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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 실태 분석및 정책 제안

구강악안면해부 및 영상과학 전공 성 명 이상길

(지도교수 이승표)

1. 연구 목적 :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다.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며 남북관계는 한반

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미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전 동서독간 보건의료 협력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던 것처럼,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더구나 현재 COVID-19로 인해 북한은 더욱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치의학분야에

서의 교류는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

고 기초자료 또한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 분석으로 북한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구강 보건 정책 수립 바탕자

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총 984명(평

균 나이 33.3세)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의 전자 파일이었다. 개인 정보 사

항은 모두 제거하였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다(IRB. S-D20190012). 연령대를 10대에서 70대 이상(70

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남한의

영구치우식유병률(D rate), 영구치우식경험률(DMF rate), 우식경험영구

치지수(DMFT index),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이상 치아보유율 등에 해

당하는 항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DMFT index 구성 지수 각각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영구치우식지표들을 보면 남한의

DMF rate, DMFT index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높았다. 남녀 전체 연령별 각 지수의 분포비율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식영구치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상실된 영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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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복된 영구치의 비율은 변동이 있었지만 감

소 추세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20대, 30대, 40대, 50

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남한의 2015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와 비교

가능한 자료에서 D rate는 20대, 30대의 경우만 북한이 약간 낮았을 뿐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북한이 높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DMF rate는

50대까지 북한이 모두 낮은 값을 보였다. 현존 자연치아 수와 20개이상

치아보유율은 40대 이후부터 북한이 낮았으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차

이가 벌어졌다. 12세 아동에서 DMF rate는 북한이 약간 높았지만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D rate는 북한이 5배 많은 값을 보였고 특히

여자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DMFT index는 북한이 약간 낮았으나

DT index는 북한이 훨씬 높았고 MT index는 북한도 낮았지만 남한에

서는 0이었다. FT index는 북한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4. 결론 : 이이상의 내용에서 비록 간접적이나마 북한의 구강건강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남한 또는 국제 사회와

비교하여 높은 상실치와 낮은 수복치의 비율이 가장 분명한 문제로 확인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조건

없는 교류를 시작으로 구강건강 실태 확인 후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 내

용을 확보 및 국가 단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

한 또는 북한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구강건강 증진을 이루어 모

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 실태 분석

학번 : 201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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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안겨 주었

지만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과 북에 군대를 배

치하였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단 상황은

실향민, 이산 가족 발생과 같은 개인의 비극적 상황에 그치지 않고 한민

족간의 군사적 대치와 무력 경쟁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모적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다. 대표적인 ‘주적’ 개념에

있어서도 냉전 시대를 지나오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2020년 현재

국방부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

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

다.’라고 적어 변화된 북한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1).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 주변국가들이다. 국

제사회의 질서 역시 이제는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복잡한 구도를 형

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남한과 북한 정부의 대응이 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주체는 남과 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

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북

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었으며, 화합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김정일 이

후 김정은의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의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

맹국과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남한과 북한

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지고 있다2).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면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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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한 때 급물살을 타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협력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말 발생한 COVID-19은 강력한 전염력으로 인해 빠르

게 국가 간 이동을 하였고 전 세계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 국가

들은 선제적으로 빗장을 걸어 닫았으며, 국가 내에서의 이동도 최소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 대응에 따라 감염의 확산에 대한 결과도 다

르게 나타났다. COVID-19은 이렇듯 우리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

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도 일시 중단 상태를 만들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정보의 제한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COVID-19에 의한 감염

병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대외 봉쇄에 더하

여 COVID-19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봉쇄가 추가되어 더욱 경제난이 악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건강 악화로 이어져

COVID-19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다 오히려 간접적 피해가 더 크게 되

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한 칸씩 띄어 앉는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모두 1만2489명이 COVID-19 검

사 후 확진 사례가 없었다는 발표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3). 하지만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국제단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COVID-19 백신을 요청했다고 보도를 하였다4). 그리고 2021년 1월 김정

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이

2020년 끝났음에도 목표에 거의 전 분야에서 도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경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5).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봉쇄정

책이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동남아 국가와 같은 COVID-19

방역을 성공한 저개발국가의 주민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6). 게다가 최근 2020년 11월에는 ‘평양의대의 범죄행위’라는

내용으로 “평양의대 산하 외화벌이 기업이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

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7). 결국

COVID-19 상황과 함께 정치적 이유에 의한 북한의 남측 물자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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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제안 또는 인도적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북한이 당분간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7).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

이다. 인간의 생명 존중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북한은 더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교류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 누구나 독일

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통독의 과정이 무조건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것도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라는 생각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독일 사례

에서 1974년 동독과 서독 사이에 맺어진 보건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8). 이 협정은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두 국가가 교류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는 데 내용은

1.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처 관리.

2. 상대편 지역 방문 중 질병, 상해 발생 또는 중증환자 등에게 상대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3. 비 상업적인 의약품 소지 및 교환 가능 등이다.

