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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 구강건강 활동 요인이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양 병 익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1. 목 적

이 연구 목적은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인을 평가하여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구강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2. 방 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노인 요양 시설 이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전신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고,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담법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강건강 활동, 일반적인 건강 상태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강건강 관련 활동 요인 분석을 위해 구강건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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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구강건강 상태, 공변량 변수들을 활용하여 SPSS 26.0 (IBM Co.,

Armonk, NY, USA)로 통계분석을 유의수준 0.05로 하였다.

3. 결 과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 차이는 칫솔질 여부, 잔존 치아 수,

치주 질환 유무에 따라 나타났다(P<0.05).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노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전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습관 및 상태, 구강건강 관리

도움 필요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허벅지 둘레나 악력과 같은 일반적인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들과 칫솔질 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서 낮게 나타났다(P<0.05).

구강건강 활동으로 구개설측면 칫솔질 유무, 칫솔질 빈도, 치간 칫솔 사용,

식이 패턴 및 구강건강 활동 의존성을 포함한 구강건강 활동은 탐침 시

출혈률과 치주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칫솔질

시 도움이 필요한 군에서 치주 질환 유병률이 14배 높게 나타났으며(P<0.05),

구개설측면을 잘 닦지 않는 군에서 치주 질환의 유병률이 약 18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탐침 시 출혈률도 치아의 구개설측면

칫솔질을 한 군에서 약 0.001배 낮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구강건강 상태는 구강건강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교육 과정에서도 구강건강 활동 요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교육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 활동, 노인, 치주 질환

학 번 : 2016-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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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 구강건강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령

화에 따른 건강 상태의 변화이다.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1).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9년 14.9%이었고, 2050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인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연령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약물복용, 노쇠 등으로 인해 구강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2). 이로 인해 치아 상실, 치주 질환, 치근우식증 등과 같은 구강병 발생으로

기능적 상실이 일어나며 이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직결된다3-6). 또한 인

구 고령화에 따라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도 증

가하고 있으며, 치주 질환이나 저작불편감 등도 증가하고 있다. 2018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인구의 치주 질환 유병률은 40%, 구강

기능 제한 비율은 40.7%, 주관적 저작불편감은 38.1%로 나타났다7).

전신적 건강 기능의 감퇴와 약물복용으로 인해 구강병과 구강건조증이 나타

날 수 있으며8), 이로 인해 불량해진 구강상태는 영양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9). 또한, 구강기능 상실로 인해 우울감, 소외감, 고립감, 사회활동의

저하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구강건강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요소이다11,12).

구강건강과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소화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이며, 치주 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치주 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13-15).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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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공통 위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16), 특히 다양한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은 구강 내 유해균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이로 인한 염증 반응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17). 따라서 구강 내 치면세균막 관리는 치주건강 및 전신 건강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18). 또한

노쇠에 따른 약화된 전신 근육과 악력은 구강환경관리나 구강질환의 발생위험

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제2절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현대 노인에게 노인 요양 시설은 이러한 사회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커뮤니티 요소이며,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문제 완화

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20). 시설 이용 노인에게 사회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의 향상은 단순히 구강건강 기능에 대한 유지와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 등과 같은 건강 그 이상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21,22).

노인 인구 중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의 구강관리는 케어 홈 매니

저 또는 보호자에 의해 기획되고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많은 나라에

서 구강건강 관리 관련 교육자료는 요양 시설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발간되

며, 그 주요 교육내용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실제 관

리 방법 및 기술, 구강건강위험도 사정, 일일 기록 관리, 특별 구강관리와 치

매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4-26). 미국의 경우 노인 요양 시설은 케어

홈, 전문 간호시설, 은퇴자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 3 -

Communities; CCR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안 되는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담당 인력은 주마다 다르며, 지역에 따라 치과

위생사나 관리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구강건강 관리 교

육자료는 지역 치과의사회 등과 같은 지역 복지협회에 의해 발간되며,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강질환의 원인, 증상, 구강관리가 힘든 상태, 구강건조,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매일 실천하는 구강건강 관리, 의치관리, 영양관리, 흡연

과 치아우식, 구강암 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8).

유럽 국가들의 노인 요양 시설 유형은 케어 홈, 은퇴자 마을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노인 구강관리 담당 인력은 등록된 간호사로 구강건강사정과 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강건강 관리 교육자료는 지역 관련

협회에 의해 발간되며,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강건강사정, 구강건강 관리 계획,

일상 구강건강 관리, 치과의사 의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9-31).

현재 국내외에서 구강건강 관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노인의 노쇠, 귀찮음, 생명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강건강 활동은

전신 건강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32,33). 이에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서울시 지역 일부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와 구강건강 활동을 조사하고, 이

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구강보건 실태와 진료 수요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는 치주염이나 치주 질환 예방의 첫걸음인 칫솔질과 같은 구

강건강 활동을 통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치주건강 상태와 연관성을 평가

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구강건강 활동을 탐색하고, 노인의 구강건강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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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제1절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8,12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

고 있고 2030년에는 12,98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Table 1). 65세

이상 노인 중 주관적 건강평가 결과, ‘좋다’고 응답한 취업 노인은 약 30.7%이

었고, 비취업 노인은 19.4%이었으며, 연도별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9

년에는 65-69세 33.1%, 70-74세 23.2%, 75-79세 22.7%, 80세 이상 21.0%로

평균연령은 73.8세이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다른

고령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예측된 바 있다(Fig. 1)34).

Year
Total
(n)

65 yrs
or older

(n)
%*

Population and composition by age group

65-69
yrs old
(n)

%*
70-74
yrs old
(n)

%*
over 75
yrs old
(n)

%*

2000 46,136 3,395 7.4 1,381 2.9 922 2.0 1,091 2.3 

2010 47,279 5,366 11.3 1,878 3.8 1,540 3.1 1,948 3.9 

2019 48,580 7,685 15.8 2,450 4.7 1,888 3.7 3,346 6.5 

2020 51,423 8,125 15.8 2,660 5.1 1,991 3.8 3,475 6.7 

2021 51,630 8,537 16.5 2,898 5.6 2,093 4.0 3,546 6.8

2030 51,709 12,980 25.1 4,094 7.9 3,566 6.9 5,319 10.2 

2038 51,781 16,549 32.0 4,419 8.6 3,846 7.5 8,283 16.2 

2040 51,927 17,224 33.2 4,284 8.4 4,074 8.0 8,866 17.4 

2050 50,855 19,007 37.4 3,848 8.1 3,744 7.8 11,415 23.9 

2060 47,745 18,815 39.4 3,698 8.6 3,278 7.7 11,838 27.6 

* % = composition rate, number of 65 yrs or older people / Number of total population.

Table 1. Elderly population change trend (2021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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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rent status of medical expenses of elderly group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0).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대상자의 15.4%에 해당하는 790만 명으

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

6,135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3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현존 자연치아 수

는 평균 17.6개,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은 53.3%로 노인의 치아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강기능 제한율이나 저작불편 호소율도 각각 40.7%, 38.1%

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7).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다빈도

질병 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진료 인원에 따라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를 보면,

10순위 내에 구강관련 질병인 치은염 및 치주 질환(약 300만 명, 1위),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약 117만 명, 9위) 2개 질병이 포함된다(Table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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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는 약물 복용과 연령 증가에 따른 구강건조증, 구내염, 구취, 치주

질환 등 다양한 구강 상병을 지니고 있으며, 구강병은 치매,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전신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노인 인구의 구강건강은 지속

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37-41).

