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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happiness through the use of effective denture-related services and restoration of healthy oral function.

Methods :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52 denture wearers using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Seoul. Results :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the denture wearers were living with

the family, subjective health, oral health status, duration of denture use, and regular oral examinations.

Living with one’s famil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happiness of the denture wearers.

Conclusions :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 of satisfaction and behavior factors on effective denture

use with reference to the happiness of denture wearers. This information will help improve denture

manag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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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엔(UN)이 발표한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2017

World Happiness Report)[1]에 따르면 한국의 행

복순위는 전 세계 155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행복순위는 대만이 33위, 일본이 

51위, 한국이 56위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개국은 모두 부유한 선진국이지만 재정상태 충

족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며, 실

제로 부유한 국가들의 행복차이는 대인관계, 재정

상태, 전신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등의 요인에 의

한 것이라 하였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망 

및 욕구가 만족되어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2]. 행복감은 개인들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

면에서 자신의 실제상황과 기대상황을 비교함으로

써 인식된다고 한다. 객관적 측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며, 주관적 측면은 삶에 대한 개

인의 만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3]. 또한 행복감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질과 만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신건강의 병리적인 지각상태의 완화를 

위한 필수요인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친구, 가

족, 재정, 건강 등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4]. 선

학연구에서 행복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은 상관

성이 있었으며, 이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

하는 건강수준이 높다고 하였다[2].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건강이 중

요하며, 이 중 구강건강은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요소이다. 특히 치아의 상실은 저작, 미각, 발

음, 심미 등 구강의 기능 및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행복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치

아상실로 인한 구강기능의 개선 및 회복의 일환으

로 의치(Denture)의 장착이 요구된다. 의치의 장착

은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킴은 물론 건강증진으로 

인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의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의치(Full Denture)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3.8%, 새로운 의치를 필

요로 하는 인구는 36.2%임이 보고된 바 있다[5].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의치사용은 세균감염 및 구

강의 염증으로 이어져 구강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6].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정부

관장으로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노인인

구를 대상으로 의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무료 의

치보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6]. 이는 의

치장착을 통해 구강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의치장착자 중 의치사용의 만족

감이 높은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반

면 의치의 사용을 식사 시에만 사용하거나 의치가 

있어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5]. 의치의 올바른 기능은 삶

의 질 향상 및 만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행복

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의치사용관

련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선학의 연구를 살펴

보면 국내·외 연구에서 구강건강상태와 삶의 질과

의 관계는 보고된바 있으나[7][8], 의치장착자가 인

식하는 의치사용만족 및 행태요인과 행복감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

러므로 의치장착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치

사용만족과 행태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편

안한 의치보철사용에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고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이 삶의 특정 영역이나 전반

적인 삶의 만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한 

Tsou & Liu[9]의 주장을 토대로 의치장착자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해 검증하고자하며, 행복의 요건은 다양하나 건강,

재정, 대인관계 등 생존조건이 중요 결정인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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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행복감 관련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10].

따라서 의치장착자의 행복감을 배가시킬 수 있

는 관련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치사용만족,

의치사용행태를 조사하여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자 하며, 의치장착자의 효율적인 의치관련서비스의 

이용과 건강한 구강기능의 회복을 통해 이들의 행

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중 광진구(2

개소), 성동구(2개소), 용산구(1개소) 소재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중 의치장착자 500명을 대

상으로 2013년 1월 12일부터 12월 09일까지 조사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

으로 선정한 후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조

사요원이 자료제공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와의 일대

일 면접을 통한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자 500명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48명을 제외한 452명을 최종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항목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의치사용만족, 의치사용행태, 행복감에 관한 

항목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환자의 성

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가족유무, 주관적 건강상

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세부항목 중 연령은 65-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이상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동거가족유무에 관한 

문항은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십니까”로 

‘예’, ‘아니오’로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 및 구강

건강상태 항목은 “현재 본인의 건강 및 구강건강

이 비교적 좋은편이라 생각하십니까”로 ‘예’, ‘아니

오’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본인인지 

평가수준이 의의 있는 건강지표로서 인정된 Chu

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11].

