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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방문구강보건사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수요와 복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들을 위한 적절한 보건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한 요구도

조사가 필수적이며, 단순한 건강의 회복만이 아닌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개별 면담조사로 수집하였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인력 확충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구강

건강관리를 통해 발굴한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치아보철수복을 포함한 다수

구강상병 진료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연령의 증가, 의료보험 유형, 잇솔질

의존도, 우식경험영구치수, 장애 유형, 수입, 문제해결능력 및 현존 치아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전 후에 구강건강영향지수 14 (OHIP-14)로 측정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는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정신적 불편,

신체적 능력 저하, 정신적 능력 저하, 사회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3.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해 다수의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이 있는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구강완전회복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신체적 능력 저하, 심리적 능력 저하

영역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문구강건강관리와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요어 :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방문구강건강관리, 장애인,

장애인치과주치의

학 번 : 2016-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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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 장애인치과주치의 지역사회 내 개원 치과의사들이 해

당 지역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

한 치과주치의로서 지속적이고 유기

적인 예방, 관리, 교육,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함.

2. 방문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에서 구강건강 상태나 구강

관리행태에 문제가 있거나 구강질환

과 관련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

는 환자에게 보건소 내 치과의사에

지도하에 전담 치과위생사가 방문하

여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함.

3. 상호 신뢰 관계 상호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

로, 말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감정적

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태의

상호 관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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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

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신체

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

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 등록장애 인구는 2009년 243만 명, 2013년 250만 명, 2017년 254만 명

으로 인구 전체의 노령화와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요

인들로 인한 선천적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약 2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중 신체적 장애

인 222만 명, 정신적 장애인 3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통계청, 2018).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종합

계획이 포함되었지만(보건복지부, 2015),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구강건강 상태

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불평등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건강상에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로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는 드문 실정이

다.

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수요와 복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와 생활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복지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 시행되는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8). 하지만 구강진료 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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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 제한된 시간과 치료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Weaver, 1995). 장애인의 구강상병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

로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관리능력이 떨어

져, 구강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쁘며 구강상병의 발생 빈도가 높게 보고되었다

(Shyama 등, 2001; 스마일재단, 2004; Norlin과 Broberg, 2013; 스마일재단,

2015). 이 중 치과적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인의 특징은 구강

관리에 대한 협조나 적응,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과 치과에 대한 공포가 매

우 심하다는 것 외에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예방이나 치료의 난이도로 제때 치

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심각하게 구강상병이 진행된다는 것이다(Chang,

2015). 또한 일반 치과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가, 진료 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진료를 꺼리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질병의 재발률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Kim,

2006).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구강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져온다. 구강건강 상태의 악화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며,

나아가 사회생활, 전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장애

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구강건강 상태의 악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구강 건강의 악화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많은 연구를 거듭해왔다(Slade 등, 1998; Locker, 2003; Petersen 등, 2004;

McMillan 등, 2004; Gerdin 등, 2005; Matear 등, 2006; Banerjee 등, 2018).

적절한 구강보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진행된

임상적 중재나 프로그램 등의 효과 파악을 위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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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였는데(Bennadi와 Reddy, 2013;

Park과 Lee, 2013; Jung, 2014; Hong, 2016),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련 삶

의 질 조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

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실

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치과적

경증 장애와 치과적 중증 장애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보건복지

부에서 지원하는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Chang,

2015). 치과적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인은 치과에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강 문제를 가진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른 형태의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Paik 등, 2016), Lee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집중 관리군, 정기 관리군, 자기 역량 지원군 등으로 나누어진 맞

춤형 방문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방문구강

보건사업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드물며, 이에 따른 사업 구상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기획과 그에 따른 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Song

등, 2016), 진료기관의 부족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든다. 소비자 대상 연구결과, 장애

인은 진료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전문 의료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Hwang,

2015; Choi, 2000).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구강건강

관리사업의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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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장애인치과주치의 모델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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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1.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진료의 특수성

우리나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한 연구로 Kim 등(1970)은 10-18세의

지체부자유 아동 194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우식경험자율은 뇌성

마비군에서 가장 높았고, 치면세균막지수 역시 뇌성마비군과 소아마비군이 타

지체부자유군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Ha 등(2000)은 장애인 입소시설

123개와 102개의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구

강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입소시설은 84.2%, 특수학교는 39.2%이었고, 이들 시

설 이용자들이 행동 조절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구강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17.7%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06)의

장애 유형별 우식경험치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식경험영구치수는 정신지체

와 지체 장애에서 가장 높았고, 시각 장애에서 가장 낮았으며, 우식경험상실영

구치수는 지체 장애에서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 가장 낮았다.

이처럼 장애인은 장애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강건강 상태가 나타났으며, 우

식경험치아나 상실치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구강위생관리 불량

으로 구강상병의 발생 빈도와 진행 정도가 높고, 구강진료 시 불안과 공포, 예

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Bae, 2010). Maeng 등(2000)은 장

애인은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치아우식증이 발생되나, 이로 인한

발치 비율은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의 원인은 장애로 인해 구강건강관

리가 어렵고 발생된 초기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가 누적되어 악

화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Choi (2000)는 장애인의 치아 상실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며, 결과적으로 구강 기능을 제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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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치아우식예방은 비장애인에 비해 월

등히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강진료는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장애인

의 경우 치과적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

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감정 조절과 행동 기능의 장애

로 인하여 구강진료 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에 따른 세심

한 고려와 구강관리법에 대한 지도로 성공적 구강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의 의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필수 요소로 구강상병은 심각한 통증과 기능 제한

을 야기해 삶의 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구강상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은

결국 저작능력 감소를 야기하고, 영양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안모와 발음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를 비롯

한 원만한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을 촉진시키고, 전반

적인 건강 유지의 어려움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건강 수준과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의

학적인 검사 결과로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주관

적인 삶의 의미를 담은 삶의 질 측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치과분야에서

도 마찬가지로 구강건강의 지표로 치아우식 검사, 치주 질환 검사에 많은 지

표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대에는 경제적 성장과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한 삶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변화된 건강과 구강건강에 대한 개념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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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만족감이나 불편함을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Harwood (1976)는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임상적인 관심 및 삶의 질을 관련

하여 정의하였고, Rosenstock (1974)은 건강신념모델에 적용하여 구강건강측

정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Locker (1988), Locker와 Slade (1993)는 구강건강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기

초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까지 포함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보

여주는 구강건강영향지수 49 (Oral Health Impact Profile 49)를 고안하였다.

하지만 문항수가 많아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여,

Slade와 Spencer (1994)는 구강건강모델을 바탕으로 주관적 구강상태를 포함

한 14문항으로 축약한 구강건강영향지수 14 (OHIP-14)를 개발하였다. 이 들

은 구강건강 삶의 질 도구로 호주의 치과 환자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강상

병과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측정하였다.

