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범세

계적으로 노인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경제활

동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8.3%에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1).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

입해 가는 추세를 볼 때, 2026년에는 20.8%가 되

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 이에 따라 노인 문

제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제기되고 있

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단순

한 수명연장보다 사는 동안 좀 더 나은 신체적 기

능을 유지하면서 가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를 원한다. 이러한 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관에 부합되도록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상태가 중요한데, 노인에게 있어

서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 전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

러한 노인의 구강건강은 만성질환과 영양섭취상

태, 질병상태, 그리고 사회·심리·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

건강이 증진됨으로 인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 

치주질환은 치아우식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구

강질환이다. 치은출혈과 같은 치은염과 치조골의

흡수가 시작되는 초기 치주염의 증상은 대다수 성

인에게서 나타나며,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15%

는 심한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5). 2003년 시행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6)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92~95%

가 치주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국민

건강영양조사7) 결과에서도 치주질환은 전 연령층

에서 빈발하는 구강병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노

인의 치주질환은 오랫동안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

고 방치되었던 만성감염이 진행된 결과로 30대 중

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성인들의 치아 발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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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

인인구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건강한 치주조직 유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

고,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구강보건정

책이 연구되고 마련되어야 한다8,9)고 생각한다. 그

러나 선행연구는 노인들의 전신건강상태나 정신건

강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관

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10-12). 이에 본 연구는 치

주질환과 관련된 노인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다가올 고령사회에 한국 노인의 치주건

강 증진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노인구강보건정책

사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실시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및 상

2005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원

시자료 중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

였다. 건강설문조사는 건강면접조사와 보건의식행

태조사가 있으며, 이 중 건강면접조사는 면접조사

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보건의식행태

조사는 자기기입식이나 자기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면접조사원이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1

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

정하는 2단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먼

저 전국을 대표하도록 조사구를 13개 지역층(7개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행정구역(동/읍·면), 주거 종류(아파트/일반)로

층화하였다. 층화 후, 그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 조사구를 비례배분계통추출법으

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에서 보건의식행태 조사까지 완료된 65세 이상 노

인 1,091명을 대상으로실시하였다.

2.2. 선택 문항 및 변수 선정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내용에서 독

립변수로는 건강면접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제외한 건강행태

3문항, 보건의식행태조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

태를 포함한 구강상태 6문항을 선택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건강면접조사 자료 중 치아/구강의 치주

질환에 대해‘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앓았거나 현

재 앓고 있음’의 문항에서‘예’는 치주질환을 주

관적으로 느낀 것으로, ‘아니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자료

를 얻기 위해 기술통계량을이용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구강상태, 구

강환경관리실태와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를 파

악하기 위하여 Chi-Square(X2)검정을 실시하

였다.

3) 건강행태, 구강상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

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

포는 여자가 61.1%로 남자 38.9%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5세 이상이 28.9%, 70~74세가 30.1%,

65~69가 41.0% 순으로 분포하였다. 거주지별로

는 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59.9%, 읍·면에 거주

하는 노인이 40.1%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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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44.0%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8.7%로 많았으며, 무학

이 35.0%, 중학교 졸업 이상이 26.3%였고, 직업

이 있는 노인은 51.5%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 원 이하인 노인이 48.1%로 많았으

며, 51~100만 원 이하인 노인은 28.3%, 101만 원

이상인 노인은 23.6%였다. 의료보험은 직장가입

자가 53.8%로 많았으며, 지역의료보험이 35.1%,

의료급여 11.1%로 조사되었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는 <표 2>와 같이, 성별에서 여자가 65.5%로

남자 57.0%보다 주관적 치주질환이 높았고, 연령

별로는 65~69세가 66.5%였으며, 거주지별로는

838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9, No. 4, 2009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명 퍼센트

