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오늘날 경제발달과 보건 및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 고, 출산율 저하로 인하

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수가 전

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고, 2018

년이면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

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

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

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에 시행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

면, 65-74세 노인의 평균 현존 구치수는 17.24개,

75세 이상의 노인에서 11.09개로 나타났으며2), 2007

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현존 구치수는 13.90개로 나타났다3).

이러한, 노인의 치아상실은 저작기능의 감퇴로 식

습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노인건강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칠 수 있고, 삶의 질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

다4). Latis 등5)은 1개에서 19개 사이의 현존 치아를

갖는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0개 이상

의 치아를 갖는 대상자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고, Steele 등6)은 현존 치아가 25개보다 적

을 때,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또한, Akifusa 등7)의

연구에서 19개 이하의 현존 치아를 갖는 85세 이상

의 노인이 20개 이상의 치아를 갖는 노인보다 전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도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박 등8)의 연구에서 상실치아가 9

개 이상인 경우, 9개 미만인 경우보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 등9)의 연구

에서도 평균 현존 구치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치아상실로 인한 구강기능의

제한은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6-14),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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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재활시켜주는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권 등15)의 연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의 평균잔존치아 수가 65-74세에서 15.23개, 75세

이상에서 10.59개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에서 치아상실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저

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에게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6).

이러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건실한 수행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17,18).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수혜자를 대

상으로 구강건강 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를 이용하여 의치보철 전, 후의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 변화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분

석 검토함으로써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및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인천광역시 남동

구, 남구, 서구에 거주하며 2008년 노인의치보철사

업의 수혜자로 선정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대

상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하 다. 노인의치보철사

업의 수혜자로 선정되기 전에, 1차로 보건소에서 노

인의치보철사업 지침에 따라 전신건강상태와 구강

상태에 대하여 검진 및 설문조사를 하 다. 그 후,

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한 노인들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가 입증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국문판

구강건강 향조사설문(OHIP-14K)19)을 시행하 다.

의치보철완료 1개월 후에 동일한 국문판 구강건강

향조사설문(OHIP-14K)으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재측정하 고, 자가인지 구강건강정도, 의치

만족도, 의치보철 후 자가인지 구강건강향상정도의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 다.

조사 대상자들은 의치 보철 수혜 전과 후에, 지난

1개월 동안 구강건강 향조사의 각 문항에 해당하

는 상황을 경험한 빈도에 따라, ‘매우 자주 그렇다(4

점)’, ‘자주 그렇다(3점)’, ‘가끔 그러는 편이다(2

점)’,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 ‘전혀 그렇

지 않다(0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 다. 또

한, 대상자들은 자가인지 구강건강정도, 의치만족

도, 의치보철 후 자가인지 구강건강향상정도의 문항

에‘좋음’, ‘좋지 않음’과 같은 이분성 척도로 응답

하 다.

2.2.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전산으로 입력하고 SPSS 12.0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국문판 구강건강 향조사설문

(OHIP-14K)의 14가지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 으며, 산출된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6점까지의 분포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변화량의 차이

는 의치보철 전의 설문문항 응답점수 합에서 의치보

철 후의 점수를 뺀 값으로, independent samples t-

test로 분석하 고, 의치 보철 전, 후 삶의 질의 차이

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또한, 의치보철에 의

한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관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연령, 성별, 잔존 치아 수, 기존의치착용 여부,

자가인지 구강건강정도, 의치만족도, 의치보철 후

자가인지 구강건강향상정도의 변수를 보정하여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229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분포

의치보철 전, 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는 전체 135명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95명(70.4%)으

로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65-74세가 다

소 많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 다. 지역별로는 인

천광역시 남동구가 41명(30.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3.2. 연구대상자의 의치및구강건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의치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은 자가

인지 구강건강정도, 기존의치착용여부, 잔존치아

수,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 의치보철 후 자가인지

구강건강향상정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에 대한 분포는 표 2와 같았다.

기존 의치를 착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63.7%로 높

게 나타났고, 스스로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

하는 대상자가 79.1%로 나타났으며, 평균 잔존치아

수는 6.97개로 대상자의 74.1%가 10개 이하의 치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전체 남자 여자

수 % 수 % 수 %
전체 135 100.0 40 29.6 95 70.4
연령대

65-74세 69 51.1 24 60.0 45 47.4
75세 이상 66 48.9 16 40.0 50 52.6

보건소
강원도 강릉시 26 19.3 11 27.5 30 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41 30.4 10 25.0 30 31.6
인천광역시 남구 40 29.6 10 25.0 18 18.9
인천광역시 서구 28 20.7 9 22.5 17 17.9

