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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alHealthImpactProfileoftheagedWhoexperienced
OralProphylaxis

Ku,In-Young,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ChosunUniversity.

Keyword:OHIP,older,oral prophylaxis

OOObbbjjjeeeccctttiiivvveeesss::: In the aged society,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care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their missing tooth as a result of chronic 

periodontal disease. Oralhealth careoftheagedisvery importantto
improvethequalityoflife.So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d
awarenessofexperienced oral prophylaxis at public health center.

Material Material Material Material and and and and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 The sample was investigated 319 of over 65 

years old on 6 of 22 pubic health centers in Jeonnam province after 

treated oral prophylaxis. We used to questionnaire of self awareness oral 

health condition included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

1. In experienced oral prophylaxis group, the rate of have not denture 

wear was 21.2% and remained tooth over 20 was 26.0%(p<0.05).

2. OHIP score experienced oral prophylaxis group, was reduced to 

3.5-3.7 in tooth hypersensitivity and dry mouth OHIP subscal score. 

3. In physical pain and disability of OHIP subscal score, experienced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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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ylaxis grop is lower 0.5 than control group.

4. In physical pain and disability of OHIP subscal score, good periodontal 

condition of experienced oral prophylaxis group, is lower 1.2-1.3 

than control group.

In In In In conclusion conclusion conclusion conclusion ::::

From this result, experienced on group is higher quality of life than 

control group. Oral prophylaxis of health center should be expanded to 

the elderly for increasing good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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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조사의 필요성

고령인구의 현저한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노인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우리나라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하며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로 나타났다.노인인구는 2000년 65세 이상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보건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산업경제발달과 사회적 변동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화함으로써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수명의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

험은 전년에 비하여 21.3% 증가하였고,의료급여는 26.6%증가하여 노인 진료
비가 2006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2).현재 전 국민 건강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구강보건 진료의 경우 보철이나 예방진료 등은 비급
여인 관계로 사회 경제적 경쟁력이 약한 노인의 구강보건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소외
감과 낙후감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
각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복지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전신건강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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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는 중요
하다.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은 행복의 한 조건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게 되었으며,이러한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필수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3).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발생 할 수 있고,이는 이차적으로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
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노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강건강문제 중의 하나는 치아상실이다.노인이

되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시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4).뿐만 아니라 치아의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인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저작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
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5),6).즉,구강건강이 소실되면
음식물 저작에 영향을 주어 영양소의 소화흡수가 지장을 받아 영양불량이나
편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강건강상태가 노인들의 식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7).우리나라의 노인에서 저작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은 53%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조사되었고,의치필요자율은 65-74세 노인이 35.3%로
노인의 1/3정도가 의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의치필요는 구강병이 진행되어 치아를 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
로 의치를 공급하는 정책보다 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를 줄이는 예방
지향의 구강보건정책이 절실하다8).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며,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전한 건강

이라 볼 수 없다.노인의 건강에서 구강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9),10).또한 노인의 치주상태에 따른 구강건강의 악화
로 인한 치주치료 필요율이 증대되었다.장년층 이상의 구강건강에 대한 주
관적 인식이나 염려수준은 2003년에 비하여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구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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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련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였다고 조사되었다8).치주질환은 구강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양대구강병의 하나로 청년기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성인에서는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이러한 구강질환
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계속적인 구강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
요하고 구강건강에 관여하는 지식,태도 및 행동에 관한 정보는 장기종합구
강보건개발계획의 수립에 중요하다38).또한 치주질환은 정기검진과 치석제거
로 예방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처치에 대한 중요
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치석제거가 보험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높은 비율의 인구가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예방적
치석제거를 수행하지 않거나 치주질환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필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 중 치주질환을 노화의 당
연한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 주요원인으로 보인다11).치주질환은 다른 성
인병과는 달리 사회생활에 커다란 위해를 주지 않은 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으로 중요한 원인 요소인 치면세균막을 전문가 및 자가계속관리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치주관리에 대한 예방치학적 활용실태는 저
조하여12)효과적인 치주관리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신체적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

적 안녕 (well-being)의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측정에 있어 구
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13),Reisine14)등은 치과관련질환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러한 구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인식도 측정이 필요하다15).
노인의 건강이나 질병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
적인 판단도 중요하다.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상태의 연구에 있어
주관적건강상태 자가 평가방법은 안녕 지향적이므로 질병보다는 안녕을 강조
하는 건강증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노인에게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안녕과 생활 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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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son16)등은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정지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Peter17)등은
구강질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요인
이 개인의 구강건강상태라고 하였다.구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에 의해서 측정되는 객관적이고 임상적인 질병 평가보다는 본인 스
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식도 측정이 필요하다.
1994년 Slade와 Spencer는 구강건강영향지수(OralHealthImpactProfile,

OHIP)를 연구하였으며,구강건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사회
적 영향을 측정한 방법이다.Lacker의 계층적인 구강건강모델을 기초로 하여
7가지 영역의 구강상태에 대한 영향 정도를 Slade가 구강건강영향지수의 단
축형 모형인 ShortversionOralHealthImpactProfile-14(OHIP-14)를 개발
하였다.영향의 첫 번째 단계는 기능적 단계,물리적 동통,심리적 장애의 하
부 척도를 통해 평가되었다18).
구강건강영향지수(OralHealthImpactProfile-14,OHIP-14)는 물리적 장

애,심리적 장애,사회적 장애에 의해 평가됨으로서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은
파괴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마지막 하부 척도는 그들의 구강
건강결과로서 장애를 느끼는 사람의 정도를 평가하였다18).
노인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구강건강

