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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Status on the aged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hospital

Jun,Mee-Jin,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ChosunUniversity.

OOObbbeeeccctttiiivvveeesss:Koreahasbeenchangedrapidlyintoagingsocieties.
Oralhealthcareisverycrucialtooldgroupswithhealthproblem.
Dentalcareoftheelderlyoflong-term hospitalizedhasvariousproblem

tooraldisease.Thisstudy wastobeevaluated oralstatuswith and
withoutdementiainlong-term carehospital.

MMMaaattteeerrriiiaaalllsssaaannndddmmmeeettthhhooodddsss:Thissamplehascomposedtohospitalizedolder
adultswith98andwithoutdementia88over65yearsoldinJeollanam-
Do Bosung.We surveyed through simplified oral status(DMF) and
periodontalcondition.

RRReeesssuuullltttsss:::
1.Thedementiagroupwas20% inactiveD rateand0.5timesinDT
index,incomparisonofcontrolgroup.

2.In simpleperiodontalcheck,thedementiagroup wasmore6.1% of
bleeding rate and 3.8% ofcalculus accumulation than non-dementia
group.

3.Thereisnodifferencemeannumberofsextantssignsofperiod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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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bothgroups.
4.Thedementiagroupneedmore3timesthananon-dementia.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From thethisresults,oralhealthcaresystem shouldbe
reinforcedtotheelderlyqualityoflifeinaging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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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edsociety)로 진입하였으며,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른 것으로 알
려져 있다1).이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장 및 이와 연관된 정책개
발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이에 대한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제

발전에 의한 윤택한 생활여건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성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는 노인문제로 이어
졌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실제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0.9%가 최소한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전체 노인의 3/4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3개
이상의 질환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노인도 54.8%로 나타난다2).
노인성질환으로 소위 ‘노인성증후군’이라고 불리 우는 대표적인 ‘치매’가 있

다.치매란 노화와 더불어 생기는 가장 황폐한 질병의 하나로 Dementi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또는 ‘정신이 없어
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3).과거에는 이런 치매를 노년기 치매,노망이라
하며 노화에 따르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노인성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소위 치매,언어장애,섬망,요실금,청각 및 시각장애,영
양불량,골다공증 및 골연화증,낙상 및 보행 장애,욕창,수면장애,각종 통증
들이다.물론 다른 연령층에서 보이는 각종 장기별 질환도 노인에서 일어날
때는 노인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노인에게 많이 일어나
는 정신적인 문제들인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불안장애,경직된 성격 및
인격과 각종 행동장애,신체의 장애,음주 및 약물 남용문제,적응장애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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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저하등도 고려해야 한다4).
특히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은 기본적인 수칙이며,또한 노

인의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조금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수십 년간 주목 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무치악 환자의 급증과 산업화된 나라에서 보여 지고 있는 치아우식증의 현저
한 증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남아있는 치아수의 감소,치과에서 치료를 받
고 보철이 되어진 치아의 수 그리고 심지어는 임플란트의 증가까지 모두가
치과치료가 요구되어지는 것5)들인데 반해 노인들의 요양기간 동안 구강건강
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6,7).이렇듯,노인들의 육체적
인 불편과 만성질환과 같은 병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리하면,
이와 같은 약으로 인하여 구강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또 다른 질병을 일으
키게 되는 것이다8,9).
아울러,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소외감과 낙

후감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
라,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한 노인구강보건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
되고 있다10).
‘HealthPeople2002'의 구강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치아상실은 대략

노인인구의 1/3에 한정되어 있으며,치근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여전히 노인층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1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구강내에
서 나타나는 변화를 노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구강건
강관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성질환인 치매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령인구의 증가

로 치매에 걸리는 노인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3%이고 이 중 치매에 걸린 노인은 8.3%인 것으
로 나타났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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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경우는 약 4백만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이들 대부분이 65
세 이상의 노인 인구이다.현재 미국에서는 150만 명의 노인들이 중증치매현
상을 나타내고 있다.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5%가 심한 치매증을 보이며,
다른 10%는 가벼운 치매현상을 나타내고 있다13).
따라서 치매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시설이나 전문병원등에 요양

해야만 하는 요양노인은 전체인구의 2.7% 정도인 1,25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이 중 11.5%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일정기간 요양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로 인
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요양노인들에 대하여 필요한 처치 및 수술이외에도 입원에 따른

간호업무가 수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유케 할 수 있는 것이다14,15)...
또한 치과치료에 있어서 응급상황에 처한 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양한
치매 요양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매일 매일 이루어져
야 하는 구강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수복치료로 인하여 잔존치아수가 감소하
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16,17).
그러나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치매노인들 중에는 환부나 손상된 부위에만

집중처치와 간호에 힘쓴 결과 그러한 환부나 손상은 치료되었더라도 요양에
따른 건전한 다른 부위의 질병 및 장기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이는 환자 자신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우므로 전신을 평소와
같이 원활이 관리하지 못하거나,전신적,육체적으로 효과적 건강관리를 하기
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 요양환자들은 건강한 신체부위를 계속
유지 시켜주는 건강관리 및 간호방법도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조사는 65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도별 전체인구의 430만명 중 5번째로 65세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
지역 30만명 중 13만명이 분포하는 보성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근거하여 주로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노인전문병원18)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
로 하는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간 요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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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들의 구강보건관리와 구강보건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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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2006년 3월까지 전국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1개 분포해 있다.그 중 전

남에 보성군립요양전문병원을 포함하여 3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었다.
본 조사는 2007년 5월부터 동년 7월까지 전남 소재 벌교삼성병원과 보성군립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297명중 20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그 중 의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186명이 조사되었다(표 1).

