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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6기 3차년도(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12∼18세 여성 청소년 211명이며, 분석 결과,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은 연령, 수면시간, BMI, 체중조절, 칫솔질 횟수와 관련이 있으며, 치주질환 여부에는 연령, 흡연, 수면
시간, 스트레스, BMI, 칫솔질 횟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계
에 대하여 교란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체형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치주질
환이 3.18배(OR = 3.18, 95% CI: 1.21, 8.38)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구강건강관리
를 통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체형인식, 치주질환, 청소년, 구강건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s in female adolescents based on the sixth 3rd-year(2015) data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11 female teenagers who 
were at the western ages of 12 to 18. As a result of analyzing, it's found that the body-shape perception 
of the female teens were linked to age, sleep hours, BMI, weight control and toothbrushing frequency, 
and whether they had periodontal diseases or not was foun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age, smoking, 
sleep hours, stress, BMI and toothbrushing frequenc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body-shape 
perception and peridontal diseases was analyzed by controlling the confounders, the adolescents who 
considered their own bodies to be obese suffered from 3.18-fold more periodontal diseases(OR=3.18, 
95% CI: 1.21, 8.38) than the teenagers who considered their body shape to be average. In the future, 
oral health care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mental health of female adolescents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s.
Key Words : Convergence, Body-shape perception, Adolescent, Or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Lee(hihulk@kduniv.ac.kr)
Received April 16,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15, 2019
Published June 28, 20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6, pp. 287-297,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6.28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288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는 시기이며, 향후 성인기의 건강행태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무분별한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게 
되며, 타인에 의한 사회적 요소도 관여하게 된다. 청소년
기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시
기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요구 속에서 청소년
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등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
다[2].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없는 체중상태임에도 체중
조절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수이고[3] 부적절한 체중조절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4]. 단식, 흡연, 약물복용 등 부적
절한 체중조절 방법은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을 갖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5].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날씬
함은 남성에 비해 중요한 매력으로 지목되어, 여성에게서 
체중감량 노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6] 상대적 비만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에서도 체중조절을 하는 비율이 남자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7].

한편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은 2위, 치아우식 6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
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Scaling)가 급여항
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치주질환으로 인한 진료 빈도는 여전히 높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다. 치주질환은 치아주위조직에 발생되는 
염증성 질환이며 서서히 진행되어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예방을 통하여 질병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8]. 그러
나 청소년은 대표적인 치주질환 예방법 중 하나인 치석
제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등 사각지
대에 놓여있다. 청소년기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의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구강건강 인식과 태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성치주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다고 
하겠다. 

치주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학
적 특성[8], 음주[9], 비만[10,11], 칫솔질 횟수[12] 등으
로 매우 다양하나, 과중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큰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요인은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할 위험요인이다. Vasiliou 등[13]은 구강과 전신
질환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
스이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구강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임혜림 등[14]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
레스를 더 받으며, 스트레스 상위 그룹에서 구강건조증, 
구취, TMJ(Temporo mandibular joint) 통증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arra 등[15]은 수면장애
와 구강건강의 관련성 연구에서 짧은 수면시간이 치은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Goodson 등[16]은 
구강 내 세균이 숙주인 사람의 식욕을 자극하여 더 많이 
먹도록 하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구강 
내 세균이 TNFα(Tumor necrosis factor-α)의 농도를 
증가시켜, 아디포넥틴(adiponectin)을 억제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구강 내 세균과 비만의 연관성에 대하여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비만과 치주질환 또는 비만과 구
강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발표되고 
있으며[17,18], 여러 단면조사연구에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 복부지방률 이 치
주질환 또는 잔존치아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19,2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비
만 변수로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따라서 체
형인식 왜곡이 심한 여성 청소년의 치주질환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시 체질량지수와 함께 청소년의 
정신건강 요인인 체형인식 또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단위의 대규모 조사인 국민건강영
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청소년의 인구사회학
적 특징, 구강건강 요인, 건강요인을 고려한 주관적 체형
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하
여 청소년기의 올바른 체형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
성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면제)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1041455-201903-HR-001-01). 
2015년 1월∼12월까지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년) 원시자료의 설문조사와 검진자료를 이
용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자료를 다운로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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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Body shape perception Body shape perception Under estimation / normal perception / overestimation
Periodontal diseases Periodontal diseases  Case(CPITN ≥ 2) / non-case(CPITN = 0 or 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12-13 / 14-15 / 16+
Income level Low / lower middle / upper middle / high / non-response