의치사용만족의 세부항목은 저작만족유무, 미각

만족유무, 발음만족유무, 심미만족유무, 의치고정유

무 등 총 5문항으로 “의치를 사용할 때 각각 저작

기능, 미각기능, 발음기능, 심미기능, 의치의 고정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이었다. 상기 항

목은 ‘매우 만족’(4점), ‘만족’(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통계

분석 시에는 ‘만족’, ‘불만족’의 2점 척도로 급간을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의치사용행태의 세부항목으로는 사용의치종류,

의치사용기간, 의치제작횟수, 의치제작비본인지출

유무, 일일의치세정유무, 정기구강검진유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항목 중 사용하고 있는 

의치의 종류는 ‘편악만 국소의치’, ‘편악만 총의치’,

‘상하악 모두 국소의치’, ‘상하악 모두 총의치’, ‘상

하악 국소 및 총의치’로 구성하였다. 의치의 사용

기간으로는 ‘5년 이하’, ‘6년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의치의 제작횟수로는 ‘3회 이하’, ‘4회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 의치의 제작비 지출에서는 본인이 지출

하였다는 ‘예’, 타인이 지출하였다는 ‘아니오’로 구

성하였다. 일일의치세정에서는 “하루에 의치를 1회 

이상 세정하십니까?”로 ‘예’, ‘아니오’로 구성하였

다. 정기구강검진에서는 “의치의 관리를 위해 1년

에 1회 이상 치과병(의)원에서 구강검진을 받으십

니까?”로 ‘예’, ‘아니오’로 구성하였다.

행복감 항목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의 정

도를 조사하였고, 세부항목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족, 복지시설, 직장, 종교, 취미, 계모임 등) 행복감,

재정상태 행복감, 건강상태 행복감 등 3개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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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가장 행복한 상태를 5점, 가장 불행한 상태

를 1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행복감 항

목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본인의 삶에 대체

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로 매우 만족한다는 5

점,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행복감관련 항목에 관한 Cronbach's alpha 0.705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이 전반적으로 전체 신뢰도보

다 낮은 신뢰도 값을 보여 삭제할 문항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치사용만족, 의치사용행태별 행복감의 차이는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 중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고, 동거가족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만족

유무, 미각만족유무, 발음만족유무, 심미만족유무,

의치고정유무, 의치제작비본인지출유무, 일일의치

세정유무, 정기구강검진유무 항목은 ‘예’는 1, ‘아니

오’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또한 의치사용기간 

항목은 ‘5년 이하’는 1, ‘6년 이상’은 ‘0’, 의치제작

횟수는 ‘3회 이하’는 1, ‘4회 이상’은 0으로 더미변

수화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다중결정계수(R²)

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에서 여성이 260명(57.5%)이었고, 남

성은 192명(42.5%)이었다. 연령은 75-79세가 276명

(61.1%)으로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이 96명

(21.2%), 65-74세가 80명(17.7%)순이었다. 교육수준

에서는 중졸 이상이 237명(52.4%), 무학이 142명

(31.4%)이었으며, 동거가족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

이 있다는 응답이 357명(79.0%)이었다. 주관적 건

강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71명(15.7%), 주관

적 구강건강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58명

(12.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192 42.5
Female 260 57.5

Age(years)
65-74 80 17.7
75-79 276 61.1
≥80 96 21.2

Education
Uneducated 142 31.4
Elementary school 73 16.2
≥Middle school 237 52.4

Living with the family 
Yes 357 79.0
No 95 21.0

Subjective health 
status

Yes 71 15.7
No 381 84.3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Yes 58 12.8
No 394 87.2

Total 452 100.0



Effect of Dentures Wearers' Dentur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n their Happiness

- 161 -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행복

감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대인관계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동거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더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은 경우가 좋지 않은 경우보다 더 건강상태 행복

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주관적 구강건강상

태의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좋

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1, p<.05).