Rank Diseases Patients
Reimbursed

Days)

Medical

Expense

(one million

won)

Benefit

(won)

1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2,995,167 15,704,736 305,233 218,562

2 Hypertension 2,854,312 761,811,522 1,737,157 1,260,898

3 Acute bronchitis 2,114,713 33,579,811 193,792 153,728

4 Back pain 1,640,689 53,445,749 415,862 319,119

5 Knee arthrosis 1,631,691 96,313,918 1,195,715 894,171

6 Type 2 diabetes 1,315,765 321,757,416 1,137,790 805,146

7 Gastritis and duodenitis 1,204,310 32,933,405 136,249 99,012

8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1,186,512 58,657,995 205,385 143,375

9
Other disorders of teeth and

supporting structures
1,168,526 6,450,215 1,574,773 1,106,443

10 Spondylopathies 1,046,584 3,427,887 1,346,565 1,286,629

Table 2. Health problem of the elderly in 202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 Benefits by frequency

뿐만 아니라 구강병과 구강기능 저하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건강 문제, 흡인

성 폐렴 등 주요 전신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더욱 필요하

며41,42). 특히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구강건강은 영양섭취 및 소화,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구강기능을 향상

시켜 섭식을 통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42-44).



- 7 -

제2절 노인 요양 시설 이용자 대상 구강건강 관련 연구

국내의 노인 요양 시설 대상 구강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다수이며, 설문을 통한 재

원 노인의 구강건강실태와 돌봄 인력의 일반적 특성,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 구강건강 관리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의

구강건강 관리 및 촉탁 치과의사 제도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의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연구 중 구강건강 상태에 대

한 직접적인 조사보다 주로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가 대다수 보고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

들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 설문을 통한 구강건강 관리 현황과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연구가 되었다45-53).

먼저 Park45)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들의 주요 구

강관리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구강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없다고 보고하였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은 전신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다고 하였다. Kim 등46)은 노인 요양 시설 내 구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약 60%가 구강관리 교육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면서, 응답자들이 노인

구강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47)의 연

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와 구강보건 지식수

준이 직접 구강위생관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Jeon 등48)은 노인

의 건강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중 약 28%만이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었

고, 노인 요양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구강관리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관련 지식 부족과 관리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구강관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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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n 등49)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 요양 시

설 중 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전체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났고, 노

인 요양 시설에서 구강건강 및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간호인력 및 요

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하였다. Park 등50)

은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노인 구강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구강 평가, 위생

관리, 지원 및 시설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임상실무지침을 개정하였고, 거

동불편 노인의 구강관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Kim 등51)은 노인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관리 실태 및 구강건강관리 교

육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고, 칫솔질 방법, 틀니 관리 방법, 구강건강관리 필

요성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Title Year Subject Target Research contents

1

Educational needs in the

provision of oral care by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people (Park45))

2010

Oral care

status,

need of

education

caregiver,

nurs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 needs,

the status of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behavior/aware

ness

2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in the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Kim, et al46))

2014 perception
caregiver,

nurs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cility workers

Awareness of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

3

Oral health knowledge

level on oral care and

elder oral hygiene care of

the nursing home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im, et al47))

2014 Knowledge caregiv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self-care status, oral

hygiene management

status for the elderly,

oral health knowledge

Table 3. Oral health related research of elderly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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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Year Subject Target Research contents

4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status on oral

health care of geriatric

care work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Jeon,

et al48))

2015

Knowledge

, attitude,

a n d

b e ha v i o r

status

caregiv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education and training

status, oral health

c a r e

knowledge/attitude/co

gnition/behavior for

the elderly

5

Oral health status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in

Korea (Han, et al49))

2015
Oral care

status

Elderly.

caregiver

Oral examination

(tooth condition,

denture evaluation,

oral hygiene,

inflammation, dry

mouth, etc.)

Caregiver Survey

6

Adapting oral health care

guidelin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in South

Korea (Park, et al50))

2015
Clinical

guideline

Oral

caregiver

Development of

clinical guidelines

Evidence-based Oral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Using Overseas

Guidelines Acceptance

and Revision

7

Oral health care status

and educational needs of

care workers (Kim, et

al.51))

2019

Oral care

status,

need of

education

caregiv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education experience,

status of oral cavity

management for the

elderly/behavior/educa

tion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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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강건강과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

대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구강건강과 전신 건강과 연관된 연

구들은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의 개념

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치과치료에서도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도구

(OHIP: Oral Health Impact Profile)는 1978년 처음 개념이 정립되고 개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의 최종적인 관찰 예후로 주로

사용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도구는 전체 49문항으로 문항 수가 많아, 응

답률 저하와 응답 자료의 신뢰도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후 요인분

석 등을 거쳐 14문항으로 된 축소형 문항(OHIP-14)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52). 노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선행 연구로는 구강보건이 전신 건강과 삶

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노인의 구강건

강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구강건강과 구강건강증진

행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53-56).

Domains Situations

Functional limitations
Pronouncing words

Sense of taste worsened

Physical pain
Painful acting (mouth, teeth)

Uncomfortable to eat any foods

Psychological discomfort
Been self-conscious

Felt tense

Physical disability
Diet been unsatisfactory

Interrupt meals

Table 4.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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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는 단순히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구

강건강의 연관성만 대두되어, 구강건강 상태의 호전이나 증진은 곧 구강건강

삶의 질의 증대를 의미하였다57).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서의 전신

건강과 전신 건강 관련 삶의 질 또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관련 요인으로 구강건강행태뿐만 아니라 구강위생상태, 치과 내원 빈

도, 병력, 생활습관 등 구강건강 관련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

인들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8-60).

성인과 노인의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주 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한 통증, 치은 출혈, 치

은 비대, 저작불편감, 구취 등 구강병이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1,62). 이러한 치주 질환은 구강건강행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 저

하, 무력감 등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현저히 나빠짐이 보고되었다63). 치주 질환

의 심화는 곧 치아 상실을 야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전신 쇠약을 유

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생

활 제약 등 전반적인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64). 이 밖에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이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구

강병의 사회적 영향을 7개 영역(기능적 제한, 신체적 통증, 심리적 불편, 신체

Domains Situations

Psychological disability
Difficult to relax

Feel a bit embarrassed

Social disability
Irritable with people

Difficulty doing usual jobs

Handicap
Life in general less satisfying

Totally unable to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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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 저하, 심리적 능력 저하, 사회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부분으로 구

분되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노인 인구에서의 구강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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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인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활동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서의 주요 구강건강 문제들은 구강건강 활동 요

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구강건조증과 관련된 노인의 입

마름 정도는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군에서 더 나은 구강건강 상

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65). 노인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구강건강을 상

대적으로 등한시하고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구강위생 관리에 협조적이지 않은 노년층은 구강보건교육이 부족한 군에

서 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군에서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6).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은 청정식품 섭취, 칫솔질 방법, 칫솔질 빈도, 구

강관리용품 사용 여부 등 식이부터 위생 활동까지 다양한 부분이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전신 근력,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전신질환 상태 등과 같은 일반 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활동 수행능력

의 밀접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67-71).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청정 식품 섭취는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뿐만 아

니라 고른 영양소 섭취로 구강건강 상태 유지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

고, 식이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72).

