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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caries risk group
among 12-year-old children in Korea.
Methods: Information on oral health status and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6,253 children (3,309
male and 2,944 female children) aged 12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in 2010. The subjects were sorted according to the decayed missing filled tooth (DMFT) data.
The highest one-third was selected as the significant caries (SiC) group (N=2,184), and the others were
classified as the middle group (N=4,466) and the caries-free group (N=7,067). This study also used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rea of residence. The variables for the oral health behavior
were the number of dental sealants on the first molar, self-perceived oral health, averag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per day, and the mean frequency of daily snack consumption. The variables for the oral
health status were the mean number of DMFTs and the SiC index.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high
caries risk group and the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related
consciousness and behavior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high caries risk group participants had no dental sealant on
the first molar (46.4%) and lived in rural areas (38.1%, P <0.05). The determinants of the high-risk
group were whether the first molar was sealed (‘0’, OR=52.67) and the self-perceived oral health (‘fair’,
OR=1.43, ‘poor’, OR=2.09).
Conclus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caries risk group among 12-year-old Korean children were
the absence of dental sealant on the first molar, poor self-perceived oral health, gender, and region.
Key Words: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Significant caries index

2000” 계획을 발표하였으며1), 그 중 구강건강 목표는 2000년까

서 론

지 전 세계 12세 아동의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지수(Number of

198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aganisation,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DMFT index)를 3이하

WHO)는 인류의 건강을 목표로 “Health for all by the year

로 정하였다2). 이후 세계 각국의 공중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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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영 등의 노력으로 DMFT index는 꾸준히 감소하였다3,4). 그

우되며, 고위험군 집중관리법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나 1980-1990년대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DMFT index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 하

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의 폭이 둔화되었다 . 이러한 현

기위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을 타겟팅할 수

상에 대해 Burt7)는 우식경험치아가 없거나, 낮은 집단이 증가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는 동시에 우식경험치아가 높은 군도 함께 증가한 것에서 기인된

그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고 하였으며, Bratthall8)이 치아우식증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분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리 활발하게 진

석한 결과, DMFT 값이 비대칭으로 분포(skewed distribution)

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Kim 등15)의 몇몇 연구에 국한되어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12세의

있다.

5,6)

DMFT 값이 매우 높은 집단이 있는 반면에 낮은 DMFT를 보이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거나, 치아우식증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있다고 보고하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그 특성

다9,10). 이는 우식경험을 나타내는 DMFT index가 인구집단 내

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련행태 중 고위험

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인구집단에서 매우 높

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은 즉,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12). 그
러므로 DMFT index만을 이용해 우식유병률을 표현한다면 분포

연구대상 및 방법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치아우식증의 위험에 대해 취약
한 집단이 감춰진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12,13). DMFT index의 경

1. 연구대상

우 치의학연구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개인의 평

이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행된 2010년

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식경험치아

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가 매우 높은 군, 혹은 낮은 군을 측정하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

표본선정은 층화집락표본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문이다.

사용하였으며,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고위험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

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지수(Significant

35,883명으로 남자 18,880명(52.4%), 여자 17,003명(47.6%)

Caries Index, SiC index)를 제안하였으며, 2015년까지 12세 아

이었다. 그 중 12세 아동 6,252명의 구강상태 및 설문조사 자료를

동의 SiC index를 3 이하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 치아

분석에 이용하였다.

14)

우식증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국가보
다 먼저 관심을 두었던 스웨덴, 자메이카, 세네갈 등은 1990년대

2. 연구방법

후반 SiC index가 3개 이하로 나타났다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였

우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구강보건의식행태와 구강검진을 통

12세의 SiC index는 6.14개로 나타났고 , 2006년에는 5.16개로

한 예방처치상태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강보건의식행태는 주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5).

적 구강건강인식, 구강진료기관 이용실태, 구강보건관련행태, 우

12)

우식경험치아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되기

식성 식품섭취빈도와 치통경험으로 분류하였으며, 예방처치상태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대비 효과적인 면에서 전체인

는 제1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구강건강

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예방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 그러나

관련지수는 제3대구치를 제외한 28개 영구치를 분석에 사용하였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차원의 사업의 경우 집단을

으며, 전체대상자의 DMFT index와 각 요소, 즉 DT, MT, FT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로 사용하였다.