물론 통독과정에서의 양자간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서독의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

한 막대한 긴급 원조 수행이 이루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하

지만 보건의료 교류를 통한 인도주의적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력

에 기반한 공식적인 공동 활동이 통일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의학분야에서의 교류는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 때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는 금강산 온

정리에 치과진료소를 열고 진료를 진행하였으나9) 이러한 활동들은 2008

년 이 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 7 -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의 열악한 현실에 더해 북한 주민들의 구강

건강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북한 탈북 치과의사들

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치과 수준이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유로는 자신들의 근무 경험에 비추어 북한 치과 의료기관

들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라는 답변과 도농격차가 클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들은 의료 설비에 있어서의 차이도 언급하였다11). 그

리고 북한 의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무상치료제 역시 거의 유명무실

화되어 이미 10년이상 전부터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장마당에서 치료 재

료를 사서 치과의사에게 전달하고 비록 치료비가 무료이지만 사례로 담

배 등을 전달하는 상황이 되어왔다고 알려져 있다12,13). 앞서 언급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통일 준비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으며, 치과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바탕 자료가 되는 북한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정

보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여러 건강

지표들은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치과에 관련된 사항은 거

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14-16).

통일부의 2020통일백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은 33,523명에 달하고 있다. 2019년 한해 북한이탈주민은 1,047명이

었으며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전과 같이 여자가 81%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표 1).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국경에서 넘어오며,

많은 여성들이 국경 무역에 관여하는 상황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입국 후 조사에서 문제없는 대상자들을 우

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수용하여 남한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사회적응 기본 프로그램, 진로교육과 우리사

회 이해 교육, 아동·청소년 교육, 심화·직무교육 등의 과정 등이 있고 하

나의원에서 치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를 맡고 있다17). 특히 치과 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치과봉사회가 안성과 화천을 주 1회 방문하여 하나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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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결하지 못하는 보철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12). 다행히 최근 하나

의원에서는 모든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치과 진료를 위하여 구강 파

노라마 사진을 촬영하고 기초 검진 기록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남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여성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85% 81%

출처: 2020 통일백서 통일부17) (저자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은 기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우식경험영구

치지수(DMFT index)를 기본으로 하여 우식영구치지수(DT index), 상실

영구치지수(MT index) 수복영구치지수(FT index)를 확인한 뒤 2012년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바 있

다10). 하지만 남한의 자료가 2012년으로 오래되었고, 연도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구분 연령대도 25-34세, 45-54세, 55-64세

로 일부 연령층만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 구분도 십대, 이십대와 같은 일

반적인 연령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외국 자료와의 비교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사항은 DMFT index는 치아우식증을 원인으

로 발생한 상실영구치와 수복영구치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문진하여 상실치나 수복치의 원인이 치아우식증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DMFT index는

1인 평균 우식, 충전, 상실 영구치 수, MT index의 경우 1인 평균 상실

영구치수, FT index는 1인 평균 충전영구치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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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영구치우식경험률(DMF rate)는 영구치우식 및 충전, 상실 경험

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활용과 남한 및 다른 국가와의 비

교 및 용어 사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 지수를 대입하

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DMFT index, MT index, FT index와

DMF rate는 실제 값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에 기반하여 구강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최신 자료 및 유사한 상황의 해외

자료와 비교하여 북한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통

일을 대비한 구강 보건 정책 수립 바탕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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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총 984명(평균 나이 33.3세)

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의 전자 파일이었다(표 2). 이에 관해서는 기존 논

문10)과 동일한 대상을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나이, 성별 등의 기초 자료

도 사용하였다. 입수 단계에서 개인 정보 사항은 모두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IRB. S-D20190012).

분석 방법은 남한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우선 연령대를 10대(18세 이

하), 20대(19-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60대

(60-69세), 70대 이상(70세 이상) 등으로 분류하고 영구치우식유병률(D

rate), 영구치우식경험률(DMF rate), DMFT index,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이상 치아보유율(사랑니포함) 등을 구하여 남한의 2015년 국민건강

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또한 각 연령대의 DT index, MT index, FT

index 및 DMFT index를 작성하고 DMFT index에서 DT index, MT

index, FT index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Excel 2015(Microsoft, USA)을 사용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연령별 인원 수 (단위 : 명)

전체 남성 여성
-18 59 23 36

19-29 419 147 272
30-39 214 101 113
40-49 174 85 89
50-59 104 46 58
60-69 8 2 6
70+ 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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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영구치우식지표들을 보면 DMF rate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다. DMFT index는 당연히 연령과

함께 높아졌고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 높았다. DT index도 비

슷한 유형이었지만 MT index의 경우 60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60대 남성에서는 DT index, FT index가 0이어서

우식증 이환 치아도 없고 치료받은 치아도 없었다(표 3).

남녀 전체 연령별 각 지수의 분포비율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DT

index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MT index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

편 FT index의 경우는 변동이 있었지만 감소 추세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0대에서는 여성의 DT index 비율이 높았고 60대에서는 남성에

서 MT index만 있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영구치우식지표

DMF rate (%) DMFT index DT index MT index FT index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8 42.37 26.09 52.78 0.95 0.48 1.25 0.41 0.26 0.50 0.25 0.13 0.33 0.29 0.09 0.42

19-29 61.81 59.86 62.87 1.80 1.41 2.01 0.56 0.48 0.60 0.74 0.49 0.88 0.50 0.45 0.53

30-39 61.21 58.42 63.72 2.14 2.06 2.21 0.57 0.56 0.58 1.07 1.03 1.10 0.50 0.47 0.54

