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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랜기간 동안 무치악 환자에서 총의치는 구강의 기
능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고려되어 현재까

지 제작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무치악 환자는 의치 사용

을 통해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저작력, 노인성 안모의 
회복, 적절한 발음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무치악 환자의 높은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 의치의 질적인 면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 - 35%의 환자가 불만

족스러운 평가를 내렸다.1-3 치과의사의 술기를 제외하

고도 전적으로 환자가 지닌 구강 내외의 환경, 성격 등
의 여러 요인이 의치사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제작

한 의치에 대한 환자의 적응이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목표로 여겨질 수 있다. 
의치를 올바른 과정을 통해 제작하였고 사용되어도 불
량한 잔존 치조제, 비정상적인 악간관계 등의 여러 임
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기적인 만족도는 감소될 수 있
음은 분명하다.4 일반적으로 의치사용에 대한 불만족은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 압박이나 낮은 적합도로 인
한 의치의 쉬운 탈락, 식편압입, 안모 등과 관련된 다양

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의치사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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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은 여러 문헌에서 분석되

었으나 이들 요인을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공통된 의견을 얻지는 못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3,5-8 이
는 술자, 환자 그리고 제작된 의치와 관련된 여러 사항

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며 의치사

용 만족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더불

어 의치를 제작하는 술자의 임상 경험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9 환자와 관련된 정신적, 감
정적인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의치사용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 진다.10 일반적으로 환자는 사
용하는 의치의 기능적 측면을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척
도로 여기며 의치의 유지력, 안정성, 적합도, 편안함 등
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은 연구마다 개별적으로 제
작된 설문지를 통해 환자가 직접 답하여 평가한다.11-13 
그 외에 의치의 심미적 측면이나 저작력, 교합과 관련된 
사항을 의치사용 만족도 평가에 결부시키기도 한다.14 

 위에 언급한 사항과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
정되는 의치사용 만족도에 관한 문헌은 대부분 국외의 
문헌으로 국내에서는 연구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치사용 만족도는 술자보다는 환자의 입
장에서 고려해야 하나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환자

에게 직접 답하게 하여 의치사용 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무치악 환자에서 총
의치를 제작할 때 술자가 중요하게 여겨야할 사항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9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강릉원

주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내원한 무치악 환자를 대

상으로 제작한 양악 총의치를 최소 1년 이상 사용한 환
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내원한 환자는 보철과에서 
제작한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직접 작성하였다. 기존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기간 동안 남성 
106명, 여성 169명으로 총 2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
악 총의치가 제작되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77.8세로 
나타났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다(IRB 2013-11). 설문문항은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화 후 내원 가능한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43명의 환자가 검진에 응하였

다(Table 1).
환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

운 설문은 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답을 기록하였다. 설문

지의 내용은 총의치를 사용할 때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기능적, 심미적, 감각적인 측면의 평가로 구성하였고 의
치사용 만족도는 전반적, 상악, 하악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측면으로 의치의 유지력과 적
합도, 편안함과 통증 발생 정도, 저작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심미적 측면으로 의치상, 인공치의 
색상, 형태, 배열을, 감각적 측면은 미각과 발음을 평가

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한 답은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의
치사용 만족도와의 관련성 및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이용

Table 1. Distribution of  participated sample by age and gender

Age distribution
< 70 70 - 79 80 < Sum

Gender N % N % N % N %
Male 3 7.0 12 27.9 4 9.3 19 44.2
Female 3 7.0 15 34.8 6 14.0 24 55.8
Sum 6 14.0 27 62.7 10 23.3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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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얻어진 유의확률 같이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전반

적, 상악, 하악의치 사용 만족도 간의 차이는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그리고 항목에 해당

하는 질문 간의 일치도 판별을 위한 Cronbach α를 구
한 후 의치사용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상관계수가 높은 항
목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만족도에 영
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자의 성
별, 연령, 제작 횟수, 사용기간, 제작 후 내원 횟수와 같
은 다양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은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1. 의치사용 만족도

5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해본 결과, 전반적, 상악, 하
악 의치사용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2. 의치의 기능 평가

환자의 기능적 평가 문항 간의 신뢰도 평가 결과, 전체 
문항, 상악, 하악 의치에 대한 문항 모두의 Cronbach α 
신뢰계수가 0.6 이상으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확보하