노인 요양 시설 이용자들은 다양한 구강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고, 칫솔질

도 일상 수행능력에 따라 보호자의 의존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대상

자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 시기, 빈도, 방법에 대한 관리법이 제대

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73-78). 기존 연구는 주로 단순히 칫솔질 빈도, 시기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칫솔질은 이뿐만 아니라 칫솔질의 방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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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73,74). 일반적

으로 치주 질환은 건강 활동이 열악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치실과 치간칫솔과 같은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여부는 구강건강관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75-77).

전신 근력과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78-80),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치주 질환 상태를

보였다78). 그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 둘레, 팔 둘레 근육과 같은 지표와 치주

질환과의 상관성 및 구강 근 기능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79,80).

최근 공공기관 주도 노인 대상 공중구강건강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구강보

건교육을 포함하여, 입체조, 틀니 관리 실습과 같은 보건소 주도 체험교육, 노

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내 구강관리 사업 수행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강관리 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하여 입체조, 구강 마사지, 전문가 칫솔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다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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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목적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활동 요인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

여,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부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한다.

둘째,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인을 평가하여 구강건강 상태와 궁극적으로 구

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Fig. 2.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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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관윤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IRB NO.

S-D2019020),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 소재 광진구 노인 요양

시설 이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전신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

고,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자 혹은 본인이 연구 참여에 자

발적으로 동의 후 서명한 65세 이상 노인 15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도 조사 기준 서울시 광진구 노인 요양 시설은 20개 기관이었고, 총 이용 인

구는 579명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 중 약 26%에 해당하는 노인을 조사대상

자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관찰 검사

2.1.1. 구강검사

구강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 검사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검진

치과의사와 조사보조원이 각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

진의 노인 구강건강 상태 영향요인 선행 연구와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구강검사를 수행하였다83).

주요 구강건강 상태 평가항목으로 치아우식경험영구치, 전악 치주검사로 전

체 치아의 치주낭 깊이와 탐침 시 출혈(bleeding on probing, BOP) 여부를 측

정하고 그 비율을 산정하였고, 치과보철물(고정성 보철물, 가철성 보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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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치주 검사는 치주 프로브 (Hu-Friedy PCP-UNC 15, Hu-Friedy,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치과 의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치주낭 깊이는

각 치아의 6개 부위(근심 협측, 중간 협측, 원심 협측, 근심 설측, 중간 설측,

원심 설측)에서 측정되었고, 지역사회치주요양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에 기초한 참가자의 치주 상태는 건강한 경우(0점), 탐침 시 출혈

(1점), 치석 형성(2점), 천 치주낭(3점, 치주낭 깊이 3.5 - 5.5mm), 심 치주낭(4

점, 치주낭 깊이 5.5mm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치주 건강 상태는 지역사회치

주요양지수 3-4점인 경우에 치주 질환군으로 정의하였다. 탐침 시 출혈률은

각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의 가장자리에서 측정되었으며 각 치아의 협설면 중

앙, 원심, 근심 부위로 나누어졌다. 각 부위에서 출혈 존재 유무에 기초하여,

탐침 시 출혈률의 산술 평균이 계산되었다. 탐침 시 출혈률은 중위수인 35%

(IQR 15-66%)를 기준으로 높은 치은 출혈 군과 낮은 치은 출혈 군으로 분류

하였다.

Fig. 3. Oral examination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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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정 변수인 구강건강관련 항목으로 구취검사, 반복 침 삼킴 검사, 구

강 수분도 측정, 저작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구취검사

대상자의 구취측정은 Twin breasor II (iSenLab Inc. Gyeonggi-do, Korea)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황화수소(H2S)와 메틸 메르캅탄(CH3SH) 수치를

정량화하였다. 대상자들은 구강검사 전 일괄적으로 구취검사를 수행하였으며,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2) 반복 침 삼킴 검사(Repetitive saliva swallowing test, RSST)

대상자의 연하 곤란(삼킴 장애) 평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반복 침 삼킴

검사로 하였는데, 30초 동안 2회 이하로 삼키는 경우는 삼킴 장애로 판정하였

다84).

(3) 구강 수분도 측정

구강 수분도는 별도의 측정 장비(Mucus®, Life Co., Saitama, Japan)를 이

용하였다. 감지 센서를 혀의 끝부분에서 약 10mm 떨어진 정중앙에서 대고 구

강 수분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모든 값의 중앙값을 기록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구강 수분도는 기준값 27.0을 중심으로 구강 건조 증상 유무를 분류

하였다85).

(4) 저작력 평가

저작력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저작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껌(XYL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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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x20x1 mm, 3.0g: Lotte, Saitama,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중앙값을 기준으

로 저작 불편 여부를 판별하였다.

2.1.2. 전신 건강 상태 검사

(1) 악력 측정

전신 건강 상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독립적 활동 가능 여부)을 비롯해 전

신 근력 등을 측정하였다. 악력은 디지털 악력기(TKK K401,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전 문진을 통

해 악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기능적 제약이 있는 대상자는 측정에서 제외되었

다. 측정 시 편안하게 바로 일어선 상태에서 양 팔을 몸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허벅지 높이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팔꿈치나 손목을 구부리지 않

도록 하였고 악력계를 쥐는 시간은 최대 3초로 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측정

대상자에게는 양손 각각 3번씩 측정하였고, 1회 측정 후 최소한 30초 이상 휴

식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대표치는 주로 사용 손의 가장 높게

측정된 악력 수치를 사용하였다86).

(2) 근육 둘레 측정

전신 근력의 평가 지표로 팔 둘레 길이와 종아리 둘레 길이가 사용되었고,

숙련된 측정자에 의해 중앙 상완 둘레(Mid-upper arm circumference,

MUAC)를 측정하였으며, 좌우측 상완의 중간부위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소수

점 한자리까지 측정하여 최고값을 사용하였다. 종아리 둘레는 좌우측 종아리

가장 돌출된 부분을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87).



- 20 -

(3) 전신 건강 관련 문항 설문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항을 설문을 통하여, 현재 흡연 유무와

일주일 평균 신선한 채소 섭취 횟수와 같은 일반적인 건강 행동 및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전신질환 유무에 대한 병력도 조사하였다.

