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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gene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us.
Methods: Subjects aged ≥19 years participated in a health questionnaire in the third year of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5).
Results: Analysis of the overall path of periodontal disease showed that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eases and oral health behavio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quality of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conditions, while analysis of the
overall trend of the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DMFT) index show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quality of life through mediation between oral and oral health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association of general health status with quality of life, and its effect thereon,
were confirm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oral health behaviors and oral health conditions.
Conclusion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relation of general diseases to oral health
management. Special oral health departments need to be established in both general and university
hospitals, and dental hygienists in charge of oral care need to be deployed to improve oral health for
general diseases. Manuals and systems for oral health management and oral health promotion need
to be developed for certified dental hygienists in Japan, specifically for each systemic disease. For
example, hygienists should have guidance on the oral health practices that help in the prevention of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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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리대상 만성질환의 범주로

서 론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퇴행성관절염, 암 등을 5개 질환으로 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전체사망의 81%를

하고 있으며2),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중 당뇨병, 심뇌혈관질환은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들의 고혈압, 뇌

OECD 평균보다 높고, 천식은 OECD 평균의 2배, 당뇨병은 34개국

졸중, 당뇨병,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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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고혈압제와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2. 연구변수

등의 수많은 약물과 갑상선 종양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 등은 타액
분비 감소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시켜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4).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세 가

구강건강은 영양섭취와 소화를 도와 전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하며, 외모와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5), 저작
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인
6)

영향을 주게 되며 , 전신건강 및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7)

2.2. 전신건강상태
순환기는 뇌졸중, 고혈압, 근골격은 류마티스, 골다공증, 내분비는
당뇨병, 갑상선질환, 호흡기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의 위험도를 각

된다 . 그러므로 삶의 질에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며, 연

각 3점 척도로 평가한 뒤 합산하였다. 해당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을 받

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비례한다8).

지 않았음 0,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1과 현재 앓고 있지 않음 0, 현재

그러나 성인의 구강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앓고 있음 1로 코딩하여 산술적 총합을 하였다. 해당 질환의 의사 진단

의 성인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구강건강관리에 소

경험이 없고, 현재 해당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 0, 해당 질환의 의

9)

홀하기 쉬우며 , 대부분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아닌

사 진단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해당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 1, 해당

경우 치과검진과 구강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질환의 의사 진단 경험이 있고 현재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로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과 구강질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신건강상태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관련 보건사업을 국가적

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의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a는 순환기

차원에서 개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관리대상 만

=0.714, 내분비=0.698, 호흡기=0.696, 내분비=0.679였다.

11)

성질환에 구강보건사업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과거에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구강에 잘 부착

2.3. 구강건강행동

하는 특정 세균에 의한 감염의 결과로 생각하고 구강상태와 전신건강

구강건강행동 변수에서 칫솔질 횟수는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 후,

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12), 최근 구강상태 중 특히 치주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를 ‘예’ 1, ‘아니오’ 0으로, 구강관

질환은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당뇨병, 신장병, 비만, 조산 등에 대한

리용품사용횟수는 치실 사용, 치간 칫솔 사용, 구강양치액 사용, 기타

13)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 미국치주과학회에서 치주조직이 세균과 그

구강관리용품사용 여부는 ‘예’ 1, ‘아니오’ 0으로, 최근 1년간 구강검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여 혈관을 통해 다

진 여부는 ‘예’ 1, ‘아니오’ 0으로, 치과 병,의원 이용 여부 ‘예’ 1, ‘아

른 신체기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심혈관질환 등 전신질환의 위험요

니오’ 0으로 코딩한 후 합산하였다. 구강건강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구

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4).

강건강행동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의 신뢰도 측정 결과

이렇듯 인체의 구성 요소들은 밀접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일부

Cronbach’s a=0.699이었다.

