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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연령별 구강건강 장애요인

-구강건강증진운동 개발을 한 비 연구 -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백 일)

고 우 리

본 연구의 목 은 구강건강 련 삶의 질 향상을 한 구강악안면기능증진

로그램 개발을 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 구강건강 련 병력,복

용약물,잔존치아 수,구강건강 련 주요 불편 요인,의치 임 란트 사용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구강건강증진운동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

를 마련하기 함이다.

본 연구는 201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내원

한 20 이상 성인 남녀 218명을 상으로 직 면 법으로 설문을 조사하

고,구강 노라마 사진을 통해 잔존치아를 조사하여,분석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는 평균 26.8개로 나타났다.

2.연구 상자의 주요 불편 요인은 잇몸질환, 작 불편,기타 불편감,치아

지각과민,턱 통증,음식물 류,치아동요,개·폐구 불편,구강건조,치아

우식,구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신 병력 발병과 연령과의 상 계는 양의 상 계를 보 고,복용약

물 수와 연령의 상 계는 양의 상 계를 보 다.잔존치아 수와 연령의

상 계수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주요어 :한국 장년층 구강건강,구강건강장애요인,구강건강증진운동,삶의 질

학 번 :201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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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통계청(2013)1)은 2012년 재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은 78세,여자는 85

세로 보고하고 있다.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

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02년 68세에서 2007년 71세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노인인

구 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국민의 구강건강수 향상을 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Gonsalves등은2)노인인구에서는 치아우식증,치은염,치주염,구강건조증,

캔디다증,의치성 구내염,구강암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노인에서

의 치아우식증 험인자로는 감소된 타액분비율,치아우식경험,요양시설생

활,구강 리과정 의 일반 인 구강 리의 부족,낮은 사회경제 지 ,불

소화 되지 않은 수돗물 섭취,불량한 구강상태가 있다.특히 구강건조증 환

자는 부어오르고 마르고 붉은 ,작열감, 화 연하 불량,미각의 변화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박 등은3)노인의 구강건강문제는 치아상실,구강통증과 같은 구강 내 문제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감염,심 계 질환,뇌졸 ,당뇨악화 양불량

등과 같은 신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 다.특히 Gonsalves

등은2)구강환경불량 시 치주조직이 세균과 다른 감염원의 장소가 되고,감

염원의 행성 달로 심 계와 호흡기계질병을 래할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과 당뇨병,심 계질환,폐렴,류마티스성 질환 상처 회복과의 연

성에 한 증거들이 제시된다고 주장하 다.

고는4)구강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구강건조의 주 인 느낌

으로,최근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강건조증 이와 련된 증상을 호

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이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약물 복용자의 증가 신 질환자의 증가와 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은6) 작의 목 은 음식을 잘게 분쇄하여 소화액이 침투할 수 있는 표면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이러한 작행 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련의 과정

에서 최 의 단계로써, 신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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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으로 보았다.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시 에 장년층

구강악안면 기능 증진을 한 방 근이 필요함에 따라 평상시 활용 가

능한 실용 인 구강건강기능증진 운동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년층의 하된 구강악안면 기능을 증진시켜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목

표로 하여야한다. 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구강건강기능증진운동

로그램 개발에 앞서,치과병원 내원환자의 연령에 따른 신 병력,복용 약

물,구강건강에 있어 불편감 주소를 조사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을 통하여 장년층의 요구에 맞는

구강건강증진운동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소의 기 인 자료를 마련하

고, 장년층 구강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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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218명의 만 20 이

상 남자 102명,여자 116명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하 다.