OHIP-14는 기능적 제한, 신체적 통증, 정신적 불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

애, 사회적 장애, 활동 장애 등 7개 영역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강건

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Min과 Do, 2009; Lee 등,

2011; Youn 등, 2014).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Park과 Lee (201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

적 구강건강 인식과 구강상병의 유무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 (2014)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신 건강

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여, 건강한 치아와 구강조직이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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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구강건강의

영향과 구강진료나 구강보건사업으로 변화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강건강영향지수 14 (OHIP-14)는 자가 응답형 설문으로 응답자 본인이 인

지하는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측정한다.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을 개인

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판단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주관적으로 판단된 건강 상태와 건강증진 행위는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 행위에 있어서 자가 평가를 통한 건강 상태

평가는 객관적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이다(Kim 등, 2004).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

며,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은 설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Bae 등, 2015) 이들에 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3. 장애인 구강관리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도에 서울의 5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다(서울시, 2014). 1995년부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1년에 보건복지부는 방문보건사업 표

준 지침을 개발하고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였으나(보

건복지부, 2001), 인력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3년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문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2,000명 충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08). 이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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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0년에는 전문 인력을 2,750명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찾아가

는 건강 서비스’로 분류하여 제공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요 대상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의한 건강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건소 내 간

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

인의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

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 결과, 방문구강건강관리는 기초

조사가 드물어, 이에 대한 인력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한

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가정간호 인력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

재가 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시작되어 현재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조기 퇴원한 환자의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형의 가정간호 서비스 이외에

도 사설 가정간호 서비스 업체가 존재하며, 미국 의료지출 패널 조사 결과,

2003년 760만 명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

Hospice, 2004). 일본은 1900년대에 파출 간호를 시작으로 모자 중심 간호, 노

인 간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후생성이 주관하고 있다. 주요 인력으로는 인

정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하며, 현재는 노인

방문간호 제도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방문 치과진료도 지역 포괄 케

어 시스템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은 치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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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개호보험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직접 구강관리를 실시하거나 개호보

험 시설에 있는 직원에게 구강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n Japan, 2002).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건강 취약계층으로 이들

을 위한 방문건강관리나 방문구강관리는 시급히 제공해야 할 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장애인 건강주치의로서 치과주치의의 필요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주치의

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는 의료접근성의 한

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

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장애인과 의사가 등록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

괄적이며 체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관리 역량 강

화, 의뢰 연계 협진을 통한 의료이용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이다. 해당 분야로

는 예방, 치료, 증진 및 관리, 지지, 교육, 정책, 홍보, 통합형 돌봄 분야를 포

함하고 있으나(Lim, 2017), 구강상병은 고려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만성질환

으로 생기는 구강상병과 이로 인한 전신 건강 문제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건

치, 2017).

그러므로, 장애인의 전신 건강 회복을 위해 장애인치과주치의를 도입하여, 1

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의 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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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목적

이번 연구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구강보건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 구

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

을 위한 구강건강관리사업 방향과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구강건강실태조사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

한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한다.

셋째,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자의 다운증후군 환자 대상 다수 구강상병 진료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와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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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1.1.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1.1 연구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도시 장애인 인구 대표 지역 1곳(서

울시 은평구)과 중소도시 대표 지역 1곳(충청북도 충주시)을 선정하여, 편의

표본 추출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연구윤리승인번호: S-D20160014) 후,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본

인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729명이었고, 이 중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조사에 참여한 5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남성 316명(60.8%), 여성 204명(39.2%)이었고, 연령대별로 10대

96명(18.5%), 20대 111명(21.3%), 30대 83명(16.0%), 40대 113명(21.7%), 50대

77명(14.8%), 60대 이상 40명(7.7%) 이었다. 장애 유형으로 신체적 장애 103명

(19.8%), 정신적 장애 362명(69.6%), 복합 장애 55명(10.6%)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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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Gender

Male 316 60.8

Female 204 39.2

Region

Capital 367 70.6

Suburban 153 29.4

Types of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 103 19.8

Mental disabilities 362 69.6

Complex disabilities 55 10.6

Age

10’s 96 18.5

20’s 111 21.3

30’s 83 16.0

40’s 113 21.7

50’s 77 14.8

over 60 40 7.7

Need for support of toothbrushing

Independent 421 81.0

Some dependent 59 11.3

Completely dependent 40 7.7

Income quintile

Section 1st 334 64.2

Section 2nd 65 12.5

Section 3rd 53 10.2

Section 4th 31 6.0

≥Section 5th 37 7.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6 5.0

Middle school 70 13.5

High school 71 13.7

≥College 353 67.9

Health security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254 48.8

Medical aid type 1 38 7.3

Medical aid type 2 228 43.8

Problem-solving abilities

Almost never 77 14.8

Usually not 99 19.0

Occasionally 171 32.9

Usually 104 20.0

Almost always 69 13.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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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 효과

1.2.1 연구 대상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연구

과제 번호: HI15C1503)에 참여를 희망한 서울과 충주지역 정신적 장애인 중

직접 방문 구강건강 관리로 1개월 이상 관리한 3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연구윤리승인번호: S-D20180023).

1.3.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복합 구강상병관리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1.3.1 연구 대상

방문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자에게 의뢰된 만 20세 남

성 환자로 상, 하악 다수 치아에 발생한 치아우식증, 치아파절, 전악에 걸친

만성복합치주염 등으로 저작능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의치 제작을 희망하는

선천성 다운증후군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구강검사

2.1.1. 검사기준

치아우식증 검사는 세계보건기구 검진 기준(WHO, 2013)을 준용하여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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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대상으로 치면 단위의 검사를 수행하였고, 이동용

유닛 체어, 라이트, 치경, 탐침을 이용하여 훈련된 3인의 치과의사에 의해 아

래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치아우식 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Table 2). 조

사자 간 일치율(kappa 값)은 평균 0.98 (0.96, 0.98, 1.00)의 높은 신뢰도를 나

타내었다.

치아 상태는 상악은 우측 치아에서 좌측 치아 쪽으로 검사하여 기록하였고,

하악은 좌측 치아에서 우측 치아 쪽으로 검사하였다. 각각의 치아는 치아 상

태와 치료 필요를 일조로 검사하여 기록한 후 다음 치아를 검사하였으며, 치

아 상태의 모든 부위에서 유치나 영구치 중 한 칸은 반드시 기록하였다.

치주조직 검사는 치경과 치주낭심 측정기(CPI probe)를 이용하여 지정 치아

를 중심으로 출혈 여부, 치석 존재 유무, 치주낭 존재 유무 등을 기준에 따라

검사하였다. 검사는 3분악 단위로 하여, #03분악은 #18-14, #04분악은 #13-23,

#05분악은 #24-28, #06분악은 #38-34번, #07분악은 #33-43, #08분악은 #44-48

번 치아의 해당 3분악 점수로 판정하였다. 지역사회치주요양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측정은 건전 치주조직 0점, 출혈치주조직 1

점, 치석형성치주조직 2점, 천 치주낭 형성 치주조직 3점, 심 치주낭 형성 치

주조직 4점으로 평점 한 후에, 각 3분악의 최고 점수를 개인의 점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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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teeth score Status

0 Sound teeth

1 Decayed teeth

2 Filled and decayed teeth

3 Filled no decay teeth

4 Missing due to caries teeth

5 Missing any other reason teeth

6 Sealant, varnish teeth

7 Bridge abutment or special crown teeth

8 Unerupted teeth

9 Excluded teeth

Table 2. Diagnostic criteria for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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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조사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

접 대면식으로 조사하여 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훈련 받은 면접조사자

1인이 직접 대면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질문을 구두로 설명하고,

보호자는 직접 설문도구에 기입하도록 하고 장애인은 응답을 조사자가 기록하

는 방식을 취하였다. 장애인의 이해도 등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조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

는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등은 예시를 들어

가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검사 도구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 14,

OHIP-14K)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Bae 등, 2007). OHIP-14K는 기능적 제

한 2문항, 신체적 동통 2문항, 정신적 불편 2문항, 신체적 능력 저하 2문항, 정

신적 능력 저하 2문항, 사회적 능력 저하 2문항, 사회적 불리 2문항으로 7가지

영역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점수는 리커트 척도를 이

용하여,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구강건강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Table 3).

