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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질환은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나이관련황
반변성(AMD) 및 녹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7기 2차년도(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MD 및 녹내장과 구강건강행태를 분석하였다. 녹내장과 AMD 유병자와 녹내장과 
AMD 미보유자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복합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AMD 및 녹내장과 구강건강행
태와의 위험비를 확인하였다. 황반변성 및 녹내장의 유무에 따라 연령, 학력, 구강위생용품 사용, 발음불편 호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녹내장 유무는 성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행태와 노인성 안질환과의 
일부 변수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구강건강행태는 AMD 및 녹내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인식도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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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nile eye diseases such as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glaucoma and oral health behaviors. Data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Ⅶ-2) were used to analyze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MD and glaucoma. Demographics and oral behaviors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chi-square test and complex logistic regression to compare 
participants with AMD and glaucoma with those without AMD and glaucoma.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MD and glaucoma,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oral care product use, and difficulty in speaking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of a significant association in some variables between oral behaviors and senile eye 
diseases.
Key Words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AMD), Glaucoma, Senile eye diseases, Oral health 

behavior,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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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백내장, 녹내장, 나이관련황반

변성 등 노인성 안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질환이 주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이러한 실명유발 노인성 안질환은 환
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병률 및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 임상적 의의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은 나이관련황반
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및 
녹내장(Glaucoma)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
요한 질병이다. 나이관련황반변성은 카메라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망막이 신경조직 내 중심부인 황반이 노화
되어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2]. 황반은 시세포들이 밀
집되어 있는 조직으로 시력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데, 사물을 주시할 때 색 구분, 원근감 등을 판단하여 사
물의 형태를 구분하게 한다. 황반이 노화로 인해 변성되
면 사물이 비틀려 보이고,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저하와 
함께 불필요한 공백이 있거나 사물의 일부가 지워진 것
처럼 보이게 된다[3].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
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이 증가하거나 시신
경에 혈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4]. 녹
내장은 시신경을 위축시키고 시야를 결손시켜 시신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
한 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
로 보고 있다[5,6]. Bourne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의 실명 원인의 50%가 나이관련 황반변성으로 인해 발
생하였고, 녹내장이 18%로 2위를 차지하였다[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은 2017년 대한안과학회와 공
동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
자 실명 유발 질환인 나이관련 황반변성과 녹내장의 유
병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강은 기관(Organ)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질환과 
달리 생애주기별로 구강상태가 매우 다양하여 건강관리
방법과 예방해야 할 질환이 시기별로 다르다. 특히 성인
의 경우 노화현상이 시작되면서 치은 및 치조골에도 퇴
화가 동반된다. 이 증상이 시작되면 치주질환에 이환되기 
시작하고, 출혈 및 부종, 동통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치
아상실에 이르게 된다[8]. 노인의 경우는 청․장년기 때의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 소실 및 치아상실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는 저작 및 발음 불편과 식사량 감퇴로 이
어진다[9].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행태를 개
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건강행태는 일상생활에
서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한다[10].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생활방식 및 교육수준, 사회 심리적 요인 등에서 영향
을 미친다[11]. 이에 따라 구강건강행태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구강건강인식의 수준 및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이 실천하는 구강건강행태는 구강질환 예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 또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구강건강
행위와 긍정적인 구강건강 지식 및 태도의 변화는 필수
적이다[13]. Lee 등의 연구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유병은 
칫솔질 횟수나 치아홈메우기 및 스케일링 경험이 관련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14], 저작불편, 구강위
생용품 사용 여부가 치주질환의 위험비를 높이는 주요 
관련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5]. 이처럼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태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질환의 경우 질병 진행의 기전은 
다를 수 있으나 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두 질환 
모두 비가역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어 삶의 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관련황반변성과 치주질환과의 관
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Wagley 등[16]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60세 이
상 치주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 나이관련황반변성 위
험비가 1.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un 등[17]
의 연구에서도 대만 코호트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치주질환자가 비질환자보다 나이관련황반변성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hin 등
[18]의 연구에서는 2008~2012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Pockpa 등[19]의 종설 연구에서도 치주질
환과 나이관련황반변성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일부 관
찰되었지만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녹내장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asquale 등[20]은 개방각 녹내장을 가진 남자 환자에
서 구강상태를 추적조사한 결과 현재 자연치아 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최근 2년간 치아상실이 있는 경우 
위험비가 1.45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Polla 등[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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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치아 수와 구강 내 Streptococci 
양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예비연구 결과이므
로 해석에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구강건강행태의 중요성
은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Kim 등[22]
은 우리나라 성인 중년남성의 구강건강행태와 치주질환
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
거나, 저작불편 및 발음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치주질환
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Cho 등[23]의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 대학생의 구강건강행태와 행
복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칫솔질 횟수와 구강검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에서 행복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구강건강행태
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각 질환별 상관성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
나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 구강건강행
태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한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질환 모두 노령화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되는 기간이 전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진입하는 국가로 
알려져있어[24] 더욱 두 질환에 대한 연관성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성 안질환 유
병자의 구강질환에 이환될 구강건강행태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성 있는 국가건강조사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노인성 안질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를 비교하고, 나
이관련황반변성 및 녹내장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의 상대
적 위험도에 대해 분석하여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416가
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기 
2차년도(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
다. 그 중 안질환조사는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안질환 검진조사
와 구강건강행태 설문조사에 응답한 3,153명을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25].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행태
일반적 특성의 변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