2.2.1 구강건강 활동 요인 조사

사전 연구를 통하여, 노인 인구 집단에서 본인의 구강건강을 통제 및 관리

하는 능력과 건강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이며 자율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강건강 관련 활동 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구강

건강활동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Kasl과 Cobb88)이 정의한 예방적 건강행동,

질병 행동 환자 역할 행동에 근거한 구강관련 식이 행동 문항 중 청정 식품섭

취, 구강건강관리 행동 중 칫솔질 시기, 부위, 도움 여부, 치간칫솔 사용 여부

에 대한 문항을 도출하였다(미발표 자료). 노인 구강건강 관련 활동에 대한 정

의 및 목적은 건강 상태와 질병, 질환에 대한 취약성과 연구 참여자의 일일

칫솔질 횟수, 칫솔질 부위, 칫솔질 시 도움 필요 여부와 같은 구강건강 활동

요인과 관련된 설문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수행하였

다. 주요 변수인 구개설측면 칫솔질에 대한 문항은 일대일 면접에서 질문자가

치아 모형을 가지고 치아의 구개설측면을 비롯한 씹는면, 협측 및 순측(바깥

쪽)을 설명하고 ‘어제 치아를 닦을 때 치아의 구개설측면을 닦았나요?’의 질문

에 어떤 치아의 구개설측면도 닦지 않은 군과 치아의 구개설측면을 일부 또는

전부 닦은 군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구강건강 활동 요인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공인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사용되는 문항을 일

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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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Variables Categories

Diet Intake of fresh seasonal vegetables Once a day (more / under)

Toothbrushing

Need for help in toothbrushing Independent / dependent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Twice a day (more / under)

Toothbrushing area

Toothbrushing of the lingual, palatal 

surfaces of teeth (partially, wholly 

performed / not performed)

Interdental cleaning Use of interdental brush User / non-user

Table 5. Elderly oral health activity factors

2.2.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IP-14)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구강병의 사회적 영향을 7개 영역(기능적

제한, 신체적 통증, 심리적 불편, 신체적 능력 저하, 심리적 능력 저하, 사회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으로 평가하는 OHIP-14에 따라 측정되었다. 5점 리커

트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0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하였

고, 14문항의 점수 총합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음을 뜻한다. 합산 삶의 질 점수는 점수의

분포가 현저히 치우쳐 있으며, 대수 변환 또는 제곱근 변환 보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한 검증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9). 따라서 이번 연구는

Locker90)의 연구를 참고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이분형으로 삶의 질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3 통계 분석

노인의 치주건강 상태(치주 질환 유무, 탐침 시 출혈률 높은/낮은 군)에 따

라 인구사회학적 위치, 전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활동 분포가 다른지 교차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단 변량 분석에서 군 간의 분포 차이를 보인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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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항목 중 치아 구개설측면 칫솔질에 주목하였다. 여러 교란요인을 고려하

고도 구개설측면 칫솔질 행동에 따라 치주 질환 유병률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

해, 인구사회요인, 전신 요인, 기타 구강건강 상태/행동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6.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구강건강행태, 일반 건강

상태, 구강건강 상태가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승산비와 95% 신뢰수준으로 표현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치주요양지수와 탐침 시 출혈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군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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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제1절 구강건강 상태

1) 조사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1. 연구대상자의 치주건강 상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34명

(22.7%), 여성은 116명(77.3%)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치주요양지수와 탐침 시

출혈률로 구분된 치주건강 상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

신 건강 요인, 기타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건강 활동은 Table 6과 같았다. 총

150명의 대상자 중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56명(37.3%)이었고, 대상자의 탐

침 시 출혈률의 중위수는 35% (IQR 15-66%)로 중위수보다 탐침 시 출혈률이

높은 73명(48.7%)을 ‘탐침 시 출혈 높은 군’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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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iodontal health status (n=150)

Community periodontal index* Bleeding on probing rate†

Non-peri

odontitis

Periodont

itis P-value
low high 

P-value

n (%) n (%) n (%) n (%)

Age (yrs) 79.3 (7.3) 79.1 (7.0) 0.883 78.3 (7.2) 80.2 (7.1) 0.097

Gender male 22 (23.4) 12 (21.4)
0.842

18 (23.4) 16 (21.9)
0.848

female 72 (76.6) 44 (78.6) 59 (76.6) 57 (78.1)

House income low 45 (47.9) 37 (66.1)

0.014

35 (45.5) 47 (64.4)

0.007middle 28 (29.8) 16 (28.6) 23 (29.9) 21 (28.8)

high 21 (22.3) 3 ( 5.4) 19 (24.7) 5 ( 6.8)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26 (27.7) 12 (24.4)

0.038

23 (29.9) 15 (20.5)

0.035
middle school 34 (36.2) 32 (57.1) 26 (33.8) 40 (54.8)

≥ high school 34 (36.2) 12 (21.4) 28 (36.4) 18 (24.7)

Activities of 

daily life
independent 75 (79.8) 30 (53.6)

0.001
65 (84.4) 40 (54.8)

0.000

dependent 19 (20.2) 26 (46.4) 12 (15.6) 33 (45.2)

Systemic 

diseases 
absence 3 ( 3.2) 2 ( 3.6)

1.000
4 (5.2) 1 ( 1.4)

0.367

presence 91 (96.8) 54 (96.4) 73 (94.8) 72 (98.6)

Smoking non-smoker 89 (94.7) 48 (85.7)
0.074

73 (94.8) 64 (87.7)
0.152

smoker 5 ( 5.3) 8 (14.3) 4 ( 5.2) 9 (12.3)

No. of remaining tooth 17.6 (7.1) 17.4 (5.8) 0.894 19.9 (6.1) 15.0 (6.3) 0.000

No.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11.9 (6.2) 12.6 (5.1) 0.448 11.2 (6.0) 13.2 (5.5) 0.029

Intake of fresh 

seasonal 

vegetables

≥ once a day 87 (92.6) 43 (76.8)

0.011

71 (92.2) 59 (80.8)

0.054
<  once a day 7 ( 7.4) 13 (23.2) 6 ( 7.8) 14 (19.2)

Need for help in 

toothbrushing 

independent 90 (95.7) 35 (62.5)
0.000

74 (96.1) 51 (69.9)
0.000

dependent 4 ( 4.3) 21 (37.5) 3 ( 3.9) 22 (30.1)

Daily frequency 

of tooth 

brushing 

≥ twice a day 87 (92.6) 45 (80.4)

0.037

72 (93.5) 60 (82.2)

0.044
<  twice a day 7 ( 7.4) 11 (19.6) 5 ( 6.5) 13 (17.8)

Use of 

interdental brush

user 40 (42.6) 10 (17.9)
0.002

39 (50.6) 11 (15.1)
0.000

non-user 54 (57.4) 46 (82.1) 38 (49.4) 62 (84.9)

Toothbrushing of 

the lingual

surfaces of teeth  

partially/wholly 

performed
69 (73.4) 16 (28.6)

0.000
71 (92.2) 14 (19.2)

0.000

not performed 25 (26.6) 40 (71.4) 6 ( 7.8) 59 (80.8)

Table 6.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and oral health status

*Periodontitis was defined a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odes 3, 4.

†Bleeding on probing rate was classified into high and low groups based on the median of 35% (IQR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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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남성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386). 연령별로 60대는 13명(8.7%), 70대는 53명

(35.3%), 80대 이상은 84명(56.0%)로 조사되었고, 연령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다. 하위집단 분석 결과, 60대에선 여성의 삶의 질이 남

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70대와 80대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

사 집단에서 남성의 삶의 질이 여성보다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소

득은 1분위 82명(54.7%), 2분위 44명(29.3%), 3분위 이상 24명(16.0%)로 조사

되었으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38명(25.3%), 중

학교 졸업 66명(44.0%), 고등학교 졸업 20명(13.3%), 전문대학 졸업 이상 26명

(17.3%)로 조사되었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다

(P=0.055,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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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OHIP P-value

Gender
Male 34 (22.7%) 45.18 ± 8.46 0.001

Female 116 (77.3%) 38.58 ± 10.47

Age(yrs)

