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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구강건강 불평등 추이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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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dental caries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leve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data from Wave 4 (2007-2009)
to Wave 7 (2016-2018)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ethods: The raw data were obtained from the website of KNHANES. The data by year within each
wave were integra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book for data users, the experience rate and prevalence rate of dental caries in primary and permanent teeth were
estimated. Additionally, the absolute difference (AD)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household
income levels and the prevalence ratio (PR) by household income level were calculated.
Results: The AD in the experience rate of dental caries showed a tendency to marginally decrease
in primary teeth and moderately increase in permanent teeth. The P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0.05) in all waves. The AD in the prevalence rate of dental caries decreased by 5.4% and
8.2% in primary and permanent teeth, respectively. The PR in Wave 7 showed that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P ＞0.05).
Conclusions: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dental caries inequalities by household income
level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decrease in primary or permanent teeth,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 longer confirmed.
Key Words: Children and adolescents, Dental caries, Household income level, Inequality, The
KNHANES

근 들어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와 구강건강관련 행동에 소득, 학력,

서 론

직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의한 뚜렷한 격차가 문제점으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과 참살이의 필수요소로서 중요하다 . 구강

로 주목받고 있다3-5). 그러나 세계적으로 구강보건 분야의 정치적 우선

질환은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생애과정에 만

순위는 낮다. 이는 문제의 크기와 해결책에 대한 동의 부족을 포함한

연하며 2015년에 세계적으로 35억 명가량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

일관성과 통합의 미흡 등 뿌리 깊은 일련의 복잡한 문제로 인한 것으

다2). 특히 전통적으로 확인된 치아우식 등의 임상 지표는 물론이고 최

로 해석된다6).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30년까지의 세계 구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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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추진전략 중 하나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적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
7)

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감시와 정보 체계 강화를 제안한다 .
한국 정부에서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2000년부터 3년마다 국민구

2020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를 계
획하였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써 아동·청소년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
른 치아우식 격차 변화 추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강건강실태조사를 수행하며 구강보건 정책·사업의 수립과 평가에 요
구되는 필수 지표를 산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 조사는 구강검사와

연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로 구성되었고 임상 지표를 포함한 구강보건 의식과 행태에
대한 지표가 포괄적으로 산출되었다8). 그러나 구강보건 분야의 독자

1. 원시 자료

적 조사로 인해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과 영양, 흡

2022년 3월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10)에서 원시자료 이용 절

연 등의 공통위험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차에 따라 제4기(2007-2009)부터 제7기(2016-2018)까지 건강검진

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3년마다 조사를 위한 자원 동원조차

중 구강검사 자료와 연도별 기본 자료를 내려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지표 생산을 기대하는 정책결정자의 압력은

구강검사는 제4기부터 도입되었고 질병관리청 소속 공중보건치과의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2년에

사와 시·도에서 지원한 공중보건치과의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제7기

발표된 제1차(2002-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세부

에는 시·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제한적 지원으로 인한 표본 수 부족으

분야의 처지이기도 하였다.

로 3년 자료를 통합하여 원시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되었다9).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3년

해당 조사는 제4기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마다 수행 중이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007년부터 연중 조사체계로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고9), 연구자는 누리집을 통해 통계자료 이용자

전면 개편하고 3년 단위의 기수별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구강보건 분

준수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관련 원시 자료를 입수하였다.

야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
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포괄적으로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비롯한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9)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제4기부터 제7기까지 구강검사를 완료한 1-18세 아

조치하였다 . 그 결과 구강보건 분야는 제4기(2007-2009) 국민건강

동·청소년이었고 가구소득 수준별 분석을 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영양조사부터 건강설문 조사에 구강건강 행태와 치과의료 이용에 대

기수 내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제4기 6,465명, 제5기 5,471명,

한 문항이 대폭 추가되었고 검진 조사에 구강검사가 신설되어 관련된

제6기 4,275명, 제7기 3,288명이었다. 그리고 유치 우식 분석대상 연

만성질환과 건강행태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현황을

령은 1-8세이었고 영구치 우식 분석대상 연령은 6-18세이었다. 연구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기

대상의 분포는 Table 1과 같았다.

10)

초적인 통계집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을 통해 추가 분석내용을
포함한 엑셀 파일과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되고 있다.