표표표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연령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남 여 계 남 여 계
전체 40(58.8) 58(49.2) 98(50.0) 28(41.2) 60(50.8) 88(44.8)
65-74세 23(57.5) 21(51.2) 44(22.4) 17(42.5) 20(48.8) 37(18.8)
75-84세 13(56.5) 26(44.8) 39(19.8) 10(43.5) 32(55.2) 42(21.4)
85세 이상 4(80.0) 11(57.9) 15(7.6) 1(20.0) 8(42.1) 9(4.5)

222...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구강검사용지를 이용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구강상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참조하여 요양기간,경제상태,최종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구강검진은 대한구강보건학회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단이 실시한 2000년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지침서의19)치아우식검진과 치주조직검진지침을 기본으
로 하여 1명의 치과의사와 1명의 치과위생사에 의해 탐침과 핀셋 그리고 세
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 심측정기로 인공조명과 자연광을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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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111...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조조조사사사
222...222...111...111...치치치아아아상상상태태태 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우식증을 포함한 치아의 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 개 치아라도 있는 경우를 유치악자로 판정하였다.

(((111)))치치치아아아상상상태태태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0.건전치면
1.우식치면
3.우식경험처치치면
4.우식경험상실치면
5.우식비경험상실치면
6.전색치면
7.우식비경험처치치면
8.미맹출치면
9.기록불가치면

(((222)))치치치아아아별별별 치치치료료료필필필요요요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0.치료불필요
보철이 필요하지 않은 건전치아 그리고 단일주조치관 존재시 해당

1.1치면처치 필요
2.2치면이상 처치필요
3.인조치관 수복필요
5.치수치료 및 수복치료
6.치아발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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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보보보철철철물물물상상상태태태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0.보철물 없음
1.고정성가공의치 1개
2.고정성가공의치 두 개 이상
3.국소의치만 있음
4.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가 공존함
5.총의치

(((444)))보보보철철철물물물필필필요요요 판판판정정정기기기준준준
0.보철물 필요 없음
1.3단위 고정성가공의치 1개 필요
2.4단위이상 가공의치 혹은 국소의치 1개 필요
3.다수의 보철물 필요
4.총의치 필요

222...222...222...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상상상태태태판판판정정정
1982년 WHO가 제창한 치주질환의 실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새로

운 지수로서 지역집단을 평가한 것으로서 역학 및 공중구강보건의 기초적 정
보를 수집하는 것에 유효한 지수인 지역사회 치주지수(CPI)를 이용하여 판정
한다.

(((111)))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검검검사사사기기기준준준
건전치주조직(0):치은출혈 치석 치주낭 등의 상병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삼

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한다.0으로 기록한다.
출혈치주조직(1):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는 과정이나 측정한 후에 출혈되는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한다.
치석부착치주조직(2):육안으로 직접 관찰되는 치은연상치석이나 직접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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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어 있는 치아의 주위조
직을 말한다.

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3):4-5mm 깊이의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치주조직
을 말한다.

심치주낭형성치주조직(4):깊이가 6mm이상인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삼분
악의 치주조직을 말한다.

(((222)))검검검사사사대대대상상상치치치아아아
여섯부위로 분할되어진 각각을 1단위로 하고 각각 분할의 최고점수를 대표

값으로 한다.단,각 단위마다 최소한 기능치가 두 개 이상 존재할 때만 해당
부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17-14 13-23 24-27
47-44 43-33 34-37

222...222...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조사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10.1을 이용하여 전체 연령별 치아우식

상태,치주조직상태와 치료필요 및 보철물상태,보철물필요,의치보철상태를
산출하였다.요양기간과 치매유무별 무치악간 관련성,요양기간과 성별간 형
태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율,요양기간과 치매유무별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
자율,평균자연치아보유수의 비교를 위해 χ -검정을 실시하였다.요양기간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구치면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고 치매유무별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우식경험영구치면수
를 산정하기 위해 One-wayAnova를 실시하였다.



- 9 -

ⅢⅢⅢ...조조조사사사성성성적적적

333...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표 2와 같이 치매노인의 남자가 40.8% 여자가 59.2%

이며,연령층은 65-74세에서 치매노인은 44.9%이었고,75-84세에서는 39.8%
이었다.요양기간은 1년미만에서 치매노인은 27.6%이었고,1-3년은 48.0%이
었다.보호자의 유무에서 치매노인은 아니오가 58.2%였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치매노인에서 65.3%로 가장 많았고,한달소득은 50-100

만원미만이 치매노인에서 23.5%로 가장 많았다(표 2).

표표표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항목 구분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성별 남 40(40.8) 28(31.8)

여 58(59.2) 60(68.2)
연령(세) 65-74세 44(44.9) 37(42.0)

75-84세 39(39.8) 42(47.7)
85세 이상 15(15.3) 9(10.2)

보호자유무 예 41(41.8) 27(30.7)
아니오 57(58.2) 61(69.3)

최종학력 무학 64(65.3) 58(65.9)
초등학교 26(26.5) 28(31.8)
중학교 8(8.2) 2(2.3)

한달소득 25만미만 4(4.1) 5(5.7)
25-50만원미만 16(16.3) 15(17.0)
50-100만원미만 23(23.5) 26(29.5)
100-150만원미만 15(15.3) 10(11.4)
150만원이상 40(40.8) 32(36.4)

요양기간 1년미만 27(27.6) 49(55.7)
1-3년 47(48.0) 22(25.0)
3년 이상 24(24.5) 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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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333...222...111...연연연령령령별별별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조사대상자 중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전체 유치악자는 138(74.1%)이고,무치악
자는 48(25.8%)이었다.무치악자의 비율은 연령이 65-74세에서 여자는 41.2%
이고,남자는 46.9%이었다(표 3).

표표표 333...연연연령령령별별별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연령 유치악 무치악 p값남 여 계 남 여 계
전체 51 87 138 17 31 48 0.496

(37.0) (63.0) (100.0) (35.4) (64.6) (100.0)
65-74세 30 34 64 10 7 17 0.381

(46.9) (53.1) (100.0) (58.8) (41.2) (100.0)
75-84세 17 40 57 6 18 24 0.660

(29.8) (70.2) (100.0) (25.0) (75.0) (100.0)
85세 이상 4 13 17 1 6 7 0.612

(23.5) (76.5) (100.0) (14.3) (85.7) (100.0)
*: χ -검정,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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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연령이 65-74세에서 치매노인의 무치악자는 전체 41.7%이고,비치매노인의

무치악자는 58.3%이었다(표 4).

