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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보철 환자의 보철물 종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조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강혜영  

(지도교수 : 권호범, 배광학)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악안면 보철 환자의 보철물 종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를 내

원한 환자 중 구강암이나 악골 골수염으로 상악 및 하악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 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문판 구강건강영향조사 설문

지(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14K)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설문 결과는 독립표본 t-test와 일반선형모형에 따라 분석하였

다. 

3. 결과 

악안면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상악 임시보철



 

물과 상악 최종보철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임시보철물 사용

하는 환자의 OHIP-14K 값은 평균 29.76인데 반해 최종보철물 사용하

는 환자의 OHIP-14K 값은 평균 21.46로 평균 8.3이 감소하였

다.(p<0.05)  

따라서 악안면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 최종보철물을 사용하는 환

자들의 삶의 질이 임시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들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악안면 보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영향조사 

학번 : 2009-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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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강암은 2009 년 국내 기준으로 전체 암 발생의 0.7%로 남자에서 

1.8 배 높게 발생한다. 암종별 유병율로는 남자에서 2.1%로 전체 

암중에서는 10 위를 차지하고 있다.1 

구강암이 비록 위암, 폐암처럼 빈도가 높진 않지만 일단 발생되었을 

경우 이환 된 구강조직과 안면조직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후유증은 어느 암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강조직은 정상적인 저작, 연하 작용과 발음에 필수적이다. 또한 

정상적인 안모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구강조직의 

영구적 손실은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구강, 안면조직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손상된 안모는 위축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로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이차적인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2  

구강,안면조직의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기능회복과 함께 

안모개선을 위해서 제작, 사용되는 것이 악안면 보철물(maxillofacial 

prosthesis)이다.  

                                           
1 2009년 암종별 발생현황 및 유병율, 국립암정보센터 2011 
2 Marcelo CG, Aldieris AP, Cristina RS. Patient satisfaction with 
maxillofacial prosthesis. Literature review. J Plastic Reconstructive 
Aesthetic surgery 2009;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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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부위 종양 환자들이 종양부위의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악악면 

보철물을 제작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손실된 구강 안면조직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장치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감과 기능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통적으로 구강 건강상태나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임상 결과물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의한 치과진료의 효과,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인 심리 효과 등 비임상적인 결과물(non-clinical outcome)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Buck 등은 1988 년부터 1998 년 사이 

10 년간의 치과관련 연구에서 비임상적 결과물 척도에 근거한 논문이 

1000 건 이상 출판되는 등 비임상적 결과물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3 치과진료가 환자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을 회복하고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4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QoL)은 섭식, 수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반영한 것으로, 자신감과 구강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한다. 이것은 구강건강 상태와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과 

다른 신체 건강상태와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OHRQoL 은 구강건강, 

                                           
3 Buck D, Newton JT. Non-clinical outcome measures in dentistry: 

Publishing trends 1988-98.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1;29;2-8 
4 장문성 외 한국노인의 자가보고 치주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연관성. 

대한치주과학학회지 Vol. 36, no 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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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치료에 대한 기대, 환경, 사회적 감정적 상태의 5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강건강의 상태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 외의 사회적, 

감정적 well-being 은 행복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Ship 등에 의하면 구강건강은 모든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OHRQoL 연구는 구강암 환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들의 연구에 

유용하다.6 Christie 등에 의하면 OHRQoL 의 평가는 치료의 목표와 

결과의 결정이 전통적인 치과 의료의 범주에서 개인의 사회적, 감정적 

경험과 신체적 기능으로 옮겨졌다.7 Award 등에 따르면 OHRQoL 은 

치료의 결과가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결정한다.8 

OHRQoL 은 삶의 질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임상적으로 치료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나 

치료결과의 평가도구로서 OHRQoL 은 환자 중심의 치료와 매우 

부합되므로,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안면 보철환자의 삶의 질 조사가 필요하고, 

                                           
5 Sischo L, Broder H.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hat, Why, 
How, and future implications. J dent Res, 2011 March 
6 Ship JA.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 with oral 
cancer,oral health-realted quality of life. Quintetessense Publishing. 153-
168. 2002 
7 Cristie M, French D, Sowden A.Development of children-centered, 
disease-specific questionnairs for living with asthma. Psychosom Med 
55:541-548 
8 Award MA, Locker D, Korner-Bitensky N. Measuring the effect of 
intra-oral implant rehabilitat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J dent Res 79:1659-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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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철치료방법이 

개선될 수 있다.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인 QHRQoL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영향조사(Oral health impact profil : OHIP)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구강건강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Locker 의 구강건강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한 7 개 분야 4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OHIP 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49 개나 되는 문항을 환자들이 응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중 핵심적인 14 문항만으로 축소시킨 short-form of 

OHIP(OHIP-14K)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9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조사 대상 

 이 연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1년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구강암이나 악골 골수염으로 상악 

및 하악 절제술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5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모의 분석결과 보철물 종류의 변화 유무에 따라 삶의 질 

양상이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보철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증례로 

취급하였다.  