3. 통계분석

그러나 정부에서 발간한 국민건강 통계집과 함께 배포된 엑셀 파

치아우식 경험 여부와 치아우식 유병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

일에 포함된 구강건강 관련 지표는 제한적이었고 연령, 성, 지역, 소득

고 오 분위로 분류된 가구소득 수준을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사용하

수준에 따른 기초적인 분석 결과만이 산출되어 있어 구강건강 불평등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 이용지침서9)에 따라 복합표본설계

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검진조사 중 구강검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

구강건강 불평등의 전체적인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자 2007년부터

다. 기수별 통합자료의 가중치는 기존 가중치에 연도별 조사구 수 비

Table 1. Study samples (n)

Classification
Total (1-18 years old)
All
Male
Female
Deciduous teeth dental caries
(1-8 years old)
All
Male
Female
Permanent teeth dental caries
(6-18 years old)
All
Male
Female

4th wave
(2007-2009)

5th wave
(2010-2012)

6th wave
(2013-2015)

7th wave
(2016-2018)

6,465
3,386
3,079

5,471
2,898
2,573

4,275
2,244
2,031

3,288
1,691
1,597

2,769
1,453
1,316

2,488
1,314
1,174

1,969
1,011
958

1,608
817
791

4,487
2,345
2,142

3,924
2,087
1,837

3,040
1,606
1,434

2,313
1,19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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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고 복합표본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 linear

율을 곱하여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 불평등 크기는 가구소득 수준 일 분위(하)와 오

model)에 이항분포 또는 포아송분포를 family 인수로 적용하여 산출

분위(상) 간 절대 차이(absolute difference)와 오 분위 기준의 상대비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 버전 13 (StataCorp., College Sta-

(rate ratio)를 추정하기 위해 유병비(prevalence ratio)를 산출하였다.

tion, TX, US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상대비로는 흔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오즈비(odds ratio)가 사
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유병률이 높은 경우 과대 평가되는 문제를 피
하려고 유병비를 선택하였다11). 가구소득 수준별 유병비는 성, 연령을
Table 2. Trends in prevalence rate (%) and prevalence ratio of person with deciduous teeth dental caries experience by income level in Korean
children (1-8 years old)

Classification
Prevalence rate (standard error)
Total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Prevalence difference of
I (lowest) vs. V (highest)
Prevalence ratio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4th wave
(2007-2009)

5th wave
(2010-2012)

6th wave
(2013-2015)

7th wave
(2016-2018)

51.4 (1.2)

44.0 (1.4)

39.2 (1.3)

47.4 (1.5)

53.6 (2.5)
46.8 (2.6)
48.9 (2.6)
54.0 (2.5)
52.8 (2.6)
0.8

50.4 (3.1)
42.9 (2.9)
42.3 (2.8)
39.9 (2.8)
44.0 (3.0)
6.4

41.9 (3.0)
39.5 (2.8)
38.1 (2.7)
36.9 (3.2)
40.3 (3.0)
1.6

47.2 (2.9)
52.1 (3.6)
46.2 (2.9)
43.0 (3.1)
49.0 (3.4)
―1.8

1.08NS
0.97NS
1.03NS
1.07NS
1.00

1.20**
1.03NS
1.02NS
0.96NS
1.00

1.08NS
1.04NS
0.96NS
0.94NS
1.00

0.95NS
1.03NS
0.93NS
0.90NS
1.00

NS
P＞0.05, **P＜0.01.
The prevalence ratio was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 with a log link function adjusting for gender and age.

Table 3. Trends in prevalence rate (%) and prevalence ratio of person with untreated deciduous teeth dental caries by income level in Korean children (1-8 years old)

Classification
Prevalence rate (standard error)
Total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Prevalence difference of
I (lowest) vs. V (highest)
Prevalence ratio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4th wave
(2007-2009)

5th wave
(2010-2012)

6th wave
(2013-2015)

7th wave
(2016-2018)

25.6 (1.0)

20.9 (1.1)

16.6 (1.0)

21.2 (1.3)

31.3 (2.3)
26.2 (2.4)
25.7 (2.2)
25.1 (2.1)
20.0 (2.0)
11.3

30.2 (2.8)
19.0 (2.2)
18.9 (2.3)
17.0 (2.0)
18.3 (2.3)
11.9

22.6 (2.6)
14.4 (1.9)
15.7 (1.9)
15.2 (2.1)
15.5 (2.1)
7.1

26.7 (2.8)
23.4 (3.1)
18.5 (2.4)
16.9 (2.4)
20.8 (2.7)
5.9

1.61***
1.36*
1.32*
1.27*
1.00

1.66**
1.05NS
1.06NS
0.95NS
1.00

1.47*
0.94NS
1.02NS
0.99NS
1.00

1.30NS
1.10NS
0.89NS
0.81NS
1.00

NS
P＞0.05, *P＜0.05, **P＜0.01, ***P＜0.001.
The prevalence ratio was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 with a log link function adjusting for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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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4).