65-69 13 (8.7%) 43.69 ± 3.38 0.386

70-79 53 (35.3%) 40.23 ± 8.61

over 80 84 (56.0%) 39.42 ± 11.98

Income*

Q1 82 (54.7%) 38.54 ± 10.55 0.015

Q2 44 (29.3%) 39.98 ± 10.74

Q3-4 24 (16.0%) 45.50 ± 7.39

Educational

level

Less than
elementary school 38 (25.3%) 40.95 ± 9.48 0.055

Middle school 66 (44.0%) 37.89 ± 11.14

High school 20 (13.3%) 40.05 ± 11.70

College 26 (17.3%) 44.35 ± 9.72

Table 7.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and OHIP-14

*Household income was classified as <25% (the lowest quartile group), 25%-49%,

50-74%, and 75%-100% (the highest quarti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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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는 105명(70.0%),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대상자는 45명(30.0%)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인식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5, Table 8). 흡

연 여부에 따라 비흡연자는 137명(91.3%), 흡연자는 13명(8.7%)로 나타났으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더 높았다(P<0.05, Table

8).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빈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혀 섭취하지 않

는 대상자가 20명(13.3%), 일주일에 일 회 섭취하는 대상자가 37명(24.7%), 매

일 섭취하는 대상자가 93명(62.0%)로 나타났으며, 채소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8).

대상자의 신체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악력과 팔 둘레, 허벅지 둘레를 측

정하였는데, 대상자의 악력은 평균 15.47kg (± 7.35kg)이었고, 중위수를 기준

으로 악력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8). 상완 둘레는 평균 27.33cm (± 2.78cm)이었고, 중위수를 기

준으로 상완 둘레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Table 8). 허벅지 둘레는 평균 27.90cm (± 4.03cm)로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구강건강 활동 또는 구강관리 습관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관계

를 살펴보면, 먼저 칫솔질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25명

(16.7%),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는 125명(83.3%)로 파악되었고, 칫솔

질 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군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5, Table 9). 일일 칫솔질 횟수가 2회 미만인 대상자는 18명(12.0%),

2회 이상인 대상자는 132명(88.0%)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에 따라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다르진 않았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0명(33.3%),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100명(66.7%)으로 나타났으며, 치간 칫

솔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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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칫솔질 부위에 따라 치아의 구개설측면까지 칫솔질을 수행하는 대

상자는 85명(56.7%),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65명(43.3%)로 치아 구개설측면을

닦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P<0.05, Table 9).

구강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잔존 치아 수가 20개 미만인 대상자가 75명

(50.0%), 20개 이상인 대상자가 75명(50.0%)이었으며, 잔존 치아 수가 20개 이

상으로 많은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P<0.05, Table

8). 치주 질환에 이환된 대상자는 56명(37.3%), 치주 질환이 없는 대상자는 94

명(62.7%)로 치주 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

났다(P<0.05,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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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and OHIP-14 by health status

Variables N(%) OHIP P-value

Activity of daily

living

Independent 105 (70.0) 43.58 ± 9.38 0.000

Dependent 45 (30.0) 31.89 ± 7.78

Smoking
Non-smoker 137 (91.3) 42.15 ± 9.26 0.000

Smoker 13 ( 8.7) 39.88 ± 10.51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Never 20 (13.3) 35.15 ± 10.14 0.011

Once a week 37 (24.7) 38.05 ± 11.00

Once a day 93 (62.0) 41.94 ± 9.81

Grip strength
Low 77 (51.3) 34.61 ± 8.69 0.000

High 73 (48.7) 45.84 ± 8.87

Arm

circumference*

Low 75 (50.0) 37.69 ± 11.43 0.005

High 75 (50.0) 42.45 ± 8.70

Calf

circumference*

Low 80 (53.3) 40.85 ± 10.01 0.330

High 70 (46.7) 39.19 ± 10.84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 2 times 18 (12.0) 36.61 ± 13.92 0.260

≥ 2 times 132 (88.0) 40.55 ± 9.80

Interdental brush
Non-user 100 (66.7) 38.20 ± 9.94 0.002

User 50 (33.3) 43.82 ± 10.39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Independent 125 (83.3) 42.26 ± 9.60 0.000

Dependent 25 (16.7) 29.12 ± 6.73

Lingual site

toothbrushing

Performed 85 (56.7) 43.47 ± 9.33 0.000

Not-performed 65 (43.3) 35.63 ± 10.11

Remaining teeth
less than 20 75 (50.0) 36.28 ± 10.39 0.000

more than 20 75 (50.0) 43.87 ± 8.99

Periodontitis†
Non-periodontitis 94 (62.7) 42.15 ± 9.44 0.001

Periodontitis 56 (37.3) 36.59 ± 11.07

*Thes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Periodontitis was defined a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odes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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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주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치주건강상태와의 상관성

단변량 분석에서 치주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활동 요인이 다른 영향요인을

고려하고도 치주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신

건강 요인, 치주 외 구강건강 상태, 기타 구강건강 활동 변수를 차례로 공변량

으로 보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주 질환과 구강건강 활동을 비롯한

전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

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활동 및 구강건강 상태를 모두 보정한 결과, Table 9

와 같이 학력이 증가할수록 낮은 치주 질환 유병률을 보였고, 흡연자는 비흡

연자에 비해 약 27배 높은 치주 질환 유병률이 나타났다. 또한 전신 근력 지

표인 악력이 클수록 0.09배 낮은 치주 질환 유병률이 나타났고, 허벅지 근육

둘레가 큰 군에서 0.08배 낮은 치주 질환 유병률이 나타났다. 구강건강 관련

지표로 칫솔질 시 도움을 필요로 한 군에게서 약 14배 높은 치주 질환 유병률

이 나타났고, 구개설측면 칫솔질을 하지 않은 군에서 약 18배 높은 치주 질환

유병률이 나타났다(P<0.05).

Table 10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활동 및 구

강건강 상태를 모두 보정한 결과, 탐침 시 출혈률과 전신 건강 관련 지표로

흡연자인 경우에 133.59배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전신 근력 지표인 악

력이 큰 군에서 0.19배로 탐침 시 출혈률이 낮았으며, 구강건강 관련 지표로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군과 구개설측면을 닦는 군에서 0.001배 낮은 탐침 시

출혈률이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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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I Model Ⅱ Model Ⅲ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Socioeconomic status

Gender
Male 1.00 0.15 1.00 0.85 1.00 0.94

Female
0.44

(0.14-1.33)
1.16

(0.24-5.74)
1.08

(0.14-8.17)

Age (yrs) 65 - 69 1.00 0.53 1.00 0.81 1.00 0.75

70 - 79
1.54

(0.37-6.42)
0.77

(0.12-4.96)
1.48

(0.13-17.4)

over 80
0.99

(0.25-3.89)
0.61

(0.1-3.57)
0.93

(0.09-9.76)

Income* Q1 1.00 0.02 0 (0-0) 0.05 1.00 0.11

Q2
0.68

(0.31-1.52)
0.60

(0.21-1.68)
0.88

(0.24-3.23)

Q3-4
0.15

(0.04-0.57)
0.13

(0.02-0.72)
0.12

(0.02-0.89)

Educational level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00 0.06 1.00 0.11 1.00 0.04

Middle school 1.88
(0.75-4.70)

1.32
(0.42-4.20)

0.62
(0.14-2.78)

High school 0.74
(0.21-2.56)

0.36
(0.08-1.66)

0.12
(0.02-0.94)

College 0.34
(0.08-1.4)