40-49 81.61 76.47 86.52 4.06 3.27 4.81 0.89 0.74 1.02 2.79 2.28 3.28 0.38 0.25 0.51

50-59 92.31 86.96 96.55 6.43 5.93 6.83 1.02 0.91 1.10 4.55 4.07 4.93 0.87 0.96 0.79

60-69 100.00 100.00 100.00 10.75 11.00 10.67 1.00 0.00 1.33 7.88 11.00 6.83 1.88 0.00 2.50

70+ 100.00 100.00 10.00 10.00 1.00 1.00 8.75 8.75 0.25 0.25

북한이탈주민의 자료를 2018년에 작성하여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남한의 2015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18). D rate는 20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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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만 북한이 약간 낮았을 뿐 다른 세대에서는 모두 북한이 높은 값

을 보였다. 하지만 DMF rate는 50대까지 북한이 모두 낮은 값을 보였

다. DMFT index는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북한이 낮은 값을

보였지만 현존 자연치아 수는 40대 이후부터 북한이 낮았으며 특히 나이

가 많을수록 차이가 벌어졌다. 20개이상 치아보유율(사랑니포함)도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표4, 그림 1-5).

표 4. 구강건강 지표의 남북 비교 (남한은 2015년 결과 기준으로 함18).)

D rate (%) DMF rate (%) DMFT index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이상 치아보유 

연령(세)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29 32.1 29.1 87.1 61.8 6.0 1.8 28.5 28.4 100.0 100.0

30-39 34.1 30.4 94.7 61.2 7.6 2.1 28.0 28.4 99.4 99.5

40-49 28.0 42.5 92.2 81.6 6.9 4.1 27.7 25.5 98.2 90.2

50-59 24.5 44.2 93.2 91.3 7.0 6.4 25.9 22.8 91.6 74.8

60-69 23.2 37.5 92.7 100.0 8.3 10.1 22.0 19.1 73.2 50.0

70+ 23.3 33.3 93.6 100.0 11.3 10.0 16.1 10.0 47.0 33.3

그림 1. 영구치우식유병률(D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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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구치우식경험률(DMF rate, %)

그림 3.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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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존 자연치아 수

그림 5. 20개이상 치아보유(사랑니포함, %)

남한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19)가 가장

최신 조사 내용이어서 이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의 결과를 비교해보았

다. 조사 대상의 12세 주민은 2명에 불과하여 대상을 12세에서 14세로

확대하여 남자 5명, 여자 8명 등 총 13명의 결과를 구하였다. DMF rate

는 북한이 약간 높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D rate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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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배 많은 값을 보였고 특히 여자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DMFT

index는 북한이 약간 낮았으며 특히 남자에서 낮았다. 하지만 DT index

는 북한이 훨씬 높았고 MT index는 북한도 낮았지만 남한에서는 0이었

다. FT index는 북한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5.).

표 5. 12세 아동 구강건강 지표의 남북 비교

북한 남한 비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DMF rate 61.54 40.00 75.00 56.4 52.7 60.5 1.09 0.76 1.24

D rate 38.46 20.00 62.50 6.9 6.5 7.4 5.57 3.08 8.45

DT index 0.92 0.20 1.38 0.11 0.11 0.12 8.39 1.82 11.46

MT index 0.31 0.20 0.38 0 0 0 - - -

FT index 0.23 0.00 0.38 1.73 1.52 1.94 0.13 0.00 0.19

DMFT index 1.46 0.40 2.13 1.84 1.63 2.07 0.79 0.25 1.03

DMFT index에서 각 index가 차지하는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체 18세

이하(10대 이하) 군에서는 DT index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MT index

와 FT index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FT index의 분포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19-29세(20대) 군에서는 MT index의 분포가 가장 높

았으며, 이후 연령대에서 계속 MT index의 분포는 증가하였다. 한편

DT index의 분포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연령대에서 계속 DT index의

분포는 감소하였다. 전체 30-39세(30대) 군에서는 20대에 비해 DT, FT

index의 비중은 감소하고 MT index의 분포는 증가하여 50%를 차지하

였다. 30대에서 남북의 D rate가 비슷하고 DMFT index는 북한이탈주민

이 남한에 비해 현격히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MT index가 나타났

다. 전체 40-49세(40대) 군, 전체 50-59세(50대) 군, 전체 60-69세(60대)

군에서는 DT, FT index의 비중은 약간씩 변동이 있었지만 MT index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체 70세 이상(70대 이상) 군에서는 대상자

의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MT index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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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구강건강 상태가 가장 문제가 있는 군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도 남성에서

높은 DT index 비중을 보였고 특히 남성 18세 이하(10대 이하) 군에서

절반이 넘으며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 군은 여성만 있었고 60대 이상의

군은 전체 대상자가 남성 2명, 여성 6명에 불과하여 결과의 신빙성에 한

계가 있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 각

index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른 비중 차이보다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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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녀 전체 연령별 각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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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성 연령별 각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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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성 연령별 각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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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가에 있어 국민 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전 세계를 휩쓴

COVID-19 사태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다20).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다양한 형태의 건강 위기가 있었지만 그간 인류는 의료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이를 극복하여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다

양한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고 평균 연령의 증가와 함께 노인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21,22).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건강에 대해 WHO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지가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정의

하였다23). 구강건강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며 단순히 구강 부위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치과 관련 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

준은 아니지만 대표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아동들에게, 치주질환은 성인

층에서 쉽게 퍼지고 치료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24,25) 치

아 상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는 전신 건강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26,27).