성별 전체 1,091 100.0

남 427 38.9

여 667 61.1

연령 전체 1,090 100.0

65~69세 447 41.0

70~74세 328 30.1

75세 이상 315 28.9

거주지 전체 1,091 100.0

동 654 59.9

읍∙면 437 40.1

배우자 전체 1,090 100.0

유 480 44.0

무 610 56.0

교육수준 전체 1,091 100.0

무학 382 35.0

초등학교 졸업 422 38.7

중학교 졸업 이상 287 26.3

직업 전체 1,090 100.0

유 529 51.5

무 561 48.5

월평균 가구 전체 643 100.0

소득(만 원) 50 이하 309 48.1

51~100 이하 182 28.3

101 이상 152 23.6

의료보장 전체 1,090 100.0

지역의료보험 383 35.1

직장가입자 587 53.8

의료급여(1,2종) 121 11.1



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65.4%였고, 배우자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9.5%이었다. 교육수준별

로는 무학이 64.5%로 높았고, 직업이 없는 노인

에서 62.8%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 원

이하인 노인에서 67.9%로 주관적 치주질환이 높

게 조사되었다. 또한, 의료급여자의 70.5%가 다

른 군에 비해 주관적 치주질환이 약간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3. 건강행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건강행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는 <표

3>과 같이,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69.0%가 주관적 치주질환을 가장 높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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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명(%)

항목 구분 전체
치주질환

p값†
예 아니요

성별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84

남 158(100.0) 90(57.0) 68(43.0)

여 252(100.0) 165(65.5) 87(34.5)

연령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305

65~69세 173(100.0) 115(66.5) 58(33.5)

70~74세 129(100.0) 77(59.7) 52(40.3)

75세 이상 108(100.0) 63(58.3) 45(41.7)

거주지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74

동 263(100.0) 172(65.4) 91(34.6)

읍∙면 147(100.0) 83(56.5) 64(43.5)

배우자 전체 409(100.0) 254(62.1) 155(37.9) 0.230

유 222(100.0) 132(59.5) 90(40.5)

무 187(100.0) 122(65.2) 65(34.8)

교육수준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783

무학 138(100.0) 89(64.5) 49(35.5)

초등학교 졸업 158(100.0) 97(61.4) 61(38.6)

중학교 졸업 이상 114(100.0) 69(60.5) 45(39.5)

직업 전체 409(100.0) 254(62.1) 155(37.9) 0.757

유 186(100.0) 114(61.3) 72(38.7)

무 223(100.0) 140(62.8) 83(37.2)

월평균 가구 전체 246(100.0) 153(62.2) 93(37.8) 0.789

소득(만 원) 50 이하 109(100.0) 74(67.9) 35(32.1)

51~100 이하 71(100.0) 42(59.2) 29(40.8)

101 이상 66(100.0) 37(56.1) 29(43.9)

의료보장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265

지역의료보험 147(100.0) 95(64.6) 52(35.4)

직장가입자 219(100.0) 129(58.9) 90(41.1)

의료급여(1,2종) 44(100.0) 31(70.5) 13(29.5)

†. p-값은 Chi-Square 검정에 의해 계산됨.



끼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는 52.4%, 좋다는 51.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서는 구강건강 상태가 나

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74.0%, 좋다의 45.0%,

보통이다의 39.0%가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었다.

수면 충분도에서는 수면이 대단히 충분하다고 응

답한 노인의 75.0%가 주관적 치주질환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스트

레스 정도에서는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노인의 82.8%, 많이 느끼는 편이다의 65.4%, 조

금 느끼는 편이다 63.2%, 거의 느끼지 않는다의

51.4%가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어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3.4. 구강상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구강상태와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는 <표 4>와

같이 치아상태별에서 치아가 빠지지 않은 노인의

68.9%가 주관적 치주질환이 가장 높았고, 아래쪽

치아만 빠짐은 63.6%, 위쪽 치아만 빠짐은

62.7%, 위아래 치아 전체 빠짐은 52.5%로 조사되

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5). 의

치장착 여부에서는 의치가 아래쪽만 있는 노인의

75.0%, 의치를장착하지않은노인의 71.7%, 위쪽

만 있음의 60.0%, 위아래 둘 다 있음의 50.0%가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씹기 문

제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음이 74.5%, 조금 문제

있음이 69.8%, 많이 문제 있음이 44.9%, 전혀 씹

지 못함이 31.4%로 조사되어 의치장착 여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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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행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명(%)

항목 구분 전체
치주질환

p값†
예 아니요

주관적 건강 상태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03**

좋다 62(100.0) 32(51.6) 30(48.4)

