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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le reasons of unmet dental ne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and oral health status in Korea.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data of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The samples were selected with a stratified clusters sampling
method. The subjects were 8,808 out of 23,478 people, which participated in the health examination
survey and the oral examin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18.0, according to complex sampling design. 26 variables reflecting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an
oral health status, were all examined for a complex sampling frequency analysis. Further, their distributional differences were confirmed by chi-square analysis.
Results: About 40% of the subjects failed to receive dental treatment when it was required. ‘Financial
burden’ was the main reason, with the percentage of 39.1%, followed by ‘busy with school or work’
(22.4%), ‘lower on the priority scale’ (15.2%) and ‘fear of dental treatment’ (12.1%). ‘Other reasons’ were
5.9%. In addition to this, 2.9% of the subjects stated ‘there was no one to help with their children’, 1.6%
was ‘dental clinics were too far to go’ and 0.8% was due to ‘poor mobility and other health problems’.
It was observed that younger than 6 years old, especially, seemed to have a high level of fear of dental
treatment. The students due to school and the elderly were concerned with financial burden. Moreover,
low-level educated and low-level income, also have their financial problems as the main reason. On the
other hand, highly educated and those that were better-off, financially, were ‘busy with school or work’
as the main reason.
Conclusions: The primary reason for unmet dental need was the financial burden in Korea.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various reason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age, education levels and incomes, rather than or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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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건강은 일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구강질환과 치아 손실은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이러한 구강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 받으면, 조기 발견하여 예방 할 수
있다2).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치과 방문율은 낮은 편이다. 최근 연구
에서는 41%만이 치과를 방문하였고3),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노
인의 치과 방문율이 낮았다. 또한, 성인의 34%는 2년 이내에 치과
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이는 연령, 성별, 보험 등과 관련이 있었다4).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
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33.1%이었다5). 또한 우리나라 국
민의 약 37%가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
자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서 많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해소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6).
국가차원에서도 치과진료 접근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사업, 방문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7), 2011년 구강보
건사업의 방향 역시 취약계층의 치과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
는 것으로 치과진료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8). 하지
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과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
람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과를 이용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에 앞서 이용과 접근성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Lee9)에 따르면, 의료이용과 접근성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의료이용은 서비스의
실제 소비를 의미한다. 모든 수요가 반드시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은 수요와 분명히 구별되는 반면, 접
근성은 기회의 평등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필요시 의료서비
스에 대한 동등한 이용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이 의료이용을 할 때 공급측면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중
점을 두면 되고 반드시 의료필요와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형평성
의 기준에서는 접근성을 인정하지만,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실제 의료이용에 관한 지표들을 통하여 접근성을 평가하고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치과진료
필요에 따른 이용, 즉 치과진료 미충족을 활용하였다. 미충족 이유
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연구에서 많았고, 치학 보다 의학
분야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서 경제적인 장애
는 의료보험과 관계있기 때문에 비경제적 장애에 초점을 둔 연구
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크게 지불능력, 시설, 유용성, 접근
성, 용인성 등으로 나누어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10,11). 아직 국내
에서는 치과진료와 관련하여 형평성, 불평등의 실태와 요인에 대
한 연구12,13)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
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치과진료 미충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
유를 파악하고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4기 조사는『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의 조사구를 추
출틀로 활용하여 총 600개 조사구의 약 13,800가구를 추출하였
으며, 선정된 가구 내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특히 제4기 자료는 순환표본조사 방법을 도입하여 제4기 3개
년도 각각의 순환표본이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이고, 순환표
본 간에는 독립적, 동질적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표본추출은 3단
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동읍
면,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로 하였다. 제4
기(2007∼2009년) 자료에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의 1개 이상
참여율은 74.5%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23,478명 중 치과진
료 미충족을 경험한 8,808명, 약 37.5%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강
건강상태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구강건강과 관련된 건강행태 항
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경제활동상태는 만 15세 이상,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치과진료 필요여부는 만 6세 이상,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는 만 12세 이상, CPI를 제외한 구강
검사 항목은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에 따라 조사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이 연구는 2007년∼2009년에 실시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4).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절차에 따라 서약서와 이용계획서를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그 중 2007년부터 2009년도의 건강설문과
구강검사(검진)에 해당하는 자료를 결합하여 통합자료를 생성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
센터에서 실시하였고, 건강설문조사의 교육 및 경제활동, 이환, 의
료이용 항목은 면접방법으로, 검진조사는 직접 계측, 관찰 등의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2.2. 연구변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상태 특성을 반영
하는 총 26개의 변수이다. 이 변수는 의료이용을 설명하는 앤더슨
모형을 기초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앤더슨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의료이용을 결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개인
의 의료이용이 소인성, 가능성, 필요성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본다. 소인성 요인은 질병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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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Variables