Health 
factors

Health behavior
Drinking frequency Never / < once a month / ≥ once a month / non-response or don't know

Smoking Non-smoker / smoker / non-response or don't know
Sleep duration(a day) ≤ 6 hours / 7-8 hours / ≥ 9 hours

Mental health Awareness of stress Rarely / a little / a lot / quite a lot / non-response or don't know

BMI & Weight control
BMI(body mass index) Thinness(< 18.5) / Normal(≥ 18.5, < 25) / Obesity(≥ 25) / non-response

Weight control  Never tried to control weight / tried to lose weight / tried to maintain the 
same weight / tried to gain weight / non-response or don't know

Oral health care

Toothbrushing frequency None / 1 time / 2 times / ≥ 3 times
Dental floss No / yes

Gargle solution No / yes
Interdental brush No / yes

Electric toothbrush No / yes

아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
차년도(2015년) 대상자 중 만 12세∼18세 여성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변수인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변수로 활용된 지역사회치주지수(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의 결측을 제외하고 최
종 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체형인식이며 종속변수는 치주

질환이다. 공변수로는 일반적(인구사회학적) 특징, 건강
요인(건강관련 습관, 정신건강), 비만도와 체중조절, 구강
관리이며, 공변수의 세부 변수정보는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다. Table 1

체형인식 변수는 설문조사 자료의 주관적 체형인식 변
수를 마른편, 보통, 비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치주질환 변수는 구강검사 자료의 CPI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치은염, 치주낭, 치석을 모두 표시하는 지표이
다. 오늘날 인간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구강보건지표는 구
강 삼분악별로 CPI를 검사한 결과가 2 이상인 지역사회
치면세마필요자율(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 CPITN2)이 사용되며, 이는 진행치주
조직병이환자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21], 본 연구에서는 검사결과가 2 이상인 경우 치주질환
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복합표본설계 요소인 층, 군집,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층, 군집, 건강
설문-검진조사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수(체형인식과 치주질환)와 일반적 특성, 건강
요인(건강관련 습관, 정신건강), 비만도와 체중조절, 구강
관리의 관련성 분석은 빈도분석, χ2(Chi-square) 검증, 
단순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
하였고,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을 살펴본 결과, 14.3%가 
마른편, 51.3%가 보통, 34.4%가 비만으로 인식하였다.

여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12∼13세에서는 55.4%, 
14∼15세에서는 59.3%가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며, 16세 
이상에서는 47%가 비만으로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 또한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수준 하 그룹에서 51.0%가 비만으로 인식하여 
다른 소득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290

Table 2.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w)

Characteristics All Body shape perception Periodontal diseases
Under estimation Normal perception Overestimation Non-case Case

All 211(100.0) 32(14.3) 112(51.3) 67(34.4) 163(77.0) 48(23.0)

Age 
12-13 69(30.7) 14(17.8) 38(55.4) 17(26.8) 57(81.1) 12(18.9)
14-15 58(26.6) 9(17.8) 36(59.3) 13(23.0) 49(89.1) 9(10.9)
16+ 84(42.7) 9(9.6) 38(43.3) 37(47.0) 57(66.4) 27(33.6)

p-value 0.04 0.01

Household 
income level

Low 26(15.6) 2(5.3) 12(43.7) 12(51.0) 16(60.4) 10(39.6)
Lower middle 49(23.1) 9(17.6) 27(53.5) 13(28.9) 42(86.4) 7(13.6)
Upper middle 72(32.9) 9(11.8) 40(56.4) 23(31.8) 56(77.3) 16(22.7)

High 62(27.5) 12(20.2) 31(46.0) 19(33.9) 47(77.2) 15(22.8)
Non-response 2(1.0) - 2(100.0) - 2(100.0) -

p-value 0.42 0.08
 Abbreviations: %w, weighted %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성 청소년의 치주질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23.0%

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12∼
13세에서는 18.9%, 14∼15세에서는 10.9%에서 치주질
환이 나타났으며, 16세 이상에서는 33.6%에서 치주질환
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또한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수준 하 그
룹에서 39.6%가 치주질환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Table 2 

