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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conditions and their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in the elderly in Gimcheon.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14 elderly aged over 65 years old in Gimcheon.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direct interview method 
of from February 20 to 24, 2014. The oral examination was performed by the dentist base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riteria 
including direct examination and observa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x, type of family, use of medical services, and oral health 
behavior, The independent variable included three question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wo questions of use of medical 
services, and two questions of oral health behavior. The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was composed of heathy and unhealthy. The 
o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was evaluated by number of residual teeth, FT index, MT index, and DMFT index. 
Results: In the elderly, the number of residual tooth was 8.89±9.72 and the number of decayed teeth was 0.03±0.20. The numbers of 
missing teeth and filled teeth were 19.26±9.65 and 0.28±1.01, respectively. The DMFT index was 19.57±9.28. In relation to the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76.6% answered ‘good’ and 23.4% answered ‘bad’. The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showed a weak 
quantitative linear relationship of r=0.235 with the number of residual tooth. the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showed a weak negative 
linear relationship(p<0.01) of r=-0.225 with the number of missing teeth and r=-0.217 with DMFT(number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index.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ndard measure for the oral health conditiion and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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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현대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평

균수명은 증가하고, 그로 인한 노인 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

하는 비중은 이미 2010년 11.0%를 넘어서, 2018년에는 고



418 •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3): 417-24

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함께 건강문제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까지 가

중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2). 이러한 노

인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신건강과 접하

게 연관 되어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전한 건강이라고 

볼 수 없다3).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아상

실로 인한 저작능력의 감소에 따라, 이에 따라 섭취할 수 있

는 음식물의 선택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시 저

하됨으로써 영양결핍 및 식사에 대한 행복감이 감소함으로

써,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4). 뿐만 아니라, 발

음과 외형적 변화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사회적 소외감은 물론, 고립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75세 노인 중 자

연치아수는 17.2개에 불과함에 따라6), 국민구강건강증진을 

통한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잔존 자연치아

수를 19.3개로 유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7). 과거 일본

에서는 8020캠페인 후 자연치아 20개 보유율을 24.1%까지 

향상시켰고, 노인들의 전반적인 신체건강지수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85%로8) 나타났듯이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강건강상태는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

강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치과의

사에 의해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구강상태를 말

하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는 구강건

강상태를 말한다9).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개인의 삶의 질

과 행복을 강조함으로, 객관적 구강건강 평가보다는 더 신

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구강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주

관적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0). 

신과 정11)은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과 전신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구강건강평가 지수가 높다고 하였고, 

유 등12)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인식이 삶의 질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13)

의 구미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주

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노인에게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인 구강건강관리는 삶

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었지만 현재까

지 노인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천시 

노인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구강

건강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한 노인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총 251명을 

2014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구강검진과 면접조사

를 실시하였다. 구강검사는 치과의사 1인이 세계보건기구에

서 권장하는 구강실태검사법으로 관찰조사 하였으며, 검진

자료가 미비한 37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214명의 자료를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변수

건강설문조사의 성별, 가족형태, 의료이용 항목, 구강보

건행태 항목은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구강검진조사는 

직접 계측, 관찰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

된 독립변수로는 건강면접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

항, 의료이용 항목 2문항, 구강보건행태 항목 2문항이며, 주

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로 구

분하였다.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는(잔존치아수, 우식치아수, 상실치

아수, 충전치아수, 우식경험영구치치아수)치아상태로 영구

치의 우식경험도로써, 치아상태는 잔존치아수, 1인 평균 보

유 우식영구치지수(DT index), 충전영구치지수(FT index), 

상실영구치지수(MT index)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인

당 평균 보유 영구치우식경험량을 치아 단위로 한 우식경험

영구치지수(DMFT index)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의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변수들의 교차분석에는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는 평균점수를 분석하였으며, t-test 및 일원배

치분산분석(ANOVA)으로 검정하여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준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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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4 
years old

Over 75 Total (p-value*)

Gender Man　 14(22.2) 16(10.6) 30(14.0) 4.985
(0.026)Woman 49(77.8) 135(89.4) 184(86.0)

Type of family Living alone 17(27.0) 68(45.0) 85(39.7) 6.048
(0.014)Family, etc 46(73.0) 83(55.0) 129(60.3)

Regular oral health examination Yes　 18(28.6) 18(11.9) 36(16.8) 8.808
(0.003)No 45(71.4) 133(88.1) 178(83.2)