2.3.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에 의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 측정

2.3.1 간이 구강검사 및 구강건강관리

2.3.1.1. 간이 구강검사

구강보건 행위 빈도, 구강 내 통증 유무, 무치악 여부, 우식경험치아(우식,

상실, 처치 치아) 유무, 의치보철 유무, 기타 구강건강 이상상태(악안면 이상,

악관절, 부정 보철치료, 치아 이상, 저작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구호흡, 이

갈이)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간이 구강검사 후 직접 방문 구강건강

관리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다수의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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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에게 의뢰하였다.

2.3.1.2. 구강건강관리

간이 구강검사와 치과의사의 진료를 마친 대상자는 2열 칫솔을 이용하여

Toothpick 잇솔질법(와타나베 잇솔질법)으로 치아와 치은의 치면세균막을 제

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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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Items

OHIP-14

Func t i ona l

limitation

Have you had trouble pronouncing any words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felt your sense of taste has worsened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Physical pain Have you had painful aching in your mouth

Have you found it uncomfortable to eat any foods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Psychological

discomfort

Have you been self-conscious because of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felt tense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Physical

disability

Has your diet been unsatisfactory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had to interrupt meals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Psychological

disability

Have you found it difficult to relax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been a bit embarrassed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Social

disability

Have you been a bit irritable with other people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had difficulty doing your usual jobs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ndicap Have you felt that life in general was less satisfying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Have you been totally unable to function because of

problems with your teeth, mouth or dentures?

Table 3. The short-form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14) evaluated

by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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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방문구강건강사업 시행 전 후 OHIP-14K를 이용하여, 1:1 대면으로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2.3.3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한 구강상병 관리

2.3.3.1 장애인치과주치의

지역사회 치의원에 근무하고 행동 조절과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를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자로 선정하였다. 방문구강건강관리사

업에서 발굴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아 수복과 구강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하였

다.

2.3.3.2 장애인의 다발성 구강상병 관리

보호자와 함께 내원한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다발성 치아우식증과 치주염을

포함한 다수의 구강상병을 치료하고, 재 수복이 필요한 보철물 치료를 시행하

였다. 모든 과정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이루

어졌으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사전 승인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연구윤리승

인번호: S-D20180023).

2.3.3.3 다발성 구강상병관리 전 후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 측정

내원한 대상자의 치료 전부터 치료가 완료된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자의 반응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기록하

였고, 치료 전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세부 항목별 변화를 관찰하였다.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

문의 수준을 맞추었으며, 구강진료 전 후 질문은 동일하였다. 또한 전체 과정

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자로서 장애인 구강상병 관리 시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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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구강건강 관

련 삶의 질 점수를 연령별, 장애유형별로 분석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구

강위생 행동 습관, 구강건강 상태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방문구강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 유형, 급수, 인

구사회학적 요인 등 구강건강 관리 시간(전문가 잇솔질)과 구강건강 상태 등

영향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ver. 25 (SPSS Inc., Chicago, IL, USA)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 표본 T-검정,

one-way ANOVA, 사후 검정으로 Dunnett과 Tukey 검정이 수행되었다. 유의

수준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 그룹은 정신적 장애인 판정 등급

기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었다. 장애등급 1급이 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 22 -

Ⅴ. 연구 결과

1.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령별 구강건강 상태로 우식경험영구치아수는 10대에서 2.45개, 20대에서

5.19개, 30대에서 6.29개, 40대에서 8.51개, 50대에서 9.87개, 60대 이상에서

12.03개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우식경험상

실치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식경험

처치치아는 30대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치주요양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의

심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연령대별 구강건강 상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대상자는 총 103명이었고, 우식경험영구치아수는 10대에서 2.65개, 20

대에서 3.81개, 40대에서 8.29개, 50대에서 9.31개, 60대 이상에서 6.47개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Fig. 1),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총 362

명으로 우식경험영구치아수는 10대에서 1.94개, 20대에서 5.55개, 30대에서

6.42개, 40대에서 8.62개, 50대에서 10.11개, 60대 이상에서 17.00개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고(Fig. 2),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5명으로 우식경

험 영구치아수는 10대에서 4.36개, 20대에서 4.73개, 30대에서 6.00개, 40대에서

7.89개, 50대에서 7.33개, 60대 이상에서 10.33개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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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

(n=96)

20’s

(n=111)

30’s

(n=83)

40’s

(n=113)

50’s

(n=77)

over 60

(n=40)

Total

(n=520)
P-value

DT*
0.88

(1.86)

1.63

(2.40)

1.77

(2.68)

2.43

(3.50)

1.45

(2.74)

0.93

(1.83)

1.61

(2.70)
0.000

MT*
0.32

(1.37)

0.97

(2.25)

1.43

(2.81)

3.73

(5.57)

5.39

(7.47)

9.58

(9.89)

2.84

(5.63)
0.001

FT*
1.25

(2.40)

2.59

(3.20)

3.08

(3.73)

2.35

(3.12)

3.03

(4.08)

1.53

(2.01)

2.35

(3.27)
0.001

DMFT*
2.45

(3.15)

5.19

(4.12)

6.29

(2.35)

8.51

(6.33)

9.87

(7.40)

12.03

(8.97)

6.80

(6.38)
0.000

N u m b e r 

of teeth*

25.34

(4.53)

27.14

(3.05)

26.80

(8.51)

25.11

(4.78)

22.87

(7.53)

20.40

(9.44)

25.16

(5.48)
0.000

CPITN†

CPITN 0
49

(52.1)

44

(41.5)

19

(25.7)

21

(24.7)

10

(19.6)

5

(19.2)

148

(33.9)

0.000

CPITN 1
17

(18.1)

27

(25.5)

13

(17.6)

7

(8.2)

3

(5.9)

1

(3.8)

68

(15.6)

CPITN 2
24

(25.5)

23

(21.7)

25

(33.8)

24

(28.2)

13

(25.5)

9

(34.6)

118

(27.1)

CPITN 3
4

(4.3)

12

(11.3)

17

(23.0)

33

(38.8)

25

(49.0)

11

(42.3)

102

(23.4)

Table 4. Oral health status of the participants by age (n=520)

DT, Decayed teeth; MT, Missing teeth; FT, Filled teeth; DMFT,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CPIT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 CPITN 0, healthy periodontal tissue; CPITN 1,

bleeding after probing, CPITN 2, supra- or subgingival calculus and/or overhang (s) of filling (s) or

crown (s); CPITN 3, pathologic pocket (s) 4 or 5 mm (shallow) or pathologic pocket (s) ≥ 6 mm

(deep).
*Value means mean (SD) : DT, MT. FT. DMFT, Number of teeth.
†Value means N (%) : CPIT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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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n=103)

