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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강관심도에 따른 

건강위험요인과 치주조직 건강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학 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차 은 숙 

  이번 연구는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건강관리습관, 건

강위험인자 간의 각각의 차이가 건강요인과 건강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 각각의 요소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우

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구강 및 전신 건강관리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군인 건강관심 집단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하여 건강

검진을 수진한 후, 이번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내용에 적합한 30세 이

상 75세 미만 남녀 243명을 대상으로 치주조직검사와 자기기입방식으로 주

관적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등을 설문 조사하였고, 건강위험인자, 병력 

건강관리습관, 등의 정보를 각각 수집 분석하였다.  대조군인 일반집단으로 우

리나라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 중 건강관심집단과 성별과 

연령을 성향점수매칭으로 651명을 선정하였다. Student’t-test와 



Chi-square test로 두 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였고, 각 집단의 치주질

환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건강관리습관, 건강위험인자 사이

의 영향관계 및 이 경로의 건강관심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과 경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건강에 관심이 높은 집단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과거력,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이 낮았고, 운동 및 걷기의 실천율 그리고 금연율 등이 높았다.

2. 구강건강인지와 구강건강행동은 건강관리습관을 통하여 건강위험인자에 영

향을 주었고, 구강건강행동은 치주조직상태를 매개변수로 전신건강에 영향

을 주었다.  건강관리습관은 치주조직상태와 건강위험인자 모두에 직접 영

향을 주었고, 구강건강인지는 건강관리습관을 통하여 치주조직상태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3. 치주질환 위험도는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치실미사용자에서, 일반집단에서는 

남성 고혈압자 구강검진미수진자에서 높았다.

4.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상자는 구강건강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쳐 구강건강행동 및 건강관리습관이 증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높은 건강관심도는 구강 및 전신의 건강증진 행위들, 우수한 치

주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건강위험인자와 연관이 있었다.  구강과 전신의 건

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구강건강행동의 강화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건강관심도는 긍정적 구강건강인지를 통해 구강건강행동을 강화하는 과

정에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건강관심도, 건강위험인자, 건강행동, 경로분석, 구강건강인지, 국민건

강영양조사(KNHANES), 치주건강

학  번 : 2012 –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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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현대 의학의 발달, 소득수준의 증가, 생활환경 개선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의료와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구가 증가되고 평균예상수명(average life expectancy)이 증가되면

서, 이들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층은 만성질

환의 증가로 1인당 의료비가 다른 연령층의 수 배에 달하게 되었고, 이들의 

수명 증가로 전체 의료비도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 의료는 아직도 예방보다 

치료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1차 보건의료가 매우 취약함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1).  이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만성 질환 관리와 예방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며, 성인과 중장년기 그

리고 전기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질병연구와 건강관리 모델에 대한 탐색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개인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주체로서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및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주는 

건강요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2).  개인의 건강인식과 관련하여 Breslow 

등3)은 건강관심도는 건강행위를 결정하며,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Stockert4)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개인의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고령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주체적 의사

결정과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건강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가건강 인지, 건강관심도 등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요인들이 주목받고 있

다.

구강건강 영역에서도 구강건강 인지와 구강건강 관심도 등 주관적인 건강요

인과 더불어 상병 영역에서는 치주질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주질환

은 중장년기 이후 구강건강의 결정적인 영향인자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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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만성질환의 하나이다5).  우리나라의 경우 치주질환이 성인에서 치아

를 발거하는 가장 높은 원인비중으로 꼽히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빈도 상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기도 하다6). 치주질환은 발병 과정에서 염증반응 물질들을 혈중으로 유리하

고 균혈증과 내독소혈증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혈류를 공유하는 전신질환과

의 연관관계가 주목받아 왔다.  치주질환과 연관관계가 탐색되고 있는 전신질

환으로는 암7), 조산8), 폐렴 등 호흡계질환9), 대사증후군10), 심혈관계 질환11)

등이 있으며,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12,13)역시 누

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예방의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전신 건강관리습관과 건강관심

도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치의학 영역에서도 구강건강 인지,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건강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구강건강 요인과 전신건강 요인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연

구 대상 역시 청소년14,15), 장애인16), 소아17), 노인18) 등으로 일반 성인집단 이외

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기존 연구는 구강건강과 전신

건강의 병인 혹은 생리학적 공통 인자에 집중되어 왔으나19), 최근에 연구 영역에

서도 구강건강행동과 전신 건강상태의 연관관계, 혹은 전신 건강관리 습관과 

구강상태의 연관관계 등의 범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20). 

이에 스스로의 건강관심도를 바탕으로 자가 건강관리에 대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성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심 정도에 따라 구강건강인지, 구강

건강행동, 건강행동, 건강상태, 치주조직상태 간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주관적인 건강인지요소의 하나인 건강관심도가 각 

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과 결과는 건강증진 모델의 기초자

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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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번 연구는 건강관심도가 여타 건강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건

강관심이 높은 집단과 일반집단의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행동, 전신 건강관리습

관, 전신건강 위험인자 등의 건강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이 건강관심 정

도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건강관심이 높은 집단과 일반집단에

서 치주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로분

석을 통해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행동, 구강건강인지, 건강관리습관, 건강위

험인자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건강관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여, 구강과 전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 모델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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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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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관심도, 건강인식, 건강행위  

건강관심도는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에 대한 흥미, 중요도에 대한 인식, 염

려도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21).  건강인식 혹은 건강인지란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를 의미하며21), 건강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 단체, 조직 내부 혹은 그 동료 간의 노력, 사회적인 변화

나 정책적인 발전 등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

료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은 개인, 단체,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된 경제 사회적 환경을 지원

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자기조절 능력과 생활습관을 함

양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2).  건강관심도와 건강인식의 측정에는 관

찰 가능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느낌의 수준을 측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22).  이러한 주관적 건강요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수치화되어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23), 건강관심도와 

건강인식 그리고 건강행위의 상호 관련성과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

인 건강증진 모델 확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건강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다양한 내용의 설문 문항과 

척도들이 사용되었다.  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도시

지역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심도,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상태 및 건강증

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신경림과 김정선24)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를 자

기만의 건강관리법, 건강 정보에 대한 주관적 관심도, 건강정보의 출처로 구조

화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측정하였고, 이순영과 서일25)은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을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한 후, 건강수준 보통 이상과 건강수준 나쁨

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건강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연구 목적에 

따라 건강인지나 건강행동이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의료소비자권리와 공유의

사결정에 대한 고은경26)의 연구와 Dutta-Bergman27)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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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도 인식, 질병예방 노력여부, 건강에 대한 자기주도성, 건강을 위한 

노력정도, 식사와 운동 및 예방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건강관심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관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자발적 건강검진 수진

여부를 선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윤치근28)은 건강관심도를 건강검진여

부, 건강노력여부, 건강정보여부로 측정한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건

강관심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행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고, 김

영숙18)은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건강관심도, 건강태도와 실제 건강실천행

위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건강검진여부, 건강노력여부, 건강정보여부로 건강관

심도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순영 등29)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

진여부와 여성의 정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주체적인 건강행동여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정보원 보유 여부 등으로 건강관심도를 평가하였

다.  이경애30)는 초등학생 어머니의 건강관심도와 영양지식 그리고 영양태도

를 조사하면서, 건강검진여부를 포함한 10개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건강관심

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는 자발적 건강검진 수진여부를 건강관심도를 구성

하는 객관적인 요인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강수균 등31)은, 노인의 주관적 건

강상태와 건강관심도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건강검진여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경제적 수준, 성별,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건강검진여부가 건

강관심도 자체를 충실히 반영하는 항목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자발적 건강검진 수진여부를 기준으로 건강

관심집단을 선정하였고, 특히 건강검진수진 여부에 따른 건강관심집단의 차이

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3차 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의 검진 수진자와 일

반검진 비 수진자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상급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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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탐색한 임복희3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건강검진 수진자들은 접근성

과 비용경제성을 고려하며,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일반 종합병원의 검진을 더 선호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접근성과 비용경제성에서 불리한 3차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수진한 대상자들은 건강관심 정도

가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건강행동

치의학 분야에서의 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가

족기능과 구강건강 관심도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이경희와 이혜순3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정보 

