009년에는

전색만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불사업을 부가적으

17.6%로 상대적으로 2009년 중학교 학생들의 우식증가율이 높

로 시행한다면, 우식 예방효과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으며, 수불사

았다(Table 4).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2009년 중학생들에

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 여겨진다.

있어서 치면열구전색과 수불사업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감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치아우식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하게 한 어떤 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학교 1학년(12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치면열구전색과 수불

세)의 경우, 구강위생에 취약한 제2대구치의 맹출 시기이므로 치

사업만을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각 조사대상자들의

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구강건강관련 행태요인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칫솔질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고등학생은

못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칫솔질을 스스로 하는데 반해, 중학

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

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2010

용품 시장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 이

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

외의 원인으로도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학년의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각각 2.73회, 2.89회인데 반해,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학교 1학년의 칫솔질 횟수는 2.61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27).

들을 고려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의 우식예방효과를 평

즉, 중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치아우식증 예방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우식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결 론

위해서는 제2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아울러, 칫솔질
교육과 학교양치시설 확충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에서 합천읍 아동들을

한편, 2000년에 비해 2009년도의 우식고위험군이 감소하긴

대상으로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사업과 2000

하였지만, 여전히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3개 이상을 상회하는 우

년부터 시행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식고위험군이 존재하고 있다(Fig. 1). 따라서 합천읍 아동의 치아

를 평가하기 위해 합천읍 관내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0

우식증을 더 감소시키고,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년과 2009년에 각각 1,957명과 1,535명에 대하여 치아우식증 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 이외에도 고위

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험군 아동을 찾아내어서 그들이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요인을 찾
아내고 그 요인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

1. 합천읍 관내 초, 중학생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2000년
에 52.8%에서 2009년에 84.2%로 증가하였다.

재보다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2. 합천읍 관내 초, 중학생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과 우식경험

는 2002년부터 치면열구전색사업을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채

영구치아수는 2000년에 51.7%와 1.94개에서 2009년에 31.2%

택하고, 보건소와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와 0.78개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 2009년의 영구치우식경

2009년 12월부터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하는 치면열구전색 진료

험자율의 감소율은 39.7%이었다.

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치면열구

3. 수불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수불사업이 시작되기 전보다

전색사업 경비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면

전치부 우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3.78배 높았으며, 구치부 우

열구전색사업을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30). 이로 인

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은 1.86배 높았다.

해 우식고위험군인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

4. 치면열구전색사업과 수불사업을 동시에 혜택 받은 경우, 그

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치면열구전

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식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4.00배 높았다.

색사업의 지속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합천읍 아동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시행된 치면열

10년 동안 합천읍 관내에서 시행된 수불사업의 결과, 초등학

구전색사업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

생 1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 사이에서 전치부 치아우식을 경험하지

적이었으며, 수불사업 단독 시행보다 치면열구전색사업과 병용이

않을 가능성이 수불사업 시행 전인 2000년에 비해 3.78배 높게 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타났으며, 구치부의 경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5학년 사이에서
1.86배 높게 나타났다(Table 6). 수불사업의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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