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19).우리나라 노인에게서 주
관적 구강건강 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은 높아8)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연관성이 있는
주관적 구강증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노인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여야 한
다19).노인의 치주조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치주조직건전자율이 65-74세
12.5%,75세 이상이 13.3%이었고,치은출혈자율은 65-74세 13.5%,75세 이상
15.8%이었으며,치석부착자율은 65-74세에서 52.5%,75세 이상은 48.5%로 노
인의 치주상태에 따른 구강건강의 악화로 인한 치주치료 필요율이 증대되었
다7).시도별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중 치면세마 실적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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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4년도에 17,977명,2005년도에 13,133명이 치면세마를 받았다20).노인구
강보건사업 중 질병예방사업에서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증대됨
에 따라3)예방교육정도,조기진단,규칙적인 치과방문을 통하여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예방이 가능하다11).치주질환에 이환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올
바른 잇솔질과 예방적 치석제거가 권장되고,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
반적으로 6개월 간격의 정기검진과 예방적 치석제거가 권장되고 있고11)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방문구강보건사업에서 시행되는 내용으로 구
강검진을 비롯하여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의치․보철과 치료,치주병
과 치아우식증 예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21)지역사회 공공
분야의 노인구강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국가보건체계의 기본적 단위사업 조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
건사업에 대한 계획 및 사업 제공의 책임을 가진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
역사회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자 공공분야에서의 구강보건사
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서 잔존치아수 관리와 건강한 치주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치면세균막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지역사회
보건소 노인구강건강관리 향상에 가장 기본적인 치면세균막관리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확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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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목적
본 조사는 지역사회 보건소 노인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주질환 관리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노인의 치주건강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고자 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일부 보건소
를 선정하여 치면세마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OralHealthImpact
Profile-14,OHIP-14)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한다.
2)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치면세마경험유무를 비교한다.
3)조사대상자의 치면세마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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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대상 및 방법
1.조사대상

본 조사는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8월 6일까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보건소 22개소 중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면세마 실적이 우수한 보건소 5
개소를 선정하여 치면세마경험 노인 167명과 치면세마비경험 노인 152명을 대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노인
에게 간이구강검사와 면접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표 1).

표표표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 구구구분분분 단단단위위위:::명명명(((%%%)))

연 령 치면세마경험 치면세마비경험
남 여 남 여

계 167(100.0) 82(49.1) 85(50.9) 152(100.0) 63(41.4) 89(58.6)
65-69세 53(100.0) 28(52.8) 25(47.2) 41(100.0) 20(48.8) 21(51.2)
70-79세 92(100.0) 43(46.7) 49(53.3) 57(100.0) 27(47.4) 30(52.6)
80세이상 22(100.0) 11(50.0) 11(50.0) 54(100.0) 16(29.6) 38(70.4)

2.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기존문헌 조사와 면접설문법,구강상태검사를 하였다.
기존문헌 조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실태와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자료조사를

하였고,면접 설문조사는 형식적 면접법에 의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요원 2
명을 활용하여 조사요원간의 오류를 줄이도록 교육 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
다.구강상태검사는 자연조명 하에 부분의치장착유무,치주상태,잔존치아수를
조사하였다.치주상태의 경우는 치은연상치석,치은부종 등이 있는 경우 치주
상태 불량으로 판단하였고,그렇지 않으면 양호로 판단하였다.

2.1.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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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기존의 노인연구를 조사한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다시 작성하여 일반적 특성 7문항,구강보건행태 4문항,구
강내 자각증상인지 4문항,주관적 건강상태인지 4문항,구강건강영향지수
(OralHealthImpactProfile-14,OHIP-14)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교육정도,동거형태,월 평균

소득,생활비조달,의료사회보장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1.2.대상자의 구강내 자각증상인지
조사대상자의 구강내 자각증상 인지는 지각과민,치은출혈,구강건조,구취

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1.3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인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였

고,치면세마 필요성에 대한 인식를 조사하였다.

2.1.4.OHIP-14(OralHealthImpactProfile-14,OHIP-14)
OHIP-14는 OralHealthImpactProfile의 약자로 Slade와 Spencer에 의해

구강건강상태가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된 도구이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8).한국 노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의 문화적 행태나 사고방식에 맞게 구강건강영
향지수(OHIP-49)문항을 번역,평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단축형
(OHIP-14)을 도출하였다22).질문문항은 ‘치아,입안의 문제 또는 틀니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이고,이에 대한 응답은 ‘0=전혀
그렇지 않다’,‘1=그렇지 않다’,‘2=가끔있다’,‘3=그렇다’,‘4=매우 그렇다’인 5
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구강건강영향지수(OralHealthImpactProfi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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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P-14)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2.1.5.측정도구의 신뢰도
신뢰도는 설문지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hach'salpha)를 이용하였다.구강

건강영향지수 14문항의 내적일치도인 크론바 알파값은 0.877이고,영역별 문
항의 크론바 알파값의 범위는 0.866-0.87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2).

표표표222...OOOHHHIIIPPP---111444신신신뢰뢰뢰도도도분분분석석석

영 역 문항수 Cronhach's- α

OHIP-14
기능적제한
신체적동통
심리적불편
신체능력저하
심리능력저하
사회능력저하
사회적불리

14
2
2
2
2
2
2
2

0.877
0.871
0.869
0.873
0.866
0.867
0.871
0.868

표표표 333...설설설문문문문문문항항항 분분분석석석
항 목 내 용 문항수
일반적특성 성별,연령,교육정도,동거형태,월평균소득,

생활비조달,의료사회보장형태 7

구강보건행태 잇솔질횟수,잇솔질방법,
치과치료 필요도,치과내원형태 4

구강내
자각증상인지 지각과민,치은출혈,구취여부,구강건조 4
주관적

건강상태인지
전신적건강상태인지,구강건강상태인지
치면세마필요성 인지 3

간이구강검사 부분의치장착유무,치주상태,잔존치아수 3

구강건강영향지수
기능적제한(2),신체적동통(2),심리적불안(2)
신체적능력저하(2),심리적능력저하(2)
사회적능력저하(2),사회적불리(2)

14

3.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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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결과는 수집된 자료를 개인별 부호화작업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
램 SPSS(StatisticalPackageofSocialScience)12.0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구강내 자각증상인지,주관적
구강상태인지,간이구강검사결과를 빈도분석(frequency percentanalysis)하였
다.
둘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구강보건행태,구강내 자각증상인지,주관적 건

강상태인지,간이구강검사결과와 치면세마경험유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χ -검
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대상자의 치면세마경험 유무와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의 비교

를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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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사성적

1.조사대상자의 특성
1.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중 치면세마경험군의 성별은 여자가 50.9%로 남자 49.1%보다