준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
분위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
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구강건강행태의 변수로는 칫솔질 횟수, 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 저작불편 호소 여부, 발음불편 호소 여부, 정
기적 치과 검진, 치과 의료서비스 미충족 여부를 이용하
였다. 칫솔질 횟수는 3번 이상, 3번 미만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2.2.2 노인성 안질환
이관련황반변성은 단안 또는 양안에서 산동을 실시하

지 않은 안저검사(Fundus photography) 및 빛간섭단
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결과
를 2인 이상의 대한망막학회 소속 안과 전문의가 판독하
여 나이관련황반변성 소견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유병자
로 진단하였다. 녹내장은 단안 또는 양안에서 산동을 실
시하지 않은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 시야검사
(Visual field test) 및 안압검사(Intraocular pressure 
test) 결과를 2인 이상의 대한녹내장학회 소속 안과 전문
의가 판독하여 녹내장 소견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유병
자로 진단하였다[26].

2.3 통계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은 2단계 층화 집락 표본설계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추출되었으므로, 복합표본 설계(complex sampling) 내
용을 반영하여 자료를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료로 환산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표본설계 시점과 조사 시
점 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
기 위해 가구 및 인구수 차이에 따른 포함 오차, 불균등 
추출률, 조사 미참여자의 무응답 오차 등이 보정되어 있
으며 목표 모집단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련 관련 추
정치의 대표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27].

복합표본계획 작성 시 계획변수로 층화변수는 분산추
정 층, 집락변수는 조사구, 가중치는 검진 및 설문에 해당
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생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구
강건강행태와 노인성 안질환 유병여부는 복합표본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노인성 안질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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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28,29]에서 실시한 것과 같
이 노인성 안질환 및 구강건강행태에 대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는 연령 및 성별을 보정하여 추가 분석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성 안질환 및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나이관련황반변성 검사에 응한 만 40세 이상 3,153명
의 대상자는 남자 1,394명, 여자 1,759명으로 구성되었
고, 연령 분포는 50대(859명)가 가장 많았고, 40대(801

명), 60대(755명), 70대이상(738명) 순이었다. 그 중 나
이관련황반변성 유병자 480명 중 40대 30명(6.3%), 50
대 121명(25.2%), 60대 147명(30.6%), 70대이상 182명
(37.9%)로 연령이 높을수록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자 비
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른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p<.001). 교육
수준에서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자의 경우 중졸 이하 
242명(53.5%), 고졸 이상 210명(46.5%)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자 비율이 높았다. 나이관련황반변성 질환 
미보유자는 중졸 이하 954명(37.9%), 고졸 이상 1,562
명(62.1%)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
다. 교육수준에 따른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p<.001).

구강건강행태 변수를 분석한 결과,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자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

Non-AMD(n=2,673)
n(%)