였다. 모든 항목에서 하악보다 상악의치에 대한 기능 평
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또한 대부분의 기능 평
가 항목은 의치사용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Table 4). 개별적인 기능적 평가 사항 중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는 항목을 선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상악의치의 적합도, 하악의치의 적합도와 통증 발현 
정도가 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3. 의치의 심미 및 감각 평가

의치상, 인공치에 대한 심미평가 항목 간의 Cronbach 
α 값은 0.6 이상이었으나 미각과 발음 간에는 낮은 신
뢰도를 보였다. 의치상에 대한 심미적 만족도가 인공치

의 것보다 높았고 미각보다는 발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Table 5). 의치사용 만족도는 의치의 심미

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의치상의 변색, 파
절과 같은 사항이 인공치의 상태보다 더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각과 발음을 비교하였

을 때 발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상악 의치사용 
만족도는 미각, 하악 의치사용 만족도는 발음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Table 6).

Table 2. Satisfaction score of  complete denture wearers (N=43)

Overall dentures Maxillary denture Mandibular denture
Mean (standard deviation) 4.47 (0.59)a 4.06 (0.94)b 3.33 (1.29)c

Friedman test was used and different subscripts letters indicate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3. Patients’ evaluation for denture functional qualities
Functional qualities of  

maxillary denture
Functional qualities of  

mandibular denture Statistical significance
Mean (standard deviation)

Retention 4.65 (0.61) 3.47 (1.33) *
Fitness 4.63 (0.49) 3.58 (1.26) *
Comfort 4.56 (0.50) 3.23 (1.23) *
Pain 4.72 (0.59) 3.30 (1.49) *

*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done by Friedman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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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의치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

환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의치사용 만족도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사용 기간이 길수록 만족

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하
지만 이전에 의치를 제작하여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환
자의 전반적, 하악 의치사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작 후 정기검진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내원한 횟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7).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denture wearing satisfaction score and patients functional evaluation score

Overall satisfaction Maxillary denture satisfaction Mandibular denture satisfaction
r r r

Maxilla Retention .196 .340*
Fitness .548** .658**
Comfort .374* .419**
Pain .032 .227

Mandible Retention .387* .596*
Fitness .525** .736**
Comfort .529** .721**
Pain .432** .638**

Both Mastication .516** .502** .580**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 P < 0.05, ** P < 0.01.

Table 5. Patients’ evaluation of  denture esthetic and sensitive aspects

Mean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Esthetic aspects Denture flange 4.14 (0.77) *

Artificial teeth 4.02 (0.80)
Sensitive aspects Taste 3.93 (1.03) *

Pronunciation 4.37 (0.72)
*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done by Friedman test, P < 0.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denture satisfaction score and sensation

Overall satisfaction Maxillary denture 
satisfaction

Mandibular denture 
satisfaction

r r r
Esthetic aspects Denture flange .416** .581** .554**

Artificial teeth .425** .491** .480**
Sensitive aspects Taste .281 .466** .329*

Pronunciation .339** .396** .500**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 P < 0.05, ** P < 0.01.

Table 7. Mean(standard deviation) of  various factors

Statistical significance
Gender -
Age -
Previous experience *
Wearing period -
Visiting numbers -

*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done by Kruskal-Wallis test, Mann-
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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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1년 이상 의치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치사용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을 분석하여 환자가 중요시하는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전반적인 의치사용 만족도만으로 명확한 결론은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부가적으로 상악과 하
악 의치사용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13 내원한 
환자는 상악, 전반적, 하악 의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하악의 의치가 전반적인 의치사용 만족

도를 대변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

다.15 본 연구를 위해 내원한 환자의 많은 수가 오랜 기간 
의치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

를 토대로 환자와 대면 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협조도

가 비교적 좋은 환자였다. 그 결과, 불만족스러운 답변

을 한 환자의 수가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해
부학적으로 불리한 조건, 상악 의치에 비해 부족한 기능

적 측면을 지닌 하악 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기존의 문헌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16 

환자는 유지력, 적합도, 편안함, 통증의 정도와 같은 
의치의 기능적 항목은 상악 의치에서 더 좋은 평가를 내
렸다. 임상에서 맞이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렇듯이 
하악은 상악보다 불리한 해부학적 조건을 지니며 저작

