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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영양섭취 및 발음 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구강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삶의 질 저하, 

고용 기회 감소, 심장질환,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유발할 위

험이 있다[1].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

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2]. 구강질환은 

주관적 구강건강 불편 및 치과치료 필요 환자에서 미충족 치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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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조기 발견될 경우 예방 가능함으로[3], 우리나라는 치과

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과 연령에 따른 치면 

열구 전색, 노인 의치 보철, 임플란트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치

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0-35% 수준으로 여전히 취약하며, 치과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의료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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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는 미충족 의료 문제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기된 바 있

다[5].

치과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미충족 치

과의료(Unmet dental care)’라고 한다[6]. 우리나라 연간 미충족 치과의

료율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19세 이상 성인에서 26%로 

의료영역 미치료율 8.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7]. 그

러나 외국의 경우 Joint Canada/US Survey of Health의 자료를 이용하

여 미충족 치과의료를 확인한 결과 미국 성인의 경우 13.2%, 캐나다 성

인 10.7%가 경험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8], 유럽보건통

계(European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유럽 연합 국가의 15세 이상이  

12개월 동안 스스로 인지하는 치과 검사나 치료에 대한 미충족 치과

의료 경험률 7.2%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9].

지금까지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

가하고, 수입이 낮고,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높

게 나타났으며, 구강 통증을 경험한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11].

이렇듯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은 우리나라 국민에서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요인을 확인하거나, 미충

족 치과의료의 측정을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정의하였다. 그

러나 미충족 치과의료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원하거나, 보건의료 전

문가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지만 치과의

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병에 이환됐을 때 질환에 따른 치통, 저작 장

애 등의 증상이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대상자와 구강검진에

서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환자에서 치과의료 미충족의 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3차년도(2015) 자료

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

하여 실시하는 법정조사로,「통계법」제17조에 근거한 정부 지정통계

이며, 동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이다(승인번호 제11702호).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가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매해 192개 지역

의 20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 청소

년, 성인으로 나누어 각 특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적용한다. 또한 조사 

분야는 크게 검진조사,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로 세분되어 시행된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건강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주관적으로 구강건강

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대상자 및 치과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한 환자를 포함한 총 3,213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적 구

강건강 불편 환자는 구강 면접에서 주관적인 구강건강 불편을 확인하

는 문항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건강이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

람으로 정의하였고, 치과치료 필요 대상자는 구강검진에서 치과의사

가 유치(51-85), 영구치(11-48) 중 한 개 이상의 치아에 “치료 불필요”를 

제외한 “1치면 처치필요, 2치면 이상 처치필요, 인조치관 수복필요, 치

수치료 및 수복필요, 우식으로 인한 발거필요, 치주병으로 인한 발거

필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거필요, 기타 치료필요” 중 한 개라도 진단

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연구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연령(19세 미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교육수준(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결혼상태(미혼, 기혼), 가

구 소득수준(상, 중, 하), 기초생활수급 여부(수급경험 있음, 수급경험 

없음), 의료보장형태(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

부(가입, 미가입),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확인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평생 흡연 여부(비흡연 및 과거흡연, 현재흡연), 현재 음주 여부(비음

주, 음주),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스트레스 느끼지 않음, 스

트레스 느낌),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우울증상 경험(2주 

이상 연속 우울증상 없음, 2주 이상 연속 우울증상 있음), 최근 1년 동

안 자살 생각(자살 생각 없음, 자살 생각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좋음, 보통, 나쁨), 주관적 체형 인식(마름, 보통, 비만)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없음, 있음),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없음, 있음), 고지혈

증 의사진단 여부(없음, 있음), 활동제한 여부(활동제한 됨, 활동제한되

지 않음), 최근 1년 이내 미충족 의료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 있음, 경험 

없음)을 확인하였다.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칫솔질 안함, 칫솔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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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또는 사고로 인한 치아손상 경험 여부(치아손상 경험 있음, 치아

손상 경험 없음)를 확인하였다.