[표 1]연구 상자의 특성

사회인구학

특성
구분 빈도 percentage(%)

성별

남자 102 46.8

여자 116 53.2

계 218 100.0

연령

20-29세 33 15.1

30-39세 26 11.9

40-49세 20 9.2

50-59세 47 21.6

60-69세 53 24.3

70-79세 26 11.9

80-89세 13 6.0

계 218 100.0

2.연구방법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 고,총 225개의 설문지

를 회수하 다.이 불충분하게 기록되어 분석에 포함시키기 힘든 상자

7명을 제외한 218명을 상으로 하 고 연구 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102명,

여자는 11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IBM SPSSStatistics21

version의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특성으로 성별,연령을 조사하 다. 신 병력으로 최근 2년

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지,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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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앓았던 병력에 하여 조사하 다.복용 인 약물의 유무,약물의 종류

용도를 질문하 다.구강 건강상태 항목으로는 지난 1년간 구강악안면(얼

굴,턱, 머리,귀 앞부 ,귀 안쪽 부 등)에 불편감을 느낀 이 있는지,

불편감을 느낀 이 있다면 어떤 형태 는지를 조사하 다.연구 상자의 특

성으로는 성별과 연령 를 분석하 다.연구 상자의 신 병력을 고 압,

당뇨,간염,결핵,골다공증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조사하 다.

한 기타 신질환을 분류하 다.연구 상자의 약물 복용 빈도를 분석하

고,고 압,당뇨,고지 증,아스피린,골다공증,기타 항목으로 나 어 분석

하 다.기타 약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하 다.

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는 연구 상자의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참조

하여 악골에 잔존하는 자연치 임 란트 보철물을 포함하여 집계하 다.

연구 상자의 주소 불편감 항목에 있어서는 음식물 류,잇몸 질환,

작 불편,구취,치아동요,구강건조,턱 통증,치아지각과민,개․폐구불

편,치아우식,기타 항목으로 분류하 다. 한 연구 상자의 임 란트,의치

장착자를 조사하 다.

연구 상자의 신 병력 발병과 연령의 상 계,복용 약물 수와 연령의

상 계, 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와 연령의

상 계,연구 상자의 구강증상 개수와 연령의 상 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인 연령에 한 종속변수의 상 계수,두 변수의 상 계를

분석하고,유의확률을 통하여 두 변수의 상 계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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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결과

1.연구 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이,총 218명 남자 102명,여자 116명으

로 여자(53.2%)가 남자(46.8%)보다 많았다.

연령의 평균은 53.2±17.7세로,60세 이상 69세 이하(24.3%)그룹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고 50세 이상 59세 이하(21.6%),20세 이상 29세 이하

(15.1%),70세 이상 79세 이하(11.9%),30세 이상 39세 이하(11.9%),40세 이

상 49세 이하(9.2%),80세 이상 89세 이하(6.0%)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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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고 압 당뇨 간염 결핵 골다공증 기타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20-29세 0.5 0.0 0.0 0.0 0.0 0.5

30-39세 0.5 0.5 0.5 0.0 0.0 0.5

40-49세 1.8 0.5 1.0 0.0 0.5 0.5

50-59세 5.5 3.2 1.5 0.5 0.5 3.2

60-69세 6.0 3.7 0.5 0.5 2.8 3.7

70-79세 5.1 1.0 0.5 0.0 2.3 1.5

80-89세 2.3 1.0 0.5 0.0 0.0 1.5

계 21.6 9.6 4.1 0.9 6.0 11.0

2.연령별 신 병력 경험도

체 연구 상자의 연령별 신 병력 경험도는 표 2와 같이 21.6%가 고

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당뇨,골다공증,간염,결핵 순으로 나타났다.

신병력을 연령별 그룹으로 분류하 을 때,고 압은 60세 이상 69세 이

하 그룹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고,당뇨는 60세 이상 69세 이하,간염 50세

이상 59세 미만,결핵은 50세 이상 59세 이하 그룹과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골다공증은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빈

도가 높았다.