7)

이미 최고의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방
법으로 제공됨으로 필요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을 나타내는 지표인 SiC index는 연구대
상자를 DMFT index 기준으로 높은 수를 우선으로 하여 순위별

치아우식증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수의 집단에서

로 나열한 다음 상위 1/3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DMFT index를

치아우식증이 다발하는 고위험군이 존재한다11,12). 질병의 위험도

계산한 값이다14).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위험요소를 알아보기

와 관계없이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전략은 특정집

위해 고위험군(SiC group)과 고위험군에는 속하지 않으나 1개 이

단에 집중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위험군을 집중관리

상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갖는 우식경험군(Middle group), 그리고

한다면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비우식군(Caries-free group)으로 분류하였다.

및 국가의 예산낭비를 줄이며,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16,17). 고위험군 집중관리법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소수집
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18,19).
공중보건사업의 방향은 질병의 분포 특성과 효율성에 따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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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T index를 이용하여 순위별로 나열한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아우식증을 경험하지 않은 비우식군은 2,442명(39.1%), 고위험

산정방식의 특성에 따라 단순임의 추출방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

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개 이상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갖는 우식

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경험군은 1,627명(26.0%)이었다.

활용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련 행태에 따

12세 아동의 평균 DMTF index는 2.08개이었고, 치아우식증

른 고위험군, 우식경험군, 비우식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고위험군의 DMFT index는 4.86개(Range=20-3), 우식 경험군

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건강관련 행태 중 고

은 1.47개(Range=2-1)로 나타났다(Fig. 1).

위험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하였으며, 세 개 이상으로 분류된 범주형 독립변수의 경
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켜 독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우식경험군 및
비우식군의 분포

립변수를 보정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성별 분포는 남학생 중 고위험군은 995명(30.1%), 비우식군

용 소프트웨어인 SPSS 18.0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이 1,446명(43.7%)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고위험군 1,189명

Science, Ver. 18.0, Chicac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40.4%), 비우식군 996명(33.8%)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고위험군 분포율이 높았다(P <0.001).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의 경우 비우식군이

연구성적

각각 40.2%, 39.6%로 가장 많았고, 전원지역에서는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1.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우식 경험군, 비우식군의 분포

있었다(P =0.003)(Table 1).

연구 대상자 중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은 2,184명(34.9%), 치

3. 구강건강관련 행태에 따른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우식 경험
군, 비우식군의 분포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고위험
군 18.8%, 우식경험군 24.5%, 비우식군 35.0%으로 비우식군에
서 가장 많았으며, 지난 1년간 치과치료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는 고위험군 61.7%, 우식경험군 53.5%, 비우식군 46.4%
이었고, 치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고위험군 36.5%, 우식경험군 53.5%, 비우식군
4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또한 지
난 1년간 치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고위험군
42.7%, 우식경험군 37.1%, 비우식군 29.2%으로 고위험군이 가
장 많았다.
하루 중 우식성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고
위험군 10.1%, 우식군 9.3%, 비우식군 10.5%로 그룹 간 차이가
Fig. 1. DMFT index for a population, expressed as frequency distribution.

없었고, 하루 중 우식성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는 우식경험

Table 1. Oral status according to demographics in SiC group, middle group and caries-free group in 12-years children

Total
Total

6,253 (100.0)

SiC group

Middle group†

Caries-free group

2,184 (34.9)

1,627 (26.0)

2,442 (39.1)

P-value*

Gender
Boys

3,309 (52.9)

995 (30.1)

868 (26.2)

1,446 (43.7)

Girls

2,944 (47.1)

1,189 (40.4)

759 (25.8)

996 (33.8)

Metropolis

2,766 (44.2)

974 (35.2)

681 (24.6)

1,111 (40.2)

Cities

2,695 (43.1)

908 (33.7)

720 (26.7)

1,067 (39.6)

792 (12.7)

302 (38.1)

226 (28.6)

264 (33.3)

<0.001

Region

Rural area

0.003

Values expressed N (%).
*P -value by crosstabulation.
†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the group, but not S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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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demographics in SiC group, middle group and caries-free group in 12-years children