미충족 치과의료

미충족 치과의료는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

한 경우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각 변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원시자료의 복합표본설계에 따라 복합표본분석방법(complex sam-

pling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복합표본 설계요소를 적용한 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해 집락변수는 조사구, 층화변수는 분산추정을 위한 층, 

분석변수에 적합한 가중치를 지정하기 위한 표본가중치 값은 건강설

문 및 검진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복합표본 빈도분석

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특성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Pearson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이 수정된 Rao-

Scott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여 확인했다. 또한, 단순분석에서 유의확

률이 0.1 미만인 변수들과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대상자 중 치과의료 충족군은 1,901명(60.1%), 치과의료 미충족

군은 1,197명(39.9%)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51.6%, 여성 48.4%로 나

타났으며, 연령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73.9%, 65세 이상 16.8%,  

19세 미만 9.2%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에서 33.8%로 가장 많았으

며, 대졸 이상 29.2%, 초졸 이하 24.6%, 중졸 12.4% 순으로 나타났다. 결

혼 상태는 기혼 71.1%, 미혼 28.9%이었고,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수급경

험이 없는 경우가 89.7% 많았으며,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는 10.3%로 나

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 경우가 66.1%, 느끼는 경우가 

33.9%이었으며, 최근 1년 이내 2주 이상 연속으로 우울감 없음이 83.9%, 

2주 이상 연속으로 우울감 있음이 16.1%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

강상태는 보통 49.1%, 좋음 28.5%, 나쁨 2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이내 의료를 이용한 경우가 85.3%,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14.7%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경험 여부는 구강검진 경험이 없는 

경우가 69.3%, 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가 30.7%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성별은 남성에서 37.8%, 여성에서 42.1%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 = 0.046). 연령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3.8%, 65세 이

상에서 33.1%, 19세 미만에서 20.3%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 < 0.001), 교육수준은 중졸 43.1%, 대졸 이상 42.9%, 고졸 4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Weighted %) (%SE)

Sex
   Male 1,495 (51.6) 1.0
   Female 1,718 (48.4) 1.0
Age (y)
   <19 307 (9.2) 0.6
   19-64 2,036 (73.9) 1.0
   ≥65 870 (16.8) 0.9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977 (24.6) 1.1
   Middle school 395 (12.4) 0.7
   High school 873 (33.8) 1.3
   Above college 711 (29.2) 1.4
Marital status
   Married 2,484 (71.1) 1.1
   None married 729 (28.9) 1.1
Income level
   Lower 1,483 (42.1) 1.7
   Middle 574 (19.4) 1.1
   Higher 1,139 (38.5) 1.7
Basic livelihood allowance
   Yes 340 (10.3) 1.2
   No 2,873 (89.7) 1.2
Medical social secur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2,958 (94.6) 0.7
   Medical care 186 (5.4) 0.7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2,258 (75.8) 1.2
   No 915 (24.2) 1.2
Employment status
   Economically active 1,568 (61.3) 1.2
   Not economically active 1,183 (38.7) 1.2
Unmet dental care needs
   Yes 1,197 (39.9) 1.1
   No 1,901 (60.1) 1.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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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경우가 38.9%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013). 경제

활동상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43.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

우가 38.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9). 그러나 소득수준, 민간

의료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대상자의 건강특성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47.7%, 느끼지 않는 경우가 37.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01),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48.9%, 우

울감이 없는 경우가 39.6%로 우울증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2).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따라 나쁨 49.9%, 보

초졸 이하 30.6%로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결혼상태는 기혼이 41.6%, 미혼이 35.6%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p = 0.016),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가 48.1%, 수급

Table 2. Characteristics of health status

Variables n (Weighted %) (%SE)

Smoking status
   Nonsmoker, Ex-smoker 1,841 (96.6) 0.5
   Current smoker 77 (3.4) 0.5
Dringking
   No 1,443 (44.2) 1.2
   Yes 1,496 (55.8) 1.2
Perception of stress
   No 2,048 (66.1) 1.1
   Yes 887 (33.9) 1.1
Perception of depression
   No 2,443 (83.9) 0.8
   Yes 492 (16.1) 0.8
Suicidal ideation 
   No 2,727 (93.1) 0.6
   Yes 208 (6.9) 0.6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844 (28.5) 1.1
   Fair 1,425 (49.1) 1.1
   Poor 712 (22.4) 1.0
Perceived body shape
   Slender 559 (17.5) 0.8
   Moderate 1,168 (37.5) 1.0
   Obesity 1,322 (45.1) 1.0
Diagnosis of hypertension
   No 2,381 (80.4) 0.9
   Yes 832 (19.6) 0.9
Diagnosis of diabetes
   No 2,887 (92.6) 0.5
   Yes 326 (7.4) 0.5
Diagnosis of hyperipidemia
   No 3,211 (100.0) 0.0
   Yes 2 (0) 0.0
Activity limitation
   No 2,665 (90.7) 0.6
   Yes 305 (9.3) 0.6
Unmet medical care 
   No 2,541 (85.3) 0.7
   Yes 429 (14.7) 0.7
Tooth brushing 
   No 71 (1.8) 0.3
   Yes 3,029 (98.2) 0.3
Tooth injury
   No 2,704 (86.0) 0.8
   Yes 396 (14.0) 0.8

SE, standard error.