 

                                           
9 Bae K-H, et al.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among the Korean elderly. Community of oral epidemiol 2007; 
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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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 직전이나 직후에 국문판 

구강건강영향 설문지(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14K)를 

환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OHIP-14K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지난 1년 

동안 치아, 입안의 문제 또는 기능적 제한, 신체적 통증, 심리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심리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의 7 

영역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여 ‘매우 자주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환자의 내원 횟수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개인별로 작성횟수는 

상이(1회~4회)했으며 OHIP-14K 점수 외의 데이터 수집은 진료기록, 

방사선사진 등을 이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보철물의 종류, 환자의 연령, 성별, 질환별, 수술방법, 

결손부, 잔조치아 수, 전신질환 유무, 거주지를 선정하였다.  

 

Table 1 : OHIP-14K 설문 문항 

소문항군 세부 문항 

기능적 제한 발음이 안되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맛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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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고통 혀나 혀밑, 뺨 입천정 등이 아픈적이 있습니까? 

아프거나 거북스러운 입안의 문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심리적 불편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신 적이 

있습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능력저하 식생활이 불만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식사를 도중에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심리적 능력저하 편안하게 쉬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능력저하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게 되신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 하시던 일을 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불리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덜 만족스럽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전혀 제 몫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2) 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전산으로 입력하였다. 국문판 

구강건강영향조사설문(OHIP-14K) 14가지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5점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는 IBM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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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수들인 연령, 성별, 보철물 종류, 결손부, 잔존치아 수를 

지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OHIP-14K 점수로 정하였다. 동일한 

환자라도 보철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구분하여 증례 수는 70개가 

되었다. 

우선 각 변수 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변량 변수의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다변량 변수의 

경우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으로 

하였다. 

보철물 종류에 따른 OHIP-14 결과 분석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의 변수를 보정하였다. 

 

III. 결과 

1. 빈도 분석 

분석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31명(44.9%), 여성이 

38명(55.1%)이었으며 연령대는 61세 이상이 46.3%, 41~60세가 

37.3%, 40세 이하가 16.4%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보철물의 

종류는 수술 후 즉시 착용하는 폐쇄장치(ISO,DSO)와 

임시보철물(provisional)이 37명(52.9%), 조직이 안정화 된 후 

제작하는 최종보철물( definitive)이 23명(32.9%), 기타(하악보철 및 

수술적 제건)가 10명(14.3%)이었다. 잔존치아 수는 10개 이하가 

9명(13.8%), 11~20개가 29명(44.6%), 21개 이상이 

27명(41.5%)였다. 결손부 위치 및 크기에서 상악 1/2미만 결손은 

36명(55.4%), 상악 1/2이상 결손은 16명(23.2%), 하악 포함 결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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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20.0%)이었다. 대상 환자의 질환은 편평세포암종이 

18명(29.0%), 점액표피암종이 10명(16.1%), 선양낭포암종이 

8명(12.9%), 기타 종양이 22명(35.5%), 골수염이 4명(6.5%)이었다.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전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34명(56.7%), 있는 

사람이 26명(43.3%)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는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는 49명(71.0%), 중소도시는 11명(15.9%), 군 

거주자는 7명(10.4%)이었다. 

 

Table 2 : 조사대상자 특성분석 

변수 구분 빈도 % 

연령 40세 이하 

41~60세 

61세 이상 

11 

25 

31 

16.4 

37.3 

46.3 

성별 남 

여 

31 

38 

44.9 

55.1 

보철물 종류 상악 최종 

상악 임시 

기타 

23 

37 

10 

32.9 

52.9 

14.3 

잔존치 10개 이하 

11~20개 

21개 이상 

9 

29 

27 

13.8 

44.6 

41.5 

결손부  상악 1/2 미만 

상악 1/2 이상 

하악 결손 

36 

16 

13 

55.4 

24.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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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편평세포암종 

점액표피암종 

선양낭포암종 

기타 종양 

골수염 

18 

10 

8 

22 

4 

29.0 

16.1 

12.9 

35.5 

6.5 

전신질환 유 

무 

26 

34 

43.3 

56.7 

거주지 수도권,대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 

49 

11 

7 

73.1 

16.4 

10.4 

 

 

2. 결과 분석 

각 변수별 사전 분석결과 보철물 종류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OHIP-14K 점수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보철물 

종류 중에서도 상악 임시폐쇄장치와 최종폐쇄장치 간에서만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하악보철 및 수술적 재건 환자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철물 종류에 따른 OHIP-14K 값에서 상악 최종보철물 사용자의 

OHIP-14K 값은 평균 21.46 였다. 반면에 상악 임시보철물 사용자는 

평균 29.76으로 평균 8.3의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선형 모형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p=0.047로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과 함께 

보정한 결과도 p=0.049로 유의성이 있었다.  