Total
Total

6,253 (100.0)

SiC group

Middle group

Caries-free group

2,184 (34.9)

1,627 (26.0)

2,442 (39.1)

P-value*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ealthy

1,663 (26.6)

411 (18.8)

397 (24.5)

855 (35.0)

Fair

3,307 (53.0)

1,165 (53.4)

903 (55.6)

1,239 (50.8)

Poor

1,275 (20.4)

606 (27.8)

323 (19.9)

346 (14.2)

<0.001

Dental treatment demand (1 yr)
No

2,899 (46.4)

835 (38.3)

756 (46.5)

1,308 (53.6)

Yes

3,351 (53.6)

1,347 (61.7)

871 (53.5)

1,133 (46.4)

No

3,415 (67.6)

1,165 (63.5)

914 (68.6)

1,336 (70.8)

Yes

1,640 (32.4)

671 (36.5)

418 (31.4)

551 (29.2)

No

3,980 (63.7)

1,250 (57.3)

1,023 (62.9)

1,707 (70.0)

Yes

2,267 (36.3)

931 (42.7)

603 (37.1)

733 (30.0)

633 (10.1)

226 (10.3)

151 (9.3)

256 (10.5)

5,620 (89.9)

1,958 (89.7)

1,476 (90.7)

2.186 (89.5)

<0.001

Unmet need of dental treatment (1 yr)
<0.001

Experience of toothache (1 yr)
<0.001

Frequency of snack intake (1 day)
No intake
≥1

0.419

Frequency of cariogenic beverages (1 day)
No intake

2,319 (37.1)

792 (36.3)

575 (35.3)

952 (39.0)

≥1

3,934 (62.9)

1,392 (63.7)

1,052 (64.7)

1,490 (61.0)

0.038

Number of sealant teeth (1st molar)
17 (0.8)

125 (7.7)

616 (25.3)

1-3

2,033 (32.5)

758 (12.1)

560 (25.5)

791 (48.6)

682 (27.9)

0

3,462 (55.4)

1,607 (73.6)

711 (43.7)

1,144 (46.8)

4

<0.001

Values expressed N (%).
*P -value by crosstabulation.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0.038).

경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1.29배 높았다.

제1대구치 모두에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한 대상자는 고위험군

또한 제1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 여부에 따른 비우식군과 고

0.8%, 우식경험군 7.7%, 비우식군 25.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위험군의 위험비는 전색치아가 1-3개일 때 26.37, 0개일 때 52.67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01)(Table 2).

로 치면열구전색을 하지 않은 경우 고위험군에 포함될 위험비가
높았다(Table 3).

4.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관련 행태와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의 관련성

고 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비우식군에 비해 우식경험군에 포함될
위험비는 1.20배, 고위험군은 1.62배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지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아우식증유병률은 점차

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고위험군에 포함될 위

감소하였으나1,4), 최근에는 이전과 같은 큰 폭의 감소는 보이지 않

험비가 0.90배 낮았고, 그에 비해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았다. 그 이유는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1.52배 높았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

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20),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는 대상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치아우식증 고위

Lee와 Kwon12)이 처음으로 치아우식증 고위험군과 SiC index의

험군에 포함될 위험이 2.60배 높게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해 보고한 이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치아우식증 고

미충족치료필요, 우식성음식섭취 등의 구강건강행태와는 연

위험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5,16,21,22), 이전 연구는 일부지

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치통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역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표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대상자에 비해 치통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비우식군에 비해 우식

단순한 SiC index만을 산출하거나 비교하는 형태로 치아우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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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 of caries-free group
and SiC group, middle group in 12-years children

Middle groupa
OR

(95% CI)

SiC groupb
OR

(95% CI)

Gender

남학생에게서는 비우식군이 43.7%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여학생은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Table
2),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포함될 위험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Sohn 등23)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제1대구치 맹출시기가 더 빠르고

Boys

1.000

1.000

식습관등의 차이로 인해 치아우식증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Girls

1.203 (1.037, 1.395)

1.617 (1.441, 1.929)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12).