수준, 구강건강 관리능력, 식생활 습관 등을 통해 구강건강 관심도를 간접 조

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구강건강영향지수는 가족 간 의사소통이 좋

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 중 자가구강관리를 잘 할수록, 식생활이 건전할수록,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옥과 전주연34)은 우

리나라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 관심도와 인지도가 구강건강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강건강관심도를 ‘관심이 있다’, 

‘보통’,‘관심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한편, 김경선 등3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켈링 경험과 정기적인 치과의

료기관 방문여부를 통해 자녀에 대한 구강건강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김종범

16)은 장애아동과 모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친의 구강보건 관심도가 높

을수록 자녀의 치면세균막지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1인당 평균 우식 영구치

아, 상실영구치아, 충전영구치아의 수 역시 모친의 구강보건 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영구치 우식경험도는 모친의 

구강보건 관심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자녀의 구강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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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자녀의 치아우식경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으나, 적극적인 치과 치료 이용 행태로 이어지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구강보건행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박지영36)의 연

구에서는, 노인의 구강보건 행동이 구강건강관련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주관적 구강건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 성인집단 이외

의 인구집단을 대상자로 한 연구결과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은 주로 보호자에 의해 건강행동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자발

적 건강관심도보다는 보호자의 건강관심도가 구강건강상태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 건강관심도와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이 

건강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일반 성인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은주와 박은희37)는 성인의 구강보건 행동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별과 학력 그리고 구강건강 관심도라고 하였다.  또한 구강보건 실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건강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구강보건실천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건강 관심도보다는 구강보건 행동인식임을 밝혔다. 

박홍련과 문선정38)의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구

강건강 인지 특성과 구강보건 지식 그리고 구강보건 실천 행태의 연관성을 고

찰하였는데,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에 따라 구강보건 지식과 실천도 모두

에서 차이가 났음을 보였다.  또한 자가 구강건강 인지특성이 구강건강의 증

진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정옥 등39)이 직장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행동 실천도가 높았고,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실제 검진 수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행동은 치실, 치간솔, 구강양치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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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예: 워터픽, 혀크리너, 틀니세정제 등)의 사용여부를 통해 파악

하였다. 보편적인 구강건강행동인 잇솔질은 치아표면과 협설면을 세정하는 데

는 효과적이지만, 치간부위를 완벽하게 세정하기는 어려운 관리법이다40).  치

면세균막은 치아의 교합면보다는 치간이나 치간 공극에서 잔류와 축적이 많이 

관찰되며, 이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된다41).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고 예방하

기 위해 권고되는 구강건강행동들 역시 구강내 치면세균막조절과 세균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42).  Slot 등43)은 체계적 리뷰를 통해, 잇솔질과 치간솔 사용을 

병행하는 경우 잇솔질만 할 때보다 치면세균막조절에 효과적이고, 치은출혈과 

치주낭 깊이 모두에서 치주조직건강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치간솔의 사

용이 치실보다 더 치면세균막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Noorlin 등

44)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각 대상자들의 구강 내를 Split 

mouth법으로 분획하여 각각 치실과 치간솔을 사용하게 한 결과, 치은 연하세

균막을 제거하고 치간 치은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치실과 치간솔 간에 큰 차이

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Boyle 등45)은 구강양치액 사용이 치면세균막 감

소와 항염증효과를 통한 치주질환 치료에 효능이 입증된 구강건강 관리법 중 

하나하고 하였다.  

구강건강행동과 관련된 부수적 구강관리용품 중 워터픽(waterpick, dental 

waterjet), 혀크리너(tongue scraper), 의치세정제 등도 치면세균막조절과 

구강내 세균막 제거 효능이 검증된 도구들이다.  Kato 등46)은 워터픽을 상악 

구치 협면에 부착한 법랑질 시편에 적용한 결과, 워터픽이 치면세균막의 제거

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혀크리너의 사용도 치주질환 원인균의 생물학적 저

장소47)인 혀 표면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48), 김선국49)의 연구에서 의치세정제가 치주질환의 원인균인 그람 음성균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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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주조직상태와 전신 건강의 연관관계

이번 연구에서 치주조직상태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치주지수(CPI)50)로 

파악하였다.  치아와 치주(잇몸)의 질병이 신체 다른 부위의 병변들과 연관되

어 있다는 가설과 연구들51)의 근거는, 치주질환의 분자세포생물학적 발생 기

전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미생물과 접촉한 치은열구상피가 인근 세포에 신

호를 보내 전염증단계의 사이토카인(cytokine)을 방출하는 것으로 치은염

(gingivitis)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모여든 세포들에 의해 다양한 염증 매

개물질들이 유리된다.  치은염이 만성화된 치주질환(periodontitis)으로 진행

되는 과정에서는 IL-1, IL-6, IL-8, TNF와 같은 다양한 사이토카인

(cytokine)들이 치은열구액에 유리된다52).  또한, 진행된 만성 치주 질환은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생물학적 표지자로 이용되는 C-반응단백(CRP)의 증가

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53). 

염증에 관여하는 고분자 단백질들은 전신의 모든 부위의 염증 존재시 혈류

로 유리될 수 있음에도, 각별히 이들 단백질과 관련하여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의 연관성이 주목받아 왔다.  이는 근원적으로 혈관이 풍부하게 분지되어 있

고, 균혈증과 내독소혈증이 쉽게 유발되는 치주조직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54).  여러 종류의 치주질환 원인균(P. gingivalis, A. 

actinomycetemcomitans, P. intermedia)들이 치은 상피세포의 수용체 매개 

포식작용을 통해 세포 내로 들어간 후, 세포내 증식을 거쳐 혈류로 들어가면 

균혈증(bacteremia)을 일으켜 전신의 면역체계를 직접 침범하게 된다55).

  한편, 구강에 잔존하는 세균막(pellicle, bacterial plaque)내에 군집한 치

주질환 원인균과 그 내독소인 지질다당체(lipopolysaccharide, LPS) 역시 치

은조직에 발달된 혈관을 통하여 내독소혈증(endotoxemia)을 일으켜 전신적

인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56).  이러한 균혈증과 내독소혈증은 치주질환이 

없는 이들에서도 잇솔질 과정에서 40%까지 발생하며, 치주질환 환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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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이처럼 전신질환들과 공유되는 공통 위험인자들로 인해 치주질환과 다양한 

질환들과의 연관관계가 규명되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해 치주조직상태를 개

선함으로써 전신질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Azarpazhooh과 Leake58)는 요양시설이나 중환자실 노인들

에게서 폐렴은 구강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강위생을 개선하고 전

문가 구강관리의 빈도를 높임으로써 만성 호흡기질환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고 하였다.  치주질환을 개선하는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지나 건강행동이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Reichert 등59)은 1년

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치실이나 치간솔을 사용하는 것이 치주조직상태를 개선

하고 심혈관계질환 위험도를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치실사용과 비만의 연관

관계를 단면 연구로 수행한 Hujoel 등60)은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

우 비만에 이환될 확률이 높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구강건강 영역의 자가건강인

지와 건강행동은 전신건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운동 등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은 대사증후군 등 전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경로로 치주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berhard 등61)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횡적 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에서, 심폐 유산소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중등도 이상

의 치주질환에 이환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신체활동이나 

건강관리 습관이 치주조직상태 혹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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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모델 제안의 필요성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은 특정 현상을 파악하기 위

해 상호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와 그 유의성을 검정하는 모형을 의미한다62).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도 알 수 있으며, 

이 두 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통해서, 변수들 사이에 좀 더 정확한 연관관계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방향 및 다수의 변수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법이다.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변수들 간에 함수적 관계를 가

지는 경로의 모형을 방정식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설화하고, 그 모형을 

수집된 자료에 합치시킴으로써 경로들이 나타내는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적인 형태이다.  구조방정식의 내용은 경로모형의 

형태로 도식화된다62). 