MD

(n=362)

CD

(n=55)

Total

(n=520)
P-value

DT*
1.26

(2.18)

1.54

(2.85))

1.49

(2.10)

1.47

(2.65)
0.686

MT*
1.79

(4.18)

1.74

(4.05)

1.04

(2.02)

1.67

(3.92)
0.516

FT*
2.03

(3.20)

2.51

(3.24)

2.96

(3.66)

2.46

(3.28)
0.264

DMFT*
5.08

(5.29)

5.79

(5.39)

5.49

(3.61)

5.61

(5.21)
0.522

Number of teeth*
26.23

(3.17)

26.24

(3.80)

26.98

(2.02)

26.32

(3.53)
0.414

CPITN†

CPITN 0
32

(34.8)

107

(35.8)

9

(20.0)

148

(33.9)

0.448

CPITN 1
14

(15.2)

43

(14.4)

11

(24.4)

68

(15.6)

CPITN 2
24

(26.1)

80

(26.8)

14

(31.1)

118

(27.1)

CPITN 3
22

(23.9)

69

(23.1)

11

(24.4)

102

(23.4)

Table 5. Oral health status of the participants by type of disability (n=520)

PD, Physically disabled; MD, Metal disabled; CD, Complex disabled.; DT, Decayed teeth; MT, Missing

teeth; FT, Filled teeth; DMFT,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CPIT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 CPITN 0, healthy periodontal tissue; CPITN 1, bleeding after probing, CPITN 2, supra-

or subgingival calculus and/or overhang (s) of filling (s) or crown (s); CPITN 3, pathologic pocket (s)

4 or 5 mm (shallow) or pathologic pocket (s) ≥ 6 mm (deep).

*Value means mean (SD) : DT, MT. FT. DMFT, Number of teeth.
†Value means N (%) : CPIT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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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al status of participants with physical disability. DT, MT, FT, and

DMFT stands for the mean number of the teeth

Fig. 2. Oral status of participants with metal disability. DT, MT, FT, and DMFT

stands for the mean number of the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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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al status of participants with complex disability. DT, MT, FT, and

DMFT stands for the mean number of the teeth.

조사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IP-14)은 남자는 평균 7.28점이었

고, 여자는 6.02점이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적 장애 7.29점, 정신적 장애

6.22점, 복합 장애 9.62점으로 복합 장애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가장

안 좋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빴고, 구강건강 행동면에서 잇솔질을 보호자나 타인에게 완전 의존하는 경

우에 OHIP-14 값이 11.5점으로 가장 나빴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1

종 일수록 낮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였다(Table 6).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신체적 장애(7.24점), 정신적 장애(6.31점), 복합

장애(8.35점)으로 복합 장애가 있는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안 좋

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세분해 보면,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적 동통’과 ‘정신적 불편’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고, 복합 장애인은 ‘신체적 동통’과 ‘기능적 제한’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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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HIP-14 P-value

Mean SD

Gender 0.105

Male 7.28 9.11

Female 6.02 7.84

Region 0.317

Capital 6.54 8.56

Suburban 7.38 8.85

Types of disabilities 0.020

Physical disabilities 7.29 9.15

Mental disabilities 6.22 8.32

Complex disabilities 9.62 9.28

Age 0.000

10’s 4.74 7.51

20’s 5.37 8.77

30’s 5.57 7.36

40’s 7.41 8.52

50’s 9.32 8.67

over 60 11.58 10.73

Need for support of toothbrushing 0.001

Independent 6.44 8.10

Some dependent 6.07 8.65

Completely dependent 11.5 12.36

Income quintile 0.324

Section 1st 7.02 8.48

Section 2nd 6.25 8.48

Section 3rd 6.02 8.63

Section 4th 4.55 6.36

≥Section 5th 8.62 11.55

Education 0.107

≤Elementary school 10.13 10.98

Middle school 7.8 9.10

High school 7.15 8.69

≥College 6.27 8.35

Health security system 0.034

National health insurance 6.74 8.63

Medical aid type 1 10.21 9.65

Medical aid type 2 6.28 8.39

Problem-solving abilities 0.003

Almost never 9.99 10.16

Usually not 7.58 9.30

Occasionally 6.10 7.94

Usually 5.94 7.47

Almost always 5.09 8.41

Table 6. Overall OHIP-14 score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520)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and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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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n=103)

MD

(n=362)

CD

(n=55)

Total

(n=520)

Total OHIP-14 7.24 (9.07) 6.31 (8.29) 8.35 (8.80) 6.72 (8.54)

Functional

limitation
1.06 (1.47) 0.98 (1.44) 1.30 (1.46) 1.03 (1.45)

Physical pain 1.26 (1.61) 1.13 (1.47) 1.43 (1.38) 1.19 (1.50)

Psychological

discomfort
1.19 (1.52) 1.04 (1.51) 1.24 (1.48) 1.09 (1.51)

Physical disability 1.17 (1.71) 0.99 (1.54) 1.28 (1.57) 1.06 (1.59)

Psychological

disability
0.90 (1.43) 0.81 (1.35) 1.05 (1.42) 0.86 (1.37)

Social disability 0.76 (1.40) 0.64 (1.22) 1.09 (1.43) 0.71 (1.29)

Handicap 0.91 (1.52) 0.71 (1.31) 0.95 (1.32) 0.78 (1.37)

Table 7.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y (n=520)

PD, physically disabled; MD, mentally disabled; CD, complex disabled.

장애 유형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 한

결과(Table 8),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구강건강습관, 구강건강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의 증가, 1종

과 2종 급여, 잇솔질 의존도, 우식경험영구치아수의 증가, 복합 장애가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득 증가, 문제

해결능력의 증가, 많은 치아 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모델에서의 R 점수는 모델

1에서 0.325, 모델 2에서 0.449, 모델 3에서 0.49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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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Ⅱ Model Ⅲ

B P-value B P-value B P-value

Female (vs. male) -1.335 0.09 -0.820 0.29 -0.863 0.25

Age 0.111 0.00 0.149 0.00 0.102 0.00

Suburban (vs. Urban) 1.252 0.14 1.331 0.13 1.357 0.12

Family Income

Section 1st ref ref

Section 2nd -0.275 0.83 -0.390 0.74 -0.614 0.60

Section 3rd -0.519 0.71 -3.002 0.03 -2.913 0.03

Section 4th -2.247 0.19 -3.663 0.03 -3.468 0.03

≥Section 5th 2.777 0.07 0.667 0.66 0.425 0.7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448 0.02 3.282 0.07 1.492 0.41

Middle school 1.535 0.21 0.768 0.51 -0.163 0.90

High school 0.275 0.81 0.584 0.59 0.170 0.87

≥College ref ref

Health security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 ref

Medical aid type 1 5.851 0.00 6.033 0.00 6.310 0.00

Medical aid type 2 1.830 0.05 1.806 0.04 1.895 0.03

Types of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 0.615 0.54 0.908 0.35

Mental disabilities ref

Complex disabilities 3.769 0.00 3.771 0.00

Need for support of

toothbrushing

Independent ref

Some dependent 1.079 0.38 1.163 0.34

Completely dependent 6.601 0.00 6.383 0.00

Problem-solving abilities

(vs. unable)
-1.929 0.03 -2.063 0.02

Periodontal disease (vs.

healthy perio status)
0.945 0.25

DMFT 0.257 0.00

Number of teeth -0.263 0.03

Table 8. Hierarchical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a OHIP-14 cutoff

value of 50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with the independent dichotomized

confounders for denture wearers only (n=520)

DMFT,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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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구강건강관리에 의한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39명은 모두 정신 장애인이었다.