많았고,연령은 70-79세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교육정도는 무학이 40.1%
로 가장 많았다.거주형태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가 50.3%로 많았고,경제
상태는 월 소득 50만원 미만이 68.9%로 많았으며,생활비 조달은 국가보조가
34.7%로 많았고,의료보장 가입형태는 건강보험이 57.5%로 많았다.
치면세마비경험군에서의 성별은 여자가 58.6%로 남자 41.4%보다 많았고,연
령은 70-79세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교육정도는 무학이 49.3%로 가장 많
았다.거주형태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가 45.4%로 많았고,경제상태는 월
소득 50만원 미만이 73.7%로 많았으며,생활비 조달은 국가보조가 32.9%로
많았고,의료보장 가입형태는 건강보험이 52.0%로 많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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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명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성별 남자 145 82(49.1) 63(41.4)
여자 174 85(50.9) 89(58.6)

연령(세) 65-69세 94 53(31.7) 41(27.0)
70-79세 149 92(55.1) 57(37.5)
80세이상 76 22(13.2) 54(35.5)

교육정도 무학 142 67(40.1) 75(49.3)
국졸 116 65(38.9) 51(33.6)
중졸 37 23(13.8) 14(9.2)
고졸이상 24 12(7.2) 12(7.9)

거주형태 배우자와 거주 153 84(50.3) 69(45.4)
자녀와 거주 34 16(9.6) 18(11.8)
혼자거주 132 67(40.1) 12(7.9)

경제상태 50만원 미만 227 115(68.9) 112(73.7)
51-100만원 65 37(22.2) 28(18.4)
101만원 이상 27 15(9.0) 12(7.9)

생활비 조달 급여,수입 75 41(24.6) 34(22.4)
자녀 101 52(31.1) 49(32.2)
연금 및 퇴직금 35 16(9.6) 19(12.5)
국가보조 108 58(34.7) 50(32.9)

의료보장
가입형태

건강보험 175 96(57.5) 79(52.0)
의료보호 134 67(40.1) 67(44.1)
잘모르겠음 10 4(2.4)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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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보건행태는 일일 잇솔질 횟수가 2-3회가 58.1%로 가

장 많았고,잇솔질 방법은 혼합해서가 47.3%로 많았다.치과치료 필요도는 필
요하다가 86.2%로 많았고,치과내원형태는 동통유발시가 91.6%로 많았다.
치면세마비경험군에서의 구강보건행태는 일일 잇솔질 횟수가 2-3회가 56.5%로
가장 많았고,잇솔질 방법은 혼합해서가 47.4%로 많았다.치과치료 필요도는
필요하다가 88.2%로 많았고,치과내원형태는 동통유발시가 97.4%로 많았다(표
5).

표표표 555...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행행행태태태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명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잇솔질 횟수 1회 106 53(31.7) 53(34.9)

2-3회 183 97(58.1) 86(56.5)
4회 이상 30 17(10.2) 13(8.6)

잇솔질 방법 옆으로 98 49(29.3) 49(32.2)
위,아래로 61 30(18.0) 31(20.4)
혼합해서 150 79(47.3) 72(47.4)
회전법 10 9(5.4) -

치과치료 필요도 필요하다 278 144(86.2) 134(88.2)
필요하지않다 41 23(13.8) 18(11.8)

치과내원형태 정기적 15 13(7.8) 2(1.3)
동통유발시 304 153(92.2) 14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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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사대상자의 구강내 자각증상인지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내 자각증상 인지는 지각과민을 인지하는 노인이

65.9%로 많고,치은출혈이 있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64.1%로 많았다.구취가
있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66.5%로 많았고,구강건조증이 있다고 인지하는 노
인이 63.5%로 많았다.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내 자각증상 인지는 지각과민을 인지하는 노인이

59.2%로 많고,치은출혈이 있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58.6%로 많았다.구취가
있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70.4%로 많았고,구강건조증이 있다고 인지하는 노
인이 63.2%로 많았다(표 6).

표표표 666...구구구강강강내내내 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인인인지지지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명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지각과민 예 200 110(65.9) 90(59.2)

아니오 119 57(34.1) 62(40.8)

치은출혈 예 196 107(64.1) 89(58.6)
아니오 123 60(35.9) 63(41.4)

구취여부 예 218 111(66.5) 107(70.4)
아니오 101 56(33.5) 45(29.6)

구강건조 예 202 106(63.5) 96(63.2)
아니오 117 61(36.5) 56(36.8)

1.4.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치면세마경험군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에서 전신건강상태는 ‘건강

하지 못하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가
55.7%로 많았고,치면세마사업의 필요성 인식은 필요하다가 80.2%로 가장 많
았다.
치면세마비경험군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에서 전신건강상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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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못하다’가 59.2%로 가장 많았고,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가
65.8%로 많았으며,치면세마사업의 필요성 인식은 필요하다가 71.7%로 가장
많았다.(표 7).

표표표 777...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인인인지지지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명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전신건강상태 건강하다 74 40(24.0) 34(22.4)

보통이다 83 55(32.9) 28(18.4)
건강하지못하다 162 72(43.1) 90(59.2)

구강건강상태 건강하다 42 26(15.6) 16(10.5)
보통이다 84 48(28.7) 36(23.7)
건강하지못하다 193 93(55.7) 100(65.8)

치면세마사업 필요하다 243 134(80.2) 109(71.7)
의필요성인식 보통이다 37 17(10.2) 20(13.2)

필요하지않다 39 16(9.6) 23(15.1)

1.5.조사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
치면세마경험군의 간이구강검사결과는 의치불장착 노인이 71.9%로 많았고,

치주상태불량 노인이 85.6%로 많았으며,잔존치아수 20개 미만 노인이 62.3%
로 많았다.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간이구강검사결과는 의치불장착 노인이 51.3%로 많았고,
치주상태불량 노인은 70.4%로 많았으며,잔존치아수 20개 미만 노인이 75.7%
로 많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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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결결결과과과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명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부분의치장착유무 예 121 47(28.1) 74(48.7)
아니오 198 120(71.9) 78(51.3)

치주상태 불량 250 143(85.6) 107(70.4)
양호 69 24(14.4) 45(29.6)

잔존치아수 0-19개 219 104(62.3) 115(75.7)
20개 이상 100 63(37.7) 37(24.3)

2.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치면세마경험유무 비교
2.1.일반적 특성과 치면세마경험유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이 성별은 남