[표 2]연령별의 신 병력 경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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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고 압 당뇨 고지 증 아스피린 골다공증 기타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20-29세 0.0 0.0 0.0 0.0 0.0 1.4

30-39세 0.0 0.0 0.0 0.0 0.0 1.4

40-49세 0.5 0.0 0.0 0.0 0.0 1.4

50-59세 3.2 1.8 1.4 1.4 0.5 4.6

60-69세 4.1 1.8 3.7 5.1 3.2 6.4

70-79세 4.1 0.9 3.2 2.3 1.8 3.7

80-89세 1.8 0.0 1.8 0.0 0.0 1.8

계 13.8 4.6 10.1 8.7 5.5 20.6

3.연령별 약물 복용 실태

체 연구 상자의 연령별 약물 복용 실태는 표 3과 같이 13.8%가 고 압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고지 증,아스피린,골다공증,당뇨 빈도순으로

나타났다.약물 복용 빈도를 연령별 그룹으로 분류하 을 때,고 압과 당뇨

는 50세 이상 59세 이하와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고,고

지 증과 아스피린,골다공증 약은 모두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연령별 약물 복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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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평균 잔존치아수(개)

20-29세 29.7

30-39세 28.7

40-49세 28.7

50-59세 27.7

60-69세 25.0

70-79세 24.2

80-89세 19.5

4.연령별 잔존치아 수

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는 연구 상자의 노라마 사진을 참조 하여 악

골에 잔존하는 자연치아와 임 란트 보철물을 포함하여 집계하 다.

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 평균은 26.8개,표 편차는 4.7개로 나타났다.연

령별로 잔존치아 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표 4와 같이 20세 이상 29세 이하

그룹에서 29.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30세 이상 39세 이하,40세 이상 49

세 이하,50세 이상 59세 이하,60세 이상 69세 이하,70세 이상 79세 이하,

80세 이상 89세 이하 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연령별 잔존치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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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음식물
류

잇몸
질환

작
불편

구취
치아
동요

구강
건조

턱
통증

치아
지각
과민

개·폐
구
불편

치아
우식

기타
불편감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percent
age
(%)

20-29세 0.5 1.8 1.8 0.0 0.0 0.0 4.6 0.5 1.4 1.4 4.6

30-39세 0.0 1.8 1.8 0.0 0.0 0.0 1.8 3.2 1.4 0.0 1.4

40-49세 1.4 2.8 2.8 0.0 0.5 0.0 0.9 2.3 0.5 0.5 2.8

50-59세 1.4 4.1 4.1 0.9 0.9 0.5 2.3 2.3 1.4 0.0 0.0

60-69세 1.8 6.9 3.7 0.9 2.3 1.4 0.5 3.7 0.5 1.4 3.7

70-79세 0.9 2.3 1.8 0.5 0.9 1.4 0.0 0.9 0.0 0.0 2.8

80-89세 0.0 1.0 1.4 0.0 0.9 0.9 0.0 0.5 0.0 0.0 1.8

계 6.0 20.6 17.4 2.3 5.5 4.1 10.1 13.3 5.1 3.2 17.0

5.연령별 주요 불편 요인

연구 상자의 주요 불편 요인의 빈도는 표 5와 같이 20.6%에서 잇몸질환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불편,치아지각과민,턱 통증,음식물 류,

치아동요,개·폐구 불편,구강건조,치아우식,구취의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항목에서는 의치 사용시 통증 불편,안면동통,구강건조,발음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표 5]연령별 주요 불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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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사용안함

의치
(부분틀니포함) 임 란트

percentage
(%)

percentage
(%)

percentage
(%)

20-29세 15.1 0.0 0.0

30-39세 9.6 0.5 1.8

40-49세 7.8 0.0 1.4

50-59세 11.5 0.9 9.2

60-69세 9.6 3.7 11.0

70-79세 4.1 2.8 5.0

80-89세 2.8 1.4 1.8

계 60.6 9.2 30.3

6.연령별 임 란트 의치 장착자

연구 상자의 상실치아 보철 수복에 있어 임 란트 는 의치 장착자를 조

사하 다.표 6과 같이 60.6%에서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임 란트,틀니 는 부분틀니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틀니 임 란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그룹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틀니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는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다.임 란트 보철물로

수복 한 경우는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연령별 임 란트 의치 장착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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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상 계

신 병력

발병
복용 약물 수 잔존치아 수

구강증상

개수

상 계수 .399 .428 -.476 -.033

유의확률 .000 .000 .000 .312

N 218 218 218 218

7.상 계 분석

신 병력 발병과 연령과의 상 계는 양의 상 계를 보 고,복용 약

물 수와 연령의 상 계는 양의 상 계를 보 다.잔존치아 수와 연령의

상 계수는 음의 상 계를 보 다.구강증상 개수와 연령의 상 계는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연령과 신 병력 발병,복용 약물 수 사이에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연령과 잔존치아 수는 음의 상 계를 보 는데,표 7과 같이 연령과 복용

약물 수(0.428),연령과 신 병력 발병(0.399),연령과 잔존치아 수(-0.476)의

순으로 상 계를 보 다.