결국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QoL)이 최근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평가되고 있다. 전신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이 196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반면

OHRQoL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늦은 부분이 있다. 심지어 OHRQoL

은 중요하지 않고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관련없이 미용적인 관점에서

만 의미를 갖는 다는 주장도 있었다28). 하지만 이제 구강건강과 건강 관

련 삶의 질의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29,30).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 보고에 의하면

남자 100명 중 54명이, 여자 82명 중 33명이 치과 관련 질환을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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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질환 호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었다31). 다른 연구를 보면 북한

이탈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관절염(48.7%), 디스크(43.6%), 위염

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장관계질환(38.5%)에 이어 구강질환(16.7%)이 있

었고 다음으로 불면증(15.4%), 불안 혹은 만성 두통(12.8%), 간질환

(11.5%), 고혈압(10.3%) 등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32). 또한 이들은 지각

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2,33). 또한 (사)열린치과의사회가 2003년 9월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나원에서 실시한 치과 진료에 관한 자료를 보면 본원에

서 4,326건, 하나원 분원에서 1,462건을 진료하여 도합 5.788건을 진료하

여 하나원 전체 진료의 38.0%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치과보철

치료가 2,289건(3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치아 상실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으며, OHRQoL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2). 심지어는 북한이탈주민의 95% 이상이 치과질환자라는 경

험 소견도 있었다13,34). 2011년 하나원 본원에 입소중인 20세 이상의 여자

북한이탈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다. 구강건강 관련 지수로 DMFT index와 치주상태를 파악하는 지역

사회치주가료필요지수(CPITN)를 사용하고 OHRQoL을 조사하는 설문이

었는 데, OHIP-14(Oral Health Impact Profile-14)로 조사한 결과 나이,

DMFT index, CPITN에 따른 OHRQoL 설명정도는 55%였고, DMFT

index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에 따라 북한이

탈주민들의 구강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DMFT index를 중심으로 조

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영구치우식지표 결과를 보면 DMF rate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았다. 이는 남한의 치아우식증 인지실태

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였는 데 젊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치아우식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관리에 신경쓴다는 보고와

연관이 있었다36). 또한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식영구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도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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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37). 여자에서 치아우식증 발현률이 높은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발

견되고 있다38-40). 이렇듯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DMFT index를 보이는

것은 호르몬이나 유전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식습관, 사회에서 가족 내 역

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1).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DT index와 MT index가 높

았고 FT index가 낮았다. 하지만 국가별 혹은 국가 내 차이가 있었는

데 미국 내에서 백인의 경우 DMFT index에서 FT index의 비율이 높았

고 아프리칸계나 라틴계는 MT index가 높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

나 교육을 잘 받은 집단에서 DT index와 MT index가 높았고 FT

index가 낮았다42).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으며43) 터키에

서도 고령자에서 높은 FT index를 보였다44).

MT index의 경우 60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

는 데 이는 비단 치아우식증에 의한 결과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에 의해

치아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45). 특히 노인층에서의 DMFT

index는 해석이 중요하다. 치아 손실은 치아우식증 뿐만 아니라 치주질

환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44) 여러 역학 연구에서 치주질환 유병

률이 국가 간 차이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계층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즉 치주질환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수준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이다46,47). 북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

어져야 할 것이나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MT index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노인층에서 MT index는

단지 DT index의 영향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에 의한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 구강건강 지표 중 하나인 잔존치의 개수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 후 연구에서는 잔존치의 치주 상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고25) 이를 통해 좀더 유의미한 구강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

이다.

남한과의 자료 비교에서 특이할 점 중 하나는 DMF rate와 D rate의 차

이이다. DMF rate의 경우 50대까지 북한이탈주민이 더 낮은 값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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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0대 이상에서는 100%에 달하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60대 이

상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D rate의 경우 30대까지는 남한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후 연

령대에서 남한에서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격차를 보이며 높

은 유병률을 나타냈다. 이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후 남한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거

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구강건강 요소 중 치아우식증에 대해 연도별로 조사된 항목은 D

rate가 있었다 (표 6). 남한의 경우 D rate가 전 연령대에 걸쳐 2009년에

서 2019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과 남

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2018년까지 북한이 낮았지

만 2019년 남한의 결과와의 거의 비슷한 유병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40

대 이후부터는 남한의 연도별 결과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년도와 비교

하여도 북한의 D rate가 높았다. 이는 현존자연치아 수의 남북 비교 시

북한이 40대 이후부터 낮아졌다는 결과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치아우식증

이환 치아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령이 증가하며, D rate가 높아

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MT index가 높아지고 현존자연치아 수도 낮아지

게 된다. 60대에 이르러서는 2019년 남한에 비해 북한의 D rate가 두배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류가 이

루어지고 상호 협조하에 구강보건 증진을 계획한다면 40대 이상을 대상

으로 하는 치아우식증 치료에 관한 조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표 6. 북한과 남한 연도별 D rate 비교