<Table 2> Happines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Happiness

Personal relationship Financial 
status

Health 
status    

M±SD M±SD M±SD

Gender 
Male 3.08±0.93 2.90±1.34 2.39±1.32
Female 3.07±1.06 2.79±1.25 2.40±1.32
t(p) .150(.881) .842(.400) -.074(.941)

Age(years)

65-74 3.38±0.96 2.56±1.16 2.36±1.28
75-79 3.24±1.00 2.85±1.33 2.47±1.35
≥80 2.92±0.99 3.02±1.24 2.21±1.26
F(p) 8.654(.001) 2.821(.061) 1.437(.239)

Education

Uneducated 3.25±0.90 2.81±1.23 2.49±1.31
Elementary school 2.86±1.05 2.58±1.44 2.59±1.22
≥Middle school 3.04±1.03 2.93±1.26 2.28±1.35
F(p) 3.868(.221) 2.190(.113) 1.981(.139)

Living with the family 
Yes 3.11±0.97 2.97±1.30 3.09±1.61
No 2.93±1.13 2.35±1.09 2.21±1.17
t(p) -1.484(.140) -4.678(.000) 5.010(.000)

Subjective health status
Yes 3.01±0.97 2.63±1.18 2.90±1.43
No 3.09±1.01 2.87±1.30 2.30±1.28
t(p) -.555(.579) -1.441(.150) 3.549(.000)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Yes 3.19±0.98 2.90±1.30 2.79±1.58
No 3.06±1.01 2.43±1.14 2.34±1.27
t(p) .925(.356) -2.842(.006) 2.090(.040)

* p<.05, **p<.01, *** p<.001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1 No.4 (December 2017)

- 162 -

3. 의치사용만족별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의치사용만족에 따른 행복감은 

<Table 3>과 같다. 저작만족유무의 경우, 의치 사

용 시 저작만족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

다 더 대인관계,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1). 미각만족유무의 경우, 의치 

사용 시 미각만족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

보다 더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발음만족유무의 경우, 의치 사용 시 발음만족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대인관계 행

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5). 심미만족유무의 

경우, 의치 사용 시 심미만족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재정상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

았다(p<.01).

4. 의치사용행태별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의치사용행태에 따른 행복감은 

<Table 4>와 같다. 의치사용기간의 경우, 의치의 

사용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가 5년 이하인 경우보

다 더 대인관계,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1). 의치제작횟수의 경우, 의치의 

제작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보

다 더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1).

<Table 3> Happiness by Satisfaction with Denture Use

Variable 
Happiness

Personal relationship  Financial 
status

Health 
status    

M±SD M±SD  M±SD

Satisfaction with chewing
Yes 3.13±1.00 3.05±1.28 3.69±1.32
No 2.92±1.00 2.25±1.11 1.93±0.96
t(p) 2.015(.045) 6.436(.000) -13.395(.000)

Satisfaction with taste
Yes 3.14±1.01 2.62±1.15 2.93±1.43
No 3.06±1.00 2.87±1.31 2.30±1.28
t(p) .623(.534) -1.491(.137) 3.674(.000)

Satisfaction with pronunciation
Yes 3.18±1.02 2.86±1.31 2.40±1.29
No 2.96±0.98 2.81±1.26 2.39±1.35
t(p) 2.286(.023) .387(.699) .024(.981)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Yes 3.13±0.94 3.18±1.26 2.45±1.40
No 2.90±1.16 2.72±1.28 2.24±1.03
t(p) 1.901(.059) -3.274(.001) 1.459(.145)

Satisfaction with denture fixation
Yes 3.08±1.04 2.87±1.32 2.37±1.30
No 3.05±0.89 2.72±1.14 2.51±1.38
t(p) .299(.765) 1.039(.299) -.927(.354)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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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ppiness by Behavior related to Denture Use

Variable 
Happiness

Personal relationship  Financial 
status

Health 
status    

M±SD M±SD  M±SD

Denture type

1 Jaw 
- Partial denture 3.30±1.02 2.74±1.38 1.95±1.22
1 Jaw 
- Full denture 3.15±1.02 2.65±1.38 2.88±1.23
2 Jaw 
- Partial denture 2.97±0.91 2.96±1.11 2.21±1.14
2 Jaw 
- Full denture 2.82±1.01 2.86±1.23 2.81±1.47
2 Jaw 
- Partial+Full denture 3.20±1.03 4.10±0.99 2.30±1.05
F(p) 4.159(.223) 3.301(.226) 10.780(.246)