대상자의 장애 급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구강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방문구강건강관리 전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해 보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총합은 방문 전 10.14점에서 방문 후 9.56점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부

영역별 방문 전 후의 응답 값 변화는 기능적 제한은 2.11점에서 1.72점, 신체

적 동통은 1.68점에서 1.48점, 심리적 불편은 1.85점에서 1.82점, 신체적 능력

저하는 1.63점에서 1.57점, 심리적 능력 저하는 1.70점에서 1.56점, 사회적 능력

저하는 1.65점에서 1.39점, 불구는 1.67점에서 1.30점으로 모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10).

방문 구강건강 관리 전 후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장

애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장애 등급 1급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총합이

18.29점에서 9.71점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

었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전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장애 등급 2급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총합이 20.25점에서 8.13점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세부항목 전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강건강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장애등급 3급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총합은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세부항목 중 ‘기능

적 제한’ 부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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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grade 1

Disability

grade 2

Disability

grade 3
P-value

Age (Mean ± SD) 35.47 ± 12.33 34.38 ± 10.31 40.67 ± 14.38 .540

Sex (N (%)) Male 13 (76.5) 9 (56.3) 3 (50.0)

Female 4 (23.5) 7 (43.8) 3 (50.0)

Type of disability

(N (%))

Autism 1 (5.9) 5 (31.3) 0 (0.0)

Mental disability 1 (5.9) 0 (0.0) 2 (33.3)

Intellectual disability 7 (41.2) 9 (56.3) 2 (33.3)

Complex disability 8 (47.1) 2 (12.5) 2 (33.3)

Residential types (N (%)) Resident 16 (94.1) 13 (81.3) 3 (50.0)

Living facility 1 (5.9) 3 (18.8) 3 (50.0)

Education (N (%)) ≤Elementary school 1 (5.9) 4 (25.0) 0 (0.0)

Middle school 3 (17.6) 0 (0.0) 1 (16.7)

High school 11 (64.7) 10 (62.5) 4 (66.7)

≥College 2 (11.8) 2 (12.5) 1 (16.7)

Health security system

(N (%))

Medical aid type 1 7 (41.2) 9 (56.3) 4 (66.7)

Medical aid type 2 0 (0.0) 1 (6.3) 0 (0.0)

National health

insurance
10 (58.8) 6 (37.5) 2 (33.3)

Number of household
(Mean ± SD)

3.29 ± 1.11 3.75 ± 1.39 2.33 ± 1.51 .085

Number of toothbrushing per

day (Mean ± SD)
2.71 ± 0.85 2.69 ± 0.60 2.17 ± 1.33 .379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N (%))
Bad 5 (29.4) 4 (25.0) 3 (50.0)

Normal 11 (64.7) 10 (62.5) 3 (50.0)

Good 1 (5.9) 2 (12.5) 0 (0.0)

DMFT (Mean ± SD) 6.29 ± 7.21 7.88 ± 5.71 5.33 ± 4.63 .641

DT (Mean ± SD) 1.00 ± 2.87 0.44 ± 0.81 1.00 ± 1.10 .698

MT (Mean ± SD) 2.00 ± 3.32 3.06 ± 5.23 2.67 ± 4.55 .783

FT (Mean ± SD) 3.29 ± 5.01 4.38 ± 4.99 1.67 ± 3.20 .493

Number of present teeth

(Mean ± SD)
26.94 ± 2.08 25.13 ± 4.86 26.00 ± 3.52 .374

CPITN (N (%)) CPITN 0 6 (35.3) 10 (62.5) 2 (33.3)

CPITN 1 1 (5.9) 0 (0.0) 0 (0.0)

CPITN 2 5 (29.4) 5 (31.3) 2 (33.3)

CPITN 3 5 (29.4) 1 (6.3) 2 (33.3)

PHP index (Mean ± SD) 80.39 ± 15.94 81.25 ± 9.34 77.78 ± 13.77 .861

Table 9.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ho enrolled in the visiting dental health service

program by disability grade (n=39)

DMFT,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CPIT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of treatment needs; PHP,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Disability grade 1 means the most severe mental/physic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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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service After service P-value

Total OHIP-14 18.67 (10.14) 9.15 (9.56) <0.001

Functional limitation 2.97 (2.11) 1.23 (1.72) <0.001

Physical pain 2.92 (1.68) 1.54 (1.48) <0.001

Psychological discomfort 2.67 (1.85) 1.41 (1.82) <0.001

Physical disability 2.79 (1.63) 1.51 (1.57) <0.001

Psychological disability 2.72 (1.70) 1.36 (1.56) <0.001

Social disability 2.28 (1.65) 1.15 (1.39) <0.001

Handicap 2.31 (1.67) 1.95 (1.30) <0.001

Table 10.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changes after receiving

visiting dental health service program (n=39)

Value means mean (SD). P-value calculated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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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1 (n=17) Grade 2 (n=16) Grade 3 (n=6)

Before
service

After
service

Before
service

After
service

Before
service

After
service

Total
OHIP-14

18.29 (8.84) 9.71 (8.67)* 20.25 (12.85) 8.13 (11.04)* 15.50 (3.99) 10.33 (9.07)

Functional
limitation

3.24 (2.25) 1.53 (1.87)* 3.00 (2.16) 1.00 (1.67)* 2.17 (1.60) 1.00 (1.55)*

Physical pain 2.76 (1.48) 1.47 (1.18)* 3.25 (2.11) 1.44 (1.86)* 2.50 (0.55) 2.00 (1.26)

Psychological
discomfort

2.47 (1.74) 1.41 (1.58)* 2.94 (2.14) 1.25 (1.91)* 2.50 (1.52) 1.83 (2.40)

Physical
disability

2.53 (1.46) 1.53 (1.46)* 2.88 (1.82) 1.13 (1.63)* 3.33 (1.63) 2.50 (1.52)

Psychological
disability

2.71 (1.57) 1.41 (1.37)* 3.00 (2.03) 1.31 (1.85)*　 2.00 (0.89) 1.33 (1.51)　

Social
disability

2.12 (1.45) 1.24 (1.20)* 2.75 (1.98) 1.19 (1.72)* 1.50 (0.84) 0.83 (0.98)

Handicap 2.47 (1.55) 1.12 (1.22)* 2.44 (2.03) 0.81 (1.56)* 1.50 (0.55) 0.83 (0.75)

Value means mean (SD).

*P-value calculated by Wilcoxon signed-rank test at α=0.05 level.

Disability grade 1 means the most severe mental/physical disabilities.

