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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BMI, 수면시간과 구강질환경험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아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청소년 총 57,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표본설계에 따라 복합표본 빈도분석, 복합표본 교차분석,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행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BMI
는 구취증상과 관련이 있었고, 수면시간은 외상, 통증, 출혈, 구취의 증상과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구강질
환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는 BMI와 수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구강질환경험, 수면시간, 청소년, 체질량지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BMI, sleep time and experience of oral 
diseases in adolescents. We want to help develop basic data for improving oral health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sample design of the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a total of 57,303 
adolescents were analyzed for frequency of composite samples, x2-test of composite samples, and 
logistic regression of composite samples, and the IBM SPSS Statistics 20.0 program was us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BMI was associated with bad breath, and sleep time was associated 
with tooth break, pain, bleeding, and bad breath . Therefore, BMI and sleep tim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oral disease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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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식생활 변화로 신체적, 
정신적 등의 문제가 발생 되어 인간은 건강과 웰빙생활
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1]. 이러한 건강과 웰빙생활에서

는 비만과 수면시간이 작용하고 있는데[1] 비만은 고혈
압, 당뇨병 등 전신질환 뿐 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2], 수면시간 또한 부족시에 면연력이 떨
어져 여러 신체질환과 정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1].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비만율은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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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고 있고[1], 비만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또한 청소년들은 바쁜 
학업생활로 인해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4], 
부족한 수면시간은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억력과 신경·호
르몬조절 감소, 우울증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1]. 

이러한 비만과 수면시간은 구강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6,7]. 우리나라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과 치
주질환은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강질환
인데[8] 치아우식증은 치아면에 세균이 부착되어 산을 만
들어 치질이 파괴되는 질환이고, 치주질환은 치은과 치주
인대 등의 치아주위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9] BMI와 
수면시간은 이러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비만과 치아우식증은 음식물 
섭취나 식생활 등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치주질환의 경우도 BMI가 증가하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할 경우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1,7]. 이러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외에
도 청소년들의 구강악화를 시킬 수 있는 질환 중에는 신
체적 발달과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른 구강악안면 외상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보이고 있고[10], 청소년들에게 사 회
환경적 변화 및 심리적 문제 영향과 다양한 식습관으로 
인해 구취를 갖는 청소년이 증가되고 있다[11]. 특히 청
소년의 경우 구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외모나 심미
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이러한 구강질환으로 
인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및 삶의 질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질환 관리는 꼭 필요하며 중요하다[12].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비만, 수면시간과 치
아우식증, 치주질환의 관련성[1,5,6]등의 한정적 구강질
환에만  연구가 이뤄져 그 밖의 구강질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BMI와 수면시간을 구강질환
증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강질환경험으로 외상에 대한 
증상 경험, 치아우식증의 증상 중 하나인 치아통증 경험, 
치주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 잇몸출혈 경험, 구취에 대한 
증상의 경험과 비만과 수면시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의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자료로서 중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응답, 장기결석, 특
수아동 등을 제외한 총 57,30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구강질환경험은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의 증상은 

외상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은 통증,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남’
은 출혈, ‘불쾌한 입 냄시가 남’은 구취의 증상으로 분류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은 ‘남’,‘여’로 분류하였
고,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취는 ‘상’, ‘중’, 
‘하’, 스트레스는 ‘높다’, ‘보통’, ‘낮다’, 평생 흡연경험, 평
생 음주경험은 ‘없다’, ‘있다’로 재분류하였고,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는 ‘없다’, ‘1-3회’, ‘4회 이상’으로 재
분류하였다. 구강건강특성은 하루칫솔질횟수는 ‘1회이
하’, ‘2회’, ‘3회이상’. 구강보조위생용품 사용, 치면열구전
색 경험, 스켈링 경험은 ‘없다’, ‘있다’로 재분류하였다. 
BMII는 체질량지수 계산법에 의해 체중(kg)/신장(m2)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25kg/m2 미만을 비비만, 
25kg/m2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수면시간은 매우 충분
하다, 충분하다, 그저그렇다는 ‘충분’, 충분하지 않다와 전
혀 충분하지 않다는 ‘충분하지 않다’로 재분류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
본설계에 맞춰 층화변수는 층화(strata), 변수는 집락
(cluster), 가중치 변수는 가중치(w)로 계획 파일 작성 후 
일반적 특성은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특성, BMI, 수면시간에 따른 구강질환경
험은 복합표본 교차분석, BMI, 수면시간과 구강질환경험
의 관련성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경험에서 외상은 남자