기존의 구강건강 관심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구강건강인지, 구강

보건지식 등이 구강행동이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변량 분석, 평균의 

비교, 상관관계 분석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의학과 치의학의 영역에서

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건강관심도 혹은 건강인지, 건강행동, 건강상태 등

의 상호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영수63)는 구강건강 지식과 실천 정도 그리고 우식경험도의 관계를 밝히

기 위해 부산지역 소재 구강진료기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시행

하여, 구강건강지식이 구강건강행동 실천에, 또 구강건강행동 실천은 우식경험

치아 수와 설문으로 파악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덧붙여 우식경험치아 수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

한 변수임을 검증하였고, 구강보건지식은 우식경험치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강보건실천을 매개효과로 하여 간접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신건강 영역에서도 박순주와 이영혜6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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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afioun65)와 같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건강관심도, 건강인지, 건강행

동, 건강위험인자들의 연관관계를 탐색하는 경로분석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강과 전신 건강요인들의 연관관계 혹은 공통위험

인자 규명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 그리고 건강관심도에 따른 구강건강인지 및 

구강건강행동과 전신건강과의 연관관계 혹은 전신건강관리 습관과 구강건강상

태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경로분석을 이용

하여 전신건강 혹은 구강건강 각각에서 건강관심도, 건강인지, 건강행동들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치주조

직상태와 구강건강 요인들, 전신건강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연관관계를 파악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와 건강행동에 관련된 자발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

동, 건강관리습관, 건강인자가 건강요인과 건강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 요소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

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구강 및 전신 건강관리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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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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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및 대상선정 

(1) 건강관심집단의 선정 

이번 연구는 2013년 3월에서 2014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

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 75세 미만의 대상자 중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동의 후, 구강검사에 참여한 24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은 1차 의료급여기관 혹은 

2차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종합검진으로, 자발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검사를 수진하기 때

문에 건강관심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정하였다.  연령범위를 3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하여, 신체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청소년기와 경계에 있는 20대

를 배제하였고, 의사결정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전신신체지수에서 편이가 발생

할 수 있는 초고령층을 제외하여 자발적 건강관심도가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

진이라는 건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암

에 이환된 환자와 임부는 생화학적 지표와 건강관리행동에서 특별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중 결측치를 제외

한 243명을 건강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H-1301-110-460)을 받은 후에 시행되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구강검사 전후에 치과의사로부터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상담

을 받았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구강관리용품으로 구성된 기념품이 

지급되었다.  구강상병 진료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연계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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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lative multivariate imbalance L1

(2) 일반집단의 선정

대조군으로 건강관심도가 보통인 일반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

관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실시된 2013-2014년 제 6차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66)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관심집단과 성별 및 연령범위가 유사

한 대조군을 추출하였고, 1:1 매칭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

해, 1:3 매칭을 실시하여 건강관심집단의 3배수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으로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735명이 추출되었고, 매

칭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valance test로 공변량과 공변량의 선형 결합이 

매칭 후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였다. 

다변량 불균형지표(Multivariate Imbalance Measure)를 보았을 때, Fig. 

3-1과 같이 매칭 전 0.500에서 매칭 후 0.000으로 PSM을 통해 각 군의 균

형이 확보되었다67). 

히스토그램으로 균형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의 균형정도는 Fig. 3-2

와 같이 상호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 실험군과 대조군이 균형있는 분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추출된 735명 중 건강관심집단 대상자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수진자를 제외하였고, 치주조직검사와 

구강건강행동 설문에서 결측치를 지닌 대상자를 제외한 651명을 최종 대조군

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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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Histogram on balance difference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1) 건강관심집단 

① 치주조직상태 측정

연구 참여자들은 이동식 유닛체어(Summit Chairs, Wiltshire, UK)가 설치

된 별도의 진료실로 안내되어 구강검사를 받고 설문을 기입하였다.  구강검사

는 치과의사에 의해 수행되었고, 조명은 조사자의 머리에 장착한 헤드라이트

(LED Lenser, Manchester, UK)를 이용하였다.  치주조직 검사를 위해 15 

mm 깊이까지 측정이 가능한 치주탐침(University of North Carolina No.15 

probe, Hu-Friedy,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약 20g 내외의 압력으

로 치은연부터 기저부까지의 치주낭 깊이(Probing depth, PD)를 측정 기록

하였다.  측정 부위는 제 3대구치와 제 2대구치의 원심협설면을 제외한 모든 

치아에서 근심협면, 중앙협면, 원심협면, 원심설면, 중앙설면, 근심설면의 여섯 

부위였다.  전악 치아의 치주낭 깊이를 측정한 후, 분석과정에서는 국민건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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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사의 치주 조사 기준(CPI)에 맞도록 검사치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②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및 구강건강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Table 3-1과 같이 구강검사 후 진료실에서 설문으로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지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1점)’, ‘다소 좋다고 생각한다(2

점)’, ‘보통이다(3점)’ ‘나쁜 편이다(4점)’, ‘매우 나쁜 편이다(5점)’ 

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의 관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치과의원 혹은 치과병원 내원여부, 치실 사용여

부, 치간솔 사용여부, 구강양치액 사용여부, 기타 구강관리용품(예, 혀클리너, 

워터픽, 틀니세정제)의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든 설문내용은 자기기입 방

식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가 설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치주검사자가 이들의 질문에 응대하였다.  

③ 건강위험인자 및 병력

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 인적 정보와 함께 혈액검사를 통한 신체정보, 과거 

병력 등의 전신건강관련 정보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시행된 종

합건강검진 항목의 검진 결과치를 이용하였다.  기본 건강검진 항목인 키, 몸

무게, 허리둘레, 혈압, 체중, 맥박 등 신체 생리학적 자료를, 혈액검사 정보로 

적혈구농도, 백혈구농도, 혈소판수치, 총콜레스테롤수치, 중성지방농도, 저밀도

지질단백질농도, 고밀도지질단백질농도 등을 획득하였다.  질병의 과거력과 현

재 위험도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및 협심증, 고지혈증, 뇌졸중, 갑상선질

환, 천식, 비염 등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 

투약여부 및 후유증여부를 취득하였다.  검진 당시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고혈압 여부, 이상지질혈증 여부는 종합검진 결과지에 

나타난 변수 정보로부터 직접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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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관리 습관

건강관리 습관은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고강도 

및 중강도 운동의 실천여부, 운동 시간, 일주일 중 걷는 날의 일수와 걷는 시

간,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 등의 정보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흡연, 음주 등의 정보를 서울대학교 종합검진 시에 대상자 스

스로 기입한 설문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전신 건강관리 습관과 관련된 설문 

작성 시점과 구강검사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으므로,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검사 시 전신 건강관리 설문 항목의 기입여부를 대조 확인하였다.  

2) 일반집단 

일반집단으로 선정된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에서 추출된 651명의 치주조직

상태 정보는 기록된 지역사회치주지수(CPI : Community periodontal 

index)를 이용하였다.  2013-2015년도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조사 

지침서66)에 따르면, 치주검사는 전악을 6분악으로 나눈 뒤 해당 분악이 발거

대상치아를 제외하고 자연치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인정하며, 해당 분악의 검

사표준치아를 조사하였다.  검사표준치아는 #17, #16, #11, #26, #27, 

#36, #37, #31, #46, #47 이며 표준치아가 상실된 경우 해당 분악의 나머

지 모든 치아를 조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해당 분악의 점수로 기록하였다.  

지역사회 치주지수의 점수부여는 건전치주조직(0점), 출혈치주조직(1점), 치

석형성치주조직(2점), 4-5 mm 천치주낭형성조직(3점), 6 mm 이상 심치주

낭형성치주조직(4점)으로 구분하였다(Table 3-1).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구

강건강 행동, 건강관리 습관, 병력은 제 6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자가기

입식 설문조사문항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전문의 진단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사지의 내용과 해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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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health factors

periodontal status

CPI (mm)

PD <4 normal

4≦ PD <6
moderate 

periodontitis

PD ≧6
severe 

periodontitis

dental cognition

extremely good 1

better 2

normal 3

worse 4

extremely bad 5

dental behavior

not use of dental equips 0

use of dental equips 1

not visit dental clinic in 1 yr 0

visit dental clinic in 1 yr 1

General physical factors

BMI (kg/m2)

BMI < 18.5 underweight

18.5≤ BMI < 23 normal weight

23.0≤ BMI < 25 overweight

BMI ≥ 25 obesity

HT (mmHg)

           systolic ≥ 140
with HT       or diastolic ≥ 90

       or now on medication

             otherwise normal

DM (mg/dL)

           FBS ≥ 126
with DM         or *BS ≥ 120

or HbA1c ≥ 6.5
             otherwise normal

dyslipidemia (mg/DL)

   total cholesterol > 200

dyslipidemia
            or LDL > 130

            or HDL < 60

      or neutral fat > 150

            otherwise normal

Medical history

HT, DM, MI & AP, 

stroke, thyroid  

insufficiency, asthma, 

rhinitis

no history of disease 0
previously diagnosed

not on treatment 
1

now on medication 
or treatment

2

MI, Myocardial infarction; AP, Angina Pectoris; FBS, Fasting Blood Sugar; BS, Blood sugar 

irrespective of the meal; HbA1c, Glycosylate Hemoglob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dental equips :　floss, interdental brush, gargle agent, tongue scraper, waterpick, denture cleanser, 

etc.