표표표 444...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연령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p값유치악 무치악 계 유치악 무치악 계
전체 78 20 98 60 28 88 0.076

(56.5) (41.7) (52.7) (43.5) (58.3) (47.3)
65-74세 37 7 44 27 10 37 0.221

(57.8) (41.7) (54.3) (42.2) (58.8) (45.7)
75-84세 30 9 39 27 15 42 0.213

(52.6) (37.5) (48.1) (47.4) (62.5) (51.9)
85세 이상 11 4 15 6 3 9 0.728

(64.7) (57.1) (62.5) (35.3) (42.9) (37.5)
*: χ -검정,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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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333...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75-84세의 요양기간이 1년 미만에서 무치악자는 46.2%,1-3년에서의 75-84

세의 유치악자는 39.6%이었다(표 5).

표표표 555...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요양기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p값유치악 무치악 유치악 무치악 유치악 무치악
전체 64 17 57 24 17 7 0.418

(46.4) (35.4) (41.3) (50.0) (12.3) (14.6)
1년미만 18 10 26 12 6 4 0.863

(36.0) (38.5) (52.0) (46.2) (12.0) (15.4)
1-3년 25 6 21 8 7 2 0.750

(47.2) (37.5) (39.6) (50.0) (13.2) (12.5)
3년 이상 21 1 10 4 4 1 0.130

(60.0) (16.7) (28.6) (66.7) (11.4) (16.7)
*: χ -검정,p>0.05

333...222...444...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요양기간별 치매노인의 전체 무치악자는 41.7%이었고,유치악자는 56.5%이

었다.3년이상에서 치매노인의 무치악자는 50.0이었다(표 6).

표표표 666...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치치치아아아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요양기간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p값유치악 무치악 계 유치악 무치악 계
전체 78 20 98 60 28 88 0.076

(56.5) (41.7) (52.7) (43.5) (58.3) (47.3)
1년미만 21 6 27 29 20 49 0.102

(42.0) (23.1) (35.5) (58.0) (76.9) (64.5)
1-3년 36 11 47 17 5 22 0.950

(67.9) (68.1) (68.1) (32.1) (31.3) (31.9)
3년이상 21 3 24 14 3 17 0.646

(60.0) (50.0) (58.5) (40.0) (50.0) (41.5)
*: χ -검정,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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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555...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평평평균균균현현현존존존치치치아아아수수수
평균현존치아수에서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의 치아수는 각각 10.84개,10.43

개 이었다(표 7).

표표표 777...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평평평균균균현현현존존존치치치아아아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연령 치매노인 계 비치매노인 계 p값
전체 10.84±9.62 98 10.43±10.02 88 0.913
65-74세 14.40±9.94 44 12.40±10.78 37 0.353
75-84세 8.60±8.85 39 8.42±8.99 42 0.443
85세이상 6.00±7.32 15 11.4±10.58 9 0.053
*: χ -검정,p<0.05

333...222...666...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평평평균균균현현현존존존치치치아아아수수수
평균현존치아수는 치매노인에서 10.84개,비치매노인에서 10.43개 이었다(표 8).
표표표 888...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평평평균균균현현현존존존치치치아아아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요양기간 치매노인 계 비치매노인 계 p값
전 체 10.84±9.62 98 10.43±10.02 88 0.913
1년미만 10.55±9.7 27 8.75±9.5 49 0.946
1-3년 8.48±8.9 47 11.1±9.2 22 0.906
3년 이상 15.7±9.3 24 14.3±11.6 17 0.038
*:χ -검정,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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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치치치아아아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도도도
333...333...111...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구구구치치치우우우식식식유유유병병병자자자율율율(((DDD rrraaattteee)))
영구치우식경험율에서 치매노인은 59.6%,비치매노인은 40.3%이었다(표 9).
표표표 999...연연연령령령별별별 영영영구구구치치치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율율율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연령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전체 37(59.6) 25(40.3)
65-74세 18(60.0) 12(40.0)
75-84세 13(59.1) 9(40.9)
85세이상 6(60.0) 4(40.0)

333...333...222...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구구구치치치우우우식식식유유유병병병자자자율율율(((DDDrrraaattteee)))
요양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서 치매노인은 44.4%이고 비치매노인은 26.3%
이었다(표 10).
표표표 111000...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영영영구구구치치치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율율율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요양기간 치매노인 비치매노인
전체 37(59.6) 25(40.3)
1년미만 12(44.4) 13(26.3)
1-3년 17(36.2) 7(31.8)
3년이상 8(33.3)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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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지지지수수수 (((DDDMMMFFFTTT iiinnndddeeexxx)))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요양기간이 1년미만에서는 21.88개,1-3년에서 23.38개,
3년이상에서는 14.83개,전체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는 20.87개이었다(표 11).

표표표 111111...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요양기간 우식치아수 충전치아수 상실치아수 읈 우식경험치아수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전체 1.46 0.340.024 0.34 0.360.763 19.06 19.520.279 20.87 20.79 0.987

±2.98 ±0.90 ±0.90 ±0.98 ±9.97±10.60 ±9.74 ±9.77
계(N) 98 88 27 49 47 22 24 17
1년미만 1.44 0.710.063 0.25 0.260.974 20.18 21.120.708 21.88 22.10 0.926

±2.04 ±1.32 ±0.76 ±0.78 ±9.84±10.67 ±8.98 ±9.86
1-3년 1.53 1.500.970 0.38 0.630.312 21.46 18.590.244 23.38 20.72 0.249

±3.45 ±2.75 ±0.84 ±1.17 ±9.37 ±9.69 ±9.02 ±8.45
3년이상 1.35 0.700.395 0.37 0.290.831 13.08 16.110.346 14.83 17.11 0.481

±3.00 ±1.31 ±1.17 ±1.21 ±9.16±11.18 ±9.71 ±10.70
T-test.p>0.05.