연령(세) 북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8 2019
19-29 29.1 40.5 38.6 39.5 39.4 36.0 33.3 34.6 32.1 30.8
30-39 30.4 38.6 38.2 32.3 40.2 36.2 36.3 31.1 34.1 30.2
40-49 42.5 31.7 33.9 33.7 34.5 31.9 29.4 26.5 28.0 24.1
50-59 44.2 29.1 28.5 28.1 29.5 30.1 28.2 28.3 24.5 23.5
60-69 37.5 27.2 27.6 27.6 25.3 29.1 26.2 23.0 23.2 19.8
70+ 33.3 28.8 27.4 28.4 30.0 30.6 29.7 24.8 23.3 23.1

DMFT index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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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 남한의 경우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

지 값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북한은 연령과 함께 꾸준히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존 자연치아는 반대로 나이가 들며 줄

어들고 있었다. 즉 남아있는 치아는 남한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DMFT index가 더 높다는 것은 DMFT index에 MT index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년층에서 상실치의 수복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DMFT index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해보면 우선 2007년 멕시

코의 저개발 지역인 산루이스포트에서 16~25세(평균 18.2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 비록 2007년 멕시코의 1인당 GNI는 9,720불이었지

만 조사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DMFT index

는 4.04±3.90, 치아우식유병률은 74.4%로 나타났다38). 마찬가지로 2002년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16세, 17세, 18세, 19세 청

소년에서 각각 5.94, 6.42, 7.13, 8.86 DMFT 지수와 90.6%, 90.5%,

94.6%, 94.9%의 치아우식증유병률이 보고되었다48). 반면 2001년 홍콩에

서 18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DMFT index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49). 2005년 그리스에서 35-44세와 65-7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DMFT index가 각각14.06, 20.63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

으로 높은 값이었지만 연구자들은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FT index가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노인층에서는 DT index가 높게 나타나 치근부

치아우식증에 신경써야한다고 하였다50). 1996년 중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서 DMFT index는 12세 1.0, 15세 1.4, 18세 1.6, 35-44세 2.1, 65-74세

12.4까지의 결과를 보였다40).

이렇듯 DMFT index가 구강건강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

만 이전 연구10)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DMFT index는 DT index, MT

index, FT index와 같은 이질적 성격을 가지는 지수가 차별성 없이 함

께 포함되어 결과를 보여주어 한계가 있다38). 본 연구에서도 DMFT

index 값만으로 비교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조사값에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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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이 좋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록 DT index

와 MT index는 비슷한 성격이 있으나 FT index는 두 index와 반대되

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에 걸린 치아를 치료하거나 상

실된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를 수행하였도 전체적인 DMFT index에는

변화가 없어 치료 행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DMFT index가 유용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DT index, MT

index, FT index를 개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51).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DMFT index 내에서 DT index, MT index, FT index

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였고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높은 MT index와 낮은 FT index의 비중이었다. 값의

비교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비중과 비교해보았다. 인도의 경우 2011년

18-73세에서 각 지표별 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평균나이는 37.4 ± 13.7세

였다52).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평균나이는 33.3세이었고 19세 이상의 평균

나이는 34.5 ± 11.3세로 인도의 조사 대상과 비슷하였다. 보다 정확한 비

교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서 19세 이상만 선택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표 7). DMFT index의 경우 인도는 4.4이었고 북한

이탈주민은 3.0이었다. 예측한 바와 같이 DT index의 비중은 24% 내외

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MT index는 인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었고,

FT index는 인도에 비해 반이상 낮게 나타났다.

표 7. 성인의 북한이탈주민과 인도의 DMFT index 비중 비교

북한이탈주민 인도 
값 비중(%) 값 비중(%)

DT index 0.71 23.14 1.13 25.68
MT index 1.75 58.84 1.04 21.10
FT index 0.55 18.02 2.24 45.44

출처: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Status among Adults

Attending Dental College Hospital in India52).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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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2017년 18-25세(평균 20.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며53) 이스라엘에서는 2004년 18-2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가 있다51). 이들의 조사결과를 비슷한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

(19-29세)과 비교해본다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8). 러시아

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배경이 있고 2017년 1인당 GNI가 9천불을 넘었으

며, 의치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스라엘은 2004년 1인당 GNI가 2만불

에 가까울 정도로 선진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과값을

보면 전체적인 DMFT index는 러시아가 7.58이었고 이스라엘은 4.93으

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지만 비중에서 MT

index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모두 1% 전후의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치아우식유병률은 96%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DT index는 북한과 비슷하였으며, FT index의 비중을 보면 결과는 매

우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조

사 시기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집

중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53).