[표 7]연령에 따른 신 병력 발병,복용 약물 수,잔존치아 수,구강증상 개수의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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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20 이상 성인 남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연령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상태를 조사 분석하 고,

이를 통하여 장년층의 요구에 맞는 구강건강증진운동 로그램 개발에 필

요한 요소의 기 인 토 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하 다.

연구 상자의 신 병력은 최근 2년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있

는지,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지,과거에 앓았던 병력에 하여 조사하 다.

체 연구 상자의 신 병력 빈도는 표 2와 같이 고 압,기타 질환,당뇨,

골다공증,간염,결핵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약물 복용 여부는 표 4와 같이 고 압,고지 증,아스피린,

골다공증,당뇨 빈도순으로 나타났다.약물 복용 빈도를 연령별 그룹으로 분

류하 을 때,고 압 약은 50세 이상 59세 이하 그룹과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 으며,당뇨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그룹과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 다.고지 증 약,아스피린,골

다공증 약 기타 약물은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잔존치아 수는 연구 상자의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참조

하여 자연치 임 란트 보철물을 포함하여 집계하 다.평균은 26.8개,표

편차는 4.7개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잔존치아 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20이

상 29세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30세 이상 39세 이하,40세 이

상 49세 이하,50세 이상 59세 이하,60세 이상 69세 이하,70세 이상 79세

이하,80세 이상 89세 이하 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분석 한 결과,연구 상자의 주소 불편감의

빈도는 잇몸질환, 작불편,치아지각과민,턱 통증,음식물 류,치아동

요,개·폐구 불편,구강건조,치아우식,구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임 란트 는 틀니(부분틀니 포함)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

과,사용안함,임 란트 식립,틀니 부분틀니 사용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틀니 임 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그룹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임 란트로 보철 수복 한 경우는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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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0세 이상 29세 이하 그룹에서는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틀니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69세

이하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20세 이상 2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하 그룹에서는 틀니 부분틀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신 병력 발병과 연령의 상 계,복용 약물 수와 연령의

상 계,잔존치아 수와 연령의 상 계,환자의 구강증상 개수와 연령의

상 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인 연령에 한 종속변수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신 병력 발병과 연령의 상 계수는 0.399로 양의

상 계를 보 고,두 변수의 상 계는 유의하 다(p=0.000).연령이 증가

할수록 신 병력 발병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복용 약물 수와 연령의 상

계수는 0.428로 양의 상 계를 보 고,두 변수의 상 계는 유의하

다(p=0.000).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용 약물 수는 증가하 다.잔존치아 수와

연령의 상 계수는 -.476로 음의 상 계를 보 고,두 변수의 상 계는

유의하 다(p=0.000).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잔존치아 수는 감소하는 것

으로 보인다.구강증상 개수와 연령의 상 계수는 -.033로 음의 상 계를

보 고,유의확률은 0.312로 두 변수의 상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연령의

증가 는 감소 여부 보다는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한 구강 증상이 나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반 인 치과 치료 꾸 한 리를

통한 장년층 구강악안면 기능 증진을 한 방 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사회 진단과 장년층의 요구

에 맞는 구강건강증진운동 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상시 활용 가능한 실용 인 구강건강기능증진 운동 로그램 개발을 통하

여 우리나라 장년층의 하된 구강악안면 기능을 증진시켜 이에 따른 삶

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더 나아가 장년층 구강 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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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구강악안면 기능증진

로그램 개발에 앞서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연령에 따른 신 병력,복용 약

물,잔존치아 수,구강 건강에 있어서 불편감 주소,틀니 임 란트 사

용 여부를 조사하고 분석을 통하여 장년층의 요구에 맞는 구강건강증진운

동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소의 기 인 토 를 마련하고자,201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20 이상 성인 남녀

를 무작 로 선정하여 문진표 형식의 설문을 통하여 일 일 개별면 조사

를 실시하 고,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병력은 고 압,기타 질환,당뇨,골다공증,간염,결핵 순으로 나타

났다.