(5.0%), 학업성적은 하(3.6%), 신체활동 1-3회(4.0%), 비
음주자(4.9%), 비흡연자(7.5%), 스트레스는 중(41.0%)이 
유의하게 높았다. 통증에서는 여자(19.3%),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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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Total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Tooth break
χ2(p*)

Pain
χ2(p*)

Bleeding
χ2(p*)

bad breath
χ2(p*)

N(%) Yes Yes Yes Yes

Sex
Male 2,9841(52.0) 2861(5.0) 8.39

(0.01**)
9,356(16.5) 441.93

(p<0.01)
4,482(7.9) 405.05

(p<0.01)
6,436(11.2) 4.21

(0.06)Female 27,462(48.0) 2521(4.3) 10,998(19.3) 5,959(10.4) 5,727(10.0)

School

Middle 
school 29,384(47.9) 2,748(4.4)

0.78
(0.43)

9981(16.4)
48.10

(p<0.01)

4,794(7.7)
163.35
(p<0.01)

6,120(10.0)
208.3
(0.15)High 

school 27,919(52.1) 2,634(4.9) 10,373(0.3) 5,647(10.6) 6,043(11.2)

Learning 
achievement 

High 21,943(38.1) 1,779(3.0)
143.67
(p<0.01)

7,878(13.7)
23.90

(p<0.01)

3,930(6.8)
50.87

(p<0.01)

4,487(7.8)
117.00
(p<0.01)Middle 17,234(30.1) 1,544(2.7) 5,849(10.4) 2,916(5.1) 3,321(5.9)

Low 18,126(31.8) 2,059(3.6) 6,627(11.7) 3,595(6.3) 4,353(7.6)

Physical 
activity

No 19979(35.5) 1739(3.0)
36.16

(p<0.01)

7331(13.1)
87.57

(p<0.01)

3861(6.9)
63.52

(p<0.01)

4558(8.1)
79.11

(p<0.01)1-3 24665(43.2) 2309(4.0) 8963(15.8) 4585(8.1) 5278(9.2)

<4 12659(21.4) 1334(2.3) 4060(6.9) 1995(3.4) 2327(4.0)

Alcohol 
drinking

(life time)

No 35,063(60.6) 2,873(4.9)
153.74
(p<0.01)

11,538(20.2)
236.82
(p<0.01)

5,843(10.1)
147.24
(p<0.01)

7,090(12.3)
52.24

(p<0.01)Yes 22,240(39.4) 2,509(4.4) 8,816(15.6) 4,598(8.2) 5,073(9.0)

Smoking 
(life time)

No 50,227(87.3) 4,383(7.5) 237.34
(p<0.01)

17,461(30.6) 91.45
(p<0.01)

8,868(15.5) 81.71
(p<0.01)

10,447(18.2) 37.02
(p<0.01)Yes 7,076(12.7) 999(1.8) 2,893(5.2) 1,573(2.8) 1,716(3.1)

Stress

High 22,778(39.9) 2,470(4.3)
120.23
(p<0.01)

9,750(17.2)
1105.89
(p<0.01)

5,257(9.2)
727.76
(p<0.01)

5,991(10.5)
754.32
(p<0.01)Normal 23,403(41.0) 2,024(3.5) 7,839(13.9) 3,904(6.9) 4,649(8.1)

Low 11,122(19.1) 888(1.5) 2,765(4.8) 1,280(2.2) 1,523(2.6)

Total 5382(9.4) 20354(35.5) 10441(18.2) 12163(21.2)

*by chi-square test 

Table 1.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16.4%), 학업성적 상(13.7%), 신체활동 1-3회(15.8%), 
음주자(15.6%), 비흡연자(30.6%),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17.2%)가 유의하게 높았다. 출혈경험은 여자(10.4%), 
고등학교(10.63%), 학업성적은 상(6.8%), 신체활동 1-3
회(8.1%), 비음주자(10.1%), 비흡연자(15.2%), 스트레스
는 상(9.2%)이 유의하게 높았다. 구취는 남자(11.2%), 학
업성적 상(7.8%), 신체활동 1-3회(9.2%), 비음주자
(10.1%), 비흡연자(15.5%), 스트레스는 중(8.1%)이 유의
하게 높았다 (Table 1 참고).