자가 56.6%로 여자 48.9%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연령은 70-79세 노인이 61.7%로 65-69세 56.4%,80세 이상 노인
28.9%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
교육정도는 무학 47.2%,국졸 56.0%,중졸 62.2%,고졸이상 50.8%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거주형태는 자녀와 거주하는 노
인이 47.1%,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이 54.9%,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50.8%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경제상태는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노인이 50.7%,51-100만원인 노인이 56.9%,101만원이상인 노인이
55.6%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생활비조달은 연금
이 45.7%,자녀가 51.5%,국가보조가 53.7%,급여가 54.7%로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의료보장가입형태는 의료보호 50.0%
보다 건강보험이 54.9%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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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치면세마경험 (N=319)

유(N=167) 무(N=152)
성별 남자 82(56.6) 63(43.4) .170여자 85(48.9) 89(51.1)

연령(세) 65-69세 53(56.4) 41(43.6)
.00070-79세 92(61.7) 57(38.3)

80세이상 22(28.9) 54(71.1)

교육정도 무학 67(47.2) 75(52.8)
.304국졸 65(56.0) 51(44.0)

중졸 23(62.2) 14(37.8)
고졸이상 12(50.0) 12(50.0)

거주형태 배우자와 거주 84(54.9) 69(45.1)
.633자녀와 거주 16(47.1) 18(52.9)

혼자거주 67(50.8) 65(49.2)

경제상태 50만원 미만 115(50.7) 112(49.3)
.63351-100만원 37(56.9) 28(43.1)

101만원 이상 15(55.6) 12(44.4)

생활비조달 급여,수입 41(54.7) 34(45.3)
.828자녀 52(51.5) 49(48.5)

연금,퇴직금 16(45.7) 19(54.3)
국가보조 58(53.7) 50(46.3)

의료보장
가입형태

건강보험 96(54.9) 79(45.1)
.509의료보호 67(50.0) 67(50.0)

잘모르겠음 4(40.0) 6(60.0)

값은 χ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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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구강보건행태와 치면세마경험유무
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와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잇솔질

횟수가 1회인 노인이 50.0%,2-3회인 노인이 53.0%,4회이상인 노인이 56.7%
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잇솔질 방법은 위,아래로가
39.2%,옆으로가 50.0%,혼합해서가 52.3%,회전법이 100.0%로 많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0).
치과치료 필요도는 필요하다가 51.8%,필요하지않다가 56.1%로 많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치과내원형태는 동통유발시 내원
하는 노인 50.8%보다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노인 이 86.7%로 많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0).

표표표 111000...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행행행태태태와와와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값은 χ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0.05

구 분 항 목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잇솔질 횟수 1회 53(50.0) 53(50.0)
.7832-3회 97(53.0) 86(47.0)

4회 이상 17(56.7) 13(43.3)

잇솔질 방법 옆으로 49(50.0) 49(50.0)

.034위,아래로 30(39.2) 31(50.8)
혼합해서 79(52.3) 72(47.7)
회전법 9(100.0) -

치과치료필요도 필요하다 144(51.8) 134(48.2)
.607필요하지않다 23(56.1) 18(43.9)

치과내원형태 정기적 1(86.7) 2(13.3)
동통유발시 154(50.7) 150(49.3)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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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자각증상인지와 치면세마경험유무
대상자의 자각증상인지와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지각과

민을 인지하는 노인이 55.0%로 인지하지 않은 노인 47.9%보다 많았고,치은
출혈을 인지하는 노인이 54.6%로 인지하지 않은 노인 48.8%보다 많았으며,
구취를 인지하지 않은 노인이 55.4%로 인지하는 노인 50.9%보다 많고,구강
건조를 인지하는 노인이 52.5%로 인지하지 않은 노인 52.1%보다 많았으나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1).

표표표 111111...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인인인지지지와와와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지각과민 예 110(55.0) 90(45.0) .219아니오 57(47.9) 62(52.1)

치은출혈 예 107(54.6) 89(45.4) .312아니오 60(48.8) 63(51.2)

구취여부 예 111(50.9) 107(49.1) .451아니오 56(55.4) 45(44.6)

구강건조 예 106(52.5) 96(47.5) .953아니오 61(52.1) 56(47.9)
값은 χ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0.05

2.4.주관적 건강상태인지와 치면세마경험유무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인지와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전신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44.4%,건강하다 54.1%,보통이다 66.3%로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2).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48.2%,보통이다 57.1%,건강하다 61.9%

로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치면세마사업 중요성 인식은 필요하지않
다 41.0%,보통이다 45.9%,필요하다 55.1%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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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인인인지지지와와와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전신건강상태 건강하다 40(54.1) 34(45.9)

.005보통이다 55(66.3) 28(33.7)
건강하지못하다 72(44.4) 90(55.6)

구강건강상태 건강하다 26(61.9) 16(38.1)
.161보통이다 48(57.1) 36(42.9)

건강하지못하다 93(48.2) 100(51.8)

치면세마사업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134(55.1) 109(44.9)

.185보통이다 17(45.9) 20(54.1)
필요하지않다 16(41.0) 23(59.0)

값은 χ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0.05

2.5.간이구강검사결과와 치면세마경험유무
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와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의

치를 장착한 노인 38.8%보다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이 60.6%로 많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0.05),치주상태가 불량인 노인이 57.2%
로 치주상태가 양호한 노인 34.8%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0.05),잔존치아수 20개 이상인 노인이 63.0%로 잔존치아수 0-19개
인 노인 47.5%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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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333...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결결결과과과와와와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 분 항 목 치면세마경험(N=319)

유(N=167) 무(N=152)

부분의치장착
유 47(38.8) 74(61.2)

.000무 120(60.6) 78(39.4)

치주상태
불량 143(57.2) 107(42.8)

.001양호 24(34.8) 45(65.2)

잔존치아수
0-19개 104(47.5) 115(52.5)

.01020개 이상 63(63.0) 37(37.0)
값은 χ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0.05

3.치면세마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비교
3.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의 비교는 성별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낮았고,남여 모두 치면세마경험군이 치면세마비
경험군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났고,

70-79세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은 치면세마경험자 18.18점으로 치면세
마비경험자 20.68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났고,
무학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경험자 19.16점으로 치면세마
비경험자 22.20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거
주형태는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경험자
18.75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1.46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경제상태는 소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났고,한달 소득 50만원 미만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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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경험자 18.55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1.50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0.05).
생활비조달은 국가에서 보조받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게서 받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경험
자 17.37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1.61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0.05)(표 14).