장기나 질환의 상태는 다른 신체 위치에서 질병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15),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상태, 삶의 질에 관한 국
내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4. 구강건강상태
(1) 치주질환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치주조직 점수 부여 원칙으로 사용한 지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행동, 구강

사회 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의 기준을 준용

건강상태, 삶의 질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하였으며, 6분악에 대한 최고치를 선정한다. 건전치주조직으로 건강

구강건강행동 및 구강건강상태의 매개효과 검증과 삶의 질에 영향을

한 상태는 0, 출혈치주조직으로 치주낭 탐사 후 육안이나 치경으로 관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여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통합적인 건강관리

찰 시 단지 출혈만 있는 상태는 1, 치석 형성 치주조직으로 탐사 시 치

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석이 감지되나 치주탐침의 검은 부분이 모두 보이는 상태는 2, 천치주
낭형성 치주조직(4-5 mm)으로 탐침의 검은 부위 하단은 전혀 보이지

연구대상 및 방법

않고 상단만 보이는 상태는 3, 심치주낭형성 치주조직(6 mm 이상)으
로 치주탐침의 검은 부분이 모두 치주낭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1. 연구대상
이번 연구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년) 원

상태는 4로, 점수가 낮을수록 치주조직상태가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2) 우식경험영구치수

시자료 중 건강 설문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전체 대상

우식치아, 충전치아, 상실치아를 모두 합한 것이 우식경험영구치

자는 총 7,380명이었으며, 이 중 3,797명을 제외(만 19세 미만 1,435

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을 의미한

명, 결측치 2,362명)한 총 3,583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이번 연구

다. 치주질환과 동일한 범주 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빈도분석을 통해

에 사용된 변수 중 한 문항이라도 결측이 있는 문항은 모두 제외하고

0-4점 사이의 5점 척도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구강건강상

분석하였다.

태가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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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2.5. 삶의 질
삶의 질은 EQ-5D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적합도를 구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고통/불편, 우울/불안의 다섯 가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도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연구 성적

한국인에게 특화된 질 가중치를 부여하여 EQ-5D index를 산출한 본
자료를 준용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 : Geriatric Oral Health Assess-

이번 연구의 대상자는 3,583명으로 성별은 ‘남자’인 경우 1,530

ment Index), 치과건강영향지수(DIP: Dental Impact Profile), 구

명(42.7%), ‘여자’인 경우 2,053명(57.3%)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강건강영향지수(OHIP: Oral Health Impact Profile), 구강건강영향

은 ‘상’인 경우 2,259명(63.0%), ‘하’인 경우 1,324명(37.0%)으로 나

(DIDL: Dental Impact on Daily Living), 구강건강과 삶의 질(OH-

타났다. 연령은 ‘19-34세’인 경우 1,191명(33.2%), ‘35-64세’인 경

QOL), 구강관련 삶의 질(T-health) 등 구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우 1,855명(51.8%), ‘65세 이상’인 경우 537명(15.0%)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건강상태

(Table 1).

질 가중치(질병관리본부, 삶의 질 조사도구인 EQ-5D)를 이용하여 연
구하였다.

2.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전신 건강 중 ‘근골격’ 0.15±0.55, ‘내분비’ 0.18±0.58, ‘순환기’
0.07±0.38, ‘호흡기’ 0.34±0.79로 나타났고, 구강 건강 중 ‘구강건강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과 SPSS Amos 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연

행동’ 3.84±1.77, ‘치주질환’ 1.25±1.47, ‘DMFT index’ 1.35±0.69
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0.95±0.10으로 나타났다(Table 2).

구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변수 설명>

변수

변수내용

일반적 특성

· 성별
· 연령
· 소득수준

전신 건강 상태

· 근골격(류마티스,골다공증)
· 내분비(당뇨병,갑상선질환)
· 순환기(뇌졸중,고혈압)
· 호흡기(천식,알레르기성 비염)
· 치주질환
· 우식경험영구치수

구강 건강 상태

구강 건강 행동

삶의 질

· 칫솔질 횟수
· 구강관리용품 사용 횟수
·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 최근 1년간 치과,병의원 이용 여부
EQ-5D