3.2 건강요인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 
여성 청소년의 건강요인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

하여 “모름”과 “무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살펴본 결
과, 음주빈도별로는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경우 42.2%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며, 한 달에 1회 미만 음주를 하는 
경우 54.2%가 비만으로 인식하였고,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52.8%가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상태별로는 흡연자는 
60.7%가 보통, 39.3%가 비만으로 인식하였고, 비흡연자
는 50.9%가 보통, 34.2%가 비만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 
6시간 이하에서 46.0%가 비만으로 인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3), 수면시간이 감소할수록 비만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스트레스 인식별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그룹에서는 
52.8%, 53.5%, 50.8%가 보통으로 인식하였고, 스트레스
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그룹에서는 46.9%가 비만으로 인
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또한 스트레스 증가와 체형인식 경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요인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모름”과 “무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음
주빈도별로는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경우 34.5%, 한 달
에 1회 미만 음주를 하는 경우 30.4%,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46.3%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상태별로는 흡연자
는 85.7%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며, 이는 비흡연자 
20.7%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 6시간 
이하에서 39.1%, 7∼8시간 13.6%, 9시간이상 18.0% 치
주질환이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
한 수면시간이 감소할수록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스트레스 인식별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 7%, 
조금 느낌 19.0%, 많이 느낌 32.3%, 대단히 많이 느낌 
54.0%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질
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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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 by health factor 
Unit: N(%w)

Characteristics All Body shape perception Periodontal diseases
Under estimation Normal perception Overestimation Non-case Case

All 211(100.0) 32(14.3) 112(51.3) 67(34.4) 163(77.0) 48(23.0)

Drinking 
frequency

Never 16(8.3) 3(20.0) 7(42.2) 6(37.8) 12(65.5) 4(34.5)
< once a month 20(11.1) 2(10.8) 9(34.9) 9(54.2) 14(69.6) 6(30.4)
≥ once a month 11(5.4) - 6(52.8) 5(47.2) 6(53.7) 5(46.3)

Non-response or don't 
know 164(75.2) 27(15.2) 90(54.6) 47(30.2) 131(81.0) 33(19.0)

p-value 0.59 0.74

Smoking
Non-smoker 205(96.4) 32(14.9) 109(50.9) 64(34.2) 162(79.3) 43(20.7)

Smoker 6(3.6) - 3(60.7) 3(39.3) 1(14.3) 5(85.7)
p-value 0.63 <0.001

Sleeping 
hours a day

≤ 6 hours 70(35.0) 5(5.1) 34(48.8) 31(46.0) 45(60.9) 25(39.1)
7-8 hours 114(53.1) 20(18.0) 66(54.2) 28(27.8) 96(86.4) 18(13.6)
≥ 9 hours 27(11.9) 7(25.0) 12(45.4) 8(29.6) 22(82.0) 5(18.0)
p-value 0.03 <0.001
p-trend <0.01 <0.01

Awareness of 
stress

Rarely 33(15.8) 6(15.6) 17(52.8) 10(31.6) 30(77.0) 3(7.0)
A little 109(51.3) 20(17.0) 61(53.5) 28(29.5) 88(81.0) 21(19.0)
A lot 57(25.8) 4(6.8) 30(50.8) 23(42.4) 38(67.7) 19(32.3)

Quite a lot 12(7.1) 2(19.4) 4(33.7) 6(46.9) 7(46.0) 5(54.0)
p-value 0.61 <0.01
p-trend 0.22 <0.001

 Abbreviations: %w, weighted %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p-trend calculated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Table 4.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 by BMI & weight control
Unit: N(%w)

Characteristics All Body shape perception Periodontal diseases
Under estimation Normal perception Overestimation Non-case Case

All 211(100.0) 32(14.3) 112(51.3) 67(34.4) 163(77.0) 48(23.0)

BMI group

Thinness(< 18.5) 38(16.1) 24(64.4) 14(35.6) - 35(92.0) 3(8.0)
Normal

(≥ 18.5, < 25) 143(68.6) 8(5.8) 97(66.0) 38(28.2) 108(74.4) 35(25.6)

Obesity(≥ 25) 30(15.3) - 1(1.9) 29(98.1) 20(72.8) 10(27.2)
p-value <0.001 0.08
p-trend <0.001 0.03