표표표 111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특 성 치면세마경험군 치면세마비경험군

성별
남자
여자

17.79±7.26
18.25±6.92

20.10±8.33
20.20±8.32

.078

.094
연령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16.91±7.32
18.18±6.78
20.05±7.47

16.71±8.49
20.68±8.40
22.22±7.29

.904

.048

.253
학력
무학
국졸
중졸
고졸이상

19.16±7.45
19.05±6.25
14.35±6.45
13.17±6.49

22.20± 7.97
19.35± 7.91
16.79±10.37
14.75± 5.31

.021

.816

.382

.520
거주형태
배우자와 동거
자녀와 동거
혼자거주

17.08±6.61
19.94±7.56
18.75±7.44

18.65± 8.30
21.22±11.24
21.46± 7.15

.195

.702

.034
경제상태
50만원 미만
51만원-100만원
101만원이상

18.55±7.07
16.97±7.09
16.60±7.05

21.50±7.84
16.86±9.60
15.33±5.11

.003

.957

.606
생활비조달
급여
자녀
연금
국가보조

17.63±7.55
17.37±7.50
14.69±6.93
19.81±5.98

16.15±8.60
21.61±8.49
18.53±7.13
22.08±7.41

.428

.009

.117

.081
의료보장가입형태
건강보험
의료보호
잘모르겠음

17.47±7.35
19.24±6.38
11.00±6.98

19.56±8.70
20.84±7.82
20.50±8.89

.087

.197

.111

값은 t-test또는 일변량분산분석(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0.05,OHIPscore는 0-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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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잇솔질횟수에서 치면세마경험군

과 치면세마비경험군에서 잇솔질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잇솔질방법은 옆으로 닦는 경우의 구강
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경험자 18.12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1.20
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치과필요도는 필요
하다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치면세마경험자
18.39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0.92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치과내원형태는 동통유발시 내원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
지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치면세마경험자 18.24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0.26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5).

표표표 111555...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특 성 치면세마경험군 치면세마비경험군

잇솔질횟수
1회
2-3회
4회이상

19.77 ± 6.55
17.94 ± 7.01
13.06 ± 6.94

22.40 ±7.90
19.42 ±8.51
15.92 ±6.10

.066

.199

.248
잇솔질방법
옆으로
위,아래로
혼합해서
회전법

18.12 ± 7.20
16.60 ± 6.41
18.90 ± 7.30
14.56 ± 5.34

21.20 ±7.95
18.52 ±8.93
20.15 ±8.25

-

.047

.341

.419

.004
치과필요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18.39 ± 7.01
15.74 ± 7.20

20.92 ±8.33
14.50 ±5.46

.006

.548

치과내원형태
정기적으로
동통유발시

14.38 ± 7.01
18.24 ± 7.01

12.50 ±6.36
20.26 ±8.29

.727

.029

값은 t-test또는 일변량분산분석(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0.05,OHIPscore는 0-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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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상자의 구강내 자각증상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구강내 자각증상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지각과민과 치은출혈,구

취,구강건조를 인지하는 경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각각 높게 나
타났고,지각과민을 인지하는 경우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
균값이 18.80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22.57점
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0.05),치은출혈을 인지하는
경우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18.79점으로 치면세마비
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21.85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0.05),구강건조를 인지하는 경우 치면세마경험군의 구
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19.32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의 평균값 22.76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16).

표표표 111666...구구구강강강내내내 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인인인지지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특 성 치면세마경험군 치면세마비경험군
지각과민
예
아니오

18.80±6.59
16.53±7.75

22.57±8.22
16.66±7.12

.000

.921

치은출혈
에
아니오

18.79±6.65
16.65±7.63

21.85±7.81
17.76±8.43

.003

.445

구취
예
아니오

19.92±6.37
14.27±6.93

20.83±8.04
18.56±8.76

.353

.007
구강건조
예
아니오

19.32±6.62
15.77±7.32

22.76±7.17
15.70±8.26

.000

.959

값은 t-test에 의해 계산되었음.*<0.05,OHIPscore는 0-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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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건강상태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전신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은 치면세마비경험군 22.81점
에 비하여 치면세마경험군 20.19점으로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낮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은 치면세마비경험군이 22.66점,치면
세마경험군이 19.04점으로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7).

표표표 111777...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인인인지지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특 성 치면세마경험군 치면세마비경험군

전신건강상태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않다

16.43±7.31
16.35±6.62
20.19±6.77

14.35±6.77
18.68±8.31
22.81±7.62

.213

.168

.024
구강건강상태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않다

17.65±7.08
16.25±5.82
19.04±7.52

13.13±6.31
16.33±7.26
22.66±7.79

.042

.954

.001

값은 일변량분산분석(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0.05
OHIPscore는 0-56점

3.5.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의치를 장착한 노인의 구강

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치면세마비경험군에 비하여 치면세마경험군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치주상태가 불량인 노인의 구
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치면세마비경험군 21.29점에 비하여 치면세마경
험군 18.66점으로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잔존치아수 0-19개인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비경험군
22.00점에 비하여 치면세마경험군 19.69점으로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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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특 성 치면세마경험군 치면세마비경험군

부분의치장착
유
무

19.04±5.86
17.63±7.48

20.66±6.88
19.68±9.47

.184

.091
치주상태
불량
양호

18.66±6.93
14.25±6.84

21.29±8.64
17.47±6.77

.008

.065

잔존치아수
0-19개
20개이상

19.69±6.80
15.27±6.68

22.00±7.43
14.33±8.33

.018

.582

값은 t-test에 의해 계산되었음.*<0.05,OHIPscore는 0-56점

4.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
4.1.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
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의치를

장착한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는 기능적 영역이 3.10점(총점 8점),신
체능력저하가 3.73점으로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았고(<0.05).치주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에서 신체적동통이
3.88점,신체능력저하가 3.51점,심리능력저하가 2.76점,사회능력저하가 2.07
점,사회적 불리가 2.27점,OHIP-14점수(총점 56점)가 19.78점으로 치주상태
가 양호한 노인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았으며(<0.05),잔존치아수
가 0-19개인 노인은 기능적제한이 3.21점,신체적동통이 4.21점,심리적불편이
2.42점,신체능력저하가 3.80점,심리능력저하가 2.80점,사회능력저하가 2.06
점,사회적불리가 2.40점,OHIP-14점수 20.90점으로 잔존치아수 20개 이상인 노인
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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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999...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777가가가지지지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별별별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간이구강
검사 N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심리적
불편