0.22
(0.03-1.48) 0.04 (0-0.64)

General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Independent 1.00 0.02 1.00 0.44

Dependent 4.50
(1.31-15.41)

1.98
(0.35-11.36)

Smoking

Non-smoker 1.00 0.00 1.00 0.01

Smoker 25.00
(2.87-217.63)

27.48
(2.14-353.44)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Never 1.00 0.04 1.00 0.64

Once a week 0.88
(0.21-3.72)

1.15
(0.2-6.75)

Once a day 0.25
(0.07-0.96)

0.61
(0.11-3.32)

Grip strength† Low 1.00 0.05 1.00 0.00

High
0.31

(0.1-1.01)
0.09

(0.02-0.48)

Arm circumference† Low 1.00 0.40 1.00 0.80

High
0.65

(0.23-1.78)
1.19

(0.32-4.43)

Calf circumference† Low 1.00 0.00 1.00 0.00

High
0.10

(0.04-0.28)
0.08

(0.02-0.29)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 2 times 1.00 0.11

≥ 2 times 0.21
(0.03-1.44)

Interdental brush
Non-user 1.00 0.36

User 0.53
(0.14-2.04)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Dependent 1.00 0.01

Independent 0.07
(0.01-0.60)

Lingual site
toothbrushing

Performed 1.00 0.00

Not-performed
18.21

(3.87-85.67)

Remaining teeth
less than 20 1.00 0.01

more than 20 6.60
(1.55-28.15)

Table 9. Association of periodontitis and oral healt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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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 income was classified as <25% (the lowest quartile group), 25%-49%, 50-74%, and

75%-100% (the highest quartile group).
†Thes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Response variable: Periodontitis wa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odes 3, 4.

Model 1 was adjusted to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gender, age, income, education level).

Model 2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general health status variables (activity of daily living, smoking,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grip strength, arm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odel 3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variable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interdental brush,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lingual site toothbrushing, remaining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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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I Model Ⅱ Model Ⅲ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Socioeconomic status

Gender
Male 1.00 0.30 1.00 0.53 1.00 0.80

Female
1.73

(0.61-4.94)
1.52

(0.41-5.59)
1.29

(0.18-9.07)

Age (yrs) 65 - 69 1.00 0.23 1.00 0.17 1.00 0.02

70 - 79
0.63

(0.15-2.6)
0.58

(0.12-2.85)
0.51

(0.04-7.36)

over 80
0.38

(0.1-1.48)
0.3

(0.07-1.36) 0.05 (0-0.75)

Income* Q1 1.00 0.02 1.00 0.05 1.00 0.29

Q2
1.5

(0.68-3.28)
2.04

(0.81-5.15)
1.81

(0.42-7.81)

Q3-4
5.1

(1.63-15.98
)

4.15
(1.17-14.71)

7.46
(0.51-109.53)

Educational level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00 0.07 1.00 0.16 1.00 0.19

Middle school 0.5
(0.21-1.22)

0.48
(0.18-1.3)

2.44
(0.44-13.5)

High school 1.28
(0.39-4.15)

0.99
(0.25-3.91)

7.26
(0.63-83.16)

College 2.19
(0.62-7.75)

2.24
(0.51-9.78)

9.94
(0.85-116.83)

General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Independent 1.00 0.19 　1.00 0.97

Dependent 0.48
(0.16-1.46)

1.05
(0.10-11.04)

Smoking
Non-smoker 1.00 0.02 1.00　 0.01

Smoker 8.71
(1.45-52.31)

133.59
(3.41-5238.49)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Never 1.00 0.03 1.00 0.42

Once a week 0.51
(0.12-2.22)

0.18
(0.01-2.38)

Once a day 1.91
(0.54-6.7)

0.35
(0.04-3.21)

Grip strength† Low 1.00 0.02 1.00　 0.05

High
0.32

(0.12-0.86)
0.19

(0.04-1.03)

Arm circumference† Low 1.00 0.73 　1.00 0.07

High
0.85

(0.33-2.16)
0.22

(0.04-1.14)

Calf circumference† Low 1.00 0.67 1.00　 0.11

High
1.21

(0.50-2.93)
0.28

(0.06-1.32)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 2 times 1.00　 0.34

≥ 2 times 0.24
(0.01-4.45)

Interdental brush
Non-user 1.00　 0.03

User 0.18
(0.04-0.86)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Dependent 1.00　 0.26

Independent 0.20
(0.01-3.25)

Lingual site
toothbrushing

Performed 1.00　 0.00

Not-performed
0.00

(0.00-0.02)

Remaining teeth

less than 20 1.00 0.09

more than 20 0.21
(0.03-1.25)

Table 10. Association of bleeding on probing rate and oral healt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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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 income was classified as <25% (the lowest quartile group), 25%-49%, 50-74%, and

75%-100% (the highest quartile group).
†Thes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Response variable: Bleeding on probing rate wa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Model 1 was adjusted to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gender, age, income, education level).

Model 2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general health status variables (activity of daily living, smoking,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grip strength, arm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odel 3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variable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interdental brush,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lingual site toothbrushing, remaining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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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건강 활동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성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노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별, 연령, 가계수입, 학력), 전신 건강 관련 요인(일상생활 수행능력, 흡연 유

무, 신선한 채소 섭취빈도, 악력, 상완 둘레, 허벅지 둘레), 구강건강습관 및 상

태(일일 칫솔질 횟수, 치간칫솔 사용, 칫솔질 시 도움 필요, 구개설측면 칫솔

질, 잔존 치아 수, 치주 질환)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 전신 건강지표인 허벅지

둘레와 악력이 높은 군에서 높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P<0.05), 일일 칫솔질 횟수가 2회 미만이며, 칫솔질 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에서 낮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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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I Model Ⅱ Model Ⅲ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Socioeconomic status

Sex
Male 1.0 1.0 1.0

Female
0.50

(0.18-1.34)
0.17 0.58

(0.16-2.11)
0.41 0.46

(0.11-1.92)
0.29

Age (yrs) 65 - 69 1.0 1.0 1.0 0.16

70 - 79
0.26

(0.06-1.16)
0.08 0.22

(0.04-1.25)
0.09 0.16

(0.02-1.07)
0.06

over 80
0.26

(0.06-1.07)
0.06 0.34

(0.06-1.77)
0.20 0.25

(0.04-1.55)
0.14

Income* Q1 1.0 1.0 1.0 0.33

Q2
1.49

(0.68-3.28)
0.32 1.76

(0.69-4.53)
0.24 1.85

(0.66-5.19)
0.24

Q3-4
2.96

(1.05-8.3)
0.04 3.24

(0.93-11.24)
0.06 2.24

(0.6-8.33)
0.23

Educational level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0 1.0 1.0 0.26

Middle school 1.13
(0.47-2.74)

0.78 1.37
(0.49-3.78)

0.55 2.43
(0.76-7.73)

0.13

High school 1.36
(0.43-4.3)

0.60 1.83
(0.44-7.6)

0.40 3.31
(0.68-16.06)

0.14

College 2.08
(0.61-7.09)

0.24 2.96
(0.68-12.97)

0.15 3.75
(0.75-18.67)

0.11

General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Independent 1.0 1.0

Dependent 0.16
(0.05-0.54)

0.00 0.31
(0.08-1.16)