Total
N

Unmet dental need
%

N

%

Residence
Dong

17,763

81.4

6,647

81.5

5,715

18.6

2,161

18.5

Male

10,580

50.2

3,556

46.3

Female

12,898

49.8

5,252

53.7

≤6

1,980

5.9

250

1.9

7~12

2,377

7.9

453

3.9

13~18

1,811

8.6

558

6.9

19~64

13,399

67.2

6,118

77.7

3,911

10.5

1,429

9.6

Eup·Myeon
Gender

Age (yr)

65≤
Education
≤Elementary

10,213

33.1

3,024

25.1

Middle

2,741

12.3

1,181

13.6

High

6,019

31.8

2,684

35.9

College≤

4,374

22.8

1,901

25.4

Medical insurance
Community insurance

8,630

37.7

3,402

39.7

13,611

58.7

4,853

56.0

988

3.5

467

4.3

Lowest

4,211

14.9

1,776

16.4

Second lowest

5,756

25.2

2,293

26.9

Second highest

6,568

30.0

2,451

30.5

Highest

6,397

29.9

2,093

26.2

None

8,112

42.2

3,409

40.7

Active

10,061

57.8

4,465

59.3

Employed
Medicare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Working age population
Unproductive population

8,981

27.0

2,291

16.8

Non-prime age worker

6,404

30.4

2,745

32.6

Prime age worker

8,093

42.6

3,772

50.5

No

6,916

26.9

2,769

27.7

Yes

16,018

73.1

5,855

72.3

Good

18,831

82.7

6,549

77.7

Poor

4,585

17.3

2,252

22.3

Good

11,918

55.4

3,308

38.7

Poor

9,549

44.6

5,160

61.3

Private health insurance

Perceived (general) health

Perceived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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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otal

Unmet dental need

N

%

N

%

Oral health concern
Don't have
Have

6,696

39.8

2,364

32.8

10,559

60.2

5,183

67.2

11,402

71.0

4,098

59.5

5,848

29.0

3,447

40.5

14,472

87.1

6,119

84.9

2,783

12.9

1,428

15.1
36.9

Chewing difficulty
Don't have
Have
Unqualified dental office utilization
Don't have
Have
Dental visit in past year (yr)
≤1

10,551

45.4

3,233

1~2

4,125

18.2

1,830

21.3

2~5

4,027

18.7

1,910

23.4

>5

2,771

12.1

1,311

14.7

Never

1,549

5.6

376

3.6

15,162

65.3

6,394

72.6

7,839

34.7

2,259

27.4

9,273

41.5

1,677

17.6

12,182

58.5

6,788

82.4

Don't need

7,058

55.2

3,757

52.2

Need

5,127

44.8

3,032

47.8

Don't need

8,836

72.4

4,846

71.4

Need

3,349

27.6

1,943

28.6

Don't need

9,066

76.0

4,737

71.7

Need

3,119

24.0

2,052

28.3

10,705

88.0

6,161

91.1

1,480

12.0

628

8.9

18,661

79.7

5,748

66.0

4,745

20.3

3,049

34.0

Regular dental check up
Don't
Do
Subjective dental treatment needs
Don't need
Need
Dental caries treatment needs

Periodontal disease treatment needs

Implant needs

Don't know treatment needs
Know
Don't know
Necessary medical care utilization
Use
Don't use
CPI
CPI0

5,063

27.0

1,589

21.3

CPI1

1,438

7.1

534

6.2

CPI2

6,796

37.6

3,032

39.9

CPI3

4,647

22.5

2,142

25.1

CPI4

1,147

5.7

6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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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능성 요인은 의료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장애
를 가하는 요인을, 필요성 요인은 상병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의료이용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된다15). 이에 따라 앤더슨 모형은 의료이용과 관련된 분석을 실시
할 때 변수선정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6).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원시자료의 변수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
제활동, 생산가능인구를 소인성 요인으로, 가구소득, 거주지역, 건
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무자격자시술경험여부, 최
근치과병의원방문, 1년간 구강검진여부를 가능성 요인으로, 주
관적 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건강염려, 저작불편, 치과진료
필요, 세부 진료항목별 필요, 필요 의료서비스 미검진, CPI, DT
index, DMFT index를 필요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7).
종속변수는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
유가 무엇인지 묻는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에 대한 변수로서, 항
목은 8가지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거동 불편 또는 건강문제 때문
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
고 느껴서’,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등이었다.