문항 코딩 기준
· 성별
1=남자
2=여자
· 연령
1=19-39세
2=40-64세
3=65세 이상
· 소득수준
1=하
2=상
0=의사 진단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
1=의사 진단 경험은 있으나 현재 정상
2=의사 진단 경험이 있고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 치주질환
0=건전치주조직
1=출혈지주조직
2=치석형성 치주조직
3=천치주낭형성 치주조직
4=심치주낭형성 치주조직
· 우식경험영구치수
0=없음
1=7개 이하
2=14개 이하
3=21개 이하
4=22개 이상
0=아니오
1=예

연속형

점수분위
2점척도

0-2점 3점척도

0-4점 5점척도

0-4점 5점척도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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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강건강행동은 우식경험

3. 경로분석

영구치수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우식경험영구
치수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ig. 2, Table 4).

3.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치주질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2=53.70, RMR=0.002,
AGFI=0.941, PGFI=0.071, NFI=0.951, 우식경험영구치수 연구모형
의 적합도 지수 c2=52.64, RMR=0.001, AGFI=0.942, PGFI=0.071,
NFI=0.945로 확인되어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3.3. 매개효과 분석
(1) 치주질환

나타났다.

구강건강행동은 순환기와 호흡기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치주질환은 내분비, 순환기, 호흡기, 구강
건강행동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

3.2. 연구모형의 경로도
(1) 치주질환 경로도

며, 순환기, 호흡기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근골격은 구강건강행동과 치주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있었다. 삶의 질은 순환기, 근골격, 치주질환, 구강건강행동으로부터

으며,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분비는 구강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호흡기, 순환기로

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치주질환에 직접적인 영향

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Table 5).

을 미치고 있었다. 순환기는 구강건강행동, 치주질환, 삶의 질에 직접

(2) 우식경험영구치수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호흡기는 구강건강행동, 치주질환에서 직

구강건강행동은 순환기, 호흡기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강건강행동은 치주질환과 삶의 질에

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근골격, 구강건강행동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치주질환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순환

을 미치고 있었다(Fig. 1, Table 3).

기, 호흡기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수

삶의 질은 내분비, 순환기, 근골격, 우식경험영구치수, 구강건강행동

근골격은 구강건강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식

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호흡기,

경험영구치수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분비는

순환기, 구강건강행동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구강건강행동과 우식경험영구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받고 있었다(Table 6).

순환기는 우식경험영구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구
강건강행동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흡기는 우
식경험영구치수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강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of the study (N=3,58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Gender
Income level
Age

Classification
Male
Female
High
Low
19-34
35-64
65≤

M±SD

47.06±15.45

(N=3,583)

N

%

1,530
2,053
2,259
1,324
1,191
1,855
537

42.7
57.3
63.0
37.0
33.2
51.8
15.0

Endocrine

Respiratory

Musculoskeletal
Endocrine
Circulatory
Respiratory
Oral health behavior
Periodontal disease
DMFT index

0.15
0.18
0.07
0.34
3.84
1.25
1.35
0.95

0.55
0.58
0.38
0.79
1.77
1.47
0.69
0.10

Oral health

Quality of life

.12

Quality of life
.13

.18
.08

General health

.23
.04

.06

SD

.07

.10

Circulatory

M

Oral health behavior

.01
.02
.01

Classification

Mean±standard deviation.

Mean±standard deviation.

Musculoskeletal

Characteristic

.05

Periodontal disease

2
Fig. 1. Pathway of study model. c =
53.70, RMR=0.002, AGFI=0.941, PGFI=
0.071, NFI=0.951. RMR: root meansquared residual, AGFI: adjusted gif,
PGFI: parsimonious gif, NFI: 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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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behavior

.01
.02

Musculoskeletal

.08
.22

.10

Endocrine

.04

.04

.12

Circulatory

.19

.01

Respiratory

2
Fig. 2. Pathway of study model. c =
52.64, RMR=0.001, AGFI=0.942, PGFI=
0.071, NFI=0.945. RMR: root meansquared residual, AGFI: adjusted gif,
PGFI: parsimonious gif, NFI: normed fit
index.

Quality of life

.01

.03

.02

DMFT index

Table 3. Pathway estimate of periodontal disease

B

b

S.E.

C.R.