Table 3-1. Variables for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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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자료의 변환

1)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의 비교

① 치주조직상태

이번 연구에서의 건강관심집단의 치주질환의 판정은, 일반집단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와의 일치를 위해 지역사회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의 기준을 준용하여 변환하였다. 

② 구강건강행동 

지난 1년간 치과 병의원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판

정하였다.  치실, 치간솔, 구강양치액, 혀클리너, 워터픽, 틀니세정제 등 기타 

구강관리용품을 가끔이라도 사용하는 경우를 1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0으

로 코딩하였다.

③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모두 ‘매우 좋다（1점)’에

서 ‘매우 나쁘다(5점)’사이의 5점 척도로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를 나타내

고 있어 이 변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④ 전신건강 위험인자 

신체검사결과로 전문의 진단이 내려진 지수들 외에, 현재의 신체상태를 나

타내는 지수는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의 검사 결과치로 계산하여 판정하였

다.  신체질량지수(BMI, kg/m2)에 대해서는 신장과 체중 정보를 바탕으로 계

산하고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기준을 준용하여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인 경우,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현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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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유병상태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당뇨는 2010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기준68)을 채택하여, 공복시 혈당이 126 mg/dL이상이거나 식사시관과 

무관하게 혈당 200 mg/dL이상,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 이상인 경

우에 대해 당뇨로 판정하였다(Table 3-1).

⑤ 건강관리 습관 

두 집단의 건강관리 습관인 흡연, 음주, 고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주중 걷

기운동 정도, 주중 앉아있는 정도를 공통된 변수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흡연의 경우,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 기준을 그대로 준

용하여, 평생 비흡연 0, 흡연경력이 있으나 금연한 경우를 1, 현재흡연 2로 

구분하였다. 평생흡연유무에 대해서는 평생 비흡연 0, 흡연 유경험 1로 판정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흡연 항목이 여러 문항으로 세분화되어 있

어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의 기준에 일치되게 코딩하였다(Table 3-2). 

음주의 경우에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의 

기준에 따라 평생 음주경험 없음을 0, 음주력이 있으나 최근 1년 이내 금주시 

1, 평소 음주 경우를 2로 코딩하였다. 

신체 활동지수는 고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걷는 정도, 앉아있는 시간으로 

표현되었다.  ‘고강도 운동’은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달리기, 줄넘기, 등산, 수영, 배드민턴 등, ‘중강도 운동’은 숨이 약간 차거

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빨리 걷기, 가벼운 뛰기, 웨이트 트레이닝, 골프, 

헬스스포츠, 필라테스 등의 운동 및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운동은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1, 운동을 하지 않거나 10분 미만인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

고, 주중 운동일수 및 운동시간은 연속변수로 수집하였다.  운동량은 각각의 

운동시간 전체를 분으로 환산 합산한 뒤 7일로 나누어 일평균 운동시간을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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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있

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고, 걸은 일수와 시간을 연속변수로 수집

하였다.  하루 중 앉아 보낸 시간 역시 연속변수로 조사하였다. 

2) 경로분석 변수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경로분석을 위한 변수는 치주질환, 구강건강 인지, 건강관리습관, 건강위험인

자의 5가지 상위변수로 분류하고, 연구를 통해 획득한 구강 및 전신 건강에 

대한 하위변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Table 3-2).  상위변수는 각 하위

변수들의 산술합으로 표현되었으며, 각 분류별 하위변수들은 동일한 크기범주

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치주조직상태 

치주조직상태 변수는 3점 척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더 나쁜 치주조직상태를 

의미한다.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에서의 지역사회치주지수의 경우, 치주질환

이 없거나 경도 치주질환(mild periodontitis, CPI= 0, 1, 2)은 0으로 코딩

하였고, 중등도 치주질환(moderate periodontitis, CPI=3)은 1로, 고도 치주

질환(severe periodontitis, CPI=4)은 2로 코딩하였다.  

② 구강건강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1-5점 사이의 5도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숫

자가 클수록 스스로 구강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함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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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강건강행동

치실사용, 치간솔 사용, 구강양치액 사용, 기타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해 사

용하는 경우를 ‘1’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치과방문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를 

‘1’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각각 코딩한 뒤, 이 5가지 하위변

수 점수의 총합을 구하여, 이를 각 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 점수로 하였다.  총 

구강건강행동 점수는 0-5점 사이 6점 척도로 표현되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행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신 건강관리 습관

경로분석을 위해, 각 건강관리 습관을 0-2의 3점 척도로 표현한 뒤 긍정적 

건강관리 습관인 운동, 걷기 변수를 역산하여 부정적 건강관리 습관인 흡연 

및 음주 등의 변수에 합산하였다.

흡연과 음주의 경우 평생 무경험시 0, 과거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 하지 않

는 경우를 1, 현재도 흡연 혹은 음주시 2로 각각 코딩하였다.

운동과 걷기의 경우, 역산을 위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를 0, 중강도 이

상 운동을 하는 경우를 1, 주중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2

로 코딩하였다.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모두 하는 경우는 0으로 판정했

다.  걷기의 경우, 주중에 5-7일 하루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는 경우를 0, 

주중 1일-4일 하루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는 경우를 1, 주중에 10분 이상 

걷는 날이 없을 경우를 2로 코딩하였다. 

각 대상자에서 흡연, 음주, 운동, 걷기의 4가지 변수의 산술합이 최종 건강

관리습관 점수가 되며, 0-8점 사이의 값을 가진다.  건강관리습관 항목은 수

치가 높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관리 습관이 많은 것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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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위험인자

질병에 이환된 상태나, 혹은 현재 증상이 없으나 질병인자들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은 실제로 대상자의 건강 척도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과 협심증, 이상지질혈증, 갑상선질환, 

천식, 비염 등의 위험도를 0-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한 뒤 합산하였다.  신체

질량지수의 경우 현재의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정상체중 0, 과체중 1, 비만 

2의 수치를 부여하였다.  질환력에서는, 해당 질환 과거력이 없고 현재 정상

수치인 경우 0, 과거에 진단력이 있거나 혹은 현재 검사수치상으로 위험도가 

있는 경우 1, 과거 진단력이 있으며 현재도 치료 투약을 받고 있거나 후유증

이 있는 경우 2로 코딩하였다.  건강위험인자 점수는 이들 하위변수들의 산술

적 총합으로 나타냈으며, 이론상 0-16점 사이의 분포를 가질 수 있고, 점수

가 높을수록 전신건강의 위험도가 높다.  실제 최고점은 1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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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내용 문항 코딩 기준 점수범위

치주조직상태 CPI

0= 치주질환 없음

1= 경등도 치주질환

2= 중등도 치주질환

3점 척도

구강건강인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1= 매우 좋음

2= 다소 좋은편

3= 보통

4= 다소 나쁜편

5= 매우 나쁨

5점 척도

구강건강행동

� 치실사용

� 치간솔 사용

� 구강양치액 사용

� 기타 구강관리용품

� 지난 1년간

치과방문

0= 하지 않음

1= 사용함/방문함

0-5점

6점 척도

건강관리습관

� 평생 음주경험

� 평생 흡연경험

0= 전혀 경험없음

1= 예전에 했었으나 현재 하지 않음

2= 현재도 가끔함

0-8점
� 운동정도

0= 고강도 운동함

1= 중강도 운동함

2=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음

� 연속10분 이상 걷기

0= 5일~7일 걸음

1= 1일~4일 걸음

2= 거의 하지 않음

건강위험인자

� 고혈압

� 당뇨

� 심근경색 & 협심증

� 이상지질혈증

� 갑상선질환

� 천식

� 비염

0= 전혀 없음

1= 진단받은 과거력 있으나 현재는

후유증 없음

2= 현재 해당질병 치료중이거나

후유증 있음
0-16점

� 과체중과 비만

0= 정상체중

1= 과체중

2 비만

Table 3-2. Variabl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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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1) IBM SPSS Statistics 21.0Ⓡ (IBM,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① 카이제곱(Chi-square) 분석과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건강관심

집단과 일반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병력 등 건강이상, 일상적 

건강관리습관,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행동 등의 건강지표들을 비교 검토

하였다.