2.3. 변수처리방법
각 연구변수는 원시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추출하여 변수값 코
딩을 확인하고 ‘모름’, ‘제외’, ‘기록불가’는 ‘무응답’과 함께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분석목적에 적합한 변수값을 갖도록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유아(0∼6
세), 초등학생(7∼12세), 중·고등학생(13∼18세), 성인(19∼64
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1종
과 2종을 합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로 정의하는데, 이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를 핵심생산인구로, 25∼49
세를 제외한 생산가능인구를 비핵심생산인구로, 나머지를 비생산
인구로 분류하였다18). 주관적 건강인식과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
는 좋음(매우 좋음, 좋음, 보통)과 나쁨(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
누었다. CPI는 전악을 6분악으로 나누어 측정한 값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하여 CPI0 (건전치주조직), CPI1 (출혈치주조직), CPI2
(치석형성치주조직), CPI3 (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 CPI4 (심치
주낭형성치주조직)으로 구분하였다.

5. 분석방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7∼2009년) 자료를
심층분석한 단면연구로, 원시자료의 복합표본설계에 따라 계획
파일을 작성하고 분석 시 복합표본을 활용하였다. 복합표본의 구
조를 적용한 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해 집락변수(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변수명: PSU), 층화변수는 분산추정을 위한 층(변수명:
kstrata), 가중치는 제4기 순환표본 자료의 결합분석을 위해 기존
가중치를 연도별 조사구수 비율로 조정하여 통합자료의 새로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를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그 분포

를 파악하였고, 복합표본 교차분석으로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 제1종 오류는 0.05로 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
(81.4%), 19∼64세에 해당하는 성인(67.2%), 사업장(직장)가
입자(58.7%), 취업자(57.8%), 핵심생산인구(42.6%), 민간의료
보험가입자(73.1%)가 가장 많았다. 구강건강상태의 특성은 건
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82.7%),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사람
(60.2%), 저작 시 불편하지 않은 사람(71.0%),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경험이 없는 사람(87.1%)이 많았다.
성별,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율, 치과진료 필요여부에서
는 전체대상자와 치과진료 미충족자 간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P <0.05) (Table 1).

2. 인구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 미충족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
고 느껴서, 무서워서 치과에 못가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 6세 이하는 치과진료 받기가 무서워서 치과에 못가는 경
우(27.6%)가 가장 많았고, 7∼12세와 13∼18세는 직장이나 학교
를 비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경우(33.6%, 32.8%)가 가장 많
았다. 또한, 노인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가는 사람이 많
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미만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
가는 사람(50.5%, 42.8%, 38.0%)이 많은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29.4%)이
많았다. 가구 소득이 낮은 ‘하’ 미만에서 경제적인 이유로(58.9%,
47.8%, 35.2%), 소득이 높은 ‘상’ 이상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비
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30.6%)이 많았다(P <0.05)
(Table 2).

3. 구강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의 차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53.3%), 저작 시 불편함을 느
끼는 사람(54.9%),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58.2%)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가지 못하고 있
었다. 또한 최근 치과 병·의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보다,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
하다고 느껴서(19.0%), 치과진료 받기가 무서워서(18.6%) 치과
에 못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치주조직상태가 나쁠수록 경제
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가는 사람(32.0%, 34.8%, 36.8%, 46.3%,
53.6%)이 많아졌고,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치
과에 못가는 사람(16.3%, 15.9%, 15.9%, 14.9%, 12.7%)은 적어
지는 양상을 보였다(P <0.05) (Table 3).

