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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초 수 들  상 로 실시하고 는 들  도포  스켈링 사업  통하여 

그들  강건강 상태  강건강 련 행태  살펴보고 존 아 수  련 에 하여 조사하고  한다. 65  

상 초 수   660  상 로 식 조사  시행하 고, 강검진  통하여 틀니사용  

존 아 수 등  조사하 다. 연령  가함에 라 존 아 수는 어들었 , 별, 연령, 강 생용  사

용, 가 강상태 진단, 점심 식사 후 질 에 라  존 아 수에 차 가 나타났고 통계적 로도 하

다(p<0.05). 존 아 수는 상  개  강 에 한 심과 력 로  가능하다. 라  들  

강건강 행태가 존 아 수에 미 는 복합적 용  샆펴보고, 취약계 에 한  진료  확  보건 리

 제공  지하  한 강 리 프로그램  지 적 로 제공 었  한다.

주제어 : , 강건강 행태, 존 아 수, 초수 , 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ir relevance between oral health behaviors and number of remaining 

teeth of the elderly welfare recipients through the fluoride and scaling of the business. Researcher collected 660 

subjects over 60 elderly welfare recipients investigated self-administered survey and use denture and number of 

remaining teeth though oral examination. Increasingly age number of teeth remaining reduced, there is a 

difference on the number of remaining teeth according to gender, age, the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self 

diagnosis oral condition, brushing after lunch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p<0.05). The remaining number 

of teeth can be prevented by attention and efforts of subjects. Therefore, we investigated convergent effects of 

oral health behaviors on number of remaining teeth of the elderly, I hope that oral health care program 

continually provides expansion of preventive treatment and to maintai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about 

vulnerable group.

Key Words : Elderly, Oral health behaviors, Number of remaining teeth, Welfare recipient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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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1]. 융복합 시 에 노인 인구

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한많은 노

력들이 사회 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2],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인 문제로는 ‘건강문제’가 39.3%, ‘경

제 어려움’이 36.4%,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8.1%로 나

타났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빈곤문제는 근본 인 책이

필요한 주요 문제이다[3]. 그러나 신건강에 한 심

에 비하여 구강건강은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

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4]. 구강건강은 노인들의

양분 섭취와 한 련성이 있으며 노인들의 신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며[5], 노인들의

체 인삶의질을측정함에있어서도 요한지표가된다[6].

1996년부터 정부는 노인복지를 한 종합 책을 수립

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 해 오고 있는데[7], 그

책 하나로 상실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한 틀

니 건강보험 여화 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되어 75

세 이상 노인들이 용을 받게 되었고 그 범 가 차로

확 되고 있다[8].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등 기본생활을보장하는 제도로[9], 2015년 12

월 기 기 생활보장수 자수는약 165만명 정도며연

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비 은 27.6%로 조사

되었다[10]. Park[3]은 소득층 노인의 질병 이환율이

높고, 치료를 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로는

부분이 경제 인 문제 다고 하 다. Kwon 등[11]은

기 생활보장수 상 노인들의 구강병 유병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방 치과사업이 필요하다고

하 다.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50 우리나

라 성인의 존 자연 치아수는 25.6개, 60 는 21.5개, 70

세 이상 노인은 15.8개[12]로, 나이가 들면서 잔존 치아

수는 어든다. 이로 인하여 발음이나 심미 으로 문제

를 야기 할뿐 아니라 작기능이떨어지게 되고일상생

활을 하는데 통증과 불편을 야기 할 수 있으며[13], 노인

들의 식사의 양과 질에도 향을 주게 되어 신건강에

나쁜 향을 수 있다[14].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은

많은 부분이 의치보철사업에 집 되어 있어 상실된 치아

의 작 기능을 회복하는데 집 되어 있고, 방이나 구

강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수 이 미흡하다

[15]. 노인 체를 상으로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기

생활보장수 자들에 한 심은 아직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생활보장수 자들을 상으

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소도포 스 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련 행태를

살펴보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융복합 인 요인을 알아보고 그 련성을 조사하

고자 한다. 취약계층에 한 방 진료의 확 취

약계층들에게 보건의료의 제공을 유지하기 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함께 지속 인 구강건강 리 로그

램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2015년 1월에서 12월 까지 구 역시 남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스 일링 불소도포를 시행한

65세 이상 기 생활보장수 자 노인들을 상으로 하

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시행하 으며, 상자가 을

읽을 수 없는 경우 담 치과 생사1명이 동일한 내용과

순서로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면 조사로

체하 고, 치과의사 1명이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틀니사

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 등을 조사하 다. 총 606명의

상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600명을

최종 분석하 다.