3.2 구강건강특성에 따른 구강질환경험
외상은 하루 칫솔질 횟수 3회이상(4.7%), 구강보조위

생용품 사용(4.9%), 치면열구전색 경험 없는 자(5.7%), 
스켈링 경험 없는자(6.3%)가 유의하게 높았다. 통증은 하
루칫솔질횟수 3회이상(17.2%), 치면열구전색 경험 없는
자(24.0%), 스켈링 경험 없는자(6.3%), 출혈경험은 하루 
칫솔질 횟수 3회이상(9.2%), 구강보조위생용품 사용
(9.5%), 치면열구전색 경험 없는자(12.3%), 스켈링 경험 

없는자(11.5%)가 유의하게 높았다. 구취는 하루 칫솔질 
횟수2회(9.7%), 구강보조위생용품 사용(11.3%), 치면열
구전색 경험 없는자(14.9%), 스켈링 경험 없는자(14.6%)
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참고).

3.3 BMI, 수면시간과 구강질환경험
BMI와 구강질환경험에서 비비만이 외상7.3%, 통증

20.8%, 출혈14.5%, 구취15.7%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면
시간은 불충분이 외상4.7%, 통증 19.6%, 출혈 10.2%, 
구취11.2%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참고). 

3.4 BMI, 수면시간과 구강질환경험 관련성
BMI는 비비만에 비해 비만군이 구취에서 1.14배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수면시간은 불충분에 비해 충분한 
경우 외상, 통증, 출혈, 구취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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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Total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Tooth break
χ2(p*)

Pain
χ2(p*)

Bleeding
χ2(p*)

bad breath
χ2(p*)

N(%) Yes Yes Yes Yes

Tooth 
brush

≤1 4,306(7.3) 466(0.8)

10.07
(0.01)

1,778(3.1)

141.01
(p<0.01)

960(1.6)

51.31
(p<0.01)

1,644(2.8)

1055.82(p
<0.01)2 23,645(41.6) 296(3.8) 8,739(15.5) 4,266(7.5) 5,482(9.7)

≥3 29,352(51.1) 2,720(4.7) 9,837(17.2) 5,215(9.2) 5,037(8.8)

Use of oral 
health 
device

No 30,168(51.8) 2,647(4.4)
38.62

(p<0.01)

10,644(18.5)
0.69

(0.38)

5,151(8.8)
65.7

(p<0.01)

6,538(11.3)
11.06

(p<0.01)
Yes 27,135(48.2) 2,735(4.9) 9,710(17.4) 5,290(9.5) 5,625(10.0)

sealant 
experience

No 41,471(72.0) 3,346(5.7)
303.95
(p<0.01)

13,666(24.0)
408.41
(p<0.01)

7,042(12.3)
146.61
(p<0.01)

8,571(14.9)
23.23

(p<0.01)
Yes 15,832(28.0) 2,036(3.6) 6,688(11.8) 3,399(6.0) 3,592(6.3)

scaling 
experience

No 41,596(71.6) 3,686(6.3)
47.02

(p<0.01)

13,929(24.2)
275.92
(p<0.01)

6,697(11.5)
495.70
(p<0.01)

8,448(14.6)
71.45

(p<0.01)
Yes 15,707(28.4) 1,696(3.0) 6,425(11.7) 3,744(6.8) 3,715(6.7)

*by chi-square test 

Table 2.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by oral health experience of oral diseases

Variables Division
Total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Tooth break
χ2(p*)

Pain
χ2(p*)

Bleeding
χ2(p*)

bad breath
χ2(p*)

N(%) Yes Yes Yes Yes

BMI

Non 
obesity 44,135(79.2) 4,096(7.3)

0.00
(0.97)

15,698(20.8)
1.06
(0.32)

8,038(14.5)
0.06
(0.81)

8,688(15.7)
201.82
(p<0.01)

Obesity 11,613(20.8) 1,081(1.9) 4,111(7.4) 2,096(3.8) 3,035(5.4)

Sleep 
time

Non 
enough 26,072(46.4) 2,644(4.7)

40.56
(p<0.01)

10,962(19.6)
858.72
(p<0.01)

5,765(10.2)
464.25
(p<0.01)

6,334(11.2)
256.52
(p<0.01)