Dental diagnosis and treatment 
over the last 6 months

Yes 19(30.2) 22(14.6) 41(19.2) 6.975
(0.008)No 44(69.8) 129(85.4) 173(80.8)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Yes 23(36.5) 54(35.8) 77(36.0) 0.011
(0.917)No 40(63.5) 97(64.2) 137(64.0)

Number of tooth brushing Once in the morning 12(19.0) 29(19.2) 41(19.2) 0.152
(0.927)Twice a day

(morning &evening)
34(54.0) 85(56.3) 119(55.6)

3 times after meals 17(27.0) 37(24.5) 54(25.2)
O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Bad 11(17.5) 39(25.8) 50(23.4) 1.738

(0.187)Good 52(82.5) 112(74.2) 164(76.6)
Total 63(100.0) 151(100.0) 214(100.0)
*by chi-square test

Table 1. Health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N(%)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보건⋅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214명 중 65세-74세 29.4%, 75세 이상은 

70.6%를 차지하였으며,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14%, ‘여자’ 

86%이었다. 가족형태 분포에서는 ‘가족 등과 동거’ 60.3%, 

‘독거’ 39.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정기

적 구강검진 분포에서는 ‘하고 있지않음’ 83.2%, ‘하고 있음’ 

16.8%이었으며, 최근 6개월간 치과진료여부에서는 ‘없음’ 

80.8%, ‘있음’ 19.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구강보건교육유무에서는 ‘없음’ 64%, ‘있음’ 36%이었

고, 칫솔질횟수에서는 ‘아침과 저녁식사 후 2회’ 55.6%, 

‘식후 3회’ 25.2%, ‘아침 식사후 1회’ 19.2%이었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좋다’ 76.6%, ‘나쁘다’ 23.4%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1>.

2. 보건⋅인구학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객관적 

구강건강상태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잔존치아수는 8.89±9.72개, 우

식치아수는 0.03±0.20개, 상실치아수는 19.26±9.65개, 충전

치아수는 0.28±1.01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57±9.28

개였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상실치아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

가 ‘남자’보다 많았으며(p<0.05), 연령이 증가할수록 잔존치

아수는 감소하였고(p<0.001), 상실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

구치지수는 증가하였으며(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정기적 구강검진 여부는 검진경험이 ‘없는 경

우’ 잔존치아수는 적었고(p<0.01), 상실영구치지수와 우식

경험영구치지수는 증가하였으며(p<0.001)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6개월 치과진료여부는 치과진료 경

험이 ‘없는 경우’ 잔존치아수는 적었고(p<0.01), 상실영구치

지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증가하였으며(p<0.01)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횟수에서는 잔존치아

수가 ‘아침 1회’ 5.88±7.46개, ‘아침과 저녁 2회’ 

10.26±10.20개, ‘식후 3회’ 8.17±9.69개로 사후검정 결과, 

‘아침 1회’와 ‘아침과 저녁 2회’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주관적구강건강 인식은 ‘나쁘다’

고 인식하는 경우 잔존치아수는 적었고, 상실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Table 2>.

3. 보건⋅인구학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

건강인식에서는 성별, 연령, 가족형태, 정기적구강검진, 최

근 6개월간 치과진료여부, 칫솔질횟수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좋다’고 인식하는 군의 29.9%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었

고, 70.1%가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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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T DT MT FT DMF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n  30 11.67±9.85 0.00±0.00 16.00±10.28 0.30±1.06 16.30±9.84

Woman 184 8.44±9.64 0.04±0.22 19.79±9.46 0.28±1.01 20.11±9.10
p-value* 0.092 0.34 0.046 0.909 0.037

Age 65-74  63 12.92±10.93 0.03±0.18 14.97±11.16 0.27±0.88 15.27±10.82
Over 75 151 7.21±8.66 0.03±0.21 21.05±8.35 0.28±1.06 21.37±7.93
p-value* <0.001 0.960 0.000 0.922 <0.001

Type of family Living alone  85 7.89±9.47 0.01±0.11 20.44±9.27 0.41±1.2 20.86±8.69
Family 129 9.55±9.85 0.05±0.25 18.49±9.84 0.19±0.89 18.73±9.60
p-value* 0.223 0.221 0.149 0.123 0.101

Regular oral 
health 
examination

Yes　  36 13.36±9.20 0.00±0.00 14.42±9.47 0.36±1.10 14.78±9.00
No 178 7.99±9.59 0.04±0.22 20.24±9.41 0.26±0.99 20.54±9.06
p-value* 0.002 0.290 0.001 0.600 0.001