②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치주질환의 위험요인을 비교하였다. 

2) IBM SPSS AMOS 21.0Ⓡ (IBM, Chicago, IL, USA)에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치주조직상태, 전신건강 관

리습관, 전신건강 위험인자들 사이의 영향력 및 연관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과정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② 연구모형의 경로를 검증하고 직접,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③ 건강관심도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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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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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Health

concern‡ p-value

n (%) n (%)
Gender Male 304 (46.7) 112 (46.1)

0.871†
Female 347 (53.3) 131 (53.9)

Age 30-39 53 (8.1) 20 (8.2)

0.996†
40-49 102 (15.7) 36 (14.8)

50-59 281 (43.2) 108 (44.4)

60-69 202 (31.0) 74 (30.5)

70-79 13 (2.0) 5 (2.1)

Hemoglobin (g/dL) 14.25±1.45 14.19±1.44 0.597*

RBC (x100°/μL) 4.59±0.54 4.60±0.54 0.698*

Health concern‡ : Experimental grou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 Examination Center.

Common : Control group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value determined from the Student t test.
†p-value determined from the chi-square test.

Table 4-1. Univariate comparison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1.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건강지표 차이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대표성 확인 

교차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성별 및 연령분포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연령 

부분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udent t-test로 혈중 적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농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조사대상 집단 

간에 기본적인 인체생리학적인 특징에서 심각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한 것으로 두 집단 선정의 적절성과 인구표본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재확인되

었다(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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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받은 전신 건강 위험도 및 과거 병력에서의 차이

건강관심집단 및 일반집단에서 유병되는 질환 형태의 전신건강 지표 검증 

결과(Table 4-2) 건강관심집단에서 고혈압 과거력과 현재 혈압지수를 포함

한 고혈압이 유의하게 유병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25).  신체질

량지수상의 비만인 비율 역시 건강관심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5).  한편, 과거에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사

람들의 비율은 건강관심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0), 고콜레

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p=0.076).  당뇨의 경우에도 일반집단에서 건강관심집단보

다 약간 더 호발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230), 

천식의 경우 오히려 건강관심집단에서 유병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경우에도 건강관심집단에서 과

거력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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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mmon
n (%)

Health
concern
n(%)

p-value

Hypertension

no 421 (66.2) 180 (74.1)
0.025

yes 215 (33.8) 63 (25.9)

Obesity*

no 424 (65.1) 179 (73.7)
0.015

yes 227 (34.9) 64 (26.3)

Diabetes mellitus

no 501 (76.9) 217 (89.3)
0.230

yes 80 (12.3) 26 (10.7)

Dyslipidemia now

no 355 (54.5) 180 (74.1)
0.076

yes 145 (22.3) 53 (21.8)

Hyperlipidemia history

no 506 (81.9) 227 (93.4)
0.000

yes 112 (18.1) 16 (6.6)

Asthma

no 604 (97.7) 227 (93.4)
0.000

yes 14 (2.3) 16 (6.6)

MI† & AP

no 608 (98.4) 212 (87.2)
0.000

yes 10 (1.6) 31 (12.8)
†MI : Myocardial infarction.

*Obesity : BMI(Body Mass Index) ≧ 25 kg/m2.

p-value determined from the chi-square test.

Table 4-2. Univariate comparisons of the diagnosed general 

health disorder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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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ommon Health concern p-value

Alcohol experience

no 96 (14.7) 76 (33.2)
0.000†

yes 555 (85.3) 153 (66.8)

Smoking

no history 363 (55.8) 133 (58.8)

0.011†history & quit now 137 (21.0) 68 (30.1)

now smoking 151 (23.2) 25 (11.1)

High level exercise

no 526 (80.8) 88 (36.2)
0.000†

yes 92 (14.1) 155 (63.8)

duration* 31.75±34.55 33.97±44.74 0.698‡

Middle level exercise

no 423 (68.4) 106 (43.6)
0.000†

yes 195 (30.8) 137 (56.4)

duration* 31.09±25.18 56.70±66.09 0.000‡

Waking in a day* 42.80±65.25 38.90±64.62 0.429‡

Sitting in a day* 57.71±28.75 50.71±29.82 0.003‡

†p-value determined from the chi-square test.
‡p-value determined from the from Student’ t-test.
*mean ± SD by minute.

Table 4-3. Univariate comparisons of the general health 

behavior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3) 일상적 건강관리 행동습관 

건강관심집단에서 음주와 흡연 경험이 일반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주중 고강도 및 중강도 운동여부 역시 건강관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 건강관심도와 건강행동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3).  다만, 두 집단 사이에 주중 평균 걷는 시간에는 차

이가 없었고, 주중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의 평균 운동시간 역시 유

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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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variables Common Health concern p-value

CPI*

< 3 198 (30.4) 91 (37.4)

0.0003 54 (8.3) 117 (48.1)

4 399 (61.3) 35 (14.4)

Periodontitis

no 198 (30.4) 91 (37.4)
0.045

yes 453 (69.6) 152 (62.6)
*CPI mean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0 : healthy periodontal tissue.

CPI 1 :　bleeding on probing.

CPI 2 : calculus deposition.

CPI 3 :　4 mm ≦ periodontal pocket depth of representative teeth <6 mm.

CPI 4 :　periodontal pocket depth of representative teeth　≧ 6 mm.

Periodontitis : CPI 3 or 4.

Table 4-4. Univariate comparisons of the periodontal statu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4) 치주조직상태 및 구강건강 지표들 

구강건강 관련 지표들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는 Table 4-4와 같이, 건강관

심도가 높은 집단에서 치주낭 깊이 6 mm 이상의 고도 치주질환 유병이 일반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p=0.000).  경등도 이상 치주질

환의 여부를 진단하는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 치주치료 필요지수 역시 건강관

심집단에서 일반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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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variables Common Health concern p-value

Self recognition

extremely good 6 (0.9) 5 (2.1)

0.000

relatively good 82 (12.6) 52 (21.4)

normal 263 (40.4) 97 (39.9)

relatively bad 234 (35.9) 74 (30.5)

extremely bad 64 (9.8) 15 (6.2)

no response 2 (0.3) 0 (0.0)

Floss use

not use 531 (81.6) 178 (73.3)
0.006

use 120 (18.4) 65 (26.7)

Interdental brush

not use 537 (82.5) 143 (58.8)
0.000

use 114 (17.5) 100 (41.2)

Usage of mouthwash

not use 484 (74.3) 186 (76.5)
0.500

use 167 (25.7) 57 (23.5)

Other oral care products

not use 620 (94.9) 229 (94.2)
0.543

use 31 (5.1) 14 (5.8)

Dental visit in a year

no 306 (47.0) 58 (23.9)
0.000

yes 345 (53.2) 185 (76.1)

p-value determined from the chi-square test.

Table 4-5. Univariate comparisons of the oral health behavior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구강건강행동의 경우 비교 결과는 Table 4-5와 같이, 치실 사용

(p=0.006), 치간솔 사용(p=0.000), 최근 1년 이내 치과 병의원 방문

(p=0.000)등의 지표가 건강관심집단에서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

강양치액과 기타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정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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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95% CI p-value

Common

Gender (female) 0.53 0.37-0.76 0.001

Dental clinic visit (-) 1.49 1.05-2.13 0.028

Hypertension 1.82 1.23-2.68 0.003

Health
concern

Gender (female) 0.59 0.32-1.05 0.071

Use of floss (-) 1.94 1.03-3.63 0.039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4-6. Adjusted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of periodontitis (CPI≥3) for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

2.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치주질환 위험요인 비교 분석

치주질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검증

된 성별, 고혈압, 평생 음주경험 여부, 주간 중강도 이상 운동 유무, 치실사용

여부, 1년 내 치과방문여부 등을 보정변수로 하여,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에 대해 각각 치주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검정하였다.  위험인자를 탐색하기 

위해 우도비를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였으며, 건강관심집단의 경우 분석

을 5단계까지 진행하였을 때 모형은 전체적으로 65.1%의 예측도를 보였다.  