신체능력
저하

심리능력
저하

사회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OHIP-14
(0-56점)

부분의치장착
유 1213.10±1.43 3.98±1.47 2.40±1.36 3.73±1.59 2.74±1.52 1.98±1.32 2.12±1.30 20.03±6.53
무 198 2.79±1.40 3.61±1.96 2.21±1.32 3.13±1.90 2.53±1.72 1.96±1.29 2.214±1.70 18.43±8.35

.323 .000 .718 .020 .120 .458 .002 .002

치주상태
불량 2502.94±1.38 3.88±1.80 2.35±1.37 3.51±1.76 2.76±1.66 2.07±1.28 2.27±1.60 19.78±7.80
양호 69 2.78±1.38 3.30±1.71 2.03±1.21 2.80±1.89 2.03±1.46 1.58±1.29 1.83±1.35 16.35±6.92

.369 .600 .023 .330 .154 .256 .180 .527

잔존치아수
0-19개 2193.21±1.34 4.21±1.69 2.42±1.34 3.80±1.71 2.80±1.65 2.06±1.36 2.40±1.61 20.90±7.22
20개이상 100 2.25±1.24 2.75±1.60 1.97±1.29 2.38±1.63 2.17±1.56 1.75±1.14 1.69±1.32 14.96±7.30

.738 .293 .301 .956 .905 .544 .057 .472

값은 t-test에 의해 계산되었음.*<0.05,OHIP영역별 score는 0-56점

4.2.치면세마경험유무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
대상자의 치면세마경험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신체적 동

통이 치면세마경험군에서 3.53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 3.99점보다 0.46점 낮
고,심리적불편이 치면세마경험군에서 2.11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 2.47점보
다 0.36점 낮으며,신체능력저하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3.13점으로 치면세마
비경험군 3.60점보다 0.47점 낮고,OHIP-14점수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18.02
점으로 치면세마경험군 20.16점보다 2.14점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0.05)(표 20).

표표표 222000...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777가가가지지지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별별별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OOOHHHIIIPPP)))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치면
세마 N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심리적
불편

신체능력
저하

심리능력
저하

사회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OHIP-14
(0-56점)

유 167 2.83±1.13 333...555333±±±111...666222 2.11±1.30 333...111333±±±111...666777 2.44±1.53 1.88±1.21 2.09±1.52 111888...000222±±±777...000777
무 152 2.99±1.62 333...999999±±±111...999555 2.47±1.36 333...666000±±±111...999333 2.78±1.75 2.06±1.39 2.27±1.61 222000...111666±±±888...333000

.001 .064 .212 .016 .023 .296 .237 .035
값은 t-test에 의해 계산되었음.*<0.05,OHIP영역별 score는 0-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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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치면세마경험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와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
치면세마경험노인의 간이구강검사결과와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치주상태불량인 경우 신체적동통이 3.70점,신체능력저하가 3.32점,심리능력
저하가 2.56점,OHIP-14점수가 18.66점으로 치주상태가 양호한 노인보다 구
강건강영향지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
잔존치아수 0-19개인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는 기능적 제한이 3.07

점,신체적동통이 3.97점,심리적불편이 2.27점,신체능력저하가 3.52점,사회적
불리가 2.29점,OHIP-14점수가 19.69점으로 잔존치아수 20개 이상인 노인보
다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0.05)(표 21).

표표표 222111...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경경경험험험자자자의의의 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777가가가지지지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별별별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지지지수수수
단단단위위위:::MMMeeeaaannn±±±SSSDDD

간이구강검사 N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심리적
불편

신체능력
저하

심리능력
저하

사회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OHIP-14
(0-56점)

부분의치장착
유 47 2.91±1.18 3.79±1.22 2.17±1.56 3.62±1.47 2.62±1.39 1.89±1.09 2.04±1.12 19.04±5.86
무 1202.80±1.11 3.43±1.74 2.09±1.32 2.94±1.71 2.38±1.58 1.88±1.26 2.11±1.65 17.63±7.48

.556 .204 .727 .018 .360 .929 .802 .245
치주상태
불량 143 2.87±1.11 333...777000±±±111...666333 2.18±1.28 333...333222±±±111...666333 2.56±1.53 1.91±1.21 2.11±1.51 111888...666666±±±666...999333
양호 24 2.58±1.21 222...555444±±±111...111444 1.71±1.37 222...000000±±±111...444777 1.75±1.36 1.71±1.23 1.96±1.57 111444...222555±±±666...888444

.244 .001 .099 .000 .016 .454 .648 .004
잔존치아수
0-19개 104 3.07±1.12 333...999777±±±111...555777 2.27±1.34 333...555222±±±111...666555 2.62±1.60 1.96±1.26 2.29±1.58 111999...666999±±±666...888111
20개이상 63 2.44±1.04 222...888111±±±111...444222 1.86±1.20 222...444999±±±111...555000 2.16±1.38 1.75±1.12 1.76±1.35 111555...222777±±±666...666888

.000 .000 .047 .000 .062 .266 .029 .000
값은 t-test에 의해 계산되었음.*<0.05,OHIP영역별 score는 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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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최근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
각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대응정책수립에 고심하
고 있다.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노인의 건
강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7).특히 노인의 건강문제 중 구강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의 체
계적인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질병의 구조가 다양화,만성화되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정책 전환의 필
요성을 실감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plan2010)을 발표하고 장기구
강보건정책 목표 중 65-74세 현존 자연치아수를 20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10).일반적으로 노인은 잔존치아수가 감소하고 전체 치아발거
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3).노인은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의 치아상실과 구
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처치가 요구되어 노인에서 빈발하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구강보건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구강보건사업에서 치면세마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분석

하여 공공분야에서의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혜택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고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
하고자 전라남도의 일부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면세마를 받은 노인을 대상으
로 개별 면접 설문과 간이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행태,구강내 자각증상인지,주관적건강상태 인식,구강건강영향지수
(OralHealthImpactProfile-14,OHIP-14)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1에서 조사대상자의 구분은 치면세마경험유무별 성별과 연령층을 비교

하면 치면세마경험군에서 65-69세는 남자가 52.8%로 많았고,70-79세는 여자
가 53.3%로 많았다.치면세마비경험군은 여자가 65-69세에서 51.2%,70-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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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2.6%로 많았다.
표 8에서 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는 치면세마경험군에서 의치불장착 노