2.2 연  변수

성별, 연령, 구강건강과 련된 변수를 조사하 다. 그

연령은 만 65세-69세, 만 70-74세, 만 75세-79세, 만

80세 이상의 4개 연령 군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질병,

그리고지난 3년간 수술 경험여부, 약물복용, 지난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유무, 구강 생용품의 사용은 ‘ ’, ‘아니

오’로구분하여 조사하 고, 자가구강 상태의 진단은 ‘건

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로 나 어 조사하

다. 구강의 불편함은 ‘불편하다’, ‘보통이다’,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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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 식사 후 칫솔질 여부는 ‘아니오’, ‘ ’로 나

어 조사하 다.

2.3 료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구강 련 특성은 빈도분

석과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변수에

따른 잔존치아 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 ANOVA를 시행하 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경우 Tucky로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한

구강건강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IMB

SPSS(IMB SPSS 23.0 for windows, SPSS Inc,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유의성을 정하

기 한 유의수 은 모두 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들  연령별 전신건강  강

건강 행태

상자 600명 남자는 232명(38.7%), 여자 368명

(61.3%)이었고, 연령은 4개의 군으로 구분하 을 때

65-69세가 107명(17.8%), 70-74세는 224명(37.3%),

75-79세가 176명(29.3%), 80세 이상이 93명(15.5%)으로

나타났다. 신 질병의 유무에서는 171명(28.5%)이 질

환이 없다고 하 고, 429명(71.5%)은 신 질환을 가지

고 있었다. 신 질환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은 137명(22.8%)이었으며, 약을 복용하

고 있는 상자는 518명(86.3%)으로 조사되었다. 구강건

강에 한 자가진단에는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

<Table 1> General health and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age (N(%))

Total(N=600) 65-69 70-74 75-79 ≥80 p-value

Gender

Male 232(38.7) 44 (19.0) 86 (37.1) 70 (30.2) 32 (13.8) 0.782

Female 368(61.3) 63 (17.1) 138 (37.5) 106 (28.8) 61 (16.6)

General diseases

No 171(28.5) 42 (24.6) 60 (35.1) 46 (26.9) 23 (13.5) 0.057

Yes 429(71.5) 65 (15.2) 164 (38.2) 130 (30.3) 70 (16.3)

Experience of surgery for the last 3 year

No 463(77.2) 85 (18.4) 165 (35.6) 142 (30.7) 71 (15.3) 0.370

Yes 137(22.8) 22 (16.1) 59 (43.1) 34 (24.8) 22 (16.1)

Take any medication

No 82(13.7) 20 (24.4) 30 (37.5) 21 (25.6) 11 (13.4) 0.389

Yes 518(86.3) 87 (16.8) 194 (37.5) 155 (29.9) 82 (15.8)

Self diagnosis oral condition

Healthy 197(32.8) 40 (20.3) 77 (39.1) 52 (26.4) 28 (14.2)

0.486Normal 206(34.4) 39 (18.9) 78 (37.9) 57 (27.7) 32 (15.5)

Not healthy 197(32.8) 28 (14.2) 69 (35.0) 67 (34.0) 33 (16.8)

Oral discomfort

Discomfort 289(48.2) 49 (17.0) 97 (33.6) 94 (32.5) 49 (17.0)

0.406Normal 80(13.3) 15 (18.8) 29 (36.3) 24 (30.0) 12 (15.0)

Comfort 231(38.5) 43 (18.6) 98 (42.4) 58 (25.1) 32 (13.9)

Experience of dental examination for the last 1 year

No 309(51.5) 50 (17.2) 105 (36.1) 86 (29.6) 50 (17.2)
0.703

Yes 291(48.5) 57 (18.4) 119 (38.5) 90 (29.1) 43 (13.9)

Brush after lunch

No 208(34.6) 37 (17.8) 77 (37.0) 60 (28.8) 34 (17.5)
0.981

Yes 392(65.4) 70 (17.9) 147 (37.5) 116 (29.6) 59 (15.1)

Oral hygiene devices

No 462(77.0) 74 (16.0) 161 (34.8) 145 (31.4) 82 (17.7)
0.001*

Yes 138(23.0) 33 (23.9) 63 (45.7) 31 (22.5) 11 ( 8.0)

Remaining teeth

< 20 332(55.3) 50 (15.1) 113 (34.0) 102 (30.7) 67 (20.2)
0.001*

≥ 20 268(44.7) 57 (21.3) 111 (41.4) 74 (27.6) 26 ( 9.7)