상악 임시보철물 상악 최종보철물 사용자 간의 OHIP-14K 값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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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t-test 결과 유의확률은 p=0.014로 나왔다.  

 

Table 3: 보철물 종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 

 

 

임시보철 

평균 

 

표준편차 

최종보철 

평균 

 

표준편차 

 

p-value 

OHIP(a) 29.76 13.645 21.46 10.438 0.047 

OHIP(b) 29.43 13.378 21.17 10.577 0.049 

OHIP(c) 29.76 13.645 21.46 10.438 0.014 

 (a),(b)는 일반선형모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c)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b)는 보철물 종류에 따른 OHIP-14K값을 성별,연령에 대하여 보정해 준 값이다. 

 

 

IV. 고찰 

 저작, 발음, 심미, 그리고 연하는 구강 및 악안면 구조들의 주된 

기능이며 외과적 절제로 인해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될 경우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외과적 재건이나 보철적 수복이 

고려된다. 악안면 보철 치료는 구강 및 악안면 조직을 가철성 혹은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여, 발음과 연하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나 환자의 심리, 사회적 만족을 

위한 악안면부 심미성 회복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보철과를 방문한 대상 환자가 대부분 상악 

폐쇄장치를 사용하는 환자라는 점은 하악결손 환자의 경우 수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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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과 임플란트 보철이 가철성 보철물보다 선호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Kornblith 등은 상악 폐쇄장치의 만족스러운 기능은 악안면보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10 권 등은 

폐쇄장치의 성공적인 사용에는 결손부의 크기, 잔존치아의 존재유무, 

개구장애, 구강건조증 등의 종양치료의 합병증, 병소의 재발 여부, 

그리고 환자의 동기부여 등 여러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모든 요소는 결국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상악 임시보철물의 경우 수술 직후 착용하는 장치(Immediate 

surgical obturator:ISO)와 수술 후 7~10일 뒤 사용하는 

장치(delayed surgical obturator:DSO)가 있다. 수술 후 치유가 

일어나면서 조직은 수축하고 변연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임시보철물은 지속적으로 재이장 해주어야 한다. 술후 3~6개월 정도 

지나면 치유 및 수축이 끝나고 조직은 안정을 찾게 되어 잠정 

폐쇄장치(provisional obturator)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소 

1년간은 조직의 반흔수축과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직의 

변화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은 이후에 최종 폐쇄장치(definitive 

                                           

10 A.B. Kornblith, I.M. Zlotolow, J. Gooen et al. Quality of life of 
maxillectomy patients using an obturator  prosthesis. Head Neck, 18 
(1996), p. 323 

11 권호범, 홍종락. 상악절제술 후 외과적 재건과 보철적 치료의 비교. 대한구강
악안면학회지 2007;33: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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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urator)를 제작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술후 폐쇄장치와 

잠정폐쇄장치를 임시보철물로 취급하였다.  

 조사 결과 악안면 보철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악안면 보철물의 종류가 환자의 구강건강과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종보철물의 

경우 OHIP-14K 값이 평균 21.46로 임시보철물의 29.76보다 8.3이 

감소하였으므로 최종보철물이 임시보철물보다 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를 내원한 악안면보철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한 연구로서, 당시 악안면 

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보철물 

착용 전 후의 사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안면 보철물이 환자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악안면보철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보철물의 종류가 악안면 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를 내원한 악안면보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문판 구강건강영향조사설문(OHIP-14K)으로 

                                           
12 총의치학교수협회, 무치악 환자를 위한 보철치료, 신흥인터네셔날 2007, 
p4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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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였다. 최종 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군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임시 보철물을 사용하는 환자군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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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ey on maxillofacial patient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ased on prosthesis type 

 

Kang Hy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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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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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prosthesis type on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maxillofacial prosthodontics patients. 

2. Methods 

Fifty eight patients who had visited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or the maxillofacial prosthesis 

treatments were request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s on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Korean version(OHIP-14K). The data was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general linear model. 

3. Results 

Mean OHIP-14K value of temporary prosthesis group is 29.76 and that 

of definitive prosthesis group is 21.46. OHIP-14K value of definitive 



 

prosthesis group was lower by 8.3 than that of temporary prosthesis 

group.(p<0.05) 

In conclusion, definitive prosthesis group had more improve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an temporary prosthesis group. 

 

Key words: maxillofacial prosthesi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ral health impa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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