일반집단의 경우 분석을 4단계까지 진행시 70.1%의 예측도를 보였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성별이 공통적인 치주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6과 같이, 일반집단에서는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오즈

비가 0.53 (p<0.05)로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 일반집단에서는 연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오즈비가 1.49 (p<0.05)이었고, 고혈압

의 오즈비는 1.82 (p<0.05)였다. 건강관심집단에서 여성은 오즈비가 0.59였

으며(p>0.05),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오즈비는 1.94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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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roposed model 2 for path analysis

Fig. 4-1. Proposed model 1 for path analysis

3. 치주조직상태 및 전신건강의 구성요소간 연관관계 분석

(1) 연구모형 

이번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증진행동, 건강관리습관, 치주조직

상태, 건강위험인자의 5가지 건강요인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모형

을 고안할 수 있었다.  모형 1의 경우 Fig. 4-1와 같이 최종 결과변수를 치

주조직 상태로 하였고, 모형 2의 경우 Fig. 4-2와 같이 최종 결과변수를 건

강위험인자로 두었다.  이에 각 경로의 타당도를 확인하여 보다 이번 연구 내

용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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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df P AGFI GFI NFI TLI CFI RMSEA

1 10.375 3 .016 .977 .995 .902 .743 .923 .052

2 3.62 2 .164 .988 .998 .966 .915 .983 .030

Table 4-7. Verification of the model 1 and model 2.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두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카이제곱과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간명적합지수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등을 산출하였다(Table 4-7). 

모형 1의 경우는 유의확률(p)이 0.05보다 작은 반면, 모형 2의 경우 카이

제곱 χ2=3.62, 자유도(df)=2, 유의확률 p=0.164로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69). 모형 1보다 모형 2가 더 적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델의 부합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수

들이다.  GFI는 주어진 모형이 자료의 변량 혹은 공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AGFI는 자유도에 대해 GFI를 수집한 수치이다70).  이들 수치는 0

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모형의 수용가능 기준은 0.900 이상이다.  NFI는 

표준 부합도로, 기초 모델을 자료와 잘 맞지 않는 모델로 보고 검증되는 모델

의 chi-square값의 감소를 나타낸다.  NF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900이상의 값을 가질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71).  TLI와 CFI 역시 0.900 이

상이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며, 이들 값은 모두 1에 가까울수록 더 우수한 수치

라고 볼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모형 1에 비해 모형 2

가 더 양호한 수치를 보이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 

RMSEA의 경우값이 0.03-0.08 이하이면 모델이 적합하며 0.100 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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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ath analysis model

비교적 양호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72)
.  종합적으로 모형 2의 수치가 상대적으

로 모형 1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형 2를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선

정하였다.  선택된 최종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도식화 하면 Fig. 4-3과 같

았다.  굵은(bold)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의미하고, 얇은 실선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로이다. 

(2) 연구모형의 경로 검증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구강건강인지와 구강건강행동, 건강관리습관 및 치주

조직상태와 건강위험인자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경로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B) 및 비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C.R (critical 

ratio)값을 Table 4-8에 제시하였다. 

  경로를 해석해보면, 첫째, 구강건강인지는 구강건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건강관리습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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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C.R. P

dental behavior ← dental cognition .010 .009 .037 .269 .788

health behavior ← dental behavior -.269 -.148 .060 -4.494 ***

health behavior ← dental cognition .228 .114 .066 3.476 ***

periodontal status ← dental behavior -.122 -.139 .029 -4.229 ***

periodontal status ← health behavior .082 .171 .016 5.208 ***

general risk factors ← periodontal status .214 .089 .082 2.604 .009

general risk factors ← health behavior .104 .090 .039 2.646 .008

general risk factors ← dental behavior -.059 -.028 .071 -.828 .408

Table 4-8.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vening variables.

구강건강행동은 건강관리습관, 치주조직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나 전신건강위험인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구강건

강행동은 건강관리습관을 매개로 치주조직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전신건강에

는 치주조직상태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전신건강관리습관은 치주조직상태와 전신건강위험인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넷째, 치주조직상태를 매개로 전신건강에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치주조직상태는 전신건강위험인자에 직접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효과 분석

각 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면 Table 4-9와 같았다.  

건강관리습관은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강건강인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건강관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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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ental cognition → dental behavior 0.009 0.009

dental cognition → health behavior 0.114*** -0.001 0.113**

dental cognition → periodontal status 0.018* 0.018*

dental cognition → general risk factors 0.012 0.012

dental behavior → health behavior -0.148*** -0.148***

dental behavior → periodontal status -0.139*** -0.025** -0.164**

dental behavior → general risk factors -0.028 -0.028** -0.056

health behavior → periodontal status 0.171*** 0.171***

health behavior → general risk factors 0.090* 0.015* 0.105***

periodontal status → general risk factors 0.089* 0.089*

Table 4-9.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of 

suggested path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관은 .114단위만큼 증가한다.  구강건강행동이 1단위 증가하면 건강관리습관

은 -.148만큼 감소한다.

치주조직상태는 구강건강행동, 건강관리습관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강건강행동이 1단위 증가하면 치주조직상태

는 -.139단위만큼 감소하고, 건강관리습관이 1단위 증가하면 치주조직상태는 

.171만큼 증가한다. 

전신위험인자는 건강관리습관과 치주조직상태로부터 유의미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건강관리습관이 1단위 증가하면 전신위험인자는 .090만큼 

증가하고, 치주조직상태가 1단위 증가하면 전신위험인자는 .089만큼 증가한

다. 

4. 치주조직상태와 전신건강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경로차이

건강관심도에 따른 경로모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경로분석은 경로모형에서 2개 이상의 집단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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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MIN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제약모델 8 15.028 .059 .227 .241 .018 .026

Table 4-10. Path analysis for across multiple groups.

한 집단의 회귀계수가 다른 집단의 회귀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정할 때 쓰는 방

법으로,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간 경로를 다르게 한 자유모형과, 특정 모수 

몇 개를 제약시켜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이 동일한 경로를 가지는 제약모델 

간의 카이제곱차이 검정을 통해 집단 간 모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이

는 집단내의 경로 자체가 유의한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집단 간 경로의 회

귀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건강관리습관, 구강건강행동, 구강건강인

지, 치주조직상태 및 전신위험인자에 대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가 관심집단과 무관심집단 간에 다름을 가정하는 자유모델과, 추가적 

제약을 통해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간 모형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

모델을 증분적합지수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10과 같았다.