표 8. 성인의 북한이탈주민과 러시아 및 이스라엘의 DMFT index 비중

비교

북한이탈주민(19-29세) 러시아(18-25세) 이스라엘(18-20세)

값 비중(%) 값 비중(%) 값 비중(%)

DT index 0.56 30.99 0.61 8.05 2.99 47.09

MT index 0.74 41.32 0.12 1.58 0.04 0.63

FT index 0.50 27.68 6.84 90.24 3.29 51.81

출처: Dental caries experience and determinants in young adults of

the Northern State Medical University, Arkhangelsk, North-West

Russia: a cross-sectional study53).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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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는 2004년 나이별로 각 지표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 9와 같

은 비교값을 구할 수 있었다39). 터키의 데이터가 2004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실치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터키 노년층에서 MT index의 비중은 DMFT index에서 95% 이상을 차

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더 큰 비중을 보였

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어린이들에게서는 높은 DT index가 나타나

고 성인으로 갈수록 MT index가 높아진다는 보고54)와 선진국에서는 갈

수록 무치악환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55). 중국에서

2016년 전국에 걸쳐 작성된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하였다56). DMFT

index는 13.33으로 10.76인 북한이탈주민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지만 높

은 DT index, MT index와 낮은 FT index를 나타냈으며 비중도 마찬가

지였다(표 10). 터키와 중국의 경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책 입안 기관이 정확히 인식하고 노령층 인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구강건강의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9. 성인의 북한이탈주민과 터키의 DMFT index 비중 비교

북한이탈주민(30-39세) 터키(35-44세) 북한이탈주민(60-69세) 터키(65-74세)

값 비중(%) 값 비중(%) 값 비중(%) 값 비중(%)

DT index 0.57 26.64 2.9 26.85 1.00 9.30 1.0 3.88

MT index 1.07 49.78 7.4 68.52 7.88 73.26 24.6 95.35

FT index 0.50 23.58 0.9 8.33 1.88 17.44 0.2 0.78

출처: National survey of oral health status of children and adults in

Turkey39). (저자 재구성)

표 10. 성인의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의 DMFT index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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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60-69세) 중국(65-74세)

값 비중(%) 값 비중(%)

DT index 1.00 9.30 3.33 24.98

MT index 7.88 73.26 9.5 71.27

FT index 1.88 17.44 0.49 3.68

출처: Dental Caries in Chinese Elderly People: Findings from the 4th

National Oral Health Survey56). (저자 재구성)

아동기의 구강건강은 생애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록 제한된 정

보이지만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북한에서 직접 조사된 치아우식증 유

병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 자체 조사가 아닌 외국 연구

자에 의한 자료로는 2002년 유진벨재단이 원산에서 B형 간염 백신 사업

을 전개하며 5개 초등학교에서 85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자료57)와 2007년, 2010년, 2013년에 걸쳐 평양에서 500명을 대상

으로 FIDA에서 조사한 자료를 들 수 있다58).

우선 2002년 원산에서 조사한 자료의 우식유병률을 보면 7세 75.41%, 8

세 71.81%, 9세 68.14%. 10세 66.67%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체 70.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구강검진을 주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아니

어서 전문적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DMFT index가 아닌 단지 경미

와 심각 두 단계의 치아우식증 상태만을 조사하여 충전치와 상실치 등에

대한 자료 없이 보고하였다. 또한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도 없어 다른 자

료와의 비교가 어려웠다. FIDA에 의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07년 7세의

우식유병률은 83% 이었고 dt index와 DT index의 합은 1.05이었다. 하

지만 3년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2010년 7세의 우식유병률은 67% 이었

고 dt index와 DT index의 합은 0.79이었다. 2007년과 2010년 10세의 우

식유병률은 각각 34%와 20%이었으며 dt index와 DT index의 합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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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38과 0.20으로 많이 낮아졌다. 2010년 13세 때는 각각 25%와 0.26으

로 본 연구와 비교하여보면 우식유병률과 DT index가 상당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고 남한의 결과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이 조사의 한계점은 1)

2007년 7세 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에서 3년 이상의 구강보건교육이

FIDA 주도하에 강력하게 이루어 졌다. 2) 대상자는 모두 평양 거주자로

북한 내 상위계층에 속하는 특수 그룹이라는 점으로 결코 북한 전체의

상황을 대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의 조사 결

과의 사이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던

2007년 7세의 우식유병률이 83%로 2002년 원산에서 보여진 값과 비슷하

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치아우식증 관련 연구는 2편을 찾을 수 있었

다. 2007년 조선의학에 실린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10에서 14세 아동 600예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2살의 경우 38.6%의 이

삭기발생률을 보였다(표 11)59). 비록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은 없었지만

이삭기발생률을 영구치우식경험자율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12-14세에

서 조사한 결과 값인 38.46%과 거의 비슷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살

의 경우 43.9%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이삭기 이발수의

경우 원저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어 DMFT index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DT index로 보아야 할지 구분이 불확실하지만 양쪽 모두 본 연구에서

구한 결과값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나이에 따르는 이삭기발생률의 변화

나이(살) 검사인원(례) 이삭기발생률(%) 평균이삭기 이발수(개)

10
12
14

200
200
200

27.4
38.6
43.9

1.4±0.76
2.2±1.24
2.8±1.65

출처: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59).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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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 발간된 논문을 보면 11살 아동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발생

에 관한 조사가 있다60). 우선 2015년 11세 아동의 이삭기발생률을 보면

총 244명에서 유치 치아우식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차이는 있었

지만 총 244명 중 영구치우식경험자는 144명으로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59.0% 이었으며, 한사람 당 평균삭은이발수 즉 DT index는 2.1이었다.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본 연구 결과인 61.54%와 비슷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남한에서 만 12세 아동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이 2006년 이후 61.1%에서 56.4%에 이르기까지 낮아진 결과와

비교한다면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DT index는 2015년 남한

의 0.12와 큰 차이를 보였고 본 연구 결과인 0.9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

은 값을 보였다.하지만 만약 DMFT index와 비교한다면 2015년 남한의

1.79와는 비슷하였고, 2018년 북한이탈주민 12-14세에서는 1.46으로 차이

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보고에서 상실치 또는 처치치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문맥상 DT index 보다는 DMFT index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12세의 결과 값인 2.2와도 비슷한 결과였다(표 12). 하지만 년도별 영구

치치아우식증 발생 변화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5.9%로 보고하여 이삭

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을 보고하였다(표 13).