78
J Korean Acad Oral Health | 2012;36:73-81

Table 2. Socioeconomic status and unmet dental need

unit: N (%)

Financial
burden
(n=3,599)

Too far
to go
(n=170)

Busy with
school or work
(n=1,752)

2,694 (39.3)

85 (1.2)

1,314 (22.1)

51 (0.7)

209 (3.0)

977 (15.2)

833 (12.7)

381 (5.9)

905 (38.2)

85 (3.2)

438 (23.7)

53 (1.5)

40 (2.3)

310 (15.3)

175 (9.5)

126 (6.3)

Male (n=3,506)

1,314 (35.5)

74 (1.6)

944 (29.1)

33 (0.7)

14 (0.2)

660 (19.2)

257 (7.5)

210 (6.2)

Female (n=5,170)

2,285 (42.2)

96 (1.5)

808 (16.6)

71 (0.9)

235 (5.2)

627 (11.8)

751 (16.0)

297 (5.7)

48 (19.8)

14 (5.5)

40 (15.6)

1 (0.5)

15 (5.4)

32 (12.0)

66 (27.6)

Variables

Poor
No one help with Lower on the Fear of dental
mobility
their children priority scale
treatment
(n=104)
(n=249)
(n=1,287)
(n=1,008)

Other
reasons
(n=507)

Residence*
Dong (n=6,544)
Eup·Myeon (n=2,132)
Gender*

Age (yr)*
≤6 (n=247)

31 (13.7)

7~12 (n=450)

106 (24.8)

7 (1.3)

147 (33.6)

1 (0.3)

9 (1.6)

57 (12.4)

82 (16.9)

41 (9.0)

13~18 (n=544)

86 (15.2)

13 (2.3)

188 (32.8)

1 (0.2)

0 (0)

124 (22.6)

86 (16.9)

46 (10.1)

2,423 (38.9)

88 (1.2)

1,322 (23.5)

33 (0.4)

218 (3.4)

930 (15.4)

726 (12.1)

290 (5.0)

936 (67.2)

48 (2.9)

68 (4.7)

7 (0.6)

144 (10.7)

48 (3.5)

99 (7.5)
204 (7.1)

19~64 (n=6,030)
Over 65≤ (n=1,405)

55 (2.9)

Education*
≤Elementary (n=2,976)

1,499 (50.5)

93 (2.6)

438 (15.2)

73 (1.9)

36 (1.1)

342 (11.9)

291 (9.8)

521 (42.8)

18 (0.9)

255 (23.0)

10 (0.7)

11 (0.7)

168 (14.2)

113 (11.2)

65 (6.4)

1,051 (38.0)

35 (1.4)

549 (22.4)

14 (0.5)

92 (3.3)

406 (15.3)

355 (13.6)

143 (5.6)

518 (27.2)

24 (1.2)

510 (29.4)

7 (0.3)

109 (5.3)

369 (19.2)

247 (12.7)

93 (5.0)

Community insurance
(n=3,356)

1,483 (42.1)

62 (1.4)

665 (21.2)

27 (0.6)

64 (1.7)

483 (14.6)

388 (12.3)

184 (6.0)

Employed (n=4,778)

1,776 (35.2)

100 (1.7)

1,031 (24.1)

65 (0.9)

178 (3.9)

757 (16.2)

585 (12.4)

286 (5.7)

306 (62.4)

6 (1.2)

40 (10.0)

11 (2.6)

4 (1.0)

33 (7.6)

31 (7.2)

31 (8.1)

Lowest (n=1,754)

1,108 (58.9)

43 (1.9)

143 (10.6)

46 (2.1)

15 (0.7)

187 (12.2)

111 (7.1)

101 (6.5)

Second lowest (n=2,260)

1,100 (47.8)

34 (1.0)

378 (18.4)

24 (0.8)

70 (3.1)

292 (12.7)

231 (10.5)

131 (5.8)

Second highest (n=2,423)

835 (35.2)

43 (1.5)

593 (25.9)

13 (0.3)

101 (3.9)

394 (15.6)

330 (13.0)

114 (4.6)

Highest (n=2,052)

468 (21.6)

43 (1.8)

611 (30.6)

17 (0.6)

60 (2.9)

399 (19.8)

311 (15.5)

143 (7.2)

None (n=3,351)

1,626 (44.4)

59 (1.6)

228 (9.0)

75 (1.3)

199 (6.5)

485 (15.2)

433 (14.1)

246 (7.9)

Active (n=4,406)

1,776 (38.1)

82 (1.4)

1,275 (30.8)

25 (0.5)

25 (0.5)

668 (15.3)

390 (9.5)

165 (3.8)