Chi-squar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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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못하다’ 3가지로 분류하 으며, ‘건강하다’고 느끼

는 상자는 197명(32.8%), ‘보통이다’ 206명(34.4%), ‘건

강하지 못하다’고느낀 상자가 197명(32.8%)이었다. 구

강 리 실태조사에서 1년 안에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291명(48.5%)이었으며, 구강 리용품을 사

용하는 상자는 138명(23.0%)이었고, 심식사 후 칫솔

질 유무에서는 칫솔질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392명

(65.3%), 하지 않는다고 답한 상자가 208명(34.6%)

이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았을 때 구강 생보조용품을

사용한다고 한 상자는 65-69세 33명(23.9%), 70-74세

63명(45.7%), 75-79세 31명(22.5%), 80세 이상 11명

(8.0%)으로연령 군에따른 차이가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도 유의하 다(p<0.05). 그리고 잔존치아 수도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2 존 아 수에  상 들  특

잔존 치아 수를 20개 이상과 20개 미만으로 나 어조

사한 결과 구강건강에 한자가진단, 구강의 불편감, 지

난 1년 안에 치과정기검진 유무, 구강 생보조용품의 사

용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3 상  강건강행태가 존 아 수에 

    미 는 향

잔존 치아 수는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를 검사

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잔존 치아의 수는 남자가

15.76±7.80개, 여자는 17.60±8.00개로 여자가 더 많았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연령별로

잔존 치아수를 보았을때 60 에는 19.04±6.95개, 70 는

17.00±8.02개, 80세 이상은 13.51±7.71개로 나이가 증가할

수록 잔존 치아 수는 어들었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mber of remaining teeth (N(%))

<20 ≥20 p-value

Gender

Male 138 (41.6) 94 (35.1) 0.062

Female 194 (58.4) 174 (64.9)

General diseases

No 93 (28.0) 78 (29.1) 0.419

Yes 239 (72.0) 190 (70.9)

Experience of surgery for the last 3 year

No 73 (22.0) 64 (23.9) 0.325

Yes 259 (78.0) 204 (76.1)

Take any medication

No 288 (86.7) 230 (85.8) 0.416

Yes 44 (13.3) 38 (14.2)

Self diagnosis oral condition

Healthy 88 (26.5) 109 (40.7)

0.001*Normal 121 (36.5) 85 (31.7)

Not healthy 123 (37.0) 74 (27.6)

Oral discomfort

Discomfort 175 (52.7) 114 (42.5)

0.030*Normal 44 (13.3) 36 (13.4)

Comfort 113 (34.0) 118 (44.1)

Experience of dental examination for the last 1 year

No 184 (55.4) 125 (46.6)
0.020*

Yes 148 (44.6) 143 (53.4)

Brush after lunch

No 225 (67.8) 167 (62.3)
0.095

Yes 107 (32.2) 101 (37.7)

Oral hygiene devices

No 283 (85.2) 179 (66.8)
<0.001*

Yes 49 (14.8) 89 (33.2)

Chi-squar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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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5). 그 외 구강 생보조용품의 사용, 구강건강에

한 자가 진단, 구강의 불편감은 잔존 치아 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그리고 성별, 연령,

구강 생용품의 사용, 구강건강에 한 자가 진단, 심

식사 후 칫솔질 여부가 잔존 치아수에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체회귀모형에 한 합성을검정한결과F=8.301(p<0.001)

로 회귀모형이 합함을 알 수 있었고,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약 12.4%로 나타났다.

4. 결론

2000년 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은

체 산 72%가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취 되어 방

치료 보다는 작기능의 회복에 편 되어 있었다[15].

치과 임상에서도 보면 과거 임 란트를 비롯한 각종 치

료 주의 진료에서 재는 치과병의·원에서 자체 개발

한 구강 방 로그램을 통하여 환자들로 하여 방치

료에 한 심을 이끌어내기 하여 노력하고있다. 농·

어 취약계층까지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하여 방

치료에 한 심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16].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racteristics and number of remaining teeth 
Variable Remaining teeth p-value* Ｂ β t p-value†