Duration of denture use
≤5 years 2.98±0.99 2.78±1.29 1.97±1.02
≥6 years 3.53±0.95 3.11±1.26 2.49±1.36
t(p) -4.519(.000) -2.112(.035) 3.776(.000)

Number of dentures made
≤3 3.11±0.97 2.97±1.30 3.09±1.61
≥4 2.93±1.13 2.35±1.09 2.21±1.17
t(p) 1.484(.140) 4.678(.000) -6.011(.000)

Self-paying of dentistry costs
Yes 3.12±0.97 2.73±1.31 2.52±1.28
No 3.04±1.03 2.93±1.26 2.28±1.35
t(p) .823(.411) -1.666(.096) 1.917(.056)

Daily denture cleaning
Yes 3.06±1.06 3.02±1.27 2.63±1.28
No 3.08±1.00 2.81±1.29 2.37±1.32
t(p) -.123(.902) 1.077(.282) .185(.354)

Regular oral examination
Yes 3.06±1.00 2.87±1.31 2.30±1.28
No 3.14±1.01 2.62±1.15 2.93±1.43
t(p) -.623(.534) 1.491(.137) -3.674(.000)

* p<.05, **p<.01, *** p<.001 

5.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Model 1에서 연령(β

=.201, p=.000), 동거가족유무(β=.542, p=.000), 주관

적 건강상태유무(β=.112, p=.041),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유무(β=.203, p=.000)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

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서 행복감이 높았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0.8로 나

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치사용만족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연령(β=.182, p=.001), 동거가족유

무(β=.477, p=.000),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유무(β

=.205, p=.000), 저작만족유무(β=.155, p=.001), 미각

만족유무(β=.270, p=.000)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

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의치의 저작 및 

미각기능에 만족하는 경우에서 행복감이 높았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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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치사용만족 및 행태를 

합한 Model 3에서는 연령(β=.188, p=.001), 교육수

준(β=.212, p=.020), 동거가족유무(β=.521, p=.000),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유무(β=.203, p=.000), 저작만

족유무(β=.162, p=.000), 의치제작횟수(β=.470,

p=.000), 일일의치세정유무(β=.083, p=.040), 정기구

강검진유무(β=.282, p=.000)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

은 경우, 의치의 저작기능에 만족하는 경우, 의치

제작횟수가 낮은 경우, 일일 의치세정을 하는 경

우, 정기구강검진을 하는 경우에서 행복감이 높았

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4.3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동거가족유무이었으며, 그 다

음은 의치제작횟수이었다. 모델이 변화함에 따라 

R²의 값이 증가하여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상승하

였다.

<Table 5> Factors that Affect Overall Happines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235 -.090 -.242  -.093 -.206 -.079
Age -.415 -.201*** -.376  -.182** -.389 -.188**
Education .071  .073 .097   .100 .205  .212*
Living with the family 1.711  .542*** 1.505   .477*** 1.656  .521***
Subjective health status .398  .112* .496   .140 .484  .137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782  .203*** .789   .205*** .781  .203***

Denture-us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hewing .452   .155** .471  .162***
Satisfaction with taste .965   .270*** .984  .279
Satisfaction with pronunciation .020   .008 .023  .009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71  -.024 -.105 -.035
Satisfaction with denture fixation .153   .049 .141  .045

Denture 
behavior

Denture type -.016 -.015
Duration of denture use -.065 -.019
Number of dentures made 1.485  .470***
Self-paying of dentistry costs -.402 -.156
Daily denture cleaning .337  .083*
Regular oral examination 1.008  .282***

F    34.391***  21.803***    16.710***
R²        .317        .353    .365
Adj R²        .308        .337    .343
B: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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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의치장착자의 의치사용만족 및 행태

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감의 세부영역인 대인관

계 행복감, 재정상태 행복감, 건강상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살펴보고, 전반적인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치장착자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

인은 동거가족유무이었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Park & Park의 연구[12]와 