하지만 대상 수가 29명에 불과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51.5%를 보고하

였으며, 치아우식증 발생이 도농 격차 등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

운 면이 있었다. 한사람 당 평균삭은이발수 즉 DT index 역시 영구치우

식경험자율이 44.3%로 가장 낮았던 2014년 오히려 5.5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이 역시 조사 기준이나 연구 방법의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다.

표 12. 11살 어린이들의 지역별이삭기증발생률( ± SD,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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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역별      

이삭기에 걸린 
환자수(례)

한사람당 
평균삭은이발수(대)

평균삭은이발률(%)

젖이 영구이 1 2 1 2
ㄱ (n=40) 0/40 14/40(35.0) 0 2.1±1.2 0 2.9±2.6
ㄴ (n=96) 0/96 52/96(54.2) 0 2.1±1.3 0 4.4±2.1
ㄷ (n=67) 0/67 49/67(73.1) 0 2.0±0.9 0 5.8±2.8
ㄹ (n=41) 0/41 29/41(70.7) 0 2.2±1.0 0 6.3±3.8

모두 (n=244) 0/244 144/244(59.0) 0 2.1±1.1 0 4.8±1.4

         지표
년도

검진한 례수
한사람당 평균삭은 

이발수(대)
이삭기에 걸린 

이발률(%)

2006 (n=29) 22(75.9) 3.4±1.7 9.3±5.4

2008 (n=101) 52(51.5) 2.6±1.4 8.5±2.8

2009 (n=144) 101(70.1) 2.3±1.3 6.9±2.1

2012 (n=136) 85(62.5) 2.4±1.5 6.3±2.1

2014 (n=70) 31(44.3) 5.5±4.2 19.4±4.7

2015 (n=493) 304(61.7) 2.2±1.2 5.1±1.0

모두 (n=973) 596(61.3) 3.1±1.9 9.3±3.0

출처: 아동이삭기집단검진체계수립60). (저자 재구성)

표 13. 검진년도별영구이삭기증에 대한 분석 ( ± SD)

출처: 아동이삭기집단검진체계수립60). (저자 재구성)

남한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12-14세 아동의 구강건강상태

와 남한 12세의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표 14,

15)19). 남한의 DMFT index는 2000년 3.30을 나타낸 이후 비록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약간 높아지긴 하였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한의 DMFT index는 1.84이고 북한이탈

주민은 1.46으로 남한보다 낮았다. 남자는 각각 1.63과 0.40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훨씬 낮았지만 여자는 2.07과 2.13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DT index가 높게 나타났는 데 특히 여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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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높은 D rate로 이어졌다. MT index는 남한에서

는 0으로 상실치가 있더라도 모두 수복이 된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수

복되지 않은 상실 영구치가 있었다. 전 연령대에 걸쳐 문제가 되는 낮은

FT index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14. 아동 구강건강상태 남북 비교

북한이탈주민(12-14세) 남한(12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DT index 0.92 0.20 1.38 0.11 0.11 0.12

MT index 0.31 0.20 0.38 0.00 0.00 0.00

FT index 0.23 0.00 0.38 1.73 1.52 1.94

DMFT index 1.46 0.40 2.13 1.84 1.63 2.07

표 15. 남한 12세 아동 구강건강상태 연도별 변화

2000 2006 2010 2012 2015 2018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전체 77.10 61.10 60.50 57.30 54.60 56.40

남자 74.70 56.90 55.80 53.50 48.20 52.70
여자 79.80 65.80 65.80 61.60 61.40 60.50 

영구치우식유병자율(%) 전체 42.00 23.70 19.80 12.20 7.80 6.90
남자 41.40 21.10 17.50 11.70 6.30 6.50
여자 42.70 26.60 22.50 12.60 9.40 7.40 

우식영구치지수(개수) 전체 1.01 0.58 0.43 0.21 0.12 0.11
남자 0.93 0.47 0.36 0.20 0.10 0.11
여자 1.10 0.70 0.51 0.21 0.15 0.12 

충전영구치지수(개수) 전체 2.26 1.58 1.64 1.63 1.79 1.73
남자 1.90 1.38 1.42 1.41 1.48 1.52
여자 2.65 1.80 1.89 1.87 2.13 1.94 

DMFT index(개수) 전체 3.30 2.17 2.08 1.84 1.90 1.84
남자 2.85 1.86 1.79 1.61 1.57 1.63
여자 3.79 2.52 2.40 2.09 2.26 2.07 

출처: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19)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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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이탈 학령기 아동 중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치아를 가지고도 치

료를 받지 않은 고학년 아동들의 절반 정도는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었다고 하였으며, 구강건강 지식의 대부분을 가족에서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에 들어온 뒤 받은 구강건강교육으로 구강건강지식이 늘어났다

고 진술하였으며, 성인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61). 중국에

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범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에서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감소하는 반면, 예방 활동에 소극적

인 지역에서는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이러한 점은 앞으

로 북한과의 교류 진행시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치아우식증 관련 간접적인 해석으로 치아우식증과 당 섭취 사이

의 밀접한 관련을 들 수 있다62). 이는 비단 유아,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과 노인층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남한의 성인에

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63). 비록 북한의 당류 섭취에 대한 직접

적 자료 확보는 어렵지만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

액을 보면 당류 및 설탕과자에 대한 수출액은 아주 미미하고 수입액은

다음과 같았다(표 16)64).