표 2. 연구대상자의 의치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

특성
전체 남자 여자

수 % 수 % 수 %
전체 135 100.0 40 29.6 95 70.4
기존 의치 착용

예 49 36.3 11 27.5 38 40.0
아니오 86 63.7 29 72.5 57 60.0

자가인지 구강건강
좋음 28 20.9 10 25.0 18 19.1
좋지 않음 106 79.1 30 75.0 76 80.9

잔존치아 수* 6.97±6.83 6.48±6.59 7.18±6.95
0-10개 100 74.1 30 75.0 70 73.7
11개 이상 35 25.9 10 25.0 25 26.3

의치보철 후 만족도
높음 96 75.6 32 84.2 64 71.9
낮음 31 24.4 6 15.8 25 28.1

의치보철 후 구강건강향상 정도
높음 98 77.8 34 89.5 64 72.7
낮음 28 22.2 4 10.5 24 27.3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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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치보철완료 후에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5.6%로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

향상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77.8%로 높게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의치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질수준변화

연구대상자의 의치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 변화량은 표 3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의치보철 후에 구강건강 향조사 설문문항의 응답

점수 합이 의치보철 전보다 26.8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의치보철 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기존에 의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상자가 기존에

의치를 착용하 던 대상자보다 설문문항 응답점수

합의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047), 자

신의 구강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대상자

의 문항 응답점수 합의 변화량이 긍정적으로 인지하

는 대상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p=0.006), 평균

잔존치아수가 11개 이상인 대상자보다 0-10개인 대

상자의 문항 응답점수 합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

났다(p=0.017).

또한,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가‘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와 의치보철 후에 구강건강향상 정도가‘높

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설문문항 응답점수 합의 변

화량이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와 구강건강향상 정

도가‘낮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

타나(p＜0.001),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가‘높다’

고 응답한 대상자와 의치보철 후에 구강건강향상 정

도가‘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의치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 보철 전, 후의 삶의 질 수준 변화

전 p값1 후 p값2 변화량* p값3

전체 35.80±10.73 8.98±8.14 0.001 26.81±12.31
성별 남자 36.10±10.38 0.835 7.03±6.99 0.001 29.07±12.60 0.166

여자 35.67±10.92 9.84±9.40 0.001 25.84±12.12
연령 65-74세 34.71±10.63 0.222 9.83±9.29 0.001 24.88±12.01 0.059

75세 이상 37.00±10.79 8.06±8.24 0.001 28.93±12.37
기존 의치착용

착용함 33.59±10.95 0.063 9.29±8.32 0.001 24.29±11.41 0.047
착용안함 37.02±10.46 8.81±9.11 0.001 28.21±12.63

자가인지 구강건강
좋음 30.42±11.60 0.002 9.28±8.29 0.001 21.14±12.78 0.006
나쁨 37.25±10.05 8.90±8.99 0.001 28.34±11.78

잔존 치아 수
0-10개 36.45±10.64 0.248 8.11±8.04 0.001 28.34±12.19 0.017
11개 이상 34.00±10.91 11.40±10.41 0.001 22.60±11.81

의치보철 만족도
높음 35.34±10.11 0.337 6.08±5.46 0.001 29.25±11.31 0.001
낮음 37.54±12.82 19.75±10.51 0.001 17.78±11.82

구강건강향상정도
높음 34.96±10.44 0.091 6.24±5.46 0.001 28.72±11.61 0.001
낮음 39.23±11.39 20.15±10.94 0.001 19.07±12.27

p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하위 그룹 간 보철 전 삶의 질 점수 차이를 independent samples t-test로 검정하여 산출
p2의치보철 전, 후 삶의 질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정하여 산출
p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하위 그룹 간 보철 전, 후 삶의 질 점수 변화량을 independent samples t-test로 검정하여 산출
*삶의 질 수준 변화량 = 보철 전 설문응답 점수의 합 - 보철완료 후 설문응답 점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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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치보철에의한삶의질수준향상에관한요인

의치보철에 의한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관한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문항 응답점수 합의 변화

량을 결과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기존의치착용여

부, 자가인지구강건강, 잔존치아 수, 의치보철완료

후의 만족도 및 구강건강향상정도를 설명변수로 하

여, 설명변수 간에 상호보정이 되도록 다변량선형회

귀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β

=0.178, p=0.021), 기존에 의치를 착용한 경우와 자

가인지 구강건강 수준이‘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의치 보철 후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41,

p=0.002), (β=0.255, p＜0.001), 잔존 치아 수가 많

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 -0.254, p=0.002).