Unproductive population
(n=2,257)

1,114 (47.6)

75 (2.9)

290 (13.7)

71 (2.8)

31 (1.3)

265 (12.1)

226 (10.9)

185 (8.7)

Non-prime age worker
(n=2,701)

1,150 (40.5)

56 (1.7)

575 (22.9)

24 (0.6)

20 (0.6)

446 (16.7)

278 (10.9)

152 (6.1)

Prime age worker
(n=3,718)

1,335 (35.3)

39 (1.0)

887 (25.0)

9 (0.3)

198 (4.9)

576 (15.3)

504 (13.2)

170 (4.9)

1,501 (51.9)

68 (2.0)

332 (15.1)

73 (1.9)

33 (1.3)

318 (12.0)

227 (9.3)

177 (6.5)

2,029 (34.2)

97 (1.4)

1,375 (25.1)

28 (0.4)

212 (3.6)

949 (16.5)

767 (13.3)

314 (5.6)

Middle (n=1,161)
High (n=2,645)
College≤ (n=1,877)
Medical insurance*

Medicare (n=462)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Working age population*

Private health insurance*
No (n=2,729)
Yes (n=5,771)

The data were analysed by χ -test.
*P <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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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al health status and unmet dental need

Variables

Financial
burden
(n=3,599)

Perceived (general) health*
Good (n=6,444)
2,351 (35.0)
Poor (n=2,225)
1,245 (53.3)
Perceived oral health*
Good (n=3,258)
1,126 (32.1)
Poor (n=5,085)
2,381 (44.1)
Oral health concern*
Don't have (n=2,335)
860 (34.5)
Have (n=5,100)
2,499 (45.7)
Chewing difficulty*
Don't have (n=4,028)
1,394 (33.2)
Have (n=3,405)
1,963 (54.9)
Unqualified dental office utilization*
Don't have (n=6,032)
2,449 (38.3)
Have (n=1,403)
910 (62.8)
Dental visit in past year (yr)*
≤1 (n=3,173)
1,329 (40.1)
1~2 (n=1,812)
647 (33.7)
2~5 (n=1,875)
778 (39.2)
>5 (n=1,298)
655 (46.2)
Never (n=374)
135 (35.3)
Regular dental check up*
Don't (n=6,322)
2,712 (40.4)
Do (n=2,203)
825 (36.1)
Subjective dental treatment needs*
Don't need (n=1,650)
718 (40.6)
Need (n=6,690)
2,790 (39.3)
Dental caries treatment needs*
Don't need (n=3,698)
1,758 (44.9)
Need (n=2,993)
1,032 (33.2)
Periodontal disease treatment needs
Don't need (n=4,779)
2,034 (40.4)
Need (n=1,912)
756 (36.4)
Implant needs*
Don't need (n=4,661)
1,575 (31.7)
Need (n=2,030)
1,215 (58.2)
Don't know treatment needs
Know (n=6,074)
2,552 (39.6)
Don't know (n=617)
238 (36.0)
Necessary medical care utilization*
Use (n=5,649)
2,157 (36.4)
Don't use (n=3,016)
1,438 (44.3)
CPI*
522 (32.0)
CPI0 (n=1,563)
205 (34.8)
CPI1 (n=528)
1,172 (36.8)
CPI2 (n=2,992)
1,039 (46.3)
CPI3 (n=2,110)
331 (53.6)
CPI4 (n=606)
DT index (n=8,515)
1.33±0.05
DMFT index (n=8,515)
7.12±0.11

unit: N (%)
No one help
Lower on the Fear of dental
with their
priority scale
treatment
children
(n=1,287)
(n=1,008)
(n=249)

Too far
to go
(n=170)

Busy with
school or work
(n=1,752)

Poor
mobility
(n=104)

112 (1.4)
58 (2.0)

1,491 (24.7)
260 (14.3)

41 (0.4)
63 (2.1)

204 (3.1)
45 (2.1)

1,034 (16.3)
251 (11.4)

817 (12.8)
191 (9.7)

394 (6.1)
112 (5.1)

71 (1.7)
84 (1.3)

762 (25.5)
929 (20.7)

32 (0.6)
69 (0.9)

85 (2.5)
150 (3.1)

619 (19.5)
624 (12.6)

366 (11.9)
565 (11.6)

197 (6.2)
283 (5.8)

36 (1.2)
100 (1.5)