333...333...444...연연연령령령별별별 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지지지수수수 (((DDDMMMFFFTTT iiinnndddeeexxx)))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치매노인의 연령이 65-74세에서는 16.90개,75-84세에
서는 24.05개,85세이상에서는 24.26개,전체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는 20.87
개이었다(표 12).

표표표 111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연령 우식치아수 충전치아수 상실치아수 읈 우식경험치아수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전체 1.46 0.340.024 0.34 0.360.763 19.06 19.520.279 20.87 20.79 0.987
±2.98 ±0.90 ±0.90 ±0.98 ±9.97±10.60 ±9.74 ±9.77

계(N) 98 88 4444 37 39 42 15 9
65-74세 1.29 1.160.795 0.29 0.430.558 15.31 17.590.340 16.90 19.18 0.321

±2.52 ±1.97 ±0.92 ±1.16 ±10.24±11.05 ±10.33 ±10.09
75-84세 1.76 0.590.066 0.41 0.330.699 21.87 20.220.833 24.05 22.35 0.387

±3.73 ±1.60 ±0.90 ±0.87 ±8.82 ±0.66 ±8.12 ±9.32
85세 1.20 1.330.873 0.33 0.220.752 22.73 18.550.320 24.26 20.11 0.279
이상 ±2.04 ±1.80 ±0.89 ±0.66 ±8.68±11.33 ±7.80 ±10.50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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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555...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DDDMMMFFFSSSiiinnndddeeexxx)))
요양기간별 치매노인의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는 1년미만에서는 99.29면,1-3년
에서는 107.53면,3년이상에서는 66.04면이었다(표 13).

표표표 111333...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요양기간 우식치면수 충전치면수 상실치면수 읈 우식경험치면수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전체 2.92 1.310.043 1.60 1.230.512 90.57 91.770.865 95.10 94.320.911

±6.85 ±2.98 ±3.99 ±3.49 ±46.05±50.39 ±45.31 ±48.58
계(N) 98 88 227 49 47 22 24 17
1년미만 3.44 1.140.016 1.18 1.120.942 94.66100.550.605 99.29 102.810.745

±5.80 ±2.29 ±3.46 ±3.69 ±44.95±48.48 ±41.66 ±46.65
1-3년 2.78 2.220.739 2.12 2.130.994 102.61 85.630.144 107.53 90.000.119

±7.11 ±4.76 ±4.57 ±3.96 ±42.93±47.74 ±42.17 ±44.52
3년이상 2.62 0.640.298 1.04 0.410.474 62.37 74.410.440 66.04 75.470.547

±7.64 ±1.16 ±3.29 ±1.69 ±42.76±56.17 ±43.87 ±55.50
T-test.p>0.05.

333...333...666...연연연령령령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DDDMMMFFFSSSiiinnndddeeexxx)))
연령별 치매노인의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는 65-74세에서 78.50면,75-84세에
서 107.94면,85세 이상에서 110.40면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되었다(표
14).

표표표 111444...연연연령령령별별별 우우우식식식경경경험험험영영영구구구치치치면면면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연령 우식치면수 충전치면수 상실치면수 읈 우식경험치면수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치매 비치매 P
전체 1.46 0.340.024 0.34 0.360.763 19.06 19.520.279 20.87 20.790.987

±2.98 ±0.90 ±0.90 ±0.98 ±9.97±10.60 ±9.74 ±9.77
계(N) 98 88 44 37 39 42 15 9
65-74세 2.52 1.750.532 1.43 0.780.392 74.54 79.720.645 78.50 82.270.733

±6.60 ±3.68 ±4.05 ±2.31 ±48.21±52.55 ±48.10±51.04
75-84세 3.74 0.690.019 1.89 1.660.808 102.30100.350.842 107.94102.710.577

±8.04 ±1.74 ±4.16 ±4.32 ±40.33±47.02 ±38.46±44.98
85세이상 2.00 2.440.780 1.33 2.440.881 107.06101.220.761 110.40104.770.760

±3.56 ±4.00 ±3.53 ±4.00 ±40.72±51.87 ±39.10±49.34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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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상상상태태태
333...444...111...연연연령령령층층층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연구대상자 186명중 폐쇄치주조직에 해당되는 48명을 제외한 138명중 천치

주낭형성자율과 심치주낭형성자율은 65-74세에서 46.9%와 15.6%이고,75-84
세에서 43.9%와 8.8%이고,85세 이상에서는 52.9%와 5.9%이었다(표 15).

표표표 111555...연연연령령령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연령 건전치주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2(1.4) 14(10.1) 42(30.4) 64(46.4) 16(11.6)
65-74세 1(1.6) 5(7.8) 18(28.1) 30(46.9) 10(15.6)
75-84세 8(14.0) 18(31.6) 25(43.9) 5(8.8)
85세이상 0(0.0) 1(5.9) 6(35.3) 9(52.9) 1(5.9)

333...444...222...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진행정도별 치주조직병자율에서 요양기간별 분석결과 요양기간이 3년이상

에서 치석형성율 25.7%,천치주낭 48.6%로 높았다(표 16).

표표표 111666...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요양기간 건전치주조직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2(1.4) 14(10.1) 42(30.4) 64(46.4) 16(11.6)
1년미만 0(0.0) 5(10.0) 11(22.0) 30(60.0) 4(8.0)
1-3년 2(3.8) 6(11.3) 22(41.5) 17(32.1) 6(11.3)
3년 이상 0(0.0) 3(8.6) 9(25.7) 17(48.6) 6(17.1)

333...444...333...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진행정도별 치주조직병자율에서 치매가 있는 노인의 치석형성율은 32.1%,

천지주낭은 41.0%이었다(표 17).

표표표 111777...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병병병자자자율율율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치매유무 건전치주조직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2(1.4) 14(10.1) 42(30.4) 64(46.4) 16(11.6)
치매 2(2.6) 10(12.8) 25(32.1) 32(41.0) 9(11.5)
비치매 0(0.0) 4(6.7) 17(28.3) 32(53.3) 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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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444...연연연령령령층층층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연령별 전체 건전치주삼분악지수는 0.15±0.49개이었고,65-74세의 출혈치은

염삼분악지수는 0.67±1.03개 이었고,85세 이상에서는 0.45±1.10개이었다(표
18).