Weight 
control

Never tried to control 
weight 38(16.5) 13(31.3) 22(63.3) 3(5.5) 27(61.8) 11(38.2)

Tried to lose weight 121(58.6) 7(4.1) 63(50.0) 51(46.0) 94(78.5) 27(21.5)
Tried to maintain the 

same weight 43(20.0) 4(10.3) 26(56.8) 13(32.9) 33(79.3) 10(20.7)
Tried to gain weight 9(5.0) 8(95.2) 1(4.8) 9(100.0) -

p-value <0.001 0.10
 Abbreviations: %w, weighted %; BMI, body mass index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p-trend calculated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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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 by oral health care
Unit: N(%w)

Characteristics All Body shape perception Periodontal diseases
Under estimation Normal perception Overestimation Non-case Case

All 211(100.0) 32(14.3) 112(51.3) 67(34.4) 163(77.0) 48(23.0)

Toothbrushing 
frequency
(a day)

None 6(2.4) - 2(44.5) 4(55.5) 2(26.1) 4(73.9)
1 time 9(4.8) - 3(46.4) 6(53.6) 8(85.5) 1(14.5)
2 times 75(36.9) 12(13.2) 38(51.0) 25(35.9) 52(68.1) 23(31.9)

≥ 3 times 121(55.9) 20(16.9) 69(52.2) 32(30.9) 101(84.3) 20(15.7)
p-value 0.66 <0.01
p-trend 0.04 <0.01

Dental floss
No 193(92.5) 30(14.9) 100(50.2) 63(34.9) 147(75.9) 46(24.1)
Yes 18(7.5) 2(7.4) 12(64.3) 4(28.4) 16(90.4) 2(9.6)

p-value 0.51 0.17

Gargle solution
No 176(84.2) 30(16.1) 90(49.4) 56(34.6) 137(77.3) 39(22.7)
Yes 35(15.8) 2(4.9) 22(61.5) 11(33.6) 26(75.1) 9(24.9)

p-value 0.19 0.77

Interdental brush
No 190(90.6) 26(12.7) 101(52.1) 63(35.1) 145(75.6) 45(24.4)
Yes 21(9.4) 6(29.5) 11(43.2) 4(27.4) 18(89.7) 3(10.3)

p-value 0.19 0.12

Electric toothbrush
No 207(98.2) 32(14.6) 110(51.5) 65(33.9) 160(76.8) 47(23.2)
Yes 4(1.8) - 2(38.2) 2(61.8) 3(84.7) 1(15.3)

p-value 0.44 0.66
 Abbreviations: %w, weighted %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3.3 BMI·체중조절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
질환 

여성 청소년의 BMI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저체중인 경우 35.6%가 보통으로 왜곡되게 
인식하였고, 보통체중인 경우 5.8%가 마른편, 28.2%가 
비만으로 왜곡되게 인식하였으며, 비만인 경우 1.9%가 
보통으로 왜곡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체중조절에 따른 체형
인식은, 체중조절 노력해 본적 없는 경우 63.3%가 보통
으로 인식하였으며, 체중감소 노력을 한 경우 50.0%가 
보통, 46.0%가 비만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4.1%는 마른
편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체중감소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여성 청소년의 BMI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저체중 8.0%, 보통체중 25.6%, 비만 27.2%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BMI가 증가할수록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3). 체중조절에 따른 치주질환은, 노력해본 적 없음 
38.2%, 체중감소 노력 21.5%, 체중유지 노력 20.7%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고, 체중증가 노력을 한 경우는 치주질
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3.4 구강관리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 
여성 청소년의 구강관리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

하여 살펴본 결과, 1일 칫솔질 횟수별로는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55.5%, 1회 하는 경우 53.6%가 비만으로 인
식하였고 2회 하는 경우 51.0%, 3회 이상 하는 경우 
52.2%가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1일 칫솔질 횟수 감소 시 더 비만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 또한 구강위생
보조용품인 치실, 구강양치액, 치간칫솔, 전동칫솔 사용
여부에 따른 체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 청소년의 구강관리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
펴본 결과, 1일 칫솔질 횟수별로는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73.9%, 1회 하는 경우 14.5%, 2회 하는 경우 
31.9%, 3회 이상 하는 경우 15.7%가 치주질환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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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hape perception and periodontal disease
Body shape perception All