473 (22.8)
904 (20.4)

26 (0.7)
75 (1.0)

84 (3.8)
141 (2.8)

448 (19.1)
626 (12.8)

285 (12.9)
489 (10.3)

123 (5.0)
266 (5.4)

67 (1.4)
69 (1.5)

895 (24.1)
482 (17.0)

23 (0.4)
78 (1.7)

168 (4.2)
57 (1.6)

728 (17.8)
346 (10.5)

537 (13.5)
237 (7.7)

216 (5.4)
173 (5.1)

112 (1.5)
24 (1.1)

1,245 (23.1)
132 (10.7)

63 (0.7)
38 (2.3)

212 (3.5)
13 (1.1)

937 (15.7)
137 (10.2)

682 (11.8)
92 (7.4)

332 (5.5)
57 (4.4)

92 (2.3)
33 (1.7)
22 (0.7)
13 (0.6)
7 (1.2)

717 (25.0)
432 (25.5)
324 (20.0)
183 (16.8)
63 (16.5)

38 (0.9)
9 (0.3)
18 (0.6)
28 (1.3)
8 (1.3)

87 (2.8)
61 (3.1)
65 (3.5)
29 (2.6)
7 (2.2)

377 (12.0)
319 (17.9)
326 (17.2)
183 (15.1)
60 (19.0)

326 (10.4)
209 (12.1)
230 (12.7)
150 (12.7)
70 (18.6)

207 (6.5)
102 (5.8)
112 (6.2)
57 (4.8)
24 (6.0)

115 (1.3)
53 (2.1)

1,172 (20.8)
546 (26.7)

80 (0.8)
21 (0.8)

196 (3.2)
52 (2.3)

971 (15.7)
297 (13.9)

740 (12.4)
244 (10.5)

336 (5.5)
165 (7.5)

43 (2.0)
112 (1.3)

331 (22.7)
1,359 (22.5)

29 (1.3)
72 (0.7)

32 (2.0)
203 (3.1)

274 (17.0)
968 (14.9)

125 (8.3)
804 (12.4)

98 (6.2)
382 (5.9)

63 (1.4)
49 (1.2)

645 (19.4)
715 (25.8)

57 (1.0)
15 (0.3)

80 (2.4)
123 (3.8)

523 (14.7)
445 (15.0)

354 (10.1)
450 (14.9)

218 (6.1)
164 (5.7)

84 (1.4)
28 (1.2)

963 (22.5)
397 (22.6)

49 (0.6)
23 (0.9)

141 (2.9)
62 (3.4)

657 (13.9)
311 (17.4)

580 (12.4)
224 (12.3)

271 (5.9)
111 (5.7)

85 (1.4)
27 (1.1)

1,082 (25.2)
278 (15.8)

39 (0.5)
33 (1.1)

166 (3.5)
37 (2.0)

785 (17.3)
183 (8.8)

644 (14.0)
160 (8.4)

285 (6.3)
97 (4.7)

99 (1.3)
13 (1.5)

1,223 (22.3)
137 (24.8)

65 (0.7)
7 (0.6)

191 (3.2)
12 (1.9)

871 (14.8)
97 (15.7)

722 (12.2)
82 (14.4)

351 (6.0)
31 (5.1)

123 (1.7)
47 (1.3)

1,106 (21.8)
646 (23.6)

65 (0.8)
39 (0.8)

143 (2.4)
105 (3.8)

933 (16.9)
352 (12.0)

748 (13.4)
259 (9.5)

374 (6.5)
130 (4.7)

36 (2.0)
10 (1.4)
49 (1.4)
35 (1.0)
9 (1.2)
0.90±0.16
6.42±0.50

349 (24.3)
113 (25.0)
670 (24.2)
353 (20.2)
98 (16.6)
1.14±0.06
5.79±0.12

11 (0.4)
2 (0.1)
27 (0.6)
33 (0.9)
8 (1.1)
1.42±0.29
8.76±0.83

60 (3.5)
23 (4.8)
103 (3.5)
40 (1.9)
8 (1.2)
1.03±0.13
6.25±0.29

247 (16.3)
87 (15.9)
472 (15.9)
311 (14.9)
73 (12.7)
1.00±0.06
5.24±0.14

231 (14.8)
56 (11.9)
353 (12.4)
181 (8.7)
50 (8.9)
1.42±0.09
5.81±0.16

107 (6.7)
32 (6.1)
146 (5.3)
118 (6.0)
29 (4.6)
1.01±0.10
5.97±0.26

Independent t-test was performed and Estimate±Standard error was denoted.
The data were analysed by χ2-test.
*P <0.05