Dental 
diagnosis and 
treatment over 
the last 6 
months

Yes　  41 14.32±9.38 0.00±0.00 13.49±9.59 0.46±1.21 13.95±9.05
No 173 7.61±9.37 0.04±0.23 20.63±9.17 0.24±0.96 20.91±8.85
p-value* <0.001 0.252 0.000 0.197 <0.001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Yes　  77 9.61±10.14 0.04±0.20 18.47±10.03 0.43±1.33 18.94±9.55
No 137 8.49±9.48 0.03±0.21 19.71±9.43 0.20±0.77 19.93±9.14
p-value*  0.419 0.736 0.368 0.108 0.451

Number of 
tooth brushing

Once in the 
morning

 41 5.88±7.46a 0.00±0.00 21.95±7.89 0.15±0.57 22.10±7.56

Twice a 
day(morning 
& evening)

119 10.26±10.20ab 0.03±0.18 18.12±9.98 0.41±1.25 18.56±9.52

3 times after 
meals

 54 8.17±9.69b 0.06±0.30 19.74±9.83 0.09±0.56 19.89±9.70

p-value* 0.036(a<b) 0.418 0.082 0.100 0.105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Bad  50 4.76±6.23 0.00±0.00 23.18±6.40 0.04±0.28 23.22±6.33
Good 164 10.15±10.24 0.04±0.23 18.07±10.15 0.35±1.13 18.46±9.76
p-value* 0.001 0.194 0.001 0.054 0.001

Total 214 8.89±9.72 0.03±0.20 19.26±9.65 0.28±1.01 19.57±9.28
*by t-test or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s post-verification

Table 2. O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s based on health/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atterns

4.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관련성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간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은 잔존치아수와 r=0.235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으

며, 상실치아수와 r=-0.225,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r=-0.217

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잔존치아수는 우식치아수와 r=0.171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

를 보였고(p<0.05), 충전치아수 r=0.411로 뚜렷한 양적 선

형관계가 있었으며, 상실치아수 r=-0.973, 우식경험영구치

지수 r=-0,963으로 강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우식치아수는 상실치아수와 r=-0.144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었으며(p<0.05), 충전치아수 r=0.253으

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상실치아수는 충전치아수와 r=-0.385로 뚜렷한 음적 선형관

계가 있었고, 우식경험영구치지수 r=0.994로 강한 양적 선

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충전치아수는 우

식경험영구치지수와 r=-0.285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총괄 및 고안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

기 위한 요소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식사의 질과 양이 

제한되며,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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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Bad Good Total (p-value*)
Sex Man 5(10.0) 25(15.2) 30(14.0) 0.874

(0.350)Woman 45(90.0) 139(84.8) 184(86.0)
Age 65-74 11(22.0) 52(31.7) 63(29.4) 1.738

(0.187)Over 75 39(78.0) 112(68.3) 151(70.6)
Type of family Living alone 23(46.0) 62(37.8) 85(39.7) 1.075

(0.300)Family 27(54.0) 102(62.2) 129(60.3)
Regular oral health examination Yes　 11(22.0) 25(15.2) 36(16.8) 1.250

(0.264)No 39(78.0) 139(84.8) 178(83.2)
Dental diagnosis and treatment 
within  6 months

Yes　 14(28.0) 27(16.5) 41(19.2) 3.293
(0.070)No 36(72.0) 137(83.5) 173(80.8)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Yes　 28(56.0) 49(29.9) 77(36.0) 11.351
(0.001)No 22(44.0) 115(70.1) 137(64.0)

Number of tooth brushing Once in the morning 11(22.0) 30(18.3) 41(19.2)
3.843

(0.146)
Twice a day
(morning & evening)

22(44.0) 97(59.1) 119(55.6)

3 times after meals 17(34.0) 37(22.6) 54(25.2)
Total 50(100.0) 164(100.0) 214(100.0)
*by chi-square test

Table 3.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atterns N(%)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RT DT MT FT DMFT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1
RT 0.235** 1
DT 0.089 0.171* 1
MT -0.225** -0.973** -0.144* 1
FT 0.132 0.411** 0.253** -0.385** 1
DMFT -0.217** -0.963** -0.1 0.994** -0.285**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s and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건강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또한, 전신건강의 유지