0.08

Smoking

Non-smoker 1.0

Smoker 0.71
(0.12-4.1)

0.70 1.15
(0.14-9.48)

0.89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Never 1.0 1.0

Once a week 1.02
(0.23-4.5)

0.98 1.27
(0.26-6.34)

0.77

Once a day 0.51
(0.13-1.97)

0.33 0.4
(0.09-1.71)

0.22

Grip strength† Low 1.0 1.0

High
4.4

(1.64-11.82)
0.00 5.47

(1.78-16.85)
0.00

Arm circumference† Low 1.0 1.0

High
1.16

(0.46-2.93)
0.75 0.81

(0.29-2.24)
0.69

Calf circumference† Low 1.0 1.0

High
2.25

(0.89-5.66)
0.09 3.93

(1.3-11.87)
0.02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 2 times 1.0

≥ 2 times 0.15
(0.02-1.02)

0.05

Interdental brush
Non-user 1.0

User 0.74
(0.27-2.02)

0.56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Dependent 1.0

Independent 0.13
(0.02-1.04)

0.05

Lingual site
toothbrushing

Performed 1.0

Not-performed
0.4

(0.13-1.25)
0.12

Table 11. Association of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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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 income was classified as <25% (the lowest quartile group), 25%-49%, 50-74%, and

75%-100% (the highest quartile group).
†Thes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Periodontitis was defined a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odes 3, 4.

Response variable: Oral 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wa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

Model 1 was adjusted to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gender, age, income, education level).

Model 2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general health status variables (activity of daily living, smoking,

seasonal fresh vegetables intake, grip strength, arm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odel 3 was additionally adjusted to oral health habit and status variables (daily frequency of

toothbrushing, interdental brush, needed support for toothbrushing, lingual site toothbrushing, remaining

teeth, periodontitis).

Variables

Model I Model Ⅱ Model Ⅲ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Remaining teeth

less than 20 1.0

more than 20 2.32
(0.83-6.52)

0.11

Periodontitis‡
Non-periodontitis 1.0

Periodontitis 0.67
(0.21-2.12)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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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안

이 연구는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인과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련 삶

의 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노인 대상 구강건강 관리 활동의 주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신 건강 상태 및 관련 행

동,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러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

인이 구강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구개설측면 칫솔질의 유효한 상관

성을 도출하였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칫솔질 시 도움 필요 여부와 신체

운동능력과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인 악력, 허벅지 둘레 등이 구강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교차분석 결과(Table 5) 칫

솔질 시 타인 도움 필요 여부, 일일 칫솔질 횟수, 치아 구개설측면 칫솔질, 치

간칫솔 사용, 청정 식품 섭취 등 모든 구강건강 활동이 지역사회치주 요양지

수, 치은출혈률과 같은 치주건강 상태와 분포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다양한 구

강건강 활동 중 치아 구개설측면 칫솔질 여부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인식은 우수한 구강건강 관리 활

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92,93). 이번 연구에서 일부 노인은 다른 사

람들이 볼 수 있는 협측면만 닦고 있었고, 대상자의 43.3%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치아의 구개설측면(설측이나 구개측)을 닦지 않고 있었다(Table

11). 이전 연구에서는 구개설측면에 대한 칫솔질과 같은 칫솔질의 부위에 관

한 세부적인 질문을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존 임상 연

구 중에서 칫솔질 부위와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치면세균막의 제거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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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된 바 있다73).

구개설측면 칫솔질은 특히 타인에게 의존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구개설측면

칫솔질이 소홀한 편이었고, 자가구강위생관리 시에도 노인들이 구개설측면 칫

솔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등한시될 수 있다93). 또한 구강위생관리를

등한시하는 노인 집단에서 구강보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되었다94). 노인은 전신 및 구강 근기능 감소로 구강 내에 음식물이 잔류하기

쉽고, 또한 하악 전치부를 비롯한 치아의 설면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우며, 치

은 연상 치석이 침착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기 쉽다95). 따라서 이러한 부위를

관리하기 위한 구강건강 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며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집중

적 교육이 치주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노인이 인식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이 낮은 편이었고, 연령별 분포 인구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식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가구 수입

이 높은 집단과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다닌 경우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

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즉, 성별, 연령, 수입, 학력 등 사회경제적 위치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 준다는 보편적인 사실과 일치하였다. 이번 연구 결

과는 일부 요양기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한 Jang

과 Choi96)가 여성 노인이 더 구강 문제로 인한 제한을 많이 느끼며 노인 중

에서도 연령이 높은 군에서 기능적 제한 등이 컸던 것과도 일치한다. Lee97)는

OHIP-14로 일부 농촌 노인들이 인식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여

연령이 OHIP-14 평가 항목 중 심리적(정신적) 능력 저하와 연령과 월평균 수

입이 사회적 능력 저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결

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강건강 영향지수를 이분화하고 회귀분

석을 통해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했을 때 연관성이 없었다.

신체활동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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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킨다98,99).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관절

염 등 많은 전신질환의 위험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102),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은 치주 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

고되었다103).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팔근육 둘레와 종아리 근육 둘레는 전신

근력의 대표치이며,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노쇠와 같은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104,105). 이번 연구에서 보정변수로 전신근력 지표 중 악력과 종아

리 근육둘레가 보다 많은 집단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전신 근력은 전신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행동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본 결과(Table 7), 비흡연자와 신선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구강건강 삶의 질이 높았다. 흡연 여부는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분석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연구 집단에서 흡연

자 수 자체가 워낙 적을뿐더러, 흡연 가능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도 영

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신선한 채소 섭취는 영

양 상태나 올바른 식이습관을 반영하는 지표로 구강건강 유지와 향상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지만, 구강건강 상태나 (구강건강 영향지수에 반영된) 구강기능

의 제한이 식이섭취 양상에 영향을 준 결과일 수도 있다106).

신선한 계절 야채 섭취, 칫솔질 시 보조 필요 여부, 치간칫솔 사용 여부, 칫

솔질 빈도와 같은 다른 구강건강 활동도 예비 회귀 분석에서 치주염과 치은

출혈의 낮은 유병률과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9, 10). 가장 기본적인 구강환

경 관리방법인 칫솔질시 구개설측면 칫솔질의 수행 여부 효과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Table 6). 공변량으로 사용된 변수들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구

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Al-Zahrani 등107)의 보고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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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높은 치주염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과 국내 건강영

양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치주염을 예방하고 낮은 치주염 유

병률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102,103). 아이와 젊은 성인조차도 구개측과

설측의 칫솔질 빈도는 협측 빈도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구

개설측면을 닦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번거로움과 닦는 방법의 무지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08-110). 구강보건교육 부족과 구개설측면을 닦는

번거로운 상황이 낮은 건강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도 작용하여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과 노인 인구 집단에서 치석은 하악 전치부 설측 표면에서 호발한다.

치아 구개설측면의 치석 형성으로 야기되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

개설측면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11). 이번 연구 결과 적절한 구강 보건 교

육을 받지 못한 노인 인구집단에서 치아의 구개설측면 칫솔질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해 칫솔

강모를 치아 표면에 수직이 되게 세워서 위치시키고 빠짐없이 꼼꼼히 닦는 기

본적인 칫솔질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112).