연구 성적
1. 아동의 유치 우식 경험 불평등 추이

4. 아동·청소년의 영구치 우식 유병 불평등 추이

아동(1-8세)의 유치 우식경험률은 제4기 51.4%에서 제6기 39.2%

아동·청소년(6-18세)의 영구치 우식유병률은 제4기 21.8%에서

까지 감소했다가 제7기에 47.4%로 증가하였다. 유치 우식경험률의

제7기 12.3%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영구치 우식유병률의 가구소득

가구소득 수준 일 분위(하)와 오 분위(상) 간 절대 차이는 제5기에서

수준 일 분위(하)와 오 분위(상) 간 절대 차이는 제5기에서 14.8%로 가

6.4%로 가장 높았고 제7기에서는 ―1.8%로 역전 양상을 보였다. 가구

장 높았고 제7기에 4.0%까지 감소하였다. 가구소득 수준 오 분위(상)

소득 수준 오 분위(상) 기준의 유병비는 제5기의 일 분위(하)에서 1.20

기준의 유병비는 제4, 5기의 1, 2분위와 제6기의 1분위에서 통계적으

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수별 가구소득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로 유의하였으나 제7기에서는 모든 가구소득 분위에서 통계적 유의성

하지 않아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2).

이 사라지며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5).

고 안

2. 아동의 유치 우식 유병 불평등 추이
아동(1-8세)의 유치 우식유병률은 제4기 25.6%에서 제6기 16.6%
까지 감소했다가 제7기에 21.2%로 증가하였다. 유치 우식유병률의

세계적으로 유치 우식과 영구치 우식의 대표지표는 각각 5세와

가구소득 수준 일 분위(하)와 오 분위(상) 간 절대 차이는 제5기에서

12세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한국에서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

11.9%로 가장 높았고 제7기에 5.9%까지 감소하였다. 가구소득 수준

해 관련 지표를 산출한다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는 기초 통계집

오 분위(상) 기준의 유병비는 제4기의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을 통해 다양한 지표가 공표되고 있고 그중에서 5세 유치 우식 경험률,

하였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비가 높아지는 계단형의 불평

12세 영구치 우식 경험률, 12세 우식 경험 치아 수가 제5차 국민건강

등을 보였으나 제7기에서는 모든 가구소득 분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증진종합계획(2021-2030)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12세 영구

사라지며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3).

치 우식 경험률은 구강건강 분과의 대표지표로 사용된다12).

3. 아동·청소년의 영구치 우식 경험 불평등 추이

산출되는 치주질환 유병률 등 여타의 지표가 대표치와 함께 가구소득

그런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해
아동·청소년(6-18세)의 영구치 우식경험률은 제5기에서 57.1%로

1-5분위 격차 지표가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

가장 높았고 제7기에 41.1%까지 감소하였다. 영구치 우식경험률의 가

관련 불평등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12). 이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

구소득 수준 일 분위(하)와 오 분위(상) 간 절대 차이는 제4기 0.8%에

사에 가구소득 수준과 같은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위치 문항이 포함되

서 제7기 3.5%로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수준 오 분위(상) 기준의 유병

어 있지 않아 관련 지표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8). 아동구강건강실

비는 모든 기수별 가구소득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불평

태조사의 이러한 한계는 조사자료를 이용한 심층 연구13,14)에서 우식경

Table 4. Trends in prevalence rate (%) and prevalence ratio of person with permanent teeth dental caries experience by income level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6-18 years old)

Classification
Prevalence rate (standard error)
Total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Prevalence difference of
I (lowest) vs. V (highest)
Prevalence ratio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4th wave
(2007-2009)

5th wave
(2010-2012)

6th wave
(2013-2015)

7th wave
(2016-2018)

56.5 (1.0)

57.1 (1.1)

48.3 (1.2)

41.1 (1.4)

58.6 (2.0)
57.9 (2.1)
54.4 (1.9)
54.9 (2.3)
57.8 (1.9)
0.8

59.0 (2.2)
57.6 (2.4)
54.6 (2.3)
54.4 (2.4)
59.2 (2.3)
―0.2

49.9 (2.4)
47.6 (2.6)
48.1 (2.4)
48.3 (2.3)
47.8 (2.7)
2.1

44.8 (2.7)
42.3 (2.8)
38.6 (3.0)
38.2 (2.6)
41.3 (3.5)
3.5

1.02NS
1.01NS
0.94NS
0.94NS
1.00

0.99NS
0.95NS
0.90NS
0.90NS
1.00

1.00NS
0.98NS
1.00NS
0.98NS
1.00

1.10NS
1.06NS
0.97NS
0.92NS
1.00

NS
P＞0.05.
The prevalence ratio was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 with a log link function adjusting for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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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rends in prevalence rate (%) and prevalence ratio of person with untreated permanent teeth dental caries by income level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6-18 years old)

Classification
Prevalence rate (standard error)
Total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Prevalence difference of
I (lowest) vs. V (highest)
Prevalence ratio
Income level
I (lowest)
II
III (middle)
IV
V (highest)