2.약물복용 조사 여부는 기타 약물,고 압,고지 증,아스피린,골다공증,

당뇨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3.잔존치아 수 평균은 26.8개로 나타났다.

4.주요 불편 요인의 빈도는 잇몸질환, 작 불편,기타 불편감,치아지각과

민,턱 통증,음식물 류,치아동요,개·폐구 불편,구강건조,치아우식,

구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 병력의 발병,복용 약물 수가 증가하

고,잔존치아 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구강 증상 개수에 있어서는 연

령의 증감 보다는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한 구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인 치과 치료 꾸 한 리를 통한 장년층 구

강악안면 기능 증진을 한 방 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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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성인 남녀의 구강건강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

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기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질 것이므로, 다

음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고 우 리 올림 

부록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연령별 구강건강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적 특성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             ② 여(     )

2. 연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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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병력

3. 최근 2년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어떤 지병을 앓고 계십니까?

5. 복용중인 약물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복용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약을 복용중이십니까?

(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신티로이드, 노바스크 등 약물 용도나 이름 적어

주세요)

6. 다음 중 현재 치료받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병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

약물 알러지 빈혈 갑상선질환 미각 혹은 후각의 변화

우울증 뇌졸중 고지혈증

구강건조증(입마름증) 골다공증

치주질환(잇몸병)

기타 (서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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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상태

7. 지난 1년간 구강악안면(얼굴, 턱, 옆머리, 귀 앞부위, 귀 안쪽 부위 등)에 

불편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불편감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어떤 형태 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체크

해주시거나, 기술해주십시오.

1) 잇몸이 아프다.

2) 말을 하기 힘들다. 발음이 잘 되지를 않는다.

3) 음식물이 이에 낀다.

4) 식사 시에 잘 씹기가 어렵다.

5) 입이 마른다. 

6) 음식 맛을 잘 못느끼겠다. 

7) 입냄새가 심하다.

8) 턱관절이 아프다.

9) 치아가 흔들린다.

10) 치아가 시리다.

11) 틀니가 잘 맞지 않고 틀니 밑의 잇몸이 아프다.

12) 입맛이 없다

13) 충치가 있다.

14) 기타 (서술하여 주십시오)

8. 현재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사용중이십니까?

① 사용 안함 ② 틀니 (부분 틀니 포함) ③ 임플란트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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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FactorsofOralHealthObstaclesby

AgeofDentalHospitalPatients

-PreliminaryStudyfortheDevelopmentofOralHealthPromotionExercise-

KoU Ri

DepartmentofDentistry

SchoolofDentistry,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DaiIlPaik,DDS,MSD,Ph.D)

Toobtainthebasicdatafordevelopmentoforo-maxillofacialfunctional

promotionprogram toimprovethequalityoflifeofelderly,the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edicalhistory and dentalhistory,

medications,remainingteeth,discomfortinoralhealth,usageofdenture

orimplantamongKoreanelderly.

Thisstudywasconductedfrom May1,toSeptember30,2014.218in

patientwhovisitedtheSeoulNationalUniversityDentalHospital,and

obtainedtheresultswereasfollows.

1.Thechiefcomplaintofgeneralhealthwassystemichypertension,and

diabetes,osteoporosis,hepatitis,tuberculosisappearedinorder.

2.The chiefmedications was hypertension pills,cholesteroldrugs,

aspirin,osteoporosisdrug,anddiabetesinorder.

3.Thenumberofremainingteethwas26.8average.

keywords:Koreanelderlyoralhealth,oralhealthriskfactor,oralhealth

promotionexercise,qualityoflife

studentnumber:201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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