보통이다 103(100.0) 54(52.4) 49(47.6)

나쁘다 245(100.0) 169(69.0) 76(31.0)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00***

좋다 40(100.0) 18(45.0) 22(55.0)

보통이다 105(100.0) 41(39.0) 64(61.0)

나쁘다 265(100.0) 196(74.0) 69(26.0)

수면 충분도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133

단히 충분하다 8(100.0) 6(75.0) 2(25.0)

매우 충분하다 27(100.0) 19(70.4) 8(29.6)

충분하다 259(100.0) 150(57.9) 109(42.1)

불충분하다 116(100.0) 80(69.0) 36(31.0)

스트레스 정도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00***

단히 많이 느낀다 29(100.0) 24(82.8) 5(17.2)

많이 느끼는 편이다 130(100.0) 85(65.4) 45(34.6)

조금 느끼는 편이다 144(100.0) 91(63.2) 53(36.8)

거의 느끼지 않는다 107(100.0) 55(51.4) 52(48.6)

†. p-값은 Chi-Square 검정에 의해 계산됨. **p＜0.01, ***p＜0.001



난 1년간씹기문제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었다(p＜0.001).

3.5. 구강환경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치

주질환 유무

구강환경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

무는 <표 5>와 같이, 일일 잇솔질 횟수가 2회인

노인의 67.2%가 주관적 치주질환이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57.7%, 1회 이하는 57.1%였다. 치간

칫솔 사용 여부에서는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66.7%, 들어본 적이 없는 노인의 64.7%,

사용하지 않는 노인의 60.7%가 치주질환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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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강상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명(%)

항목 구분 전체
치주질환

p값†
예 아니요

치아 상태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24*

위아래 치아 전체 빠짐 141(100.0) 74(52.5) 67(47.5)

위쪽 치아만 빠짐 51(100.0) 32(62.7) 19(37.3)

아래쪽 치아만 빠짐 22(100.0) 14(63.6) 8(36.4)

빠지지 않음 196(100.0) 135(68.9) 61(31.1)

의치장착 여부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00***

위아래 둘다 있음 158(100.0) 79(50.0) 79(50.0)

위쪽만 있음 45(100.0) 27(60.0) 18(40.0)

아래쪽만 있음 16(100.0) 12(75.0) 4(25.0)

빠지지 않음 191(100.0) 137(71.7) 54(28.3)

지난 1년간 씹기 문제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000***

전혀 없음 165(100.0) 123(74.5) 42(25.5)

조금 문제 있음 126(100.0) 88(69.8) 38(30.2)

많이 문제 있음 49(100.0) 22(44.9) 27(55.1)

전혀 씹지 못함 70(100.0) 22(31.4) 48(68.6)

†. p-값은 Chi-Square 검정에 의해 계산됨. **p＜0.05, ***p＜0.001

표 5. 구강환경관리 실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 명(%)

항목 구분 전체
치주질환

p값†
예 아니요

일일 잇솔질 횟수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126

1회 이하 105(100.0) 60(57.1) 45(42.9)

2회 201(100.0) 135(67.2) 66(32.8)

3회 이상 104(100.0) 60(57.7) 44(42.3)

치간칫솔 사용 여부 전체 410(100.0) 255(62.2) 155(37.8) 0.698

사용하고 있음 12(100.0) 8(66.7) 4(33.3)

사용하지 않음 262(100.0) 159(60.7) 103(39.3)

들어본 적 없음 136(100.0) 88(64.7) 48(35.3)

†. p-값은 Chi-Square 검정에 의해 계산됨.