표표표 111888...연연연령령령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연령 건전치주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0.15±0.49 0.62±1.06 1.36±1.61 0.91±1.46 0.16±0.71
65-74세 0.18±0.55 0.67±1.03 1.65±1.71 0.91±1.22 0.28±1.00
75-84세 0.14±0.45 0.61±1.10 1.13±1.55 0.88±1.62 0.08±0.36
85세이상 0.08±0.40 0.45±1.10 1.12±1.36 1.04±1.68 0.04±0.20
P 0.661 0.675 0.093 0.904 0.138
One-wayAnova,p<0.05

333...444...555...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요양기간별 전체 건전치주삼분악지수는 0.15±0.49이었고,요양기간 1년미만에
서 출혈치은염삽분악지수는 0.43±0.91이었고,1-3년에서의 치석부착치은염삼분
악지수는 1.33±1.66개이었다(표 19).

표표표 111999...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요양기간 건전치주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0.15±0.49 0.62±1.06 1.36±1.61 0.91±1.46 0.16±0.71
1년미만 0.03±0.25 0.43±0.91 1.28±1.56 1.02±1.55 0.10±0.53
1-3년 0.27±0.59 0.78±1.19 1.33±1.66 0.53±0.94 0.08±0.28
3년이상 0.17±0.58 0.70±1.07 1.53±1.65 1.36±1.82 0.41±1.26
P 0.014 0.125 0.724 0.011 0.040
One-wayAnova,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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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666...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치매유무별 전체 치석부착치은염삼분악지수는 1.36±1.61개로 가장 많았고,

치매노인의 건전치주삼분악지수는 0.19±0.53개 이었고,비치매노인의 건전치주
삼분악지수는 0.11±0.44개이었다(표 20).

표표표 222000...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진진진행행행정정정도도도별별별 치치치주주주조조조직직직삼삼삼분분분악악악지지지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치매 건전치주 출혈치은염 치석부착치은염 천치주낭 심치주낭
전체 0.15±0.49 0.62±1.06 1.36±1.61 0.91±1.46 0.16±0.71
치매 0.19±0.53 0.73±1.19 1.36±1.63 0.86±1.39 0.16±0.69
비치매 0.11±0.44 0.50±0.89 1.35±1.60 0.97±1.53 0.17±0.73
P 0.013 0.262 0.950 0.610 0.945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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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보보보철철철물물물 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상상상태태태
333...555...111...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연연연령령령층층층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철철철물물물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보철물 없음을 제외한 연령층별 보철물 보유상태는 65-74세에서 상악 국소

의치보유율이 2.4%,하악 국소의치보유율이 0.0%이었다.75-84세에서 상악
총의치보유율이 19.7%,하악 국소의치보유율이 4.1%이었다.85세 이상에서
상악 총의치보유율이 29.1%,하악 총의치보유율이 29.6%이었다(표 21).

표표표 222111...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철철철물물물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보철물상태 치매
유무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보철물없음 유 29 29 49 19 17 39 7 7 12
(59.2)(58.0)(60.4)(48.7) (45.9)(48.1) (58.3) (63.6)(50.0)

무 20 21 50 20 20 37 5 4 11
(40.8)(42.0)(61.7)(51.3) (54.1)(45.6) (41.7) (36.4)(45.8)

고정성가공의치 유 3 4 8 3 4 9 2 1 3
1개 (37.5)(57.1) (9.8)(33.3) (40.0)(11.1) (66.7) (25.0)(33.3)

무 5 3 7 6 6 10 1 3 4
(62.5)(42.9) (8.6)(66.7) (60.0)(12.3) (33.3) (75.0)(40.0)

고정성가공의치 유 0 1 0 3 5 8 0 1 0
2개이상 (00.0)(25.0)(00.0)(33.3) (55.6)(8.9) (00.0)(100.0)(00.0)

무 0 3 4 51 4 9 0 0 1
(00.0)(75.0) (4.9)(62.5) (44.4)(11.1) (00.0) (00.0) (4.1)

국소의치만있음 유 1 0 2 1 4 3 0 1 1
(50.0)(00.0) (2.4)(33.3)(100.0)(3.7) (00.0)(100.0) (4.1)

무 1 0 0 2 0 4 1 0 1
(50.0)(00.0)(00.0)(66.7) (00.0)(4.9) (00.0) (00.0) (4.1)

고정성가공의치 유 2 1 3 5 2 6 1 0 0
+국소의치 (66.7)(50.0) (3.7)(83.3) (50.0)(7.4)(100.0) (00.0) (4.1)

무 1 1 2 1 2 4 0 0 0
(33.3)(50.0) (2.4)(16.7) (50.0)(4.9) (00.0) (00.0)(00.0)

총의치 유 9 9 19 8 7 16 5 5 7
(47.4)(50.0)(23.4)(50.0) (41.2)(19.7) (71.4) (71.4)(29.1)

무 10 9 18 8 10 17 2 2 7
(52.6)(50.0)(22.2)(50.0) (58.8)(20.9) (28.6) (28.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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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222...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철철철물물물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보철물 필요 없음을 제외한 요양기간별 보철물 필요상태는 1년미만에서 상

악 4단위고정성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1개 필요가 22.3%,하악 총의치 1개
필요가 11.8%이었다.1-3년에서 상악 총의치 필요가 21.7%, 하악 4단위고정
성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1개 필요가 17.0%이었다.3년이상에서는 상악 총
의치 필요가 26.8%,하악 4단위고정성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1개 필요가
19.5%이었다(표 22).