AMD(n=480)
n(%) χ² P-value

Age
 40 yrs 771 (28.8) 30 (6.3) 157.296 <.001
 50 yrs 738 (27.6) 121 (25.2)
 60 yrs 608 (22.7) 147 (30.6)
 70< 556 (20.8) 182 (37.9)
Gender
 Male 1,160 (43.4) 234 (48.4) 4.516 0.058
 Female 1,513 (56.6) 246 (52.3)
Income
 High 559 (21.0) 102 (21.3) 1.038 0.929
 Mid-high 562 (21.1) 112 (23.3)
 Middle 537 (20.2) 96 (20.0)
 Mid-low 531 (19.9) 79 (16.5)
 Low 476 (17.9) 91 (19.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954 (37.9) 242 (53.5) 47.031 <.001
 ≥High school 1,562 (62.1) 210 (46.5)
Frequency of tooth brushing
 <3 per day 1,248 (85.3) 250 (14.7) 3.899 0.118
 3 per day≤ 1,325 (87.7) 206 (12.3)
Oral care product use
 Yes 1,384 (51.8) 204 (42.5) 9.320 0.013
 No 1,288 (48.2) 276 (57.5)
Difficulty in chewing
 Yes 706 (26.7) 155 (32.4) 3.803 0.106
 No 1,939 (73.3) 323 (67.6)
Difficulty in speaking
 Yes 284 (10.7) 65 (13.6) 8.623 0.018
 No 2,361 (89.3) 413 (86.4)
Dental clinic visits
 Yes 961 (36.3) 156 (32.6) 3.520 0.151
 No 1,685 (63.7) 322 (67.4)
Unmet need for dental care
 Yes 692 (31.1) 134 (33.3) 0.751 0.439
 No 1,535 (68.9) 268 (66.7)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Table 1. Demographic distribution according to AMD and oral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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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4명(42.5%), 미사용 대상자 276명(57.5%)로 사용
하지 않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관련황반변성 미
보유자는 사용 대상자 1,384명(51.8%), 미사용 대상자 
1,288명(48.2%)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p=.013). 또한 발음불편을 호소
한 대상자의 경우도 나이관련황반변성 질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able 1, p=.018).

녹내장 검사에 응한 만 40세 이상 3,021명의 대상자
는 남자 1,320명, 여자 1,70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 
분포는 나이관련황반변성과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녹내장 유병자 105명 중 40대 15명(14.3%), 50대 19
명(18.1%), 60대 31명(29.5%), 70대이상 40명(38.1%)
로 연령이 높을수록 녹내장 유병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른 녹내장 유병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2, p=.005). 녹내장 유병자는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보였는데, 남자(58.1%)가 여자(41.9%)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녹내장 미보유자의 경우 여자(56.8%)가 
남자(43.2%)보다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able 2, P=0.004). 교육수준에서 녹내장 유병자의 경
우 중졸 이하 59명(59.6%), 고졸 이상 40명(40.4%)로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자 비율이 높았다. 녹내장 질환 
미보유자는 중졸 이하 1,079명(39.4%), 고졸 이상 1,662
명(60.6%)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
다. 교육수준에 따른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p=.004).

구강건강행태 변수를 분석한 결과, 녹내장 유병자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42명
(40.0%), 미사용 대상자 63명(60.0%)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녹내장 미보유자는 사용 대상자 

Non-Glaucoma(n=2,916)
n(%)

Glaucoma(n=105)
n(%) χ² P-value

Age
 40 yrs 766 (26.3) 15 (14.3) 18.223 0.005
 50 yrs 805 (27.9) 19 (18.1)
 60 yrs 691 (23.7) 31 (29.5)
 70< 654 (22.4) 40 (38.1)
Gender
 Male 1,259 (43.2) 61 (58.1) 10.638 0.004
 Female 1,657 (56.8) 44 (41.9)
Income
 High 613 (21.1) 26 (25.0) 9.600 0.118
 Mid-high 632 (21.7) 18 (17.3)
 Middle 582 (20.0) 22 (21.2)
 Mid-low 561 (19.3) 21 (20.2)
 Low 521 (17.9) 17 (16.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79 (39.4) 59 (59.6) 16.826 0.004
 ≥High school 1,662 (60.6) 40 (40.4) 
Frequency of tooth brushing
 <3 per day 1,375 (96.5) 53 (3.5) 0.066 0.831
 3 per day≤ 1,425 (96.7) 46 (3.3)
Oral care product use
 Yes 1,494 (51.3) 42 (40.0) 5.047 0.042
 No 1,421 (48.7) 63 (60.0)
Difficulty in chewing
 Yes 782 (27.1) 39 (37.9) 3.986 0.061
 No 2,106 (72.9) 64 (62.1)
Difficulty in speaking
 Yes 311 (10.8) 20 (19.4) 6.928 0.030
 No 2,577 (89.2) 83 (80.6)
Dental clinic visits
 Yes 1,047 (36.2) 28 (27.2) 1.748 0.271
 No 1,842 (63.8) 75 (72.8)
Unmet need for dental care
 Yes 766 (31.5) 36 (42.4) 3.395 0.107
 No 1,664 (68.5) 49 (57.6)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Table 2. Demographic distribution according to Glaucoma and oral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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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명(51.3%), 미사용 대상자 1,421명(48.7%)로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구강위생
용품 사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p=.042). 또한 발음불편을 호소한 대상자의 경우도 나이
관련황반변성 질환과 유사하게 녹내장 질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able 2, p=.030). 구강건강
행태 중 칫솔질 횟수와 나이관련황반변성(통계량 3.899) 
및 녹내장(통계량 0.066)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노인성 안질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의 
    상대적 위험비

나이관련황반변성과 구강건강행태의 상대적 위험비를 
알아본 결과, 나이관련황반변성 유병자에서 발음불편을 
호소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1.58배 높
았고(Table 3, p=.019),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지 않는 대
상자가 사용하는 대상자에 비해 1.40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p=.010). 
저작불편을 호소한 대상자에서 1.26배, 치과를 정기적으
로 방문하지 않는 대상자에서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p>.05).