이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 구개설측면 칫솔질을 하지 않

은 노인 인구 집단에서 치주 질환의 유병률이 8.98배 유의하게 높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또한, 전신 건강과 관련된 지표인 악력이

비교적 약한 사람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군과 칫솔질 수행을 타인에

의존하고 있는 군에서 구개설측면 칫솔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Table 6). 칫솔질 시 타인에게 의존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모든 부위를 빠

지지 않고 칫솔질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신체활동이 제한된 일부 노인에서는 반드시 칫솔질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대상자의 신체활동성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격차가 뚜렷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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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Table 7), 영향요인을 보정 후 신체활동의 제한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유의하게 저하 시킴을 알 수 있었다(Table 9). 즉,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이 구강건강 관련 불편함이나 장애를 많이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동불편 노인들은 신체적 불편, 거동 불능, 육체

적 고통 등을 노화과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험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나 의료적 처치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질병을 방치하고 고통을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점113)과, 거동불편 노인들이 갖는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건강 실천행위,

구강보건지식이 전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

황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114).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관리 활동 중 칫솔질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가장 낮았고(OHIP 40.88 ±

6.73, Table 8),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경우가 그 뒤를 따랐는데(OHIP

38.11 ± 7.78, Table 3), 다른 영향요인을 보정하여도 유의하였다.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칫솔질 또한 스스로 행하기 어렵고 구강관리가 불리한 상황은 당사

자에게 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불편과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구강건강이나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칫솔질 도움 필요 여부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신 요인, 구강요인을 모두 보정한 회귀분석 결과(Table 11, Model III)

에서도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칫솔질 도움 필요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

아지는 것은 둘 간의 매개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신 신체활동성을 평가하는 다른 지표로서 신체 근육 활동력을 직·간접적

으로 보여주는 악력과 팔 둘레,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였다. 구강환경관리는 칫

솔질, 치간 칫솔 사용 등 손과 팔 동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악력은 구

강환경관리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물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팔과 허벅

지 둘레는 근육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한 구강건강 활동이나 신체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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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이다115). 악력이 높고 팔이나 허벅지 둘레가

굵은 사람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았고(Table 9), 다른 영향요

인을 보정한 후에도 악력과 허벅지 둘레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은

유의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마찬가지로 구강환경리를 위한 물리적

요건과 전신 건강을 반영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약해진 전신 근력과 악력

의 저하가 구강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116).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치아 상실 등이 도구적 신체활동성(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저하와 연관될 수도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117). 따

라서 반대로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상황이 신체 활

동성을 오히려 좋지 않게 하여, 영양섭취와 영양 상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강건강 활동이나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칫솔

질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치간칫솔 등 보조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치아 구개설측면까지 꼼꼼하게 닦지 않는 경우 구강건강 상태뿐

만 아니라 구강건강 삶의 질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치간칫솔을 사

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미세도구인 치간칫솔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활동성도 양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잔존

치아 수가 적고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 삶의 질은 낮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 평균 잔존치아수는 17.5개였는데, 우리나라 도농복합도시의 재가

노인과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재가 노인은 약

14개, 시설 노인의 약 9개의 잔존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재가 노인의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118)을 감안했을 때, 이번 연구 대상자들

의 구강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면 조사 연구로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인과 치주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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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삶의 질의 단정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만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

에 그 지역과 지역 내 시설 특징에 따른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화에 한

계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수로 인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단변량

분석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또는 치주건강 상태와 상관성이 나온 구강건

강 활동 요인이 상관성이 없게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한 많

은 표본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대상자 중 여성이 3배 이상 많고 연령도 8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상자가 적고 보정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

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었다. 또한 조사 집단의 특성으로 수입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군에서 잔존 치아 수가 높게 나타나, 치주건강 지표인

탐침 시 출혈률과 치주 질환 유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향요인들이 더 고르게 분포된 대

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강건강 활동 요인들이 치주건강 상태

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구개설측면 칫솔질이 치주 질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악력이나 팔 둘레, 허벅지

둘레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요양 시설 노인들

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식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강건강 관리 활동이나 습관에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 활동, 구강관리 활동, 구강건강, 그

리고 삶의 질의 복합적 관계와 그 인과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여 노인들의 자립을 돕는 곳으

로 노인이라는 대상과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특성에 맞춰 구강건강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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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시설 이용자들의 구강건강 관리상태와 영

향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이번 연구는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일대일 면접

조사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 건강 상태, 구강건강 상태, 다양한 구강건강

활동 요인 등을 수집하여 이들이 치주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단변량 분석 결과 노인의 구강건강 활동 요인이 구강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 요인으로 구개설측면 칫솔질의 유효한 상관성을 도출하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군과 칫솔질 시 도움 필요 여부, 신체 운동 능력

과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인 악력, 허벅지 둘레 등이 구강건강 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변량 분석 결과,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성별, 수입,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간칫솔 사용 여부, 칫솔질 도움 필요 여부, 구개설측면 칫솔질

여부, 잔존 치아 수, 치주 질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P<0.05).

3) 다중회귀 분석 결과. 노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

신 건강상태, 구강건강습관 및 상태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도움

필요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감소와 전신 건강지표인 허벅지 둘레

와 악력 등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칫솔질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서 낮

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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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회귀 분석 결과 구개설측면 칫솔질, 칫솔질 빈도, 치간 칫솔 사용, 청정

식품 섭취 및 구강건강 활동 의존성을 포함한 구강건강 활동은 탐침 시 출

혈률 및 치주질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공변량을 보정한 결과, 치

주염의 유병률은 치아 구개설측면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 닦는 군이 그

렇지 않은 군보다 낮았으며(P<0.05), 탐침 시 높은 출혈률을 보인 군에서

구개설측면의 칫솔질과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부터 노인 요양 시설 이용 노인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요인, 전신 건강,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건강 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노인 대상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노인의 전신

건강과 구강건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돌봄 인력을 위한 교육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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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al health activity

factors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in the elderly

Yang, Byun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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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e investigated the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 of elderly individuals in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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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Bas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e collected data on 

demographic factors, oral health behaviors, general health questions,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9 to March 2020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ral 

examinations an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0 elderly 

individuals using an elderly welfare center. The grip strength and 

upper arm and calf circumference were measured to assess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other variables.

3. Results

  Differences in OHIP-14 scores were found depending on whether 

brushing was performed, the number of remaining teeth, and the 

presence of periodontal disease (P < 0.05). OHIP-14 and demographic 

factors in the elderly throug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ith 

general health, oral health habits and conditions, and oral health as 

needed to help with daily life. Correlation between OHIP-14 and 

general health variables, such as thigh circumference and grip strength, 

revealed a low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rticipants who 

needed help during brushing (P < 0.05).

  Oral health activities including lingual and palatal site toothbrushing, 

frequency of toothbrushing, use of an interdental toothbrush, dietary 



- 64 -

patterns, and activity dependence correlated with bleeding on probing 

(BOP) and periodontitis. High BO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rushing the lingual and palatal surfaces of teeth.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was lower in the group 

where the lingual and palatal surfaces of the teeth were partially or 

wholly cleaned than in the group without such cleaning. 

These results confirmed the association of OHIP-14 and oral health 

and habits of elderly individuals us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health, and oral health, and each 

variable affects the relationship. Further analysis and additional 

epidemiological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real 

inter-relationships.

Keywords : quality of life, elderly, oral health behavior, periodontitis

Student Number : 2016-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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