인이 71.9%로 많았고,치주상태불량 노인이 85.6%로 많았으며,잔존치아수
20개 미만 노인이 62.3%로 많았다.치면세마비경험군은 의치불장착 노인이
51.3%로 많았고,치주상태불량 노인은 70.4%로 많았으며,잔존치아수 20개
미만 노인이 75.7%로 많았다.최24)등은 잔존치아수 16개 이하가 96.6%로 본
조사와 잔존치아수 조사 기준은 다르지만 20개 미만인 경우의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정25)은 잔존치아수 20개 미만이 67.8%로 본조사와 수치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노인의 잔존치아수 증가를 위한 구강질환
의 예방적 처치와 효율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06 국민구강실태조사에서는 한국 노인의 의치장착자율은 65-74세에서

45.2%,75세이상에서 60.2%이었고,치석부착자율은 65-74세에서 21.6%로 예
방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정책이 절실하다고 하였다8).이에 구체적인
구강보건정책을 건의하였는데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연령층별로 일정주기로 개발하여 지속
하여야 하고,치주병 예방을 위한 이닦기사업을 추진할 것이며,고령자에서
많이 발생되는 치근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치면세정술과 불소도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강진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구강병예방
사업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구강진료접근이 용이
한 체계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
을 예방하는 진료에 대해 급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8).
표 9에서 일반적 특성과 치면세마경험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이 성별은 남

자가 56.6%로 여자 48.9%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연령은 70-79세 노인이 61.7%로 65-69세 56.4%,80세 이상 노인
28.9%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5).교육정도 거
주형태,경제상태,생활비조달,의료보장가입형태에서는 치면세마경험군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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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마비경험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eter17)등의
연구에서는 성별 중 여자,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소득이 낮은 사람에게서 구
강질환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이에 저소득 노인의
증가추세와 함께 노인의 소득 감소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를 위한 노인
소득보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0에서 구강보건행태와 치면세마경험 유무는 치면세마경험군과 치면세

마비경험군에서 각각 잇솔질 방법은 옆으로가 29.3%,32.2%이고,혼합해서가
7.3%,47.4%이며(<0.05),치과내원형태는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노인이 7.8%,
1.3%였고,동통유발시 내원하는 노인은 92.2%,98.7%로(<0.05)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치면세마 후에 전달되어진 구강건강지식의 습득으
로 인하여 구강보건행태가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어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전달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
강건강과 관련된 행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1,12에서 구강내 자각증상 인지는 지각과민,치은출혈,구취,구강건조

증에 인지하는 노인이 많아 인지하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고,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는 전신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노인이 치면
세마경험군 노인 43.1%보다 치면세마비경험군 노인59.2%로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0.05),김19)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60%가 건강
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김26)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노인들이 자
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치면세마비경험군의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또한 2006국
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구강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자의 비율이 27.3%,나
쁘다고 인식하는 자의 비율이 46.3%로 수치상의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결과
를 보여8)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이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과 구강진료 및 예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계발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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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서 대상자의 구강검사결과에 따른 치면세마경험 유무에서 치면세마
경험군에서 의치불장착 노인은 71.9%로 치면세마비경험군 51.3%보다 많고
(<0.05),치주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은 치면세마경험군에서 85.6%로 치
면세마비경험군 70.4%보다 많았으며(<0.05),잔존치아수는 치면세마경험군
에서 20개 이상 노인이 37.7%로 치면세마비경험군 24.3%보다 많아(<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eter17)등의 연구에서는 불량한 치주
상태가 구강의 신체적,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치면세마경험
은 의치를 장착하지 않고,치주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잔존치아수 20개 이
상인 노인이 많아 구강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치주상태와 잔존치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5에서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총점 56점)의 비교는 잇

솔질방법은 옆으로 닦는 경우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치면세마경험자
18.12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1.20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0.05),치과필요도는 필요하다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
이 높게 나타났으며,치면세마경험자 18.39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0.92점
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이는 정23)의 연구결
과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이 높아 수치상으
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Oliveira27)는 OHIP-14도구
를 이용한 연구에서 치과치료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내어 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Saub22)등은 치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
게 나타났고,Wong28)등의 연구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구강건강영향
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치과내원
형태는 동통유발시 내원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고,치면세마경험자 18.24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자 20.26점보다 낮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
표 16에서 구강내 자각증상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의 비교는 지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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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치은출혈,구취,구강건조를 인지하는 경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
값이 각각 높게 나타났고,지각과민을 인지하는 경우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
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18.80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의 평균값 22.57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0.05),치
은출혈을 인지하는 경우 치면세마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18.79
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21.85점보다 낮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0.05),구강건조를 인지하는 경우 치면
세마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19.32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의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 22.76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0.05).임상적으로 노인에게 구강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고29),Lacker30),31)등
은 OHIP-14를 이용한 연구에서 구강건조증 유무에 따른 평균값의 비교에서 구
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높아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Ikebe32)등은 노인들이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4배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장29)등의 연구에서도 구강
건조증이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지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7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인지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의 비교에서 전신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은 치면
세마비경험군 22.81점에 비하여 치면세마경험군 20.19점으로 구강건강영향지
수의 평균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구강건강상태
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 평균값은 치면세마비경
험군이 22.66점,치면세마경험군이 19.04점으로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5).Oliveira27)는 OHIP-14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구강건
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높았고,Saub22)등은 인식된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경
우에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아 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또한
Peter17)등의 구강건강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연구에 관하여 구강위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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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사람들은 구강건강에 대하여 좀 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고,Laker33)등은 스스로 지각한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면 삶의 질도 나빠진다
는 결과를 나타내어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8에서 치면세마경험유무별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

수비교에서는 치면세마경험군에 비하여 치면세마비경험군에서 구강건강영향
지수가 높게 나왔으며 의치장착자가 의치불장착자에 비하여 구강건강영향지
수의 점수가 높았다.치주상태가 불량한 경우 잔존치아수는 20개 미만인 경
우에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5).
Kelly23)등은 의치장착 노인이 의치불장착 노인에 비하여 각각의 하위영역에
서 구강건강영향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본 조사와 비숫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표 19에서 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