Characteristic OR(95% CI)
for AMD P-value

Difficulty in chewing
 No 1.00(reference) 0.110
 Yes 1.26(0.95-1.66)
Difficulty in speaking
 No 1.00(reference) 0.019
 Yes 1.58(1.08-2.33)
Oral care product use
 Yes 1.00(reference) 0.010
 No 1.40(1.08-1.80)
Dental clinic visits
 Yes 1.00(reference) 0.144
 No 1.23(0.93-1.62)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OR, odds ratio; CI, 95% confidence intervals.

Table 3. Associations of AMD and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녹내장과 구강건강행태의 상대적 위험비를 알아본 결
과, 녹내장 유병자에서 발음불편을 호소한 대상자가 그렇
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2.02배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p=.029). 저작불편을 호소한 대상

자에서 1.53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서 1.53배,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대상자에
서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p>.05).

Characteristic OR(95% CI)
for Glaucoma P-value

Difficulty in chewing
 No 1.00(reference) 0.061
 Yes 1.53(0.98-2.40)
Difficulty in speaking
 No 1.00(reference) 0.029
 Yes 2.02(1.08-3.79)
Oral care product use
 Yes 1.00(reference) 0.062
 No 1.53(0.98-2.37)
Dental clinic visits
 Yes 1.00(reference) 0.279
 No 1.33(0.79-2.24)
OR, odds ratio; CI, 95% confidence intervals.

Table 4. Associations of Glaucoma and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4. 고안
구강건강행태가 불량한 경우 구강 내 기능 상태가 급

격히 저하되고 그 결과 저작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30,31]. 저작불편호소율은 구강건강행태에서 주요 산출
지표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제1차
(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내에서도 모니터
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32,33].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저작불편호소율은 22.9%로 5명 중 1명이 현재 치아나 
의치 또는 치주 상태 등에 의해 저작활동 시 불편함을 겪
고 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는 개
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34]. 최근 비급여 항목이 
다수인 치과 진료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
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해당 지표에서 개
선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치료 뿐만 아니라 예
방과 또는 구강건강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한편 저작불편호소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
아지므로 특히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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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 저작불편과 안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가 없어 유사 연구 사례를 확인해보면 연령과 관련하여 
Rim 등[36]의 연구에서는 노령화가 초기 및 후기 나이관
련황반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
다. 또한 Lee 등[37]은 2008~2012년 5년간의 한국의료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녹내장 환자 의료이용 추이를 확
인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외래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경우 Shin 등[38]은 노인성 질
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이환 여부에 따라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 및 전동칫솔 사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
다. Kawabata 등[39]은 일본 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치은출혈 여부와 지역사
회 치주지수를 평가하여 남학생의 고혈압 위험이 치주질
환 비유병자에 비해 6.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병
의 근원이 되는 고혈압과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치주질환
과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또한 Afonso-Souza 등[40]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호발하는 질환인 당뇨병 환자에
서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치아상실지
수(Missing Index, MI)가 현저히 높고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연구에서 구강질환이 성인병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강질환과 구
강건강행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14,15,22]을 감
안한다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태가 나이관련
황반변성 및 녹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7
년 안검사를 재개함에 따라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검진자
료를 함께 이용하여 관련성을 비교할 계획이었으나 구강
검진자료의 경우 제7기 2016~2018년 3개 연도를 통합
하여야 활용이 가능하고, 안검사 공개자료는 2017년 단
년도 자료이므로 단년도 추출 분석이 가능한 구강설문자
료인 구강건강행태 변수만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구
강질환과의 관련성 비교가 어렵다. 또한 노인성 안질환의 
경우 결정체(Drusen) 및 시신경유두함몰비(Optic Disc 
Cup to Disc Ratio)와 같은 질환과 관련된 세부 변수가 
아닌 질환 유병 여부만 범주형 변수로 제공되어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코호트 자료가 아닌 단면자료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수준을 대표하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성 안질환과 
구강건강행태와의 관련성 및 위험정도를 확인한 유일한 
분석 자료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과 다양한 안질환과의 관련
성을 확인하여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나이관련황반변성 이환 여부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구강위생용품 사용, 발음불편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녹내장 이환 여부에 따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구강
위생용품 사용, 발음불편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발음불편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이환될 위험비가 1.58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음불편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녹내장에 이환될 위험
비가 2.02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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