과 관련되는 여러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17 전반적인 의치사용 만족도에는 상
악 의치의 적합도와 편안함, 하악 의치의 모든 기능적 
측면, 그리고 저작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는 상악 의치의 유지력에는 불만이 없었고 오래된 
의치 하방으로의 식편압입 증상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하악 의치의 모든 기능적 측면은 전반적

인 의치사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악보다는 하악 
의치제작에 더 신경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환
자는 상악 의치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없었으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하악 의치로 인한 불편함이 주된 불만 
사항이었기에 하악 의치에 대한 한계점과 발생하는 문
제점을 제작할 때부터 분명히 고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무치악 환자에서 양측의 의치가 함께 작용하는 저
작은 오직 의치만으로 행해진다. 무치악 환자의 저작력

은 자연치열의 것보다 5 - 6배 작게 나타난다고 하나 의
치를 사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저작 양상을 획득함에 따라 저작 만족도가 낮은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14 본 연구 결

과는 저작에 대한 만족도가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의치를 제작할 때 적절한 교합을 
형성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술자는 의치를 제작할 때 환자의 젊었을 때의 사진이

나 치아가 온전할 때의 사진을 통해 안모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순, 협측의 의치상과 인공치는 
안모의 구강 주위 조직이 돌출되는 정도를 결정하며 안
모와 미소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
치상과 인공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고 의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치의 심미적인 요소가 의치사

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하나18-20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 의
치의 심미적인 요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자가 둔하

게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며 심각하게 안모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면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
았다.

환자의 미각은 하악보다는 상악 의치의 만족도와 높
은 관련이 있었고 발음은 모든 의치사용 만족도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각은 의치를 장착한 후 몇 주
가 지나고 환자가 새로운 의치에 적응함에 따라 점차 회
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21 본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의치

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미각에 대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발음은 구강을 구성하

는 근신경계, 타액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일정 시
간 동안의 적응기간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22,23 환자

는 발음에 대해 미각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대부

분의 환자는 발음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대화의 어려움

을 호소하지 않은 점이 기존의 문헌을 뒷받침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의치사용 만족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해부학적 조건이 불리하

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3,4 남성이 의치를 더 잘 
받아들이거나24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문헌

이 있으나25 본 연구 결과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는 의치의 한계에 체념하여 상대

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으나26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기존의 문헌과 통계 처리 결과는 같으나27,28 
평균적인 만족도는 수치적으로 전반적, 상악의치에 대
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았으며 하악의치에 대
해서는 80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상악에 비해 하악의 치조골 흡수량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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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아 무치악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하악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여
겨진다.29 Weinstein 등27은 3회 이상 의치를 제작한 환자

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
였으며 이는 이전 의치에 대한 경험이 기대감을 낮춰줌

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헌도 있으며30,31 본 연구

에서 전반적, 하악의치에 대한 만족도는 의치에 대해 경
험해본 환자의 수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수의 차이가 영
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내원한 환자와의 대화 결과, 
충분히 적응한 환자는 의치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스스로 사용 방법을 알고 받아들임에 따라 제작 후 사용 
기간, 내원 횟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정 비율로 군을 나눌 수 없어 정확한 비교

가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며 내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현
재 사용하는 의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는 경향이 있기

에 더 많은 수의 다양한 환자가 내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의치사용 만족도는 전반적, 상악, 하악의치 순으로 나
타났으며 모든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악의치에 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능평가 항목 중 상악, 하
악의치의 적합도, 통증 발현 정도가 만족도와 높은 관련

이 있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의치상이 인공치보다, 
감각 측면에서는 미각보다 발음이 더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항목이 의치사용 만족도와 높
은 관련이 있었다. 더불어 연령, 성별, 사용기간, 장착 후 
내원 횟수는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이 없었으나 이전

에 의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전반적, 하악의치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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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치 장착자의 의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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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총의치를 1년 이상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
석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총 43명의 환자가 정기검진에 응하여 내원하였다. 기존의 여러 문헌을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고 환
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얻었다. 의치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평가와 의치사용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평
가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Mann-whitney U, Kruskal-Wallis 검정법을 이용

하였다. 
결과: 모든 기능적 항목에서 하악보다 상악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적합도와 통증 발현 유무는 만
족도와 높은 관련이 있었다. 성별, 연령, 사용기간, 제작 후 내원 횟수는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이 없었으나 의치사용 
경험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 의치사용 만족도는 환자와 관련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2):109-16)

주요어: 총의치; 의치만족도; 설문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