표표표 222222...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철철철물물물보보보유유유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보철물상태 치매

유무
1년미만 1-3년 3년이상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보철물없음 유 12 14 33 25 24 34 10 11 13

(36.4)(40.0)(43.3) (73.5)(72.7)(49.2) (76.9)(73.3)(31.7)
무 21 21 35 9 9 33 3 4 15

(63.6)(60.0)(46.0) (26.5)(27.3)(47.8) (23.1)(26.7)(36.5)
3단위고정성의치 유 0 1 1 0 2 1 0 3 1
1개 (00.0)(50.0) (1.3) (00.0)(66.7)(1.4) (00.0)(25.0) (2.4)

무 1 1 2 1 1 3 1 1 4
(100.0)(50.0) (2.6)(100.0)(33.3)(4.3)(100.0)(25.0) (9.7)

4단위고정성가공 유 6 8 17 6 8 13 7 3 11
의치 또는 국소 (35.3)(36.4)(22.3) (46.2)(66.7)(18.8) (63.6)(37.5)(26.8)
의치1개 무 11 14 22 7 4 12 4 5 8

(64.7)(63.6)(28.9) (53.8)(33.3)(17.0) (36.4)(62.5)(19.5)
다수의 보철물 유 3 2 9 1 8 6 6 5 8
필요 (33.3)(25.0)(11.6) (16.7)(72.7)(8.6) (75.0)(71.4)(19.5)

무 6 6 8 6 3 11 2 2 7
(66.7)(75.0)(10.5) (8.6)(27.3)(15.9) (25.0)(28.6)(17.0)

총의치필요 유 6 2 16 11 5 15 1 2 8
(37.5)(22.2)(21.0) (73.3)(50.0)(21.7) (12.5)(28.6)(19.5)

무 10 7 9 4 5 10 7 5 7
(62.5)(77.8)(11.8) (26.7)(50.0)(14.4) (87.5)(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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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333...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의의의치치치장장장착착착상상상태태태
조사대상 186명중 전체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은 41.9%이고,그중 치매
노인은 23.1%이었고,부분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은 11.2%이고,그 중 치
매노인은 9.1%이었다.(표 23).

표표표 222333...치치치매매매유유유무무무별별별 요요요양양양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의의의치치치장장장착착착상상상태태태 단단단위위위 :::명명명(((%%%)))
의치장착상태 치매

유무
1년미만 1-3년 3년 이상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상악 하악 계
전체틀니 유 6 5 19 13 14 16 2 3 3

(31.6)(26.3)(25.0)(81.3)(82.4)(23.1)(66.7)(75.0)(7.3)
무 13 14 19 3 3 17 1 1 4

(68.4)(73.7)(25.0)(18.8)(17.6)(24.6)(33.3)(25.0)(4.9)
부분틀니 유 2 3 4 5 3 7 1 1 1

(50.0)(75.0) (5.2)(71.4)(75.0)(10.1)(100.0)(100.0)(2.4)
무 2 1 4 2 1 4 0 0 1

(50.0)(25.0) (5.2)(28.6)(25.0)(5.7)(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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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안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많은 어
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그 무엇보다도 노화로 인해 야기되는 만성질환의
발생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치매를 들 수 있다20).
치매는 노화로 인한 인지,기억,장애이고 불가역성이므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장기요양이란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
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제반의
보호서비스를 의미 한다21).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 관련시설

대부분은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그리고 요양시설
은 80%,전문요양시설은 95%가 무료시설로 운영 중이다22).
그리고,장기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지체가 부자유스러워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
기가 매우 번거롭고 힘들다.
따라서 본 조사는 장기간 요양해 있는 동안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노인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치매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을 보다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 의료처치로 인해 장기간 입원되어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환

자중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일반인과 다르
게 특수한 관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집단생활을 하
는 장기치매환자에 대해서 집단구강보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태
를 충분히 고려한 개별구강건강관리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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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정신질환자중 대부분 입원환자의 구강상태에 관한 최 등23)은 우식
경험영구치율(DMFT rate)이 36.7%정도이고,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가 10.27개로 매우 높았으며,구강위생상태도 불량하였고,특히 남자
가 여자보다 더 불량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표 2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치매노인 중 여성은 59.2%이었고 남

성은 40.8%,치매노인의 연령분포는 65-74세 44.9%,75-84세는 39.8%로 나
타났다.치매노인의 58.2%가 보호자가 없었으며,한달 소득은 100만원 이하
가 43.9%이었고,100만원 이상이 56.1%이었다.요양기간은 1년 미만이
27.6%이었고,3년이상이 24.5%이었다.
표 3에서 연령별 성별에 따른 치아보유상태에서 무치악 남자는 35.4%이

고,유치악 남자는 37.0%이었고,그 중 75-84세 여자노인의 무치악은 75%
이었고,남자노인은 25%로 3배 정도 여자노인이 많았고,연령이 점점 증가
할수록 여성노인의 무치악자는 계속 증가되었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Zegreb의 시설거주노인의 구강건강조사결과 139명 중 45.3%가 상,하악 모
두 무치악이었고,나이가 많을수록 무치악 비율은 증가하고,건전치와 잔존
치근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4).
표 4의 연령층별 치매유무에 따른 치아보유상태에서 전체 치매노인의 무

치악은 41.7%이었고,비치매노인의 무치악은 58.3%로 연령별 치매유무에
따른 치아보유상태는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에서 요양기간별 연령에 따른 치아보유상태에서는 요양기간별 연령

에 따른 치아보유상태에서 75-84세에서의 무치악자가 요양기간 1년 미만에
서는 46.2%,1-3년에서는 50.0%,3년이상에서는 66.7%로 요양기간이 증가
할 수록 무치악자 또한 증가하였다.VigildM 등12)에서 보면 407명 중 3분
의 2가 유치악자이고,나머지는 무치악자이었다.
표 6에서 요양기간별 치매유무에 따른 치아보유상태에서 전체 치매노인

중 무치악자는 41.7%이었고,비치매노인의 무치악은 58.3%로 요양기간별
치매유무에 따른 무치악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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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헌에 요양기간과 비교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구강
건강실태조사가 없으므로 요양기간별로 본 치매노인의 구강보건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표 7에서 연령별 치매유무에 따른 평균현존치아수는 65-74세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평균현존치아수는 14.4개이었고,75-84세에서는 8.60개,
85세이상에서는 6.00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중 평
균현존치아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VigildM 12)등에서 보면 65-74세에서의 잔존치아수는 14.3개이고,75-84