표 16.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액.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액(천달러) 15,50
9 7,316 9,851 8,496 8,982 5,481 39,37

8
40,18

6

출처: 통계청64) (저자 재구성)

연도별 증감 변화는 있었지만 2017년과 2018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

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치아우식증 유병

률 상승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치아우

식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 연구에서 북한의 사회경제학적 상황 고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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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상황이 구강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이를 통해 역으로 북한의 사회경제학적 상황을 추측해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2013년 영국에서 조사된 치아우식

증 경험에 관련된 조사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치아우식증 유병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5).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감소하였지만 속도는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고 더

큰 문제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소수 그룹의 경우 대개 취약계층이며,

평균값에 비해 훨씬 많은 유병률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국 임

상 및 공중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치아우식증 예방책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터키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DMFT index와 학력 수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44). 특

히 FT index는 박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2016년 중국에서 발표된 결과에서도 노인층에서 경제 수준과 학력이 높

을수록 구강건강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56).

1990년 독일 통일 전까지 서독, 동독 모두 아동들에게서 높은 치아우식

증 이환율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었다. 이 후 통독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의 치아우식증 예방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전국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별, 개인별 치아우

식증 예방 프로그램과 통독 이전 동독에서 제조가 어려웠던 불소 치약과

불소 도포 시행으로 독일의 치아우식증 유병률과 DMFT index는 아주

낮아져 2016년에는 90%의 감소를 이루었다43). 하지만 아직도 영국의 경

우와 같이 사회, 경제적 상황과 치아우식증 유병률의 관련성이 높게 나

나타고 있어 표적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예

들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 혹은 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할 적극적 남북 교

류 단계에서 치아우식증에 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

다. 치아우식증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적절

한 통제 시스템의 확보이다. 누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어느 시기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앞으로 일어날



- 35 -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강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진행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중 보

건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실제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여

성의 DMF rate 감소, 40대 이상에서 치아우식증 치료를 통한 D rate 감

소, 50대 이상에서 상실치 수복을 통한 FT index 향상 등을 대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DMFT index의 구성에서

DT index와 MT index의 구성 비율을 낮추어 북한 주민들의 구강 건강

을 회복하고 OHRQoL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통하여 비록 간접적이나마 북한 치아우식증 관

련 구강건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직접 문진과정 없이 방사선 사진 분석에 기초하여 치아우식증에

기인하지 않은 상실 혹은 수복 치아의 포함가능성이나 한정된 북한이탈

주민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남

한 또는 국제 사회와 비교하여 높은 상실치와 낮은 수복치의 비율이 가

장 분명한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치적,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

가 시작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구강건강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상

호 협의를 통한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구강건강 증진을 이루어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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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oral health condition of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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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Korea has been divided since the Korean War. There

are many affecting factors such as interests of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in need of cooperation in public healthcare during the pandemic,

as we have already noticed in Germany. We have had very little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in the dental sector compared with

other medical areas, and we have almost zero fundamental data of

their people.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build up a data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oral

healthcare policies in unified Korea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oral panoramic radiographs.

2. Methods: The subjects are the panorama files of North Korean

defectors, dele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s(984 persons, mean: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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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medical research ethics committee(IRB.

S-D20190012). The individuals were divided into age groups: under

18, 19-29, 30-39, 40-49, 50-59, 60-69, and more than 70 years.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n permanent tooth, DMF rate, DMFT

rate, the number of present natural teeth, the rate of 20 or more

natural teeth, DT index, MT index, FT index and DMFT index were

evaluated.

3. Results: The DMF rate and DMFT index were higher in women

than men, and the numbers increased with age. As people got older,

the DT index rate decreased, but the MT index rate skyrocketed. On

the other side, the FT index rate is on the downhill.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 in 20, 30, 40, and 50s. Comparing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n permanent tooth between South and

North, the number of dental caries in permanent teeth in the North

exceeded that of South in all ages except for 20, 30s. But the DMF

rate of North is lower than that of South in until the fifties. The

number of present natural teeth and the rate of 20 or more natural

teeth of North are lower than those of South in its forties or more

with the gap was bigger with ages. The DMF rate is similar in

children aged 12 of North and South. But the number of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n permanent tooth in North children is five times

more than that of South, especially in girls. The DMFT index of

children of North is slightly lower, but DT index is tremendously

higher than South. The MT index of North children was low, but in

the South it was zero. The FT index was also very low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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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We indirectly got a glimpse of the oral healthcare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re are

quite high MT and low FT rates in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should be a proper policy to overcome this. We should start

inter-Korean exchanges with no further conditions, and after that

check the state of North’s oral conditions then prepare appropriate

oral healthcare policies and 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y

doing this, we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both countri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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