수(총점 8점)는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점수는 신체능력저하영역
이 3.73점으로 의치불장착 노인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았고
(<0.05),치주상태가 불량한 노인은 신체적동통영역이 3.88점,신체능력저하
영역이 3.51점으로 치주상태가 양호한 노인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
았으며(<0.05),잔존치아수가 0-19개인 노인은 신체적동통영역이 4.21점으로
잔존치아수 20개 이상인 노인보다 구강건강영향지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5).Allen34)등은 치아가 상실되는 것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고,이35)등은 현존치아수
가 20개 미만인 노인,의치장착노인에서 OHIP-14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rennan &
Spencer36)에서는 OHIP-14도구의 문항별 5점척도의 분석결과 OHIP-4(음식물
섭취불편)문항이 구강건강영향지수가 가장 높았고,OHIP-5(타인의식),OHIP-3
(구강내동통)순서로 높게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의 간이구강검사결과에 따른
하위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의 신체적동통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Locker30)는 OHIP-14도구의 문항별 5점척도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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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P-4(음식물섭취불편)문항이 구강건강영향지수가 가장 높았고,OHIP-5(타인의
식),OHIP-10(불안)순서로 높게 나타나 본 조사의 신체적동통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았다.Biazevic37)등은 OHIP-14도구의 문항별 5
점척도의 분석결과 OHIP-4(음식물섭취불편)문항이 구강건강영향지수가 가장 높
았고,OHIP-10(불안),OHIP-3(구강내동통),OHIP-5(타인의식)순서로 높게 나타
나 본 조사의 신체적동통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아 각각
의 연구결과 수치상으로는 차이는 있었지만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와 음식물섭
취시 느끼는 동통과 섭취불편으로 인한 구강건강영향지수의 점수가 높았다.
표 20에서 치면세마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신체적동통영역이

치면세마경험군 노인에서 3.53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군 노인 3.99점보다 낮
고,심리적불편영역은 치면세마경험군 노인에서 2.11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
노인 2.47점보다 낮으며,신체능력저하영역은 치면세마경험군 노인에서 2.44
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 노인 2.78점보다 낮고,OHIP-14점수는 치면세마경험
군 노인에서 18.02점으로 치면세마비경험 노인 20.16점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5).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노인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건

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치주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면세균막관리의 필

요성과 잔존치아수 관리가 중요하고,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
와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강병예방프로그램과 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노인 대
상의 구강병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인력 및 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라남도 22개소 보건소 중 5개소를 이용하여 치면세

마를 받은 노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노인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대상자는 치면세마를 정
기적으로 받은 노인과 1회 받은 노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정기적 치면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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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또한 노인의 잔존치아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병예방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분야에서의 노인을 위
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체계적인 노인계속구강건강증진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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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구강건강요소가 중요한 지역사회 공공구강 보건사업으로 부각되고 있
다.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서 잔존치아와 치주조직관리에 주기적인 치면세균
막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 지역사회 보건소 노인구강건강관리 향상
에 가장 기본적인 치면세균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할 목적으로 전
라남도 지역의 22개소 보건소 중 구강보건사업실적이 우수한 5개소를 편의표
본추출하였다.선정된 지역의 노인 319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설문법과 간이
구강상태를 조사하여 치면세마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치면세마경험군 노인이 비경험군 노인보다 의치불장착자률은 21.2%,잔존
치아수가 20개 이상인 경우는 26.0% 많았다(p<0.05).

2.구강내의 자각증상(지각과민,구취여부,구강건조)은 치면세마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3.치면세마경험군 노인의 구강건강영향지수(0-56점)는 지각과민과 구강건조
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서 3.5-3.7점정도 각각 낮았다(p<0.05).

4.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0-8점)에서 치면세마경험군 노인이 비경험군보다
신체적동통과 신체능력저하 항목 점수가 약 0.5점정도 각각 낮았다(p<0.05).

5.치주상태가 양호한 치면세마경험군 노인의 영역별 구강건강영향지수(0-8
점)에서 비경험군보다 신체적동통,신체능력저하 항목 점수가 1.2-1.3점정
도 낮았다.(p<0.05).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치면세마경험 노인에게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 바,노인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면세마술을 주기적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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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ⅠⅠⅠ...보보보건건건소소소에에에서서서 치치치면면면세세세마마마을을을 받받받은은은 경경경험험험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있있있다다다 ②②② 없없없다다다
ⅡⅡⅡ...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성별 ① 남 ② 여
2.연령 :만 ( )세
3.교육정도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이상

4.거주형태
① 배우자와 거주 ② 자녀와 거주 ③ 혼자 거주

5.가계 소득 한달 평균액수?
① 50만원미만 ② 51-100만원 ③ 101만원 이상

6.생활비 조달
① 급여,수입 ② 자녀 ③ 연금,퇴직금 ④ 국가보조

7.의료보장 가입형태
① 건강보험가입 ② 의료보호대상자 ③ 모르겠음

ⅢⅢⅢ...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행행행태태태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1.하루중 이는 몇번 닦으십니까?
① 1회 ② 2-3회 ③ 4회이상

2.잇솔질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직접 실시해보게 한 뒤 표기 )
① 옆으로 ② 위,아래로 ③ 혼합해서 ④ 회전법

3.치과치료 필요도?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4.치과치료 내원형태?
① 정기적 ② 동통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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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구구구강강강내내내 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찬음식에 이가 시리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잇몸에서 피가 잘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입에서 냄새가(구취)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구강이 건조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ⅤⅤⅤ...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인인인지지지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자신의 전신건강 상태는?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하다 ⑤ 아주 나쁘다

2.자신의 구강 건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하다 ⑤ 아주 나쁘다

3.치면세마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않다

ⅥⅥⅥ...간간간이이이구구구강강강검검검사사사항항항목목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의치장착 ① 있다 ② 없다
2.치주질환상태 ① 양호 ② 불량
3.잔존치아수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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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주주주관관관적적적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OOOHHHIIIPPP---111444)))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하께서 치아 입안의 문제 또는 틀니로 인해 다음
사항을 지난 년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치아 구강 또는틀니가평소와 달리보인적이있습니까

소화곤란 소화불량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입안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음식물 섭취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긴장된적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발음이 부정확불분명하다고 느낀적이 있습니까
충분치 못한 식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휴식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외출을 못 한적이 있습니까
타인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까
다른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이만족스럽지못하다고 느끼신적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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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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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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