Table 11.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changes after receiving

visiting dental health service program by disability grade (n=39)

3.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복합 구강상병 관리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만 20세 남성으로 상, 하악 다수 치아에 발생한 치아우식증, 치아파절, 전악

에 걸친 만성 복합치주염 등으로 인한 저작능력 저하와 심미 목적으로 의치

제작을 희망하는 주소로 내원한 선천성 다운증후군 환자이다. 지적장애인 1급

으로 의과적 병력의 특이점은 없었고, 불수의적 떨림, 과잉 저작압, 운동 제한

이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내원 시 환자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진료 협조도가 좋았으며, 현재와

과거에 복용 중인 약물이 없어서 진정치료 없이 보철치료가 독립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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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이었다. 치료의 진행 전, 진행 중, 치료 후에 보호자와 환자 모두에게

진료상황에 대한 상태를 안내하였고, 치료 전에 설문으로 구강건강 관련 행동

습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으로는 일일 잇솔질 횟수 1회, 잇솔질 시 보호

자 부분 의존, 기타 구강건강관리 부모 도움 필요, 비흡연자, 구강진료 유경험

등이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다운증후군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

육과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초진 시 구강검사와 X-선 사진촬영을 시행하였다. 2011년에 전치부 보철치

료를 수행하였으나, 전반적인 관리 부족으로 심각한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

을 지니고 있었고, 상하악 전치부 보철물이 탈락된 상태로 내원하였다. 전치부

는 개방교합 상태이었고, 상악 우측 측절치(#12) 소실, 상악 좌우측 중절치

(#11, #21) 치관 상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상실, 하악 좌측 측절치(#32)

상실,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 상실 등을 비롯해 전악에 만성 치주염이 진행

되어 있었다.

상악 좌우측 중절치(#11, #21), 제1대구치(#16, #26), 상악 우측 제2대구치

(#17), 하악 좌측 견치(#23)에서 3도의 수직 동요도를 보였고, 전악에서 심한

치은 발적과 치은부종을 확인하였다(Fig. 4, 5). 이 환자는 다수의 구강진료가

필요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다.

치료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는데, 1차적으로 치아보철물 탈락 후 장

기간 방치하여 치은 발적과 부종이 생긴 부위를 완화하기 위해 전악 스케일링

과 치주소파술을 수행하고, 치아우식증과 심한 치근단 염증이 있는 상악 좌우

측 중절치(#11, #21)과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하악 좌측

견치(#33)은 발치하며, 잔존 치아에 치근단활택술과 치근박리소파술을 수행하

는 것이었다.

치아우식증이 있는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에

수복치료를 하였고, 상악 우측 견치(#13), 제1, 2소구치(#14, #15), 상악 좌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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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22), 견치(#23), 제1소구치(#24)에 신경치료를 하였으며, 고정성 보철물과

피개 의치를 이용하여 기능적, 심미적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였다.

상, 하악의 잔존 치아는 PFM 브리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실리콘 인상재

(Aquasil ultra, Dentsply, Germany)로 최종 인상을 채득하였다. 통상적인 방

법으로 PFM을 제작하였고,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하악 좌측 제1대구치

(#36)는 교합면 우식으로 골드 온레이(Gold onlay)를 제작하였다. 상악은 국소

의치 제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인상을 채득하였다. 환자 특성상 자주 내원할

수 없어 국소의치 프레임 제작과 인공치 배열이 한 번에 이루어졌고, 환자의

악골 비대칭으로 인하여 왼쪽 치열은 반대교합 상태로 인공치를 배열하였다.

정적인 교합 상태, 동적인 교합 상태(전방위, 측방위)를 모두 검사하여, 교합

간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시적 의치는 다시 기공소로 보내 레진의치상으로

바꾸어 최종 전달하였다.

초진 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결과, 기능적 제한 문제로 발음이 안

되거나 불편했던 적이 있었고, 맛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상

태였다. 신체적 동통 문항에서 구강 내에 통증은 있지 않으나, 음식을 먹기 불

편한 상태이었으며, 심리적 불편 문항에서 구강 문제로 인해 타인에 대한 만

남에 불편감을 느끼고 입안 문제로 주변인들의 신경을 쓰는 일이 빈번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음식을 먹는 데에 불편감을 느끼

고 있었고, 심리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입안의 문제로 편히 쉬지 못하거나 주

변의 반응으로 인해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입안의 문제로 화를 내거나 평소 하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종

종 있었으며, 불구 문항에서는 입안의 문제로 삶의 낙이나 사회적으로 무기력

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진료 전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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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발음이 잘 안되어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주

그랬나요?

대상자 : 일할 때. 친구들이 잘 못 알아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보통이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밥 먹을 때, 신맛 짠맛 단맛 같은 게 예전 같지 않

게 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대상자 : 밥 먹을 때 맛은 잘 몰라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잘 먹어요 (‘매우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에 혀나 혀 밑, 뺨, 입 천정 등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대상자 : 그런 거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요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 때문에 고기 같은 음식 먹기가 불편한 적이 있었어

요?

대상자 : 고기 잘 못 먹어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엄마랑 고기 먹었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 때문에 친구들 보기 창피했던 적 있었어요?

대상자 : 친구, 이 없다고 자주 놀려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었어요?

대상자 : 밥 잘 먹고, 친구들이 안 놀려,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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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음식 먹을 때 불편한 적 있었어요?

대상자 : 지금 밥, 잘 못 먹어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음식 먹다가 멈춘 적 있었어요?

대상자 : 잘 못 먹어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잘 먹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편안하게 못 쉰 적 있었어요?

대상자 : 몰라 (‘보통이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잘자요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놀랐던 적 있어요?

대상자 : 친구들이 놀려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여자 친구 있어요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화낸 적 있어요?

대상자 : 엄마한테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일하기 어려웠던 적 있어요?

대상자 : 그래 (‘그렇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몰라 (‘보통이다’ 표기 – 구강진료 후)

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살아가기가 예전보다 덜 만족스러워요?

대상자 : 몰라 (‘보통이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없어 (‘아니다’ 표기 – 구강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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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입안의 문제로 무기력해지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상자 : (답변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웃음, ‘보통이다’ 표기 - 구강진료

전)

대상자 : (답변을 끝까지 하지 않고 해맑게 웃음. ‘보통이다’ 표기 – 구강

진료 후)

구강진료 후, 기능적인 제한 문항에서 발음으로 인한 불편감 개선과 맛을

느끼는 감각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신체적 기능 문항에서 음식물

을 먹기 불편했던 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심리적 불편 문항에

서 입안의 문제로 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체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음식물 섭취 시 불편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심리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사회적 능력 저하

문항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불구 문항에서는 치료 전

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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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treatment status of entire oral health conditions through

intra-oral clinical examination.