Enough 31,231(53.6) 2,738(4.6) 9,392(16.3) 4,674(8.1) 5,829(10.0)

*by chi-square test 

Table 3. BMI, sleep time and experience of oral diseases 

Variables Division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Tooth break Pain Bleeding bad breath

OR 95% Cl OR 95% Cl OR 95% Cl OR 95% Cl

BMI (Non obesity) Obesity - - - - - - 1.41 1.34-1.48

Sleep time (Non enough) Enough 0.83 0.79-0.88 0.59 0.58-0.62 0.63 0.60-0.66 0.72 0.69-0.75

Table 4. Relationship of BMI, sleep time and experiences of or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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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청소년기에 형성된 좋지 못한 구강상태는 학업성적, 
대인관계, 삶의 질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좋
은구강상태를 갖는 게 중요하다[13]. 특히 청소년들의 체
질량지수와 수면시간은 구강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1,5,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BMI와 수면시간과 구강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구강질환에서 외상과 구취는 여자보다남
자가 더 높았는데 이는 김 등의 연구[14]와 박과 한의 연
구[11]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외상의 경우 청소년 남
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되
고, 구취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 결과에서 성별은 구취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11]. 그래서 추후에는 성별
에 따른 구강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을 고
려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겠다. 

스트레스는 높을수록 구강질환 모두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 등의 연구[15]와 같은 결과로 나타
났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거의 70%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성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13].  또
한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의 구강질환 뿐만 아니라 측
두하악관절장애, 점막질환인 재발성 아프타성궤양, 구강
건조증등 여러 구강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어[16] 청소년
들에게 구강질환과 스트레스는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추후에는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면서 구강건강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
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구강건강행태가 
구강질환증상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치면열구전색과 스켈링의 경험이 없는 경우 구강질환
경험이 높았다. 이는 한 등[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치
면열구전색과 스켈링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치
료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강건강행위를 통해 구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구취의 원인으로는 구강 내 원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설태, 불결한 구강위생상태, 음식물 잔사 등으로 가
질수 있는 구강질환으로[18] 특히 본 연구 결과를 보면, 
BMI와 구강질환 중에서 구취의 질환경험이 관련성이 있
다고 나타났다. 이는 BMI가 높을수록 불규칙한 식생활이 
불결한 구강상태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고, 
수면시간이 부족한 경우 구강질환경험이 모두 높게 나타
났다. 이[1]는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러한 변화가 구강질환으로 
이어질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구강질
환경험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BMI와 수면시간이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BMI, 수면시간과 다양한 구강질
환과의 선행연구가 드물어 비교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었고, 단면연구로 선후관계를 제시하기는 어렵지
만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BMI, 수면시간과 구강질환증상경험과의 관련
성을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추후에는 정확한 연
구결과를 얻기위해 수면시간의 검사지표를 이용하여 조
사하거나 구강질환을 연구할 때 구강상태를 직접 검사하
여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고, BMI, 수면시간과 다양한 구강질환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자료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BMI와 수면시간과 구강질환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경험에서 외상은 남
자, 학업성적 하, 신체활동 1-3회, 비음주자, 비흡
연자, 스트레스는 중, 통증에서는 여자, 중학교, 학
업성적 상, 신체활동 1-3회, 음주자, 비흡연자, 스
트레스가 높은 경우, 출혈경험은 여자, 고등학교, 
학업성적은 상, 신체활동 1-3회, 비음주자, 비흡연
자, 스트레스는 상, 구취는 남자 학업성적 상, 신체
활동 1-3회, 비음주자, 비흡연자, 스트레스는 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2. 외상과 통증은 하루 칫솔질 횟수 3회이상, 구강보
조위생용품 사용, 치면열구전색 경험과 스켈링 경
험 없는 자, 출혈경험은 하루 칫솔질 횟수 3회이상, 
구강보조위생용품 사용, 치면열구전색 경험과 스켈
링경험 없는자, 구취는 하루 칫솔질 횟수 2회, 구강
보조위생용품 사용, 치면열구전색 경험과 스켈링 
경험이 없는 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3. BMI와 구강질환경험에서 비비만이 구강질환경험 
모두 유의하게 높았고, 수면시간은 불충분이 유의
하게 높았다. 

4. BMI는 비비만에 비해 비만군이 구취에서 1.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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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수면시간은 불충분에 비
해 충분한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청소년들의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을 위해

서는 BMI와 수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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