에도 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객관적 구

강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노인 중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은 23.4%이었던 반

면, 서울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김 등14)의 연구에서는 14%

만 ‘나쁘다’고 인식하여 본 연구결과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김15)의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나

쁘다’ 59.9%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

다. 연령의 경우에서는 ‘65-74세’ 보다 ‘75세 이상’에서 구

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등16)

의 연구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등13)의 연구에서도 60대와 

70대 보다 80대 이상이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상실

과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기능 저하 및 신체적 노화 등으

로 인하여 노인들이 점점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해 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이 구강건강과 치과치료에 대한 정보 

교류 기회를 통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합리적인 구강건강관

리를 통한 구강건강상태를 유지⋅증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평균 잔존치아수는 8.89개, 

우식치아수는 0.03개, 상실치아수는 19.26개, 충전치아수는 

0.28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57개로 분석되었다. 우식

경험영구치지수는 여자가 20.11개로 남자 16.30개보다 높

게 나타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김17)의 연구

에서도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 등18)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통증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

로 치과이용 회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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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잔존치아는 감소하였고, 상실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

구치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과 신19)의 

연구에서도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상실영구치지수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치아상

실 원인으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 치아우식증은 눈

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치주질환은 구강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서서히 치조골이 파괴되어 치아상실로 이루

어질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

인의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잔존치아수는 적고, 상실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

는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잔존치

아수는 적고, 상실치아수가 많아짐에 따라 음식저작 장애를 

야기한다. 음식저작 장애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선택범

위가 제한적이고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및 삶의 질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잔존치아수와 

r=0.235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상실치아수와 

r=-0.225,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r=-0.217로 약한 음적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이 좋을수록 잔존치아수는 높고, 상실치아수와 우식경험

영구치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과 신19), 이20)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

과 우식영구치수가 낮아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잔존치아수는 우식치아수와 r=0.171로 약한 양적 선형

관계를 보였고(p<0.05), 충전치아수 r=0.411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었으며, 상실치아수 r=-0.973, 우식경험영구

치지수 r=-0,963으로 강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이는 잔존치아수가 많을수록 우식치아수와 충

전치아수는 많고, 상실치아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 Kushnir 등21)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

함을 보였다. 잔존치아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인식 뿐만 아

니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22), 노

인의 구강건강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치아의 잔존율을 높

을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실치아수는 충전치아수와 r=-0.385로 뚜렷한 음적 선

형관계가 있었고, 우식경험영구치지수 r=0.994로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상실치아수

가 많을수록 충전치아수는 낮아지고,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ocker 등23)의 연구와 일

치하였다. Locker 등23)도 본인 스스로 평가한 구강건강인식

과 구강증상과 불편감 등은 서로 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강증상과 불편감이 저작기능 장애로 스스

로 평가하는 구강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노인의 객관적 구강건강상

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구

강건강인식 사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적인 치과방문으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며,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

한 의료복지 생태체계모형을 개발하여 지역노인들의 의료접

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수행 인

력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구강보건프

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화된 업무분담과 구강보건 업

무의 재조정을 비롯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경북 김천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로써, 표본의 크기가 다소 작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틀니 및 보철물 상태를 평가하

지 못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객관적 구

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관련성 분석에 적합

한 연구로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경북 김

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14명을 대상

으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평균 잔존치아수는 8.89±9.72개, 우

식치아수는 0.03±0.20개, 상실치아수는 19.26±9.65개, 충전

치아수는 0.28±1.01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57±9.28

개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성별, 연령, 가족형태, 정기적구강검진, 

최근 6개월간 치과진료여부, 칫솔질횟수 등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이 ‘좋다’고 인식하는 군의 29.9%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었고, 70.1%가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셋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잔존치아수와 r=0.235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상실치아수와 r=-0.225,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r=-0.217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잔존치아수는 우식치아수

와 r=0.171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고(p<0.05),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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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수 r=0.411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었으며, 상실

치아수 r=-0.973, 우식경험영구치지수 r=-0,963으로 강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우식치아

수는 상실치아수와 r=-0.144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었

으며(p<0.05), 충전치아수 r=0.253으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상실치아수는 충전치아

수와 r=-0.385로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었고, 우식경험

영구치지수 r=0.994로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충전치아수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r=-0.285로 약한 음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상의 결과로부터 김천지역 노인의 객관적 구강건강상

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상실치아수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줄이고, 

잔존치아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건

강한 구강건강상태 유지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구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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