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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분포정도 및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는 가족동거노인의 경우 성별, 교육수준,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형태와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는 가족동거노인의 경우 최근 1년간 치통경험이 있는 군,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하지 않은 군, 치주염군, 독거노인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한 군과 치주질환 정상 군에
서 더 많았다.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에서는 가족동거노인은 고혈압이 관련이 있었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관련
이 없었다.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은 노인에게 가장 많은 질환이며 두 질환의 발생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질환을 같이 고려하여 추후 건강상태 확인 및 다양한 가족동거 형태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반복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주제어 : 가족동거, 노인, 독거, 심혈관질환, 융합, 치주질환

Abstract  The purpose is to investigate correlation of periodontal disea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those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family by using 6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rdiovascular disease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gender, education level of those living with family; and age and income level of elderly living 
alone. Th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patterns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stribution of both 
groups for the past year wer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was related to hypertension only in the living with family. Cardiovascular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are the most common diseases so considering the two diseases together is 
necessary to check the health status in the future.

Key Words : Living with family, Elderly, Living alone, Cardiovascular disease, Convergence, Periodontal 
disease

*Corresponding Author : Eun-Ju Jung(dhh3117@naver.com.)
Received September 23,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4,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12, pp. 135-142,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2.13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136

1. 서론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
구의 14.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시대로 
진입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기존 우리
나라는 효사상이 발달하여 노인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녀가 노인인 부모의 문제를 부양하며 해결하
려 하였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노인인 부
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비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8.3%였다[2]. 즉 
가족의 기능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 관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을 위
한 다양하고 직접적인 국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하나
의 동질집단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3].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은 독거
노인의 비율이 1990년에 8.9%에서 2017년 19.3%로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4]. 왜냐하면 독거노인은 
현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일 뿐 아니
라 부부나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서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들이 더 많이 나
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5,6]. 따라서 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소분류별 진료실 인
원을 살펴보면 1위 질환은 심혈관질환으로 2,527,693명
이고 2위는 치주질환으로 2,228,180명이었다[7]. 노인에
게 많이 발생하는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성에 대
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외 선
행연구에서 두 질환에 대해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
고되고 있다[8-12]. 두 질환의 단순한 관련 정도를 조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에게 많이 발생
하는 두 질환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두 질환
에 대한 자가 간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
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1
편으로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
환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동거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건강 행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
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
질환의 분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각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
강보건행태에 따른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를 파악한다.  

셋째, 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
질환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의 심혈

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된 서
술적 단면적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의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제6기 조사구는 연간 192개, 3년간 
576개로, 참여가구는 9,491가구, 참여자는 22,948명이
었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총 
4,340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총 
빈도수의 불일치는 결측값으로 인한 누락분이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사회경제적 요인은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자료 중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결혼여부, 가구소득, 교육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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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여 재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4분위수를 
사용하여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
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
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전신건강상태를 확인하
기 위해 평생음주경험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술을 마셔 
본 적 없음과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으로 구분
하였는데 이는 건강설문조사 자료 중 가구원수 문항에서 
1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독거노인으로, 2명 이상으로 응
답한 경우는 가족동거노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3.2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여러 질병 중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설문조사에서 시행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
중의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의사의 진단 여부에 따라 없
음과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중에서 하나의 질환에서라도 있음으로 응답한 경
우 심혈관질환자로 분류하였다. 

2.3.3 구강건강
치주질환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진 지침에 의

해 치주조직의 출혈여부, 치석존재유무, 치주낭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사회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대
상자의 구강을 상·하악 각각 3분악으로 분류하였으며, 검
사표준치아를 CPI probe로 검사하여 건전치주조직은 0
점, 출혈치주조직은 1점, 치석형성치주조직은 2점, 천치
주낭형성조직은 3점, 심치주낭형성조직은 4점, 제외는 8
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6분악에 대한 최고치를 대표
값으로 하여 0점은 정상군, 1,2점은 치은염군, 3,4점은 
치주염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천치주낭형성조직과 심치주
낭형성조직은 치주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치
주질환자로 분류하였다.  구강보건행태 요인은 건강설문
조사 자료 중 구강보건에 관한 특성으로 본인인지 구강
건강상태,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 하루 칫솔질 횟수, 
치실 사용여부, 치간칫솔 사용여부, 양치용액 사용여부, 
저작불편 호소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를 조사하
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복합표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계획파

일 작성 시 계획 변수로 층화변수는 분산 추정층, 집락 

변수는 조사구, 가중치는 설문, 검진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수 내 통합가중치를 생성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심
혈관질환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혈관질환과 치
주질환의 연관성 검정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1.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자의 분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가족동거노인에서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는 여자
가 928명(60.7%), 남자가 818명(54.7%)으로 여자가 남
자에 비해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하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독거노인에서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는 75세 이상이 277명(64.6%)으로 65∼74세 246
명(52.8%)에 비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소득수준 ‘하’군에서 심혈관질환자는 
420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3.2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심혈관질
환자의 분포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심혈관질환자
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가족동거노인에서 심혈관질
환자의 분포는 치주질환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주염군이 
713명(61.7%)으로 가장 많은 심혈관질환의 분포를 보였
다. 최근 1년간 치통경험유무에 따라 치통을 경험한 군 
625명(61.2%)이, 경험하지 않은 군 1,021명(56.1%) 보
다 많았으며,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하지 않은 군에서 
더 많은 심혈관질환자의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독거노인에서 심혈관질환
자의 분포는 치주질환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상군이 106
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치주염군이 199명(60.6%)
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인지의 구강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응답한 군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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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Living with family(N=3,032) Living alone(N=865)