P

―0.017
0.049
―0.198
0.093
0.014
0.140
0.244
―0.101
―0.145
0.004
―0.003
―0.041
―0.019

―0.005
0.016
―0.105
0.041
0.005
0.056
0.156
―0.122
―0.078
0.069
―0.046
―0.226
―0.181

0.054
0.052
0.033
0.037
0.044
0.042
0.027
0.014
0.030
0.001
0.001
0.003
0.002

―0.324
0.950
―6.038
2.487
0.330
3.338
9.155
―7.506
―4.807
4.318
―2.856
―14.134
―11.111

0.746
0.342
***
0.013
0.741
***
***
***
***
***
0.004
***
***

Classification
Musculoskeletal→oral health behavior
Endocrine→oral health behavior
Circulatory→oral health behavior
Respiratory→oral health behavior
Musculoskeletal→periodontal disease
Endocrine→periodontal disease
Circulatory→periodontal disease
Oral health behavior→periodontal disease
Respiratory→periodontal disease
Oral health behavior→quality of life
Periodontal disease→quality of life
Musculoskeletal→quality of life
Circulatory→quality of life
By the bootstrapping at Amos.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P<0.001.
Table 4. Pathway estimate of DMFT index

Classification
Musculoskeletal→oral health behavior
Endocrine→oral health behavior
Circulatory→oral health behavior
Respiratory→oral health behavior
Musculoskeletal→DMFT index
Endocrine→DMFT index
Circulatory→DMFT index
Oral health behavior→DMFT index
Respiratory→DMFT index
Oral health behavior→quality of life
DMFT index→quality of life
Musculoskeletal→quality of life
Circulatory→quality of life

B

b

S.E.

―0.017
0.049
―0.198
0.093
0.538
―0.066
0.034
0.332
0.038
0.005
―0.001
―0.040
―0.020

―0.005
0.016
―0.105
0.041
0.069
―0.009
0.007
0.135
0.007
0.081
―0.046
―0.223
―0.189

0.054
0.052
0.033
0.037
0.131
0.127
0.080
0.041
0.091
0.001
0.002
0.003
0.002

C.R.
―0.324
0.950
―6.038
2.487
3.099
―0.418
0.613
7.395
1.077
4.943
―2.144
―14.011
―11.751

P
0.746
0.342
***
0.013
0.002
0.676
0.540
***
0.281
***
0.032
***
***

By the bootstrapping at Amos.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P<0.001.

고 안

로 작용하고 있고16), 근골격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공통적인 병리
경로를 가지고 있다17). 당뇨병 및 갑상선질환과 같은 내분비질환은 치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표적 질환 중 순환기질환은 연령, 성별, 흡

유지연과 같은 신체의 저항력 감소 및 감수성 증가로 구강질환을 유발

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

하고18),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은 복용 중인 약물 및 면역학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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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ediation effect of periodontal disease

Classification

Direct effects

Musculoskeletal→oral health behavior
Endocrine→oral health behavior
Circulatory→oral health behavior
Respiratory→oral health behavior
Musculoskeletal→periodontal disease
Endocrine→periodontal disease
Circulatory→periodontal disease
Oral health behavior→periodontal disease
Respiratory→periodontal disease
Oral health behavior→quality of life
Periodontal disease→quality of life
Musculoskeletal→quality of life
Circulatory→quality of life
Respiratory→quality of life
Endocrine→quality of life

―0.005
0.016
―0.105**
0.041*
0.005
0.056
0.156**
―0.122**
―0.078**
0.069**
―0.046**
―0.226**
―0.181**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0.001
―0.015**
0.007**
―0.001

―0.005
0.016
―0.105**
0.041*
0.006
0.054
0.168**
―0.122**
―0.083**
0.075**
―0.046**
―0.227**
―0.196**
0.007**
―0.001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0.001
―0.002
0.013**
―0.005*
0.006**

By the bootstrapping at Amos.
*P<0.05, **P<0.01.
Table 6. The mediation effect of DMFT index