N(%w)
Periodontal diseases

OR 95% CI

Unadjusted 
Under estimation 32(14.3) 0.84 0.28 - 2.47
Normal perception 112(51.3) 1

Overestimation 67(34.4) 2.03 0.99 - 4.17

Adjusted
Under estimation 32(14.3) 0.89 0.25 - 3.17
Normal perception 112(51.3) 1

Overestimation 67(34.4) 3.18 1.21 - 8.38
 Abbreviations: %w, weighted %;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 ratio
 OR calcul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age, sleeping hours a day, BMI, awareness of stress, toothbrushing frequency, smoking

칫솔질 횟수 감소 시 치주질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또
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인 치실, 구강양치액, 치간칫솔, 전
동칫솔 사용여부에 따른 치주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3.5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교란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분석
한 경우에는 체형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마른편으로 인식하는 경우 0.84배,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2.03배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교란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경우에는 체
형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만으로 인식하
는 경우 치주질환이 3.18배(OR = 3.18, 95% CI: 1.21, 
8.38)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이 비
만으로 체형을 인식하는 것은 치주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6

4. 고찰
모든 삶의 단계에서 사회적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하

며, 긍정적인 체형인식은 사회적 관계 시 자신감을 증가
시킨다[22]. 최근에는 대체로 길고 가는 마른 체형에 대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만도를 객관
적으로 나타내는 체질량지수 보다는 매체에서 접하는 외
모를 기준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결정짓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은 청소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자신을 뚱뚱하다는 인식하고 체중조절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강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24]. 이에 따라 최근 심리·
사회적 요인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25]가 보
고되고 있으나. 정신건강 요인 중 스트레스를 주로 연구
하고 있으며, 비만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는 비만 변수로 체질량지수만을 반영한 연구가 대부분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에 대하여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12∼13세
에서는 55.4%, 14∼15세에서는 59.3%가 보통으로 인식
하였으며, 16세 이상에서는 47%가 비만으로 인식하였는
데(p=.04), 이경희[26]의 연구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
생에서 더 살찐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이른 
등교시간, 학원, 과외 활동 등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에 
생활이 집중되어 건강관리·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 청소년의 
23.3%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2∼13
세 18.9%, 14∼15세 10.9%, 16세 이상 33.6%로 16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치주질환이 나타났다(p=.01). 이는 
치주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 및 발병률이 계속
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치주조직에 생기는 질병
이며,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시작하는 질환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요인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
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요인 중 수면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시간 6시간 이하에서 46.0%가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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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였으며(p=.03), 수면시간이 감소할수록 비만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p<.01). 이는 김혜
경 등[27]의 연구에서 비만일수록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저체중인 경우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수면부족은 호르몬 조절, 
행동신경 조절, 우울증 위험 증가, 코티솔(cortisol) 증가
에 영향을 주며[28], 이러한 변화로 체중이 증가되어
[27],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요인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
펴본 결과, 흡연상태별로 흡연자는 85.7%에서 치주질환
이 나타났으며, 이는 비흡연자 20.7% 보다 매우 높게 나
타난 결과이다(p<.001). 이는 홍민희[29]의 연구에서 흡
연자의 구강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치아우식증 유발 세균
인 Streptococcus mutans가 2.8배, 치주질환 유발 세
균인 Prevotella intermedia가 3.5배가 더 높게 나타
나, 치주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일
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흡연으로 인한 구강건조 및 구강 
내 온도 증가는 구강질환 유발 세균의 증식에 도움을 주
어 치주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여 
금연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구강질환에 많은 영향을 주
므로[30], 구강건강교육 시 금연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 6시간 이
하에서 39.1%가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며(p<.001). 수면
시간이 감소할수록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였다(p<.01). 이는 홍민희[31]의 연구에서 수면시간 6시
간 초과인 경우에 비하여 6시간 이하인 경우 치주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1.46배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
이며, Nakada 등[32]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수면부족으로 쥐가 피로한 경우 치은염증, 치조골 손실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스트레스 인
식별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 7%, 조금 느낌 
19.0%, 많이 느낌 32.3%, 대단히 많이 느낌 54.0%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며(p<.01),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
라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이
는 홍민희[33]의 연구에서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
적 스트레스 증상이 구강건조와 구강점막 증상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Ardila
와 Guzman[34]의 연구에서 높은 코티솔 수치와 
Porphyromonas gingivalis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부족한 수
면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고 