고 있었으나, 일일 잇솔질 횟수와 치간칫솔 사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6. 건강행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

는 향

건강행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이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노인이 0.316

배(p＜0.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0.241배

(p＜0.001)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노인에 비해 대단히

많이 느끼는 노인은 3.928배(p＜0.05), 많이 느

끼는 노인은 1.410배, 조금 느끼는 노인은 1.326

배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치주질환

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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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강행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

항목 구분
주관적 치주질환

:교차비(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상태 좋다 0.618(0.309~2.412)

보통이다 0.681(0.266~2.089)

나쁘다 1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좋다 0.316** (0.359~10.322)

보통이다 0.241***(0.251~32.025)

나쁘다 1

스트레스 정도 단히 많이 느낀다 3.928*(0.559~5.99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410 (0.292~1.388)

조금 느끼는 편이다 1.326 (0.278~1.025)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표 7. 구강상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

항목 구분
본인 인지 치주질환

:교차비(95% 신뢰구간)

치아 상태 위아래 치아 전체 빠짐 0.694(0.355~1.057)

위쪽 치아만 빠짐 0.993(0.443~0.000)

아래쪽 치아만 빠짐 0.864(0.563~0.067)

아니요 1

의치장착 여부 위아래 둘 다 있음 0.463*(0.339~5.169)

위쪽만 있음 0.540 (0.457~1.820)

아래쪽만 있음 1.159 (0.693~0.045)

아니요 1

지난 1년간 씹기 문제 전혀 없음 7.464***(0.331~36.922)

조금 문제 있음 4.488***(0.332~20.477)

많이 문제 있음 1.877  (0.403~2.448)

전혀 씹지 못함 1



3.7. 구강상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

는 향

구강상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치아가 빠지지 않은

노인에 비해 위쪽 치아만 빠진 노인은 0.993배,

아래쪽 치아만 빠진 노인은 0.864배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었다. 의치 장착 여부에서는 의치를 장

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아래쪽만 의치를 장착하

고 있는 노인이 1.159배로 주관적 치주질환이 높

았고, 위쪽만 있는 경우는 0.540배, 위아래 둘 다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은 0.463배의(p

＜0.05) 주관적 치주질환이 조사되었다. 또한 지

난 1년간 씹기 문제에서는 전혀 씹지 못하는 노인

에 비해 씹기 문제가 전혀 없는 노인은 7.464배,

조금 문제 있는 노인은 4.488배로 주관적 치주질

환을 느끼고 있었다(p＜0.001).

4. 총괄 및 고안

21세기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건강과 관련

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도출되고 있는 시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의료 및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

운데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

화되어가고 있다. ‘2008 OECD 건강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남자 75세, 여자 82

세13)로 조사되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삶

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어 건강관리에 대한

노인 복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

강건강의 중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

고, 60세 이상 인구의 64.5%는 다른 어떤 건강문

제보다 구강건강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보고되었다14). 이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의 구강보건관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

어 치주질환과 관련된 노인의 주관적인 구강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다가올 고령사회에 한국 노인의

치주건강 증진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과 함께 노인구강보건정책 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생각되어본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연구결과 주관적인 구강건강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노인의 주관적인 치주질환이 대한 주

관적 인지가 높게 조사되었다. 주와 김15)의 연구

에서도 구강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치주

질환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권 등16)의 연구와, 김과 권17)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대다수인 79.2%가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18)에

서는 장년층 이상의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식

이나 염려수준은 2003년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노인의 자연치아수는 증가했음에도

저작 불편감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

는 등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최 등1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구

강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였

고, 장 등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저작기능 및 심미적인 만족도에 의해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

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노인의 주관적인

치주질환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높게 조사되었는

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요인이라고 보고21)되고

있으며, 장 등22)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인

지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나

쁘다는 비율로 조사되었고, 정 등23)의 연구에서도

시설노인들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각증상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의 부족으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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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 등24)

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적을수록 구강문제로 인한

영향력이 높게 조사되어, 노인에게 있어서 열악한

구강상태는 재정상태가 나쁠수록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구강보건전략

과 방법을 재검토하여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들이

개발·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활용성이

높은다방면의연구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건강행태에 따른 주관적 치주질환은 주관적 구

강건강 상태가 나쁘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치주질환이 높았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

과 같은 특정한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이 건강문

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불만을 나타낸다고26)

하는데, Mulant 등27)과 Bryant 등28)의 연구에서

도 정신적 건강상태가 심할수록 주관적인 건강평

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in 등29)의 연

구에서도 일부 대도시 노인의 주관적 건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정도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강상태와 주관적인 치

주질환은 치아가 빠지지 않은 노인과 의치가 아래

쪽만 있는 노인, 그리고 지난 1년간 씹는 부분에서

는 전혀 문제가 없는 노인에게 주관적 치주질환이

높았다. 이는 김 등30)의 연구에서 노인의 주관적

치주상태, 저작 기능장애 및 치통이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Wilson과 Cleary31)는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

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

정하며 이를 통하여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해 주었다. 