Classification

Direct effects

Musculoskeletal→oral health behavior
Endocrine→oral health behavior
Circulatory→oral health behavior
Respiratory→oral health behavior
Musculoskeletal→DMFT index
Endocrine→DMFT index
Circulatory→DMFT index
Respiratory→DMFT index
Oral health behavior→DMFT index
Oral health behavior→quality of life
DMFT index→quality of life
Musculoskeletal→quality of life
Circulatory→quality of life
Respiratory→quality of life
Endocrine→quality of life

―0.005
0.016
―0.105**
0.041*
0.068**
―0.007
―0.007
0.012
0.135**
0.075**
―0.046*
―0.227**
―0.197**

―0.004
0.002
―0.014**
0.006*
―0.004*
―0.004
―0.008**
0.003
0.002

―0.005
0.016
―0.105**
0.041*
0.068**
―0.007
―0.197
0.003
0.135**
0.075**
―0.046*
―0.227**
―0.197**
0.003
0.002

By the bootstrapping at Amos.
*P<0.05, **P<0.01.

로 구강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9),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은 상호

하게 되면 치주조직에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고 산소 수준에 영향을 받

밀접한 관계로 예방의학적 질병관리측면에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는 혐기성 세균의 저항력에 손상을 주게 되어 치주질환 노출에 취약

20)

실정이다 .

한 상태가 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지며, 호흡기질환은 삶의 질과 양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규모 국민건강

의 관계가 나타나 Kim과 Choi21)의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면역학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성인 3,583

적 특이성이 치주질환의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행동, 구강건

나, Jeong22)의 천식이 있는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

강상태, 삶의 질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의 경로

과와 천식 환자가 치주질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Soledade-

및 강도를 파악하여 관계구조를 살펴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arques 등23)의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 그러므로 상기도 질환인 알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르기 비염과 하기도 질환인 천식 사이에 역학적, 임상적, 병태생리

치주질환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이 구강
건강행동 및 상태를 매개로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질환의 경우 동맥경화가 발생

학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보고된 연구결과24)를 바탕으로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식경험영구치수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이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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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및 상태를 매개로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

사료된다. 또한 전신건강상태 즉 전신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 대학병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기질환은 특히 뇌졸중의 경우

원 등 병동에서 구강관리 전담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전신질환자들

편측마비를 동반할 시 구강건강행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나타난 결과

의 구강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여겨지며, 불량한 구강건강행동 및 습관은 구강건강상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치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아발거의

ORCID

상태까지 연결되어 구강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삶의 질에 반영되는 것
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내분비질환과 우식경험영구치수

Ho Jin Jeong, https://orcid.org/0000-0002-7370-2308

의 관계가 유의하지 못하게 나온 결과는 내분비질환이 우식경험영구

Ye Hwang Kim, https://orcid.org/0000-0001-5803-8798

25)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Lee와 Lee 의 연구결과와 상반

Jung Won Yun, https://orcid.org/0000-0001-7090-3553

된 결과로 향후 전신건강상태와 우식경험영구치수에 관련된 다양하고

Sang Hwan Oh, https://orcid.org/0000-0002-5944-0129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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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존 선행연구에서 전신건강상태가 구강건강행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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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전신건강상태가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전신건강상태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
으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전신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구강건강행동 및 상태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
다. 전신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구강건강
행동 및 상태를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적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에서 전신건강상태로부터 구강건강행동 및 구강건강상
태를 매개로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일부 전신질환만을 평가하였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분
석할 필요가 있으며, 근골격, 내분비, 순환기, 호흡기 뿐 만 아니라 한
국 성인의 10대 만성질환들을 모두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
이번 연구는 전신건강상태, 구강건강행동, 구강건강상태, 삶의 질
요인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관관계 분석과 구강건
강행동 및 구강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년) 원시자료 중
건강 설문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형
은 적합성 검증을 통해 수정되었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주질환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질환, 순환기질환, 구강건
강행동이 구강건강행동 및 구강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질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식경험영
구치수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순환기질환, 구강건강행동이 구강건강
행동 및 구강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본의 인증치과위생사의 당뇨병 예방지도와 같은 각 전
신질환별 구강환경관리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전신질환별 구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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