No
(N=1,286)

Yes†

(N=1,746) p-value* No
(N=342)

Yes†

(N=523) p-value*

Sex
Male 678(45.3) 818(54.7)

0.002
83(42.7) 96(57.3)

0.628
Female 608(39.3) 928(60.7) 259(40.5) 427(59.5)

Age
65∼74 925(45.6) 1,120(54.4)

1.000
206(47.2) 246(52.8)

<0.001
≥75 361(36.0) 626(64.0) 136(35.4) 277(64.6)

Residential area
City 928(41.5) 1,283(58.5)

0.256
242(41.0) 372(59.0)

0.966
Farm village 358(44.1) 463(55.9) 100(40.8) 151(59.2)

Marriage
Marrieged 1,282(42.2) 1,742(57.8)

0.967
334(40.8) 515(59.2)

0.507
Unmarriged 4(41.4) 4(58.6) 8(48.7) 8(51.3)

Income level

Low 500(41.6) 702(58.4)

0.143

239(37.8) 420(62.2)

0.007
Mid-low 379(42.2) 526(57.8) 71(52.0) 74(48.0)
Mid-high 218(39.2) 317(60.8) 20(57.7) 15(42.3)
High 178(47.6) 192(52.4) 10(39.1) 11(60.9)

Education

≤Elementary 714(40.6) 1,039(59.4)

0.002

248(39.7) 407(60.3)

0.624
Middle 194(45.4) 238(54.6) 36(47.2) 40(52.8)
High 220(41.1) 305(58.9) 36(42.4) 47(57.6)
≥College 147(54.1) 134(45.9) 11(41.6) 14(58.4)

Drinking 
experience for 
lifetime 

No 302(41.5) 420(58.5)
0.547

112(38.9) 192(61.1)
0.473

Yes 958(42.9) 1,275(57.1) 213(42.0) 307(58.0)
†Cardiovascular disease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by chi-square test

Table 1. Distribu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Division 
Living with family(N=3,032) Living alone(N=865)

No
(N=1,286)

Yes†

(N=1,746) p-value* No
(N=342)

Yes†

(N=523) p-value*

CPI 
Healthy 269(46.4) 334(53.6)

0.016
52(34.4) 106(65.6)

0.028Gingivitis 299(41.2) 432(58.8) 96(48.5) 113(51.5)
Periodontitis 483(38.3) 713(61.7) 123(39.4) 199(60.6)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Good 194(42.6) 247(57.4)
0.323

51(40.6) 81(59.4)
0.012Moderate 429(44.0) 539(56.0) 117(47.9) 138(52.1)

Bad 578(40.5) 860(59.5) 151(35.5) 276(64.5)
Experience of toothache 
for 1 year 

No 793(43.9) 1,021(56.1) 0.022 197(39.9) 315(60.1) 0.808Yes 408(38.8) 625(61.2) 122(40.9) 180(59.1)

Tooth brushing 
frequency

≤1 249(39.6) 386(60.4)
0.235

62(35.0) 107(65.0)
0.2912 537(42.0) 726(58.0) 151(41.9) 225(58.1)

≥3 464(44.4) 577(55.6) 110(43.3) 163(56.7)

Use of floss No 1,146(42.2) 1,552(57.8) 0.706 301(40.2) 473(59.8) 0.140Yes 105(43.6) 138(56.4) 22(52.0) 23(48.0)
Use of interdental 
toothbrush

No 1,111(42.3) 1,511(57.7) 0.884 287(40.1) 448(59.9) 0.243Yes 140(42.7) 179(57.3) 36(48.0) 48(52.0)
Use of toothpaste 
solution

No 1,068(42.2) 1,460(57.8) 0.740 290(40.7) 450(59.3) 0.754Yes 183(43.2) 230(56.8) 33(42.8) 46(57.2)

Chewing difficulty No 724(43.0) 927(57.0) 0.424 169(42.5) 233(57.5) 0.381Yes 525(41.3) 762(58.7) 153(39.2) 263(60.8)
Oral examination for 1 
year  

No 952(40.9) 1,348(59.1) 0.009 278(41.4) 423(58.6) 0.366Yes 297(47.2) 340(52.8) 43(36.3) 73(63.7)
†Cardiovascular disease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by chi-square test

Table 2. Distribu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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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Hypertension 1.27(1.07∼1.52) 0.007 1.32(1.10∼1.57) 0.003 1.29(1.08∼1.55) 0.005

Stroke 0.92(0.64∼1.33) 0.670 0.92(0.64∼1.31) 0.633 0.90(0.62∼1.30) 0.562

Myocardial infarction 1.06(0.60∼1.87) 0.847 1.01(0.58∼1.77) 0.962 0.96(0.54∼1.71) 0.899