일치하였으며, 유사한 연구결과로 Hur et al.의 연

구[5]에서 부부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으며 홀로 지내는 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동거가족유무가 중요한 변수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hin[3]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가정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높았으며, 이

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순간은 

바로 가정에서 동거가족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

누며 평안하게 생활할 때 일 것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대상인 의치장착자는 연령층이 노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홀로 지내는 노인의 수는 지난 10년간 2

배가 증가하였고, 가족관계의 단절 및 감소로 인한 

고독사 노인의 수도 증가추세이다[13]. 독거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율이 과

반수이며 신체기능제한이 있는 비율 또한 비 독거

노인에 비해 높다고 한다[14]. 이러한 사회적 변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는 노인기의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동

거가족의 존재는 삶에 대한 만족과 직결되어 우울

한 심리상태를 줄여주고, 행복감 향상에 일조하므

로 매우 중요하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노후생활보장과 효율적인 공동생활가정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실천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치장착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건강상태 행복감이 높았다. Kim et al.[10]에 의하

면 노인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경우는 

본인인지 건강수준이 높을 때이라고 하였다. 노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이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

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15],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건강이라 응답하였다[16]. 의치장착자는 주관적 구

강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재정 및 건강상태 행복

감이 높게 나타났다. 의치장착자의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의치를 사용함에 따른 제반

의 정기구강검진 및 구강위생관리, 의치세정 등을 

올바르게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정기적인 구강진료기관의 방문

을 실천하고 있어 재정 행복감 역시 높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긍정적이라

면 구강의 기본기능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것을 내

포하므로 스스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

하고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의치 사용 시 저작만족을 하는 경우 모든 세부

항목의 행복감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치

사용에 만족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의치

는 노인들의 저작효율을 높이고 영양소 섭취를 도

와주며,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하였다[17]. 저

작의 불편감은 음식섭취에 의한 만족감과 행복감

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18], 행복하게 사는데 있어 필요한 요건 중 하나

가 ‘먹는 즐거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능력

의 저하는 행복감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19]. 더 나아가 의치장착자의 저작만족은 

전악 유치악자에 비해 조금은 더 의미가 있다. 이

들의 저작능력은 치아 상실 후 의치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서 치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신 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저작기능으로 섭취한 식품의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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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음식섭취의 즐거

움을 통해 행복감 역시 상승될 것이다.

의치의 사용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세부

항목의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무치악 기간이 길어

질수록 구강 내 해부학적 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의치사용으로 적응력이 높아지

고 심리 및 정서적으로 불리한 해부학적 조건을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서서

히 의치의 지각적인 측면은 한계를 인식하고 의치

사용에 적응하여 의치의 이물감 및 불편함이 감소

하여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의치장착자는 정기구강검진을 하는 경우에서 행

복감이 높았다. 의치사용자의 정기구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기적인 구강진료

기관의 방문으로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부터 올바

른 의치관리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의치관리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정

기구강검진을 통해 자가에서 스스로 의치를 직접 

세정할 수 있으며 수면 중에는 깨끗한 물속에 넣

어 보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치관리의 지식, 태

도,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가철

성 의치의 점검 및 보수, 수리로 그간 의치의 불편

함을 줄일 수 있다. 의치의 낮은 고정력 및 구강 

연조직의 자극 등을 해소하여 구강의 기능에 일조

할 수 있는 올바른 의치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자연스레 행복감은 상승될 것이라 사료

된다. 선학연구[20]에서 노인은 대다수가 동통을 

인지할 때 정기구강검진을 받는 결과를 감안하여 

구강진료기관 방문의 방해요인인 재정적 부담 및 

비효율적인 접근성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

며,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의치관리의 중요성

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의치 사용자의 행복

감은 배가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본 연구에서 의치장착자의 의치사용만족 및 행

태별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관찰하

였고, 이는 의치장착자의 의치활용방안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조사가 단면연구로 설