Fig. 5. Post-treatment status of entire oral health conditions through

intra-oral clinical examination (Restore upper molar areas with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PFM brid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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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안

장애인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외부 신체장애인은 2010년 이후 점

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내부기관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수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전신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확대로 구강진료에 대한 수요

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삶의 질을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는 삶

에서의 개인의 위치로 정의하고,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다(WHO, 1993). 이는 구강건강 상태를 단순히 질병의 유무만으로 나

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을 적절히 반영한 평가 방

법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구강건강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 특이적인 영향과 일반적인 영향으로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보정한

후, 그 영향력을 봐야 한다고 보고되었다(Allen 2003). 구강건강영향지수

(OHIP-14)는 구강건강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구강상병과 함께 집단

에 대한 구강건강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 복합 장애인에게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을 측정하였는데, 대상자의 설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된 면담자 1인이 일대일 대면으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700여 명의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자 중 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

나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대상자를 제외한 520명을 최종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 41 -

무치악 환자, 의치 사용자 등의 구강건강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복합 장애와 일상

생활 수행능력 등이 영향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는데(Bae 등, 2015), 이번 연구

에서도 단변량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장애유형, 연령, 잇솔질 의존

도, 의료보장형태, 문제해결능력에 따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특히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세부항목

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7). 체계적 문

헌 고찰에 따르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단순히 구강상병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단순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상태와 우식경험치아, 치아손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Hagg 등, 2017). Kim 등(2016)은 재활병동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는 후유증

으로 신체적 장애와 구강관리능력이 저하되어,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와 심한

치주 질환을 지니므로 적극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Xiaoling 등

(2018)은 정신 질환자와 장애인의 경우 구강진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장

애 요인들이 있으며, 정기적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 분석으로 인구사

회학적 요인, 구강건강관련행태, 구강건강상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증가, 수입의 감

소, 복합장애의 영향, 구강건강행태 의존도의 증가, 우식경험영구치(DMFT)의

증가와 현존치아수의 감소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시범 방문구강건강관리를 간이구강검사와 구강건강관리(전문가 잇솔질)

로 수행한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검토하였다. 방문구강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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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9). 전체 대상자의 방문구강건강관리 전 구강건강 관련 삶

의 질 총합이 18.67점에서 관리 후 9.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

다(Table 10). 장애 등급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1급에서 47%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2급에서 60%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

며, 3급에서 33%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Table 11). Choi 등(2010)은 70세

이하 노인 178명에게 측정한 OHIP 점수는 19.72점이었고, Ju 등(2014)은 20대

이상 비장애인 760명에게 측정한 OHIP 점수는 19.51점(변환점수)이었다고 하

였다. 이번에 조사한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초기 응답값은 선행연구의 비장애인 대상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

었다. Malden 등(2008)은 일반적 치과 마취 하 구강진료로 구강상병을 치료하

고 아동용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Chil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HQOL)로 측정한 결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25.9점에서

11.8점으로 약 55.4%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Ha 등(2009)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보철 전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35.80점에서

수혜 후 8.98점으로 약 75%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Goh 등(2016)

은 치주 질환 치료로 지각과민증이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대상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량

에 차이는 있으나.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행한 장애인 대상 방문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구강상병 관리만이 아니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방문구강건강관리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장애 등급

으로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등급 1급과 2급은 전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모두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개선된 반면,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장애등급 3급에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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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유의한 개선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기능적 제한’

만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전신적 상태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사회 개원의가 장애인치과주치

의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구강진료를 수행하였다. 대상자는 지적 장애인

다운증후군을 지닌 치과적 중증 장애인이었다. 치과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

신적 상태와 치과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강진료를 수행해야 하며, 다운

증후군 환자의 구강진료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선천성 결손

치, 과잉치, 원추형 치아, 왜소치, 법랑질 형성부전, 맹출 순서와 위치 이상 등

이 있다. 지적 장애의 경우 환자의 행동 조절과 치료 계획 수립이 지적 능력

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환자의 구강진료 협조도와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구강진료는 반드시 환자의 구

강건강 상태, 관리 능력, 저작 습관 등 기능적인 상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

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법

정보호자와 모든 치료 계획 수립과 결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도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과 치료비 설명에 대한 문서로 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악골 형태와 저작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의치 적용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임플란트를 동반한 보철치료 시 약 3-4배 가량의 진료비 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와 보호자의 희망과 사회경제적 요인, 치과적 요인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철치료를 수행하였다. Ali 등(2018)은 체계적 문헌고찰로

tooth-supported fixed dental prosthesis (TFDPs)와 removable dental

prosthesis (RPD)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Persic 등(2014)과 Feuki 등(2015)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

므로 이번 증례에서 적용한 보철 수복치료는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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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연구 대상자는 기존 치료 이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이

떨어져 있었고,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한 부족하였다. 따라서

치료 전,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 구강진료과정 전반에 걸쳐 본인과 보호자를

동반하여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지원프로그램이 가능한 구강진료에 대한

다양한 방향과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의료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였고, 정확한 문장 구사를 못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문장에 조사를 쓰지 않은 응답이 대다수이었다. 평상시에 낮에 작업반에서 일

을 하고 밤에는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치료 시 큰 피로감을 보였다.

보철치료를 위한 마취나 통증이 있는 치료 중에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치료의 속도를 조절하였고, 비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료의 속도가 더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 치과의사는 무서

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 치과위생사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래서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전담 치과위생사를 두어 상호 신뢰 관계

(Rapport)가 더 잘 형성되도록 하였다. 치료 전 존대어를 쓰지 않았지만 치료

를 진행해 갈수록 의료진의 물음에 존대어를 쓰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

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수의 구강진료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

리의 필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사후 주기적인 재내원을 통하

여 관리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에 실패한 보철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증례처럼 과거에 구강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가 되지 못하여, 보철물이 탈락되고 구강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다수의 구강진

료를 수행해야 하는 환자는 과거의 치료 과정과 치료 후 관리법에 대한 정확

한 인지와 주기적 구강검진이 필수적이며, 특히 다운증후군과 같은 정신장애

의 경우 의료진과의 유대에 기반을 두고,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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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에 대한 교육이 본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적 장애인의 구강진료에서 보철물의 성공적인 예후를 위해 치

과의사는 가능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료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

해와 접근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Berroeta 등, 2015). 다운증후군 환자의

재치료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법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접근법

은 결과적으로 치료 예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한다.

이번 증례에서 다수의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이 있는 다운증후군 환자의

구강완전회복을 위해 수복치료 전 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2개월 간격을

두고 구강진료 수행 전 후로 일대일 문답으로 측정하였다. 동일한 질문을 반

복하여, 대상자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 다운증

후군 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판단

하였다.

치과적 중증 장애인은 고정성 보철 수복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호자 동

반의 지속적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치료 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에게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것, 치료 전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관리습관, 전신 병력과 교육 여부도 보철 수복치료의 성공적 예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다운증후군 환자의 단순발치에서 부터 치주

치료, 보철치료 등 구강진료 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보호자 환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rapport) 형성, 경제적 상황에 맞는 구강진료 선택 등 통합적

(all-around) 형태의 치료 계획 수립이 성공적인 구강진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방문구강보건관리를 통한 환자 발굴과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한 내원 치료

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연구 모델(Fig. 8)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부 자원을 활용한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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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문구강보건관리에서 발굴한 대상자의

구강상병 이환 정도에 따른 1차 진료기관인 병의원 혹은 상급 진료 기관으로

환자 이송 시에 고려할 다양한 요인 중 특히 환자의 진료 협조도와 환자의 의

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라는 연구결과(Lim 등 2018)에 따라, 향

후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6. Dental treatment cooperation with flowchart with attending dentist (Kim 등,

2018)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방문구강보건관리 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

하여, 장애 등급이 낮고 협조가 불가한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

이다. 또한 전문가 잇솔질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자료 확보가 불가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장애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 47 -

통해 다양한 장애 환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

었다.

그러나, 의료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방문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지역사회 1차 진료기관의 치과의사가 치과적 중증 장애인을 치

료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이와 같은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48 -

Ⅶ. 결론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고,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전 후의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한 구강상병 관리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증진 정도를 평가하였다.