Porphyromonas gingivalis와 같은 치주조직에 해로운 
세균이 구강 내에서 더욱 잘 증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작용하여 타액분비를 감소시키
고, 구강관리를 소흘로 이어져[35]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여성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하
여 살펴본 결과, 저체중인 경우 35.6%가 보통으로 왜곡
되게 인식하였고, 보통체중인 경우 28.2%가 비만으로 왜
곡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이희정 
등[36]의 연구에서 저체중임에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56%, 정상이면서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0.%로 나타난 것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비슷한 결과이
며, 정미영 등[37]의 연구에서 BMI가 정상임에도 뚱뚱하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9.4%, 저체중임에도 스스로를 정
상 또는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24%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체중조절에 따른 체형인식에 대하
여 살펴본 결과, 체중감소 노력을 한 경우 50.0%가 보통, 
46.0%가 비만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4.1%는 마른편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체중감소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김은지[7]의 연구에서 10대 여자의 경우 
상대적 비만인 경우 체중 감소 노력(62.7%)을 두 배 많
이 하며, 상대적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31.7%나 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여중석[1]의 연구에서 ‘저체중-왜곡인식’군에
서 26.3∼35.8%가 체중감소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 것
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38],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분별하게 노출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왜곡되게 인
식함으로써 불필요한 체중조절이 시도되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들이 왜곡된 
체형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중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여성 청소년의 BMI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저체중 8.0%, 보통체중 25.6%, 비만 27.2%에서 
치주질환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BMI가 증가할수록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3). 이는 궁화수 등[39]의 연구에서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이 치주질환을 나타내는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비만인 경우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신체활동은 불량한 구
강위생관리와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치주질환이 발생
되어[40]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구
강관리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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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칫솔질 횟수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일 
칫솔질 횟수 감소 시 더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4). 이는 비만으로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경우 구강관리에 소흘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여성 청소년의 구강관리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하여 살
펴본 결과, 1일 칫솔질 횟수별로는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73.9%, 1회 하는 경우 14.5%, 2회 하는 경우 
31.9%, 3회 이상 하는 경우 15.7%가 치주질환으로 나타
났으며(p<.01), 1일 칫솔질 횟수 감소 시 치주질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1).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칫솔질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
각된다.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계에 
대하여 교란변수를 통제하고 살펴본 결과, 체형을 보통으
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치
주질환이 3.18배(OR = 3.18, 95% CI: 1.21, 8.38) 높게 
나타나, 여성 청소년이 비만으로 체형을 인식하는 것은 
치주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경희[26]의 연구에서 구강질환 증상경험(최근 1년간 
저작 시 통증,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 혀
와 입 안쪽 아픔, 구취)과 주관적인 체형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자신이 살이 찐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구강
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주관적 체형인식은 자신의 건강관리 및 통제 
능력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등의 부정적 생활습관과 관
련이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신의 체형을 비
만으로 인식할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41],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타액선이 변성되는 것은 타액
분비 저하의 직접적 원인요소로 작용하여[42]. 구강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한다. 이에 스트레스나 지나친 긴장상태
와 같은 정신건강은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영향요인
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43]. 최근 비만으로 인한 다
양한 문제점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역효과로 무리한 
다이어트, 저체중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7]. 청소년기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
트레스에 자주 노출되어 치주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시기이며, 치주질환이 발병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구강
보건교육 및 예방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학교보건교육 시 올바른 체형인식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구강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구강건강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기에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단면연구이므로 체
형인식과 치주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조사자
료를 활용하여 여성 청소년의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
련성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요인, 구강관리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규명하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향후 보다 다양한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연구, 정신건강요인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

의 관련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성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계에 
대하여 교란변수를 통제하고 살펴본 결과, 체형을 보통으
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치
주질환이 3.18배(OR = 3.18, 95% CI: 1.21, 8.38) 높게 
나타나, 여성 청소년이 비만으로 체형을 인식하는 것은 
치주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생활습
관 및 구강관리를 통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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