Other
reasons
(n=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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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
우리나라 국민의 약 37%가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고6), 그들이 치
과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39.1%, ‘직장이나 학
교를 비울 수 없어서’ 22.4%,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
껴서’ 15.2%,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 12.1%, ‘기타’ 5.9%,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2.9%, ‘치과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1.6%, ‘거동 불편 또는 건강문제 때문에’ 0.8% 이었다. 인구사회
경제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를 분석
하였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가는 경우가
가장 많아, 여전히 치과이용에 경제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도19)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이
유에 ‘경제적 이유’가 55.3%로 가장 높았고, 특히 65세 이상의 경
우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노인의 특성
상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결
과로 보인다. 또한 저학력자, 저소득자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치
과에 가지 못하였는데, 이는 학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하며, 추후 학력과 소득을 좀 더 층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작
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가고 있었다. 건강
에 불편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강건
강의 불편함보다 경제적 장벽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1977년 건강보장제도를 도입, 1989년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 실시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지불능
력에 상관없이 의료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였다20). 하지만 치과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비급여항목이 많아 의료서비스보다 경제적 격
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치과진료의 경제적 격차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경
우는 연령에 따라 학생층에서 많았고, 고학력자, 고소득자일수록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이 많았다. 한
국의료패널 자료에서도 ‘방문시간이 없어서’ 치과진료를 받지 못
한 경우가 20.8%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65세 미
만의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19). 이는 직장, 학교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 때문이기에 동일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 야간진료, 주말진료
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학교 내 구강보건진료실, 직장 내 치과진
료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료예약제 등이 바쁜 직
장인들의 치과진료 접근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은 최근 치과 병·의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으로,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직장이나 학교생활에 바쁜 사람도 최소 한 번은 치과
에 방문하는데 비해,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심각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강
건강을 전신건강에 비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강
건강은 일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
라서 치과방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특정 집단 뿐 아
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치주조직
상태가 나쁠수록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치과에
못가는 사람은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만큼 치주병에 대한 국
민의 인식과 치료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진료 받기가 무서워서 치과
에 못가는 경우는 6세 이하의 대상자에서 가장 높았다.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
에서도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주요원인 중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18.3%를 차지할 정도로 치과공포가 큰 이유로 조사
되었다5).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치과공포가 정기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장애요인이었고, 치과공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진료
실 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한 방법을 제안하였다21). 치과공포
에 취약한 대상을 위한 소아치과의 운영,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한 의료인력 교육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자신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에 방문하
며, 예방적 처치를 받거나, 치료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과에
가는 경우는 적다4).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
강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초기치료, 예방치료의 중요성과 정기검
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17.1%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고, 이 중 49.5%가 경제적 이유
로 가장 높았다22).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가
35.2%로 가장 높았고, ‘증세가 경미해서’가 27.0%이었으며, ‘경
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로 인한 경우가 24.2%로 나타나 순위
의 변화가 있었다19). 하지만 연령별로 보았을 때, 노인 인구에서
경제적 이유가 주된 이유인 것은 동일하였다.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적 이유의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단면연구라는 것
과, 면접설문이기 때문에 대상자 정보의 축소 또는 확대답변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변수별로 조사 대상 연령이 달라서 그 대
상 수가 일정치 않았다. 그러나 현 시대의 국민을 대표하는 공공자
료원을 이용하여, 각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치과에 가지 못하
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또 일반 가중치가 아닌 복합표본설계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일반화 시킬 수 있
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
에서는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인
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상태 이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
을 추가한 분석, 그리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치과진료 미충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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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년∼2009년) 자료를 이
용하여 복합표본설계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경제, 구강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 국민이 치과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 둘째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셋째 다른 문제에 비
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순이었다.
2.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치과에 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치과
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고, 학생은 학교생활, 노인일수록 경제적
인 이유로 치과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3. 저학력자, 저소득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못가는 반
면, 고학력자, 고소득자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또한 구강건강상태보다 연령, 교
육수준,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치과진료 미충족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진료 미충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실
질적인 방법으로 치과진료 접근의 경제적 장벽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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