4th wave
(2007-2009)

5th wave
(2010-2012)

6th wave
(2013-2015)

7th wave
(2016-2018)

21.8 (0.8)

19.7 (1.0)

16.4 (1.0)

12.3 (1.0)

29.8 (1.9)
23.3 (1.9)
20.6 (1.7)
17.3 (1.6)
17.6 (1.6)
12.2

28.2 (2.2)
21.3 (2.3)
15.6 (1.7)
16.3 (2.2)
13.4 (1.8)
14.8

22.9 (2.3)
14.7 (1.7)
16.0 (1.9)
13.4 (1.7)
15.6 (2.2)
7.3

16.0 (2.0)
11.6 (2.1)
11.9 (2.0)
10.5 (1.7)
12.0 (2.2)
4.0

1.70***
1.33*
1.17NS
0.97NS
1.00

2.07***
1.56*
1.13NS
1.18NS
1.00

1.38*
0.91NS
1.02NS
0.82NS
1.00

1.37NS
1.00NS
1.04NS
0.87NS
1.00

NS

P＞0.05, *P<0.05, **P<0.01, ***P<0.001.
The prevalence ratio was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s with a log link function adjusting for gender and age.

험영구치 개수가 높은 상위 1/3의 인구집단을 고위험군(SiC group)으

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제4기(2007-2009)부터 제7기(2016-2018)

로 분류하고 대조군과의 인구학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 특성의 비교

까지 모든 기수에서 가구소득 수준별 유병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에 국한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않아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2, 4). 이러한 결과는 미국15),

유치 또는 영구치 우식의 불평등은 체계적 문헌 고찰로 분명히 확

네덜란드19), 호주20) 등 아동의 치아우식 불평등이 확인된 다수의 외국

인되었고 선진국에서 더 뚜렷하였다4). 그리고 아동 시기의 구강건강

사례와 비교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해당 기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주된 공중보건 문제로서 사회적 취약아동의 건

간에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치아우식

강문제를 비교적 쉽게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법21)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15)

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 대표지표를 산출하

전면 중단되며 그 여파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포함

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 실태를 분석할 수

한 불소이용법 수혜율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22)는 점에서 결과 해석

없는 상황이어서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다만 한국 아동·청소년의 1일 당류 섭취량10)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제4기(2007-2009)부터 포함된 구강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60 g가량으로 치아우식 위험 권고 수준인 1일

사에 따라 모든 조사대상의 치아우식 경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에너지 섭취량의 5% (25 g)23)를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었고 특히 고소

수 있다. 그러나 치아우식 관련 지표는 19세 이상 성인의 영구치 우식

득일수록 더 많이 섭취하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가구소

10)

경험률과 유병률만이 공표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사 자료

득 수준에 따른 치아우식 불평등이 확인되지 않은 데에 당류 섭취량이

는 5세 또는 12세와 같이 특정 연령의 값을 추정하기에 표본 수가 크

혼동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게 부족하지만, 3년 단위의 기수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1-8세

한국 아동·청소년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률의 절

유치 우식과 6-18세 영구치 우식 관련 불평등 지표를 추정하기에 충

대 차이는 유치와 영구치에서 각각 5.4%와 8.2% 감소하였고 가구소

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다16,17). 따라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득 수준별 유병비가 제4기(2007-2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점차 약화하여 제7기(2016-2018)에 이르면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사

연구의 시도는 적절하였다고 검토된다. 세계보건기구18)에서 전통적으

라져서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3, 5). 영구치 우식 유병률의

로 5세 또는 12세의 치아우식 지표를 제공해왔으나 수년 전부터 세계

불평등이 감소 또는 사라진 데 영향을 미친 주된 이유로는 2009년 12

2)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 에서 산출되는 전체 연령

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

자료를 함께 제공하며 치아우식의 대표값 간의 단순 비교뿐만 아니라

급여화24)를 생각해볼 수 있고, 유치 우식 유병률의 불평등 해소에는 해

전체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당 시기에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20% 수준에서 50% 정도로

구강검사 자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22)한 덕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치아우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사 자료를 3년 단위의 기

식 경험률의 절대 차이는 유치에서 다소 줄어들고 영구치에서 다소 늘

수별로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청소년의 가구소득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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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까지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 수준별 유병비는 제4기부터 제6기
까지 낮은 가구소득 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제7기에서 모
든 가구소득 분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며 불평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에서 유치 또는 영구
치의 가구소득 수준별 우식 불평등은 대체로 줄어드는 양상이었고 통
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이번 결과를 합리적으
로 해석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행태 등 예측되는 혼동 요인을 포함한
심층분석과 또 다른 유력한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인 부모의 학력에 따
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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