Gender

Male 15.76±7.80
0.006* 1.174 0.105 2.660 0.008†

Female 17.60±8.00

Age

65-69 19.04±6.95a

<0.001* -1.547 -0.186 -4.703 <0.001†
70-74 17.90±7.97ab

75-79 16.10±8.07b

≥80 13.51±7.71c

General diseases

No 16.92±7.90
0.962 0.138 0.008 0.168 0.867

Yes 16.88±8.01

Experience of surgery for the last 3 year

No 17.18±8.29
0.683 0.111 0.006 0.148 0.882

Yes 16.81±7.88

Take any medication

No 16.94±7.84
0.729 -0.827 -0.036 -0.767 0.443

Yes 16.94±8.00

Experience of dental examination for the last 1 year

No 17.21±8.22
0.351 0.532 0.033 0.853 0.394

Yes 16.60±7.72

Oral hygiene devices

No 15.87±8.03
<0.001* -3.569 -0.189 -4.708 <0.001†

Yes 20.32±6.72

Self diagnosis oral condition

Healthy 18.71±7.86a

<0.001* -0.943 -0.096 -2.152 0.032†Normal 16.27±8.02b

Not healthy 15.73±7.74b

Oral discomfort

Discomfort 15.97±7.61a

0.001* 0.487 0.057 1.278 0.202Normal 16.40±8.81ab

Comfort 18.23±7.95b

Brush after lunch

No 17.30±8.18
0.306 1.377 0.082 2.080 0.038†

Yes 16.68±7.86

Overall significance of the model: F=8.301(p<0.001), R2=0.124, adj. R2=0.109
*p-value obtained from repeated measure t-test or ANOVA.
†p-value determined from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p<0.05.
a,bCharacter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y post hoc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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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건강 상태에 한 평가는 주 인 평가가

요하다고 하 고[17],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해

서 주 구강건강 상태를 악하여 방 주의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6]. Kwon 등[11]의 연

구에 따르면 기 생활보장수 상 노인들의경우 일반

노인들에 비해 잔존치아 수가 어의치치료에 한 필

요도가 높다고 하 다. 반 으로 자신들의 구강건

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하 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구강진료 기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 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자신의 구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상자는 32.8%에 불과하 다.

두 그룹 간에 차이로 일반화 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1년

동안 치과 검진 유무를 살펴보면 일반 노인들 상으로

조사한 Yoon 등[18]의 연구에서보면 ‘검진을 한 이 있

다’고 응답한 노인이 체 52.5%로 나타났고, 기 수

노인들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44.6%가 ‘검진을

한 이 있다’고 응답하 다.

Kim 등[19]은 일반 노인들에서 구강 생 용품의 사

용유무에서 사용하지않는다가 447%로 나타났는데 반해

서 본 연구에서는 85.2%가 구강 생용품을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의 연구에서 보면 연령별

구강 생보조용품의 사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고 하 으나(p<0.05), 칫솔질 시기나 칫솔질 회수와는

련이 없다고 하 다(p>0.05).

Choi 등[21]은 80세 이상 노인의 작 정도가 80세 미

만의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고, Yun 등[2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존하는 치아의 수가 더 많다고 하

다. 구강건강과 련하여 삶의 질이 존치아의 수와

련이 있다고도 하 다[23]. Cho [24]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잔존 치아 수가 어든다고 하 는데, 본 연

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고 연령별 구강 생보

조용품의 사용에서 유의한 치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잔존 치아 수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심 식사 후에 칫솔질 유무가 잔존 치아 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한구강건강 상태

를 한 구강보건 교육 시 구강 생보조용품의 사용

사용방법 그리고 칫솔질 교육 시 심 식사 후의 칫솔질

사용에 하여서도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기

수 자 노인들의평균기능 치아 수는 9.7개, 평균잔존

치아수는 11.8개, 교합되는 평균 치아수는 6 에 불과하

다로 하 는데[25] 구강건강은 방이 가능하므로 꾸

한 구강건강 리습 을가질수 있도록해야 할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제한 을 들 수 있으며, 먼

단면 연구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기 수 노인들을 상

자로 하여 사회, 경제 인 일반사항을 평가할 수가 없었

으며, 부분이 등학교 졸업 이하여서 교육수 에

따른 차이도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

으로 알려진 기 수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조사

함으로써 구강병 방을 한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지속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기 생활수 상 노인들을 상으로 구

강건강 행태와 잔존 치아 수와의 련성을 조사하여 아

래의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에 따라서 구강 생 용품의 사용과 잔존 치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자가 구강 상태의 진단, 구강의 불편함, 지난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유무, 구강 생용품의 사용을

잔존치아 수에 따라 20개 이상과 20개 미만인 군으

로 나 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는 어들었으

며, 성별, 연령, 구강 생용품의 사용, 자가 구강상

태 진단, 심 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따라서 차이

가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p<0.05).

비록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가 어들지

만 상자 개인의 구강 방에 한 심과 노력으로

방이 가능하므로 취약계층 노인들이 좀 더 극 인 구

강건강에 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취약계층을 한 구

강건강 리 로그램이 지속 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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