4. 고 안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아 상실은 노인의 대

표적인 구강건강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의 감퇴는 식습관의 변화를 초

래하여, 노인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노인의 저작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 향

상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치보철

사업의 건실한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노인의치보철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를 이용하여 의치보철 전, 후

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고, 그와 관

련된 요인을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노인의치보철사

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좋지 않다’

고 응답한 대상자는 79.1%로 나타나, 김 남, 권호

근20)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

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인

72.9%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가인

지 구강건강상태가‘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구

강건강 향조사의 설문 응답점수의 합은 37.25점으

로‘좋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30.59점보다 높게 나

타나,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부정적일 경우, 구

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하

을 때,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는

Locker 등11)과 Peter 등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잔존치아수는

6.97개, 잔존 치아 수‘10개 이하’비율은 74.1%로

나타나, 권 등15)이 기초생활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10.59개보다 적었고, 최 등9)에서의 잔존

표 4.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비표준화 표준 표준화

p값*
회귀계수 오차 회귀계수

성별(남자=기준군, 여자=비교군) -2.092 2.031 -0.078 0.357
연령 0.361 0.156 0.178 0.021
기존의치착용(착용함=기준군, 착용안함=비교군) 6.172 2.007 0.241 0.002
자가인지구강건강(좋음=기준군, 나쁨=비교군) 7.638 2.327 0.255 0.001
잔존 치아 수 -0.456 0.142 -0.254 0.002
의치보철 만족도(높음=기준군, 낮음=비교군) -7.595 3.940 -0.253 0.051
구강건강향상정도(높음=기준군, 낮음=비교군) -2.658 4.064 -0.086 0.514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에 의함
Adjusted R제곱값=0.332, 제곱합=6596.65, 자유도=7, F= 8.808, p＜0.001



치아 수‘10개 이하’비율 59.8%보다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양 등17)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

치만족도 평가연구에서 사업 수혜자의 평균잔존치

아수는 6.0개로 본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구강건강상태가 보다 좋지 않은

노인들이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 향조사 설문 응답점

수는 35.80점으로, 우리나라와 문화적 유사성이 높

은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에서의 구강건강 향조사

(OHIP-14K) 설문 응답점수인 10.93점보다 높게 나

타나22),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

준이 일본 노인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의치보철 후 설문 응답점수

는 8.98점으로 나타나, 일본 노인보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 향조사 설문 응답점수 합은 의치보철

후에 26.8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

치보철 후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와 의치보

철 후 구강건강이 향상된 정도가‘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설문응답 점수의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구강건강

의 향상정도가 높을 때,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등9)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치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혜자의 경우,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것과 같이, 올바른 의치 사용 교육과 같은 사후

관리로 의치보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의치보철에 의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

상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자가인지 구강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잔존 치

아 수, 기존의치착용여부, 연령의 순서로 나타나, 의

치보철 전의 구강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치보철 후

의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본 결과는 유 등23)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상태 인

식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다고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의치보철 전

의 수혜자 선정 시, 연령과 기존의치 착용여부, 자가

인지 구강건강상태 및 잔존 치아 수를 고려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총괄적으로 치아상실로 인하여 저하된 구강기능

을 회복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강

생활을 위토록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의치보철 이후 의치 조정과 의치사용

교육과 같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의치보철의 만족감

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 대상자의 선

정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

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

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지역의 연구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결과로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뢰도와 타당

도가 입증된 구강건강 향지수를 이용하여 의치보

철사업의 수혜로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

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건실

한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목

적으로 2008년 강원도 강릉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구, 서구 보건소의 의치보철사업의 수혜자로 선정

된 135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문판 구강건강 향조

사설문(OHIP-14K)으로 의치보철 전, 후의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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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치보철 후의 구강건강 향조사 설문문항의 응

답점수 합이 26.8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의치

보철 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2. 의치보철에 의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기존

의치 착용여부,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 및 잔존

치아 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자가인지 구강건강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의

치 보철 후, 삶의 질 수준의 향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의치보철 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향상

되었으며, 삶의 질 수준의 향상정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연령과 기존의치 착용여부, 자가인지 구

강건강상태 및 잔존 치아 수로 나타나, 의치보철 전,

수혜자 선정 시, 이와 같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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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OHRQOL) by receipting of the national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yhood security.

Method: To evaluate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OHRQOL), the questionnaire for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K) was distributed to 135 subjects twice, before and after they received the

national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yhood secur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utilized for investigating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OHRQOL). To asscess

improvement factor of  OHRQOL, Multivariate analysis was used.

Results: After subjects received the program, sum of answering point of OHIP  was decreased from

35.80 to 8.98(p＜0.001). This result showed that conducting national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yhood security improved OHRQOL.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tributing factors which lead improvement of OHRQOL were age, whether wearing denture or

not, self-perceived oral health, the number of retention teeth and subject with poor self-perceived oral

health had higher the improvement of OHRQOL.

Conclusion: National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improved OHRQO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ftercare and recipient selection process of this program by considering the subject

characters for highe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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