Angina pectoris 0.85(0.59∼1.22) 0.372 0.85(0.59∼1.22) 0.371 0.83(0.58∼1.21) 0.332
†Unadjusted model; ‡Sex adjusted; §Sex, education and smoking adjusted;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s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in elderly living with family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Hypertension 1.06(0.79∼1.42) 0.704 1.10(0.82∼1.48) 0.514 1.11(0.83∼1.50) 0.473

Stroke 1.06(0.60∼1.89) 0.837 1.09(0.61∼1.94) 0.784 1.10(0.61∼1.99) 0.746

Myocardial infarction 4.28(0.90∼20.41) 0.068 4.00(0.86∼18.65) 0.078 4.00(0.87∼18.33) 0.074

Angina pectoris 0.97(0.49∼1.90) 0.925 0.97(0.50∼1.89) 0.932 0.98(0.51∼1.91) 0.954
†Unadjusted model; ‡Age adjusted; §Age, income adjusted;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s
The data were analysed by complex samples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in elderly living alone

3.3 가족동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가족동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은 

Table 3과 같다. 치주질환이 없는 정상 군에 비해 치주
질환 군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1.27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성별을 보정한 결과 1.32배, 성별, 교육수준, 
평생흡연여부를 보정한 결과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1.29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치주
질환과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의 발생 가능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4 독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독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은 Table 4

와 같다. 치주질환이 없는 정상 군에 비해 치주질환 군에
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4.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보정한 결과 4.00배, 연령, 소득수준
을 보정한 결과 4.00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치주질환과 고혈압, 뇌졸중, 심
근경색증, 협심증의 발생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4. 고찰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자는 가족
동거노인의 경우에는 여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많았
으며 독거노인은 75세 이상, 소득수준 하에서 더 많았다. 
일반적 특성과 심혈관질환의 관계에서 가족 동거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노인의 심혈관질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0-13]. 노인의 삶의 질과 만성질환은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중 사망률이 높은 심혈
관질환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
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13,14]. 따라서 가족 동거 유
무에 따라 노인의 심혈관 질환의 유발 원인에 대해 반복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발생률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 가족동거노인에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
보건형태에 따른 심혈관질환자는 최근 1년간 치통경험이 
있는 군,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하지 않은 군, 치주염군
에서 많았으며, 독거노인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
지한 군과 치주질환 정상군에서 더 많았다. 즉 심혈관질
환은 다양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행태에 따라 발생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Hong 등[15]에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자의 구강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구강보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140

형태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와
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또 
다른 만성질환인 암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
구결과에서도 구강건강과 암의 관련성은 있으나 구강위
생형태와 암의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상
반된 결과이다[16]. 이렇게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형
태에 따른 질환 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
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반복 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심혈관질환
이 있는 가족동거노인의 구강검진율은 52.8% 이였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63.7%이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Lee와 Hwang[17]의 연
구결과인 66.4%,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Shin 등[16]의 연구결과 69% 보다도 낮다. 노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성
인에 비해 노인의 경우 검진율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치과방문이 필요하다는 것
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구강 관련 건강 
문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48.1%가 가지고 있으며
[18] 이러한 구강관련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9]. 따라
서 노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홍
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독거노인이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구강검진율도 높고 치주질환이 건강한 노인이 더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Jung[6]의 연구결과에서 독
거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구강
건강관리가 더 소홀하다고 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
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 단순히 독거노인 관련 합의점
을 찾기 위한 연구 뿐 아니라 가족동거노인에게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동거노인도 단순
히 노인을 부양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사는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손자 또는 노부모
인 초고령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
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거노인을 위
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가족동거노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족동거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에
서 심혈관질환 중 고혈압이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는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련 가
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동거 형태에 따
라 노인을 분류하여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
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하기에 한계
가 있기는 하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20]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13]에서도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은 관련성이 있었다.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
관의 관계는 아직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다고 표
현하고 있다[21]. 그만큼 이 두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심은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데 2013년 유
럽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
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여 두 질환은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치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다[11].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질환이 연관성이 없
다고도 설명하고 있다[22,23]. 독거노인의 경우 심혈관질
환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로 판단된
다. 추후 두 질환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확
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통계적 자료를 
통해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이라는 것이며 이 두 질환은 노년의 삶의 질 향
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두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질환
을 같이 고려하여 추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가족동거 형태에서 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논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명확
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노인의 가족동거형
태에 따라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은 가족동
거노인의 경우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심혈관질환자가 많
았으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심혈
관질환자가 많았다.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형태와 심
혈관질환자의 분포에서는 가족동거노인의 경우 최근 1년
간 치통경험이 있는 군,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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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 치주염군에서 많았으며 독거노인은 구강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인지한 군과 치주질환 정상군에서 더 많았
다.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에서는 가족동거노인
의 경우 고혈압이 관련이 있었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단면적연구로 노인의 심혈관질환과 치주질
환과의 관련 요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는 제한점이 있
으므로 추후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심
혈관질환과 치주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있었던 요소들을 
좀 더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가족동거노인의 종
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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