단면 연구조사로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시와 충주지역에 거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설문

에 응답한 520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 설

계에 의해,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장애인 방문구강보건관리를 희망

한 서울시와 충주지역 정신적 장애인 중 직접 방문 구강건강 관리를 1개월 이

상 받은 39명의 대상자와 다수의 구강상병을 지닌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장애

인치과주치의 역할자가 시범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구

강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 등의 결과를 얻었다.

1.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연령의 증가, 의료보험 유형, 잇솔질 의

존도 및 우식경험영구치수, 장애 유형, 수입, 문제해결능력 및 현존 치아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전 후에 구강건강영향지수 14 (OHIP-14)로 측정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정신적 불편, 신체적

능력 저하, 정신적 능력 저하, 사회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의 모든 영역

에서 유의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3.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해 다수의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이 있는 다운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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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 완전 회복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서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신체적 능력 저하, 심리적 능력 저하 영역의 개

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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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

visiting dental healthcare services

LIM Kyung-Cheol, DDS, MSD

(Directed by Prof. JIN Bo-Hyoung, DDS, MS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ntal and welfar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crucial in Korea due to the increase in the disabled population.

For this reason, we analyzed factors that influence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an oral health survey.

To increase dental health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provided

a house-visit dental healthcare service on a trial basis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is health management project on the quality of oral health.

Disabled people need attending dentists for ensuring equal distribution of

dental health care services and dental experts who specialize in trea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dental health survey and evaluated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individuals. An attending

dentist experimentally carried out the treatment of complex oral diseases

and prosthetic treatment of patients with Down's syndrome and cooperated

with the visiting dental healthcare service. We also evaluated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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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ing dental healthcare services concerning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hanges.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1. Our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cluded increasing age, type of medical insurance,

toothbrushing, dental caries on permanent teeth, kinds of disability,

family income, problem-solving ability, and the number of existing teeth.

Further, it was found that these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2. Changes i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visiting oral health care service were analyzed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 tool. Significantly increased

positive effects were observed in all areas of functional limitation,

physical pain, psychological discomfort, physical disability, psychological

disability, social disability, and handicap.

3. Multiple restorative treatments were done by the attending dentist,

including in patients with Down's syndrome with numerous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There were som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reatment planning.

This study showed that continuous oral health managemen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for disabled persons, and it confirmed that oral health

could be promoted and maintained by attending dentists and visiting dental

healthcare services.

Keywords : Attending dentist, Disabilit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Visiting dental healthcare service

Student Number : 2016-32517



나의 삶,그리고 졸업.

이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삼십년 정도가 저한테 주어진 삶이겠네요.

제가 일기를 쓰던,메모를 하던,사진을 찍던,언제인가는 모두 없어지겠지요.

그리고,잊혀지겠지요.

하지만,이 글은 도서관에 영원히 남아있겠지요.

그래서,감사하게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진보형교수님에게 감사합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성인군자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무슨일을 해도 흠결없이 잘 처리하고,무슨말을 해도 고상한 말만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아는것이 많아질수록 욕심은 늘어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生동안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시절 가졌던 소외감,상실감,분노를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하고,욕도 많이하고,나쁜 일도 서슴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올립니다.

부족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무한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 임선영님,어머니 유영자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소연이 문주 결혼할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누나 임경자,임경미, 매형 이경배님,용매형, 고맙습니다.열심히 살겠습니다



1997년 조영진을 처음만났습니다.

그냥 못생기고,비젼도 없고,술만 마시는 놈을 믿고,

따라준 부인 조영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정해준 몇 안되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제가 좋은 남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당신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될것입니다.

마누라 사랑한다.

그리고,등좀 그만 긁어 달라해.손톱 다 빠지겠다.

2005년 첫째 딸 임소연이 태어났습니다.너무 이쁜 아이이고,영민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연마하여,인류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둘째 딸 임문주가 태어났습니다.

많이 아팠던 아이여서,걱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신이 문주에게 아픔을 준대신, 맑은 영혼을 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주도 이 세상에 빛이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연,문주.

세상에 안되는 일은 없단다. 

있다면 그건 안된다고 절망한 너희들의 마음 뿐이란다.

치열하게 공부하고,더 치열하게 운동하고,더욱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그 모든것을 다 합친만큼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인생은 胡蝶夢이라지만,그 속에도 삶은 존재하니,그 삶 또한 소중하지 않을까?

장모님,고맙습니다.애들 잘 돌봐주시고,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진보형교수님,논문을 지도해 주시고,졸업을 승인해 주신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름다우시며,결이 좋은 마음에 언제나 감탄합니다.

허락해주시면,교수님의 영원한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충성!

백대일교수님,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변치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득상교수님,김영재교수님.한동헌교수님,논문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아,고맙다.무슨말이 필요하겠냐.그냥 고마울 따름이지.

이제 끝났다고,안볼것도 아니고,자주 보자.술도 많이먹고,

한가지 바램은 너무 속으로만 삭이지 말고,살기를 바란다.

그리고,꼭 교수돼서,훌륭한 연구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한철박사,너의 권유로 대학원 입학하고,박사까지 됐다.

동생이지만 많이 배운다.요즘 승욱이랑 안싸우니까.너무 보기 좋다.

한철이도 이제 마흔이 넘었구나.너를 안지 이십년이 넘었구나,

이렇게 오랜시간 볼수있어 행복하다.

승욱이도 함께해서 너무 즐겁다.

평생에 술친구가 세명이면 족하다 했는데,

한철이하고 너하고 나,이렇게 어찌됐건 셋이네.

죽을때까지 술먹자. 

병익이도 어서 박사 졸업했으면 좋겠다.

자주보자.병원도 가까운데 너무 못만나는것 같다.

이병규사장,너 정말 이상한 캐릭터인거 알지?.

그래도 나한테 조금만 사기를 치는걸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것 같구나.

병규씨 앞으로도 서로 조금만 사기칩시다.고마워요.

나소장,2007년 이후로 보철물 잘 맞춰줘서 고마워.근데 넷째는 언제가질거야?

박세무사,2004년 부터 지금까지,세금 적게 내주게 해줘서 고마워.

김상덕사장,2006년 이래로 장비 잘 수리해줘서 고마워.동산치과좀 갔다와요.제발.

성실장도 고마워요.딱 이십년만 채웁시다.

홍현실 교정원장님,환자 잘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집값 오르기를 바랄게요.

정헌선원장님 감사합니다.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자연인이라는 별명은 취소할게요.

김지숙실장,윤정이,희동이,미영씨,누리,미진이까지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밤,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맞으며,

뽀드득 뽀드득 소리에 취해 집에 돌아 갈때마다,

아침,출근길, 그 어느 봄날에,

개나리꽃이 분수처럼 쏟아져,그 향기에 눈이 시릴 때마다,

한 여름,오후 두시쯤,

매미소리에 잠들때마다,

늦가을,

터질것같은, 파란 가을하늘을 볼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또 미소를 잃지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교수님,

부모님,

마누라,

아가들,

친척,

친구,

후배,

동료,

사장님들,

직원들,

그리고,저를 아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있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감사합니다.

2019년1월14일,나의 안식처,하계동 병원에서 林慶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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