세에서는 9.7개이고,85세에서는 7.6개로 본조사와 비슷하였고,2000년도 국
민구강보건실태조사결과25)인 65-74세의 잔존치아수 16.3개와 비교 시 6.36
개로 더 낮은 차이를 보였고,2006년도 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26)에서 65-74
세의 현존치아수는 본조사와의 차이가 2.84개,2.49개로 현저히 낮은 차이를
보였다.핀란드의 Petteripeltola27)의 장기요양환자의 연구에서 보면 65-74
세의 치아보유수는 15.4개 였고,75-84세에서는 13.1개 였고,86세 이상에서
는 10.6개 였음을 보여주어 본조사의 요양기간 치매노인의 평균현존치아수
가 여러나라의 평균현존치아수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낮은 것으로 보아 우
리나라 장기요양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 8에서 요양기간별 치매유무에 따른 평균현존치아수에서 요양기간 1년

미만에서 치매노인의 평균현존치아수는 10.5개 이었고,비치매노인의 평균
현존치아수는 8.75개로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의 평균현존치아수는 크게 차
이가 없었다.
표 9에서 연령별 치매유무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자율에서 치매노인은

59.6%이었고,비치매노인은 40.3%이었다.치매노인의 영구치우식유병자율
이 비치매노인보다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이 19.3% 더 높게 나타나 치매노인
의 구강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26)에서 보면 65-74세는 96.6%이었고,

75세 이상에서는 93.6%이었다.본조사의 65-74세 치매노인은 60.0%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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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매노인은 40.0%로 일반노인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 같지만,치아
의 상실률이 큰 치매노인이나 장기요양노인의 실태를 참고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치매 노인환자들처럼 장기간 요양해 있는 중 우식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요양기간 중 구강위생관리가 안되어 치과치료를 원만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되었다.
표 10에서는 요양기간별 치매유무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자율(D rate)에

서 요양기간이 1년미만에서 치매가 있는 노인은 44.4%이었고,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노인은 26.3%이었다.연령별 치매유무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자
율에서 65-74세의 치매노인은 60.0%,비치매노인은 40.0%로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노인에서 영구치우식유병율이 더 높았다.홍콩의
KwongTong28)등의 18-65세까지의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에서 보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75.3%가 치아우식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을 볼수 있다.65-74세의 2000년도의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결과인 42.21%
와 비교시 영구치우식유병율은 17.79% 높았고,2003년도 국민구강보건실태
조사결과29)인 65-74세의 우식영구치유병자율은 46.86%로 13.14% 더 높아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환자들의 우식치아의 치료필요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다.
표 11에서 요양기간별 치매유무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index)

에서 요양기간 1년미만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21.88±8.98이었고,3년이상에서는 14.83±9.71이었다.
Helen Adam30) 등에서 보면,65세이상 나이든 노인의 치매가 없거나

Mild한 경우의 치매노인의 우식치아수는 1.11개였고,상실치아수는 28.22개,
충전치아수는 0.69개로,Moderate/Severe한 경우에는 상실치아수가 27.28개
로 큰 차이는 없었다.본조사의 비치매노인의 우식경험영구치수 중 우식치
아수 1.16개,상실치아수 17.59개,충전치아수 0.43개로 본 조사와 비교시 장
기요양노인의 구강건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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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연령별 치매유무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서 65-74세의
치매노인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6.9±10.33개이고,비치매노인의 우식경험영구
치지수는 19.18±10.33개이었다.vigildM12)등의 보고에서 보면,65-74세의 우
식경험영구치지수는 26.4개였고,85-99세에서는 27.6개로 본 조사 결과에서
보다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영국의 SusanLewis31)등의 전체 조사대상자 중 70-79세에 해당하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자노인은 41(12.6%)명이었고,영구치우식경험지수는 19.1±7.9개이었다.충전경
험영구치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어지고 상실경험영구치수와 우식경험영
구치수는 연령과 요양기간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결과를 보였으며,본조사와 비교시 치매노인의 영구치우식경험치아
수 24.05±8.12와 비교시,본조사의 장기치매노인의 영구치우식경험치아수가
더 많아 치아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에서 요양기간별 우식경험영구치면수(DMFTindex)에서 요양기간 1년 미만
치매가 있는 노인의 상실치면수는 94.66면 이었고,충전치면수는 1.18면 이었으며,우
식경험영구치면수는 99.29면 이었고,표 14의 연령별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서
보면,65-74세에서는 78.50면 이었고,85세 이상에서는 110.40면이었고,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65-74세의 영구치우식치면지수는 54.24면이
었고,75세 이상에서는 69.64면으로 본조사의 65-74세의 치매가 있는 노인
은 78.50면,75-84세에서는 107.94면으로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장
기요양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현저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에서 65-74세에서 치매 노인의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DMFS)는 78.50면이었
고,85세이상에서는 110.40면으로 증가되었다.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6)에서
보면,65-74세에서는 54.24면 이었고,75세이상에서는 14.08면 이었다.본조사와 비교
해 보면 65-74세에서 20면 정도의 차이를 보이므로 치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더욱
나쁜 치아상태를 보여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5에서 연령별 진행정도별 치주조직상태에서는 65-74세의 출혈치은염은 7.8%이
었고,치석부착치은염은 28.1%이어서,65-74세의 치석부착치은염이 출혈치은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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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4배 정도 더 많아 치주조직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장기간 요양 중인 대다수가 치주소파술이상의 진료대상으로 나타났고,특히 75-84
세에서는 8.8%가 심치주낭으로 연령이 증가하고,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병적
인 상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심치주낭형
성자율이 7.5%로 치매노인에 비교해서 더 높지만,본 조사에서 폐쇄치주낭형성률이
25.8%인 것으로 보아 그 만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치매노인의 구강상태가 심각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양32)등의 조사에서 60대의 전체 566명중 29명에 해당하는 전체
치주조직에서 치주병가료필요도는 3.24±1.09이었다.
또한 연령별 치석부착율은 65-74세 28.1%이었고,2000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결
과인 치석부착율 42.6%와 비교시,14.5%낮았고,천치주낭형성자율은 46.9%이었으며,
이는 2000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결과인 37.59%와 비교시 9.31%높았다.즉,치매노
인이 일반노인보다 구강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 18에서 연령별진행정도별 치주조직병삼분악지수는 65-74세에서 건전치주삼분악
지수는 0.18개이었고,출혈지수는 0.67개,심치주지수는 0.28개 이었다.2006년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에서는 65-74세의 건전지수는 1.50개로 1.32개 높았고,출혈지수는
1.41개로 더 낮았고,심치주낭지수는 0.20개 이었고,건전지수에 있어서 8.3배 더 높은
차이를 보여 정상인과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9의 요양기간별 진행정도별 치주조직삼분악지수에서 요양기가별 치주조직삼분
악수는 건전치주,천치주,심치주낭 삼분악지수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4,0.011,0.047).
표 20의 치매유무별 진행정도에 따른 치주조직삼분악지수는 치매유무에 따라 건전
치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3).
표 21에서 보철물 보유상태는 연령층으로 구분하였고,보철물 없음을 제