치과치료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전후의 의치 만족도와 구강건강과 관련

된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고20), 노인들의 치아상실과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4), 자가보고

치주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간에도 연

관성이 존재함을 보고32)하고 있다. 장의 연구8)에

서도 치주치료가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

으로 보고되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구강건

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종적 연구에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문화

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

별 차이와 국가 내 사회계급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33),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5).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대부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노인

들이 치과 질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

인 치료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높아 연령

이 증가하면서 구강건강은 더 심하게 악화되고 있

다6).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구

강내 현존 치아수가 감소하여 주관적으로 구강건

강이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가 높은 것 같다. 따라

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치료 이전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이고도 활용 가능한 예방 중심의 노인구강보건사

업 등이 건강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절실히

필요하다고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향후 고령사회에 한국 노인의 치주건

강 증진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과 구

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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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강보건정책 사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65세

이상 노인 1,091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

성, 건강행태, 구강상태, 구강환경관리실태에 따

른 노인의 주관적 치주질환 유무와 건강행태 및

구강상태가 주관적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 12.0을 이용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69.0%)(p＜0.01),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이(74.0%),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노인이(82.8%)

치주질환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p＜0.001).

2. 치아가 빠지지 않은 노인이(68.9%)(p＜0.05),

의치가 아래쪽만 있는 노인이(75.0%), 씹기 문

제가 전혀 없는 노인에서(74.5%) 치주질환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p＜0.001).

3.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

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노인이 0.316배(p

＜0.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0.241배(p

＜0.001) 치주질환을 느끼고 있었고, 스트레스

를 거의 느끼지 않는 노인에 비해 대단히 많이

느끼는 노인은 3.928배(p＜0.05), 많이 느끼

는 노인은 1.410배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

록 주관적 치주질환도높았다.

4.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아래쪽만 의

치를장착하고있는노인이 1.159배, 위쪽만있는

경우는 0.540배, 위아래 둘 다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은 0.464배(p＜0.05) 치주질환을 느

끼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씹기 문제에서는 전혀

씹지못하는노인에비해씹기문제가전혀없는

노인은 7.464배, 조금 문제 있는 노인은 4.488

배로치주질환을느끼고있었다(p＜0.001).

치주질환으로 인해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

하될 수 있다는 이상의 연구결과는 노인 구강보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치주건강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

하여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발과 함께 지역자치단

체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이 이

루어졌을 때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뿐 아니라 삶

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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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d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related peri-

odontal disease of elderly people.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05.

Participants consisted of 1,091 elderly people above 65 years old.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ur-

vey were social characteristic, health behavior, oral health condition, oral health manage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2.0.

Results : The more elderly people of 69.0% recognized own oral health as is not healthy, elderly

people of 74.0% recognized own oral health as is not healthy about subjective oral health and a lot of

stressed(82.8%) has felt highly about periodontal disease(p<0.001). Respondents of have a sound

teeth(58.9%), have a lower denture(75.0%) and have a no problem in mastication(74.5%) has felt

highly about periodontal disease(p<0.001). Elderly people recognized own oral health as is not

healthy about subjective oral health were 0.316 times(p<0.01), elderly people recognized own oral

health as is common healthy about subjective oral health were 0.241 times(p<0.001),  a lot of stressed

were 1.410 times has felt highly about periodontal disease. Elderly people of have a lower denture

were 1.159 times, have a upper denture were 1.159 times, have a lower and upper denture were

0.464 times has felt highly about periodontal disease(p<0.05). Also respondents of have a no prob-

lem in mastication were 7.464 times compared with problem in mastication(p<0.001).

Conclusions : Quality of life from disease of Korean elderly people can be fallen, and improve

quality of life that medical treatment is healthy numerical value state numerical value state. Study's

findings of above may be used to inform the importance of health numerical value state while estab-

lish dental health policy that i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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