Table 4-10에서 DF는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자유도 차이, CMIN은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카이제곱 간의 차이이고 p는 CMIN 및 DF 간 관

계에 대한 유의수준이다.  여기서 CMIN이 15.028 이고 유의수준이 0.059로 

p<0.05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분석한 모형이 관심 차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

기에 적절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62,70).  즉, 경로모형은 건강관심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11과 같이, 구강건강행동에 대한 구강건강인지 경로의 경우 건강

관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더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더 높은 관계가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로가 건강관심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나, 일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건강관심정도에 따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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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groups B beta S.E. C.R.

dental

behavior
←

dental
cognition

common -0.008 -0.007 0.043 -0.177

health concern 0.182 0.183 0.063 2.896*

health

behavior
←

dental

behavior

common -0.117 0.068 0.067 -1.749

health concern -0.188 -0.096 0.127 -1.474

health

behavior
←

dental
cognition

common 0.245 0.130 0.073 3.340*

health concern -0.085 -0.043 0.127 -0.667

periodontal

status
←

health

behavior

common -0.106 -0.118 0.035 -3.051*

health concern -0.015 -0.020 0.048 -0.308

periodontal

status
←

health

behavior

common 0.054 0.103 0.020 2.662*

health concern 0.051 0.132 0.025 2.056**

general risk

factors
←

periodontal

status

common 0.176 0.072 0.097 1.822

health concern 0.198 0.074 0.173 1.144

general risk

factors
←

health

behavior

common 0.082 0.064 0.050 1.630

health concern 0.094 0.091 0.067 1.405

general risk

factors
←

dental

behavior

common -0.068 -0.031 0.086 -0.784

health concern 0.071 0.035 0.130 0.544

**p < 0.05 , *p < 0.01

Table 4-11. Comparisons of the regression weights between common 

and health concern groups.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주조직상태에 대한 구강건강행동 모형은 일반집단에 비해 건강관심집단이 

더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더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

로는 일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

아, 건강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강관리습관에 대한 구강건강인지 모형의 경우 건강관심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에서 더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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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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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심도는 건강인지 및 건강행동과 연관되어 장기적인 건강관리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3차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진자

들을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으로 선정하고, 일반집단과 여러 요소 간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건강관심집단)에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의 병력 

및 현재 위험도와 현재 이상지질혈증의 보유여부는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심집단에서 고혈압, 비만, 고

지혈증이 유의하게 낮게 분석된 것은, 일반집단과의 운동빈도와 운동량 차이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중 고강도 및 중강도 운동여부 역시 건

강관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건강관심도와 건강행동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서는 항고혈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운동으로써 정상혈압을 유

지할 수 있다는 Izzo와 Black7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Churilla 등

74)은 미국건강영양조사(The 3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 자료를 이용하여 여가 시간의 운동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낮아져 운동과 고혈압 발생에 선형적 관계를 보

인다고 하였다.  정근희 등75)은 서울시 거주 50-65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정기적 운동을 하는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흡연율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건강관심도와 건강관리습관과의 관계들은 이순영 

등29)의 연구에서 건강관심도와 건강 실천 행위와의 연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규명한 바와 같이, 건강관심도가 건강관리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의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음주와 흡연 경험이 일반집단에 비해 현저

하게 낮았고, 흡연경험자의 금연율이 높았다.  이는 음주와 흡연 행태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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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심도와도 연관이 있지만, 음주와 흡연 자체가 상호 연관된 변수인 것에 

기인한다.  이는 현재의 흡연상태가 음주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고혈압과 

당뇨의 인지와 치료는 음주 확률을 반감시킴을 규명한 최정수76)의 연구결과

와도 같은 맥락이다.  즉, 건강관심도, 음주, 흡연의 3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금연과 절주 등의 건강관리행동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뇨의 경우 병력과 현재 위험도 모두에서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던 점은, 당뇨의 유발에는 환경 및 후천적 원인도 기여요인

으로 작용하나, 상당 부분이 유전적 영향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력과 유전은 당뇨의 위험인자로 검증되었으며, 

Weijnen 등77)의 연구에 의하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직계가족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당이 생길 위험이 2-4배 가량 증가한다.

한편, 천식과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은 건강관심집단에서 일반집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천식도 당뇨와 마찬가지로 복합 유전질환의 일종이며, 김우경

78)의 연구에 의하면, 천식에 대한 부모의 병력 유무와 형태에 따라 자녀에게

서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부모가 모두 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률이 24-72%, 부모가 천식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10-28%의 유병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는 천식과 당뇨 등의 선천적 질환이나, 심근경색

과 협심증 등 응급질환 과거력 이 있는 이들이 질병에 대한 경험을 통해 건강

에 대한 경각도나 관심도가 높아진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추론될 수 있다. 

  구강건강 관련 지표들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에서 치주질환 유발이 낮고 치주조직상태가 건강하며, 치실과 치간솔의 

사용, 치과병의원의 방문 등 구강건강행동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구강양치액과 기타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정도는 두 집단에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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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집단에서는 남성이고 연내 치과 병의원 미방

문시 그리고 고혈압 유병력이 있는 경우에 치주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고,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치실 미사용자에서 치주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이는 건강관심집단에서 고혈압의 발생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점

과 관련하여, 고혈압과 치주질환이 상호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고혈압과 치주질환은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령, 비만도 등과 

위험인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9), NHANES III에서 수행된 

12,000명의 유치악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80)에서 중년의 성인들에게서 

수축기 혈압과 고도치주염은 선형관계에 있는 것이 검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혈압 유병율이 낮은 건강관심집단에서는 고혈압이 치주질환 위험

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치실사용여부가 치주질환 위험을 결

정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집단에서는 고혈

압 관리를 증진하고 정기적 치과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치주질환 관리에 도

움이 되며,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치실사

용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번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부정적인 구강건강인지는 건강관리습관을 감소시

키는 직접 영향이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구강건강인지는 긍정적 건강관리습

관인 운동, 걷기, 금연 등을 증진하고 부정적 건강관리습관인 음주와 흡연 등

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강건강인지는 치주조직 상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이와 같이 건강관리습관을 매개로 유

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상 구강건강인지가 구강건

강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치주조직상태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던 경

로는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구강건

강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구강건강인지가 구

강건강행동에 미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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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주 등81)의 교차분석 연구에서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할

수록 CPI지수가 높게 나타나, 구강건강인지와 치주조직상태에 비례관계가 있

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구강건강인지가 치주조직상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건강관리습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치아우식증을 대상 질

환으로 하여 구강보건 지식과 실천, 행위와 연관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고 평가한 이영수 등6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식경험치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관적인 구강건강인지가 긍정적일수록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적다고 볼 수 있

다. 치아우식증은 치주질환과 더불어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양대 상병 중 하나

이므로, 앞선 두 연구63,81)와 이번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구강건강

인지가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박순주와 이영혜64)의 연구에서는 전신적 건강영역에서 건강관심도,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태도와 건강증진행위 사이의 관계를 공분산구조분석으로 검정

한 결과, 자신의 전신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건강증진행위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Ashrafioun65)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지가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성인들이 건강에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건강위험행동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모델 개발시 긍정적 건강인지를 함양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 이전 연구에서는63-65) 전신건강영역과 구강건

강영역 각각에서 건강인지와 건강행동, 건강상태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번 연구는 국소적인 신체영역인 구강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

지가 결과적으로 흡연, 음주, 운동, 걷기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습관개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신의 건강위험인자를 낮추고 치주조직상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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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하겠다. 

구강건강행동은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치실, 치간솔, 구강양치액 등 구강관리

용품들을 사용하고 1년 이내 치과검진을 받는 등의 행동습관을 뜻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강건강행동은 건

강관리습관과 치주조직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강건강행동이 건강관리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는데

(-0.15), 이는 잇솔질 이외의 구강관리용품들의 적절한 사용은 음주, 흡연 등

의 부정적인 건강관리습관 감소와 운동, 걷기 등의 긍정적인 건강관리습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강건강행동과 치주조직상태 

관계계수는 –0.14로, 구강건강행동이 증가할수록 치주조직건강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강건강행동이 건강위험인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치주조직건강을 매개로 건강위험인자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건강관리습관은 치주조직상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이번 연구에서 경로분석모형의 여러 경로들 중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 수

치상 가장 강한 영향력이 검증된 경로이기도 하다.  쉽게 예측가능하듯 건강

관리습관도 건강위험인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총 효과 수치 

면에서는 건강관리습관이 치주조직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건강위험인자

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강관리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주조직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염증성의 치주질환은 그 자체로 만성질환 상태이므로, 치주조직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Renz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Petersen83)은 2003년에 WHO의 국제 구강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알콜 과다섭취, 흡연, 영양실조 등의 전신건강 

위험인자들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관리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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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강질환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을 통합하여 증진하

는 보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이번 연구의 경로모형 해석 결과 건강요인 중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향상

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습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건강관리습관은 여타 인자들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치주조직상태와 

전신건강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건

강관리습관에 해당하는 흡연, 음주, 중강도 및 고강도 이상의 운동과 걷기 등

에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장기적인 노력과 의료진의 도움 및 사

회 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경로를 활용하여, 국소적인 신체영역인 구강건

강행동과 건강인지를 강화하고 증진함으로써 건강관리습관에 변화를 주고, 이

로써 효율적으로 구강과 전신 건강을 향상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영향

력 면에서는 구강건강행동이 건강관리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구강건강인지가 

건강관리습관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우세하다.  또한, 구강건강인지는 건강관

리습관에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만, 구강건강행동은 건강관리습관과 치

주조직상태 두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행동 강화에 의한 

총체적인 건강증진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경

로모형에 의하면 구강건강행동의 증진을 통해 구강과 전신의 건강 향상을 기

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방안이라 하겠다. 