계되어 의치장착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다소 부족

한 점이 있었다. 또한 의치사용만족 및 행태관련변

수의 부족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

리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행복감관련 영향변수를 

좀 더 다각도를 설정하고 인과모형을 규명하는 문

항 및 척도를 개발하여 의치장착자의 행복감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실현성이 있는 체계적인 조사를 

실행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치장착자의 의치

사용만족과 행태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동거가족유무, 주관적 건강 및 구강건

강상태, 사용의치의 저작 및 미각, 발음, 심미만족

유무, 의치의 사용기간, 일일 의치세정 및 정기구

강검진 항목이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할 만한 주요 

내용은 의치장착자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동거가족유무이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

성변수가 큰 영향요인으로 개연되었다. 의치장착자

의 올바른 의치사용으로 음식의 소화능력에 도움

을 주는 저작기능, 음식의 맛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미각기능, 사회·정신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기능 및 안면의 심미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활력소 향상 등

으로 이어져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의치

장착자의 올바른 의치사용은 구강기능은 물론 삶

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행복한 삶

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임을 단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의치장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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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별 행복감 변수 제시와 이들의 효율적인 

의치사용을 위한 만족과 행태결정요인에 관한 합

리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J. Helliwell, R. Layard, J. Sachs(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United Nations, pp.1-7.

2. S. Sujarwoto, G. Tampubolon(2015),

Decentralisation and Citizen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of Self-rated Happiness in

Indones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6(2);455-475.

3. S.B. Shin(2015),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1(2);183-208.

4. R.F. Crespo, B.N. Mesurado(2015), Happiness

Economics, Eudaimonia and Positive Psychology:

From Happiness Economics to Flourishing

Economic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6(4);931-946.

5. I.G. Hur, T.Y. Lee, J.K. Dong, S.H. Hong(2010),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dvanced

of Prosthodontics, Vol.48(2);101-110.

6. B.W. Kang, Y.M. Kang, J.O. Kang, M.J. Kim,

S.Y. Kim, J.H. Kim et al(2016), Public Oral

Health 4th ed, Seoul:Komoonsa, pp.108-119.

7. N. Shtereva(2006), Aging and Oral Health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Geriatric Patients,

Rejuvenation Research, Vol.9(2);355-357.

8. H.S. Yoon, J.H. Chun, J.H. Lee(2012), Oral

Health and Self-Rated Health among the Elderly

in Bus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2(3);197-207.

9. H.L. Lolle, J.R. Andersen(2016), Measuring

Happiness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A

Danish Survey Experiment on the Impact of

Language and Translation Problem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7(4);1337-1350.

10. S.K. Kim, Y.S. Jang, H.S. Cho, M.S. Cha(2008),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1-362.

11. H.K. Chu(2005), The Level of Happiness Index

and Determining Factors, Th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pp.1-50.

12. C.S. Park, S.Y. Park(2015), Effects of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on Happiness in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5(3);443-450.

13. S.S. Han, S.U. Kang, S.H. Jung(2012),

Experiences of Depressive Symptom and Suicidal

Thinking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3);29-38.

14. 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

periodical/focus/list.jsp

15. Statistics Korea(2016), Elderly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pp.1-70.

16. S.J. Yu, C.Y. Kang, Y.R. Kim(2015), Correlation

of Quality of Life in the Health Condition of

Korean Elderly: Perceived, Physical, Mental

Health Statu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2);47-56.

17. S.L. Choi, S.H. Jeong, H.S. Bae, Y.A. Ryu, Y.H.

Choi, K.B. Song(2005), A Survey of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Recipients of the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29(4);474-483.

18. J.H. Park, S.H. Jeong, G.R. Lee, K.B.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1 No.4 (December 2017)

- 168 -

Song(2008), The Impact of Tooth Loss 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Seongju,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2(1);63-74.

19. Y.K. Lee, E.Y. Park, H.K. Lee(2006), The Effect

of Denture Placement on Nutrition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the Urban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Vol.44(4);405-413.

20. C. Abegg, R. Croucher, A. Sheiham, W.S.

Marcenes(2000), How Do Routines of Daily

Activities and Flexibility of Daily Activities

Affect Tooth Cleaning Behavior?, Journal of

Public Health Dentistry, Vol.60(3);154-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