Table 3. Unmet dental car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Unmet dental care

χ2 (p)
Yes No

Unmet dental care needs 1,197 (39.9) 1,901 (60.1)
Sex
   Male 528 (37.8) 921 (62.2) 5.71 (0.046)
   Female 669 (42.1) 980 (57.9)
Age (y)
   <19 56 (20.3) 246 (79.7) 70.67 (<0.001)
   19-64 866 (43.8) 1,119 (56.2)
   ≥65 275 (33.1) 536 (66.9)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301 (30.6) 643 (69.4) 32.39 (<0.001)
   Middle school 160 (43.1) 232 (56.9)
   High school 371 (42.3) 499 (57.7)
   Above college 294 (42.9) 416 (57.1)
Marital status
   Married 960 (41.6) 1,423 (58.4) 9.62 (0.016)
   None married 237 (35.6) 478 (64.4)
Income level
   Lower 577 (42.6) 838 (57.4) 6.69 (0.108)
   Middle 216 (39.5) 338 (60.5)
   Higher 401 (37.5) 713 (62.5)
Basic livelihood allowance
   Yes 151 (48.1) 169 (51.9) 9.80 (0.013)
   No 1,046 (38.9) 1,732 (61.1)
Medical social secur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1,086 (39.9) 1,778 (60.7) 5.36 (0.088)
   Medical care 85 (48.4) 90 (51.6)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860 (40.1) 1,351 (59.9) 0.26 (0.571)
   No 322 (39.1) 531 (60.9)
Employment status
   Economically active 663 (43.6) 891 (56.4) 7.45 (0.059)
   Not economically active 437 (38.3) 720 (61.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n (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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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35.0%로 나타났고(p < 0.001),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 여부는 경

험이 없는 경우가 44.3%,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8%로(p < 0.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고지혈증 의사진단 여

부, 일상생활 활동제한, 어제 칫솔질 여부, 운동 및 사고로 인상 치아 

손상에 따른 치과의료 미충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요인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확률이 0.1 미만인 변수를 대상으로 복합표

본설계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미충족 의료가 유의하였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분형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를 기준

으로 중졸 교차비 1.39배(95% CI =1.05-1.92), 고졸 1.37배(95% CI =1.03-

1.83), 대졸 이상 1.42배(95% CI =1.05-1.93) 높게 유의하였으며, 경제활

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취업자에서 1.25배(95% CI =1.01-

1.55)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충족 의료에서 충족을 기

준으로 미충족이 3.46배(95% CI =2.65-4.52)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

다(Table 5).

고찰 및 결론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는 31.9%로 2007년 처음 40.0%에

Table 4. Unmet dental care nee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health sta-
tus

Variables
Unmet dental care

χ2 (p)
Yes No 

Unmet dental care needs 1,197 (39.9) 1,901 (60.1)
Smoking status
   Nonsmoker, Ex-smoker 695 (39.1) 1,112 (60.9) 1.71 (0.255)
   Current smoker 37 (47.3) 35 (52.7)
Dringking
   No 553 (38.8) 887 (61.2) 4.89 (0.086)
   Yes 621 (42.9) 872 (57.1)
Perception of stress
   Low 756 (37.7) 1,290 (62.3) 26.81 (<0.001)
   High 418 (47.7) 469 (52.3)
Perception of depression
   No 937 (39.6) 1,504 (60.4) 14.23 (0.002)
   Yes 237 (48.9) 255 (51.1)
Suicidal ideation 
   No 1,070 (40.4) 1,655 (59.6) 7.61 (0.052)
   Yes 104 (50.3) 104 (49.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79 (35.1) 561 (64.9) 37.61 (<0.001)
   Fair 524 (37.9) 880 (62.1)
   Poor 329 (49.9) 363 (50.2)
Perceived body shape
   Slender 205 (38.2) 352 (61.8) 7.54 (0.067)
   Moderate 430 (38.1) 732 (61.9)
   Obesity 555 (43.0) 766 (57.0)
Diagnosis of hypertension
   No 898 (40.4) 1,407 (59.6) 1.29 (0.315)
   Yes 299 (37.8) 494 (62.2)
Diagnosis of diabetes
   No 1,062 (39.5) 1,727 (60.5) 1.93 (0.178)
   Yes 135 (44.2) 174 (55.8)
Diagnosis of hyperlipidemia
   No 1,197 (39.9) 1,899 (60.1) 0.99 (0.252)
   Yes 0 (0.0) 2 (100.0)
Activity limitation
   No 990 (39.3) 1,640 (60.7) 1.52 (0.157)
   Yes 139 (44.9) 158 (55.1)
Unmet medical need 
   No 848 (35.0) 1,657 (65.0) 163.07 (<0.001)
   Yes 281 (67.6) 141 (32.4)
Tooth brushing 
   No 32 (41.6) 39 (58.4) 0.07 (0.830)
   Yes 1,165 (39.8) 1,862 (60.2)
Tooth injury
   No 1,037 (39.6) 1,665 (60.4) 0.75 (0.445)
   Yes 160 (41.8) 236 (58.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n (Weighted %).