경로 모형상에서 어떤 경로를 보완하면 전신건강이 강화 혹은 지지되는지의 

여부를 고찰한 결과, 구강건강인지가 구강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면 치주조직상태와 건강위험인자 모두에서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구강건강인지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강화를 역설한 Petersen과 Yamamoto8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관심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하여 경로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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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결과, 구강건강인지가 구강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는 건강관심

집단에서 더 높은 관련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경로를 강화하는 요소는 건강

관심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관심도의 제고를 통해 긍정적 구강

건강인지를 이끌어내며, 구강건강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강과 전신의 건

강을 향상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건강관리습관이 치주조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건강관심도와 일반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건

강관심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심도를 제고하고 건강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법과 관련하여, ‘...해야 

한다’는 당위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실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행동 유도와 관련하여 Mårtensson 등85)도 매

스컴을 통한 구강건강교육이 구강건강행동의 변화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하였다.  Taniguchi-Tabata 등86)은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기적 치과검진이 정확한 구강건강 지식의 출처라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일반 집단의 치주질환 위험인자로 연내 치과 병의원 미방문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wamoto 등87), Hugoson 등88), Saengtipbovorn와 

Taneepanichskul89)도 구강건강교육은 치과진료실에서 행해질 때 가장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Angelopoulou 등90)은 장기적인 구강건강행동의 변

화를 이끌어내려면 반복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반복

이 없는 일회성 교육을 통해서는 한시적으로는 구강건강행동의 개선을 보이

나,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구강건강행동의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은 매년 1회 이상의 치과 병의원을 통한 구강

건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 병의원에서의 교육 시 세부 방안으로, 현재 만성 중독 및 건강 습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변화 요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기강화 상담



- 52 -

(Motivational Interviewing)법을 고려할 만하다.  동기강화 상담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변화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양가감정

(ambivalence)을 탐색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내재된 변화 동기를 강

화하는 대상자 중심의 상담법이다91).  알콜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행동의 

개선과 건강증진행위의 제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행동개선이 필요한 다양

한 의학 영역에서 그 효능이 보고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Miller와 Rollnick92)에 의해 제시된 동기강화 상담은 공감을 표현하며 대상

자의 행동을 변화하기 위한 자기효능감은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구강건강인지를 강화하는 방안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Lundahl 등93)은 동기강화 상담이 치아우식증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체계적 

문헌고찰로 검증하면서, 동기강화 상담의 핵심 요소가 담겨 있는 적절한 상담

이 제공된다면 아주 간단한 개입(brief intervention) 한두 시간만으로도 비

교적 영속적인 내담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Harrison 등94)

과 Weinstein 등95)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약 45분 가량의 훈련 및 전화

와 우편을 통한 사후강화교육을 받은 어린이의 치아우식증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Skaret 등96)의 연구에서 치과약속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 젊은 성

인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전화통화로 동기강화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3번째 

상담부터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구강상병 예방과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건

강증진 모델을 제안한다면, 성인들이 1-2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치과 병의원

을 내원하고 동기강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현존하는 검진제도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건강검진 및 사업장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수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강보건인력에 의한 동기

강화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가구강인지를 획득하게 하는 교육과 정책 등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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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궁극적으로 치주조직상태, 건강관리습관, 전신건강 모두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목표로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그룹의 치주조직상태를 비교하

기 위해 사용한 지역사회치주지수(CPI)의 경우, 치주치료 요구를 지역사회 단

위에서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용하지만, 대표 조사치아가 가

치주낭을 포함할 경우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

다.  또한 해당 사분악의 대표치아만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치주질환을 보유하

고 있는 치아가 검사에서 누락되어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

다97).

또한, 건강관심집단의 대조군으로 일반집단을 추출할 때, 건강관심집단의 경

제수준이나 교육정도 등의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점 역시 이번 연

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수를 확보

한 후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연령대를 세분화한 경로분

석 수행이 가능하다면, 각 대상자들의 연령 특징에 따른 건강관리 모델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대규모

의 설계와 다양한 연령대의 모델 분석을 통해,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관

계중 효율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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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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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치주조직상태,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건강관리습관, 

건강위험인자 간의 각각의 차이가 건강요인과 건강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 각각의 요소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군인 건강관심 집단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하여 건강검

진을 수진한 사람 중 이번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내용에 적합한 30세 

이상 75세 미만 남여 243명을 대상으로, 치주조직검사를 수행하고,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을 통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구강건강행동 등을 조사하였으며, 

건강위험인자 병력 건강관리습관 등의 정보를 각각 수집 분석하였다.  대조군

으로 우리나라 제6차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 중 건강관심집단과 

성별과 연령으로 성향점수매칭하여 3배수인 651명을 선정한 후 실험군과 대

조군을 각각 비교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건강에 관심이 높은 집단에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과거력, 음주경험

과 흡연경험이 낮았고,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 및 걷기의 실천율 그리고 

금연율 등이 높았다.

2. 구강건강인지와 구강건강행동은 건강관리습관을 매개로 건강위험인자에 

영향을 주었고, 구강건강행동은 치주조직상태를 매개로 전신건강에 영향

을 주었다.  건강관리습관은 치주조직상태와 건강위험인자 모두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구강건강인지는 건강관리습관을 매개로 치주조직상태와 

전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3. 치주질환 위험도는 건강관심집단에서는 치실미사용자일 경우, 일반집단에

서는 남성 고혈압자 구강검진미수진자에서 높았다.

4.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구

강건강행동 및 건강관리습관이 증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높은 건강관심도는 구강 및 전신의 건강증진 행위들, 우수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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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건강위험인자와 연관이 있었다. 구강과 전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구강건강행동의 강화로 확인되었으며, 높

은 건강관심도는 긍정적 구강건강인지를 통해 구강건강행동을 강화하는 과정

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치과병의원 방문시 동기강화 상담 방

식의 교육을 통해 건강관심도를 높이고 구강건강행동을 증진하여 치주조직건

강 및 전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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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health risk factors 

and periodontal health  

according to health concern

CHA, Eun-Sook, BSBS, DDS, MSD

(Directed by Prof. JIN, Bo-Hyoung, DDS, MSD, PhD)

Dep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health concern on the 

periodontal health status, dental health recognition, dental care 

behaviors, general health behavior and risk factors, and to detect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general and periodontal health risk factors 

by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The author selected a total of 273 male and female recruited from 

the health check-up examin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 Examination Center (SNUHHEC) as an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651 selected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atched by gender and age. Periodontal health status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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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was measured by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Data on 

dental health recognition, dental care behavior, general health 

behaviors and risk factors of the health concern group were collected 

from medical record of the SNUHHEC and questionnaire provided by 

the researche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health status, 

general and dental health risk factors of the two groups were 

analys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path analysis.

As results, the health concern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tendency to have periodontitis, hypertension, obesity, history of 

hyperlipidemia, smoking, and alcohol experience. The frequency of 

middle or high-level exercise, rate of smoking cessation, using floss 

and interdental brush and visit the dental clinic every yea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ealth concern group than the common 

group. For the health concern group, the risk factor of periodontal 

health status was ‘no use of floss.’ The male in the common group 

had hypertension and no visit dental clinic every year raised the risk 

of periodontitis. In the result of path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ntal health recognition and behavior affected indirectly by 

general health risk factors via mediating effect of general health 

behaviors. Dental health behavior affected general health risk factors 

via periodontal health status. General health behavior showed direct 

effect upon both periodontal health status and general health risk 

factors. Dental health recognition affected periodont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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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neral health risk factors indirectly via general health behaviors. 

And the higher health concer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fluence 

of dental health recognition to dental and general health behaviors.

Key words : Dental cognition, Health behavior, Health concern,  

Health risk factors, KNHANES, Path analysis, 

Periodo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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