Region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대

Metropolis (ref)

1.000

1.000

상자가 비우식군에 비해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포함될 위험이

Cities

1.011 (0.865, 1.183)

0.898 (0.771, 1.045)

2.60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 등24)의 연구결과와 같이 주

Rural area

1.442 (1.137, 1.828)

1.519 (1.202, 1.919)

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로 보인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객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검진할

Healthy

1.000

1.000

수 없는 경우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참고하여 고위험군 대상

Fair

1.498 (1.256, 1.786)

1.708 (1.432, 2.037)

자를 구분해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Poor

1.650 (1.308, 2.080)

2.602 (2.086, 3.247)

Dental treatment demand (1 yr)

우식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수록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분
포할 위험성이 낮은양상을 나타냈지만(Table 3), 통계적으로 유

No

1.000

1.000

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그 이유는 설문조사에서 지난 하룻동안

Yes

1.837 (1.603, 2.105)

1.336 (1.157, 1.544)

의 우식성식품섭취 빈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감소된

Unmeet need of dental treatment (1 yr)

결과로 보인다.

No

1.000

1.000

Yes

1.371 (1.186, 1.584)

1.080 (0.922, 1.265)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 상태에 따른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에

Experience of toothache (1 yr)

포함될 위험비는 치면열구전색이 1-3개 치아 이하로 처치되어 있
으면 26.37배, 전색처치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52.67배 높아졌다

No

1.000

1.000

(Table 3). 이는 Berger 등2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며, 우리

Yes

1.439 (0.676, 1.057)

1.289 (1.109, 1.498)

나라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으로 시행되어온 치면열구전색사업은

Frequency of snack intake (1 day)

영구치 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No intake

1.000

1.000

≥1

0.845 (0.676, 1.057)

0.974 (0.763, 1.242)

Frequency of cariogenic beverages (1 day)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 단면연구 특성상 위험요인과
치아우식증간에 시간적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
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와 차이가 있는 설문

No intake

1.000

1.000

≥1

1.073 (0.935, 1.231)

1.150 (0.991, 1.1335)

Number of sealant teeth (1st molar)

조사 결과를 사용했거나 혹은 원하는 정보가 없을 수 있었다. 특
히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측정이 배제되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안하여야겠다. 두 번째로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

4

1.000

1.000

1-3

5.426 (4.250, 6.929)

26.370 (15.490, 44.892)

0

3.239 (2.542, 4.127)

52.670 (31.152, 89.052)

OR,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a
Caries-free group will be compared to the middle group of factors.
b
Caries-free group will be compared to the SiC group of factors.
Calculated from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of the components
with other factor.

여부와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관련성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비를
나타냈지만, 이 결과는 치면열구전색 이후 치아우식증 치료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치면열구전색을 하지
않는 것이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치면열구전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혹은 추적조
사를 통해 치면열구전색 시행 후 탈락율과 치아우식증 이환 상태
등과 함께 조사를 시행하면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iC index의 경우 기존의 DMFT index가

고위험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가지는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DMFT index의 제한점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2세

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의 SiC index를 구하고,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위험요인에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시행된 국민구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강건강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평균 DMFT index는 12세 2.08개로

치아우식증 상태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둘째, 이전연구와는 달리

나타났고, SiC index는 12세 4.86개로 나타났다. Yoo 의 연구결

단순히 SiC index를 제시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우식

과에 의하면 12세의 SiC index가 2000년 6.13개, 2006년 5.16개

증 고위험군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고위험군의 위

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험요인을 추정하여 더욱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같은 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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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공중구강보건사업계획에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이 연구는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특성을 파악하고, 위
험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전체 자료 중 12세 아동을 연
구대상자로 선별한 다음 치아우식증 고위험군과 우식경험군, 비
우식군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구강건강관련 행태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전체 평균 DMFT index는 2.08,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SiC index는 4.86으로 나타나 이를 3.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특정대상자별 구강보건 사업이 필요하겠다. 또한 고위험
군의 분포가 높은 전원지역 12세 아동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가 우선 되어야 하겠다.
2. 비우식군에 비해 치아우식증 고위험군의 위험요소는 성별,
지역, 주관적구강건강상태, 치과치료여부, 미충족치과치료, 잇솔
질횟수, 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 개수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 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 개수가 가장 위험비가 높았
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가 적극 권장되어
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항목을
참조하여 향후 새로운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기초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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