외한 연령층별 치매유무에 따른 보철물보유상태는 치매가 있는 노인 65-74
에서 총의치보유율이 47.4%이었고,비치매노인은 52.6%로 치매노인의 총의
치보유율이 더 낮았다.2000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결과인 상악의 총의치
보유율은 65-74세에서 21.73%를 차지했고,하악은 14.80%를 나타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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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5-84세의 치매노인의 상악보철물없음은 48.7%이었고,하악은 45.9%로
치매노인의 보철물보유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이다.
표 22에서 치매유무별 요양기간에 따른 보철물보유상태에서 요양기간 1

년미만에서 상악총의치필요는 치매노인에서 37.5%, 비치매노인에서는
62.5%이었다.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인 상악,하악 총의치필요율
은 16.13%,14.31%이었다.
표 23에서 치매유무별 요양기간에 따른 의치장착상태에서 요양기간 1년

미만에서 상하악 전체틀니는 각각 31.6%이었고,3년이상에서 상악전체틀니
는 66.7%이었고,하악전체틀니는 75.0%이었다.JaneM33)등에서 65세이상
치매가 있는 노인의 상악전체틀니는 20.7%이었고,하악부분틀니는 14.7%이
었다.그리고 틀니가 없는 환자도 상악,하악 53.4%,82.8%이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34)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47%가 위

쪽 혹은 아래쪽에 틀니를 착용하고 있었고,양쪽 모두 착용하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었다.
본 조사의 장기요양환자의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나이든 사람들이나 장

기간 요양해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나쁜 구강건강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세계각국은 치아발거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국 국민의 구강건

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대표적인 구강질환을 선정해 왔는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치아상실의 주요원인으로 밝혀
진 바35),노인의 치아상실은 유아기 및 청장년기에 주기적으로 예방지향적
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를 전달받지 못하고,노년기의 구강환경을 적절
히 관리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며,노인들을 위한 예방위주의 진료
공급을 계속 확대 보강하여야 한다.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구강상
태는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노인의 구강상태와는 치면세균막과 평균현존
치아수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본 조사에 관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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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전남 보성지역에 국한된 노인 요양병원
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85세 이상의 표
본의 크기가 65-74세,75-84세의 표본의 크기와 비교해서 차이가 커서 일
반성을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장기입원환자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186명

을 대상으로 우식경험영구치수를 산정하였는데,이중 무치악자를 모두 포함
하여 구강건강상태조사를 실시한 점이 추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중 치매의 정도인

Mild/Severe의 차이에 따라서도 구강건강상태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
하지 않은 점 또한 추후에 수정해야 한다.
넷째,재가 치매노인과 관련된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지 못한점 또한 조사
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일반적으로 장기입원환자는 치아우식

과 치주병의 발병률이 높으며 구강위생상태도 나쁘고,발치나 우식증이 방
치된 경우가 많아 향우 이들을 위한 특수한 구강진료서비스체계를 통한 전
문적인 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장기요양노인
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치면세마와 치주병관리,구강보건실태조사 및 구강보건정
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고령사회에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
으로 노인요양대상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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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경제사회적성장과 발전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인식의 변화로 노인성 만성질환과 치매 등에 관한 제
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보건관리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구강
건강유지와 증진을 필수적인 기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과 연관된
보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가정과 요양기관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 중 요양기관 특히,치매등으로
요양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
였다.전남 보성지역 요양기관 치매노인 98명과 비치매노인 88명을 대상으로
치아보철유무와 치주건강상태를 포함한 구강보건실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치매노인군에서 대조군보다 영구치우식유병율이 20%,우식치지수는 0.5배
많았다.

2.치매노인군에서 대조군보다 출혈치은염은 6.1%,치석부착치은염은 3.8%
정도 많았다.

3.건전치주조직삼분악수는 비치매노인과 치매노인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4.상,하악 다수의 보철물필요가 치매노인군에서 3배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구강
보건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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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전치주조직

1=출혈치주조직

2=치석형성치주조직

3=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

4=심치주낭형성치주조직

x=제외(폐쇄삼분악)

  1= 예    2=아니오

￭DentureDentureDentureDenture의 의 의 의 상태상태상태상태

 

전체틀니 부분틀니

상악

하악

￭보철물 보철물 보철물 보철물 상태상태상태상태 ￭보철물필요보철물필요보철물필요보철물필요

  

 상 악 하 악      

 

0=보철물 없음

1=고정성 가공의치 한개

2=고정성 가공의치 두개이상

3=국소의치만 있음

4=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가 공존

5=총의치

9=기록불가

상악 하악    

0=보철물 필요없음

1= 3단위 고정성 가공의치 한개 

필요

2= 4단위이상 가공의치 

 혹은 국소의치 1개 필요

3=다수의 보철물 필요

4= 총의치 필요

9= 기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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