Table 5.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unmet dental care needs

Variables
Crude Adjusted*

OR 95% Cl OR 95% Cl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1.00 1.00
   Middle school 1.71 1.62-2.24 1.39 1.05-1.92
   High school 1.66 1.34-2.07 1.37 1.03-1.83
   Above college 1.70 1.35-2.14 1.42 1.05-1.93
Employment status
   Not economically active 1.00 1.00
   Economically active 1.25 1.30-1.51 1.25 1.01-1.55
Unmet medical need 
   No 1.00 1.00
   Yes 3.88 3.00-5.00 3.46 2.65-4.5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y complex sampling analysis.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basic living allowance, medical social 
security, drinking, perception of stress, perception of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ived body shape.

통 37.9%, 좋음 35.1%로 나타났으며(p < 0.001), 최근 1년 이내 미충족 의

료는 미충족 의료 경험 있는 경우가 67.6%, 미충족 의료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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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3].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 불

편 및 치과치료 필요 환자에서는 39.9%가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

이 약 37%인 선행연구[1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진료가 필요한 

대상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

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미충족 의료 경험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를 기준으로 중졸 교차비 1.39(95% 

CI =1.05-1.92), 고졸 1.32(95% CI =1.03-1.83), 대졸 이상 1.42(95% CI =  

1.05-1.93)로 높았으며, 고학력자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더 많이 경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사회경제특성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고학력자일수록 미충족 치

과의료 경험이 많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15]. 고학력자일수록 사회적 

위치 확립을 위해 직장에 주력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비울 수 없어 미

충족 치과의료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10]. 또한 여성 고학력자의 

경우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치과진료의 필요가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해

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10]. 

경제활동상태에서 미취업자군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취업

자군의 미충족 치과의료가 교차비 1.25(95% CI =1.01-1.55)로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하였다. 미취업자군에 비해 취업자군의 미충족 치과의료

가 16.0% 높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16],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미충족 치과의료의 중요한 이유로 추정된다[17].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검진 시 구강

검진이 포함되어 정기적인 구강건강상태 파악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

해 근로자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구강보건제도가 확립되어있

다[18].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 시스

템이나 근로자의 정기적인 치과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19].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제활동인구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5].

일반의료 충족군을 기준으로 일반의료 미충족군에서 교차비 3.46 

(95% CI =2.65-4.52)으로 미충족 치과의료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

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10.6%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미충족 일반의료의 원인은 ‘증상이 가벼워서’ 25.7%, ‘경제적인 이

유’ 23.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8]. 구강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으

며, 치과는 생사와 직결되는 중증질환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아니

므로 증상이 가벼워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대상자에서 일반의료에 

비하여 치과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19]. 또한 우리나라 치과의료비는 고가의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 부

담률이 83.5%로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보장성이 낮아[12],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일반의료를 경험한 대상자에서 미충족 치과

의료도 경험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의과서비스영역과 비슷

한 수준의 보장성 개선으로 치과의료 접근성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필

요함이 시사된다[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 연구로서 각 요인들이 미충족 치과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명확하다. 또한 미충

족 치과의료 경험은 자가보고 기반으로 측정되어 치과의료가 필요하

였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미충족 치

과의료 측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미충족 치과의료를 치과진료가 필요하

였지만 이용한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필요한 치료를 전

혀 못 받은 것인지 혹은 치료가 지연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한계로 

실제 미충족 수준보다 과대 혹은 과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요 원동력이 되는 구강건강 불

편감을 느끼는 사람과 구강검진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치과의료의 필요를 보다 명확하게 정

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복합표본설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산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고 본다. 또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중이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였다. 추후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연관된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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