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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explore dental status and denture satisfaction in some rural elderly people.

  Methods: A total of 546 participants aged over 65 years was surveyed cross-sectionally. The subjects were 

surveyed with regard to their denture satisfaction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Wilcoxon or 

Kruskal-Wallis test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As for respondents' satisfaction for dentures by the Likert scale of 5 score, aesthetic satisfaction 

(3.73) was highest, followed by general satisfaction (3.56) and masticatory functions satisfaction (3.45). In 

addition, the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monthly income, the number of remaining teeth, use of denture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nture satisfaction of those elderly people interviewed.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denture satisfaction  in some rural elderly people was different in 

each categories. Consequently, providing tailor-mad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he effective denture 

management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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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령, 유왕근  2

서  론

  부신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 으로 평균수

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

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20.8%로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1].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경제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소외감 낙후감으로 

인한 심리  문제 등에서 기인되는 노인문제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격

한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 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문제가 요한 사회  안이 되고 정부에서도 

노인복지 보건과 련된 정책수립과 책을 추진

하고 있다[2]. 그러나 신질환과는 달리 노인에서 

발생되는 치아상실과 구강질환은 고령화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식습

  연령의 증가에 따른 부 한 구강환경 리

와 방지향 이고 포 인 구강보건 진료를 주

기 으로 달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3]. 노인에서 가장 표 인 구강건강 문제 의 

하나는 치아상실이다. 노인이 되어 치아를 상실하

게 되면, 작능력이 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

식물의 선택 범 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

시 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히 유지하기

가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은 발

음과 외모에 항을 으로써 인 계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  소외감과 고

립감을 진시킬 수 있으며, 작 시 불편함은 식

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도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의치와 같은 보철치료는 

치아상실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노인의 구강건

강상태를 증진시킴으로써 구강건강과 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4]에 따르

면 우리나라 65-74세의 노인들  치아가 하나도 

없어 상악에 총의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체 

노인 4명  1명꼴이며, 하악에 총의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5명  1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치 사용에 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된다. 의치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강 내의 상태와 정신 ․심리  요인, 사

회 경제 인 요인,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계, 무

치악 기간, 이  의치 사용여부, 합 악궁의 수복 

상태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며, 

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환자의 느낌과 감정이 개

입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만족도는 과학 인 공식

이나 수치로 나타내기가 무척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의치만족도에 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의치만족도는 작능력, 유지력, 심미성, 편안함, 

통증  타인의 반응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6,7]. 부분의 환자들은 그들의 

보철치료에 해서 만족하나 총의치 는 국소의

치 치료를 받은 환자들 에서는 그 결과에 해

서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치과의사가 기술 인 측면에서 성공

이라고 단한 가철성의치의 경우에도 환자들 

 10-15%가 불만을 나타내었다[8]. 총의치를 장

착한 환자들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20～

30%까지로 보고되고 있으며[9-11],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의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활동 

시에만 장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만족도의 정도는 의치장착 후 1～2년이 지나면

서 격하게 감소된다고 하 다[12]. 의치를 장착

한 후 환자들은 구강 내에서 응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편감은 

일시 일 수 있으며 일정한 조정 기간을 통해 해

소될 수는 있지만, 심한 통증을 동반하거나 불편감

이 지속될 경우 시술자에 한 신뢰감이 깨어지거

나 진료에 한 불만과 불신감이 증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나 주 으로는 만족 는 불만족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만족 는 불

만족에 한 요인들이 구체 으로 어떤 것들이 있

으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해서 실증 으

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농 노인들의 의치만

족도를 조사하여 노인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의치만족도를 비교하여 의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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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 지역 노인의 의치만족도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성주군(조사기간: 2006년 

4월 1일-10월 31일)과 양군(조사기간: 2007년 4

월 1일-10월 31일)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

상의 노인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성

주군의 경우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

진에 참여 한 사람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양군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으

로 구강검진을 해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내원하

도록 홍보하여 참여한 노인들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상자를 선정하 다. 2인의 훈련된 치과

의사가 구강검사를 실시하 고, 면 조사자가 직

 검진장소를 방문하여 자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사람들을 상으로 직  면담법에 의해 이

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의치만족도를 설문조

사하 다. 건강검진에 참여한 노인 1,381명  의

치를 가지고 있는 554명 에서 주요 측정항목에 

해 응답을 하지 않은 8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4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2. 연구방법

 1) 구강 검진 및 설문조사

  구강검진은 우식경험 구치아수와 잔존치아 수

에 해 검진을 실시하 고, 의치만족도는 반용석 

등[13]이 사용한 가철성 의치만족도 조사 설문지

를 이용하 다. 의치만족도 조사를 한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져 있으며 분석에 보조

으로 필요한 응답자들의 사용의치의 특성을 묻는 

문항과 연구의 주제인 의치사용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치만족도는 다

시 4개의 세부요인으로 나 어 작기능 만족도(3

문항), 의치고정 만족도(2문항), 심미 인 만족도(1

문항)  일반 인 만족도(2문항)를 측정하는 8문

항으로 구성하 다. 작기능 만족도는 의치 장착 

후 음식물을 씹는데 한 만족 정도로 측정하 고, 

의치 고정에 한 만족도는 의치가 잇몸과 잘 고

정되지 않아 음식물을 씹거나 말할 때 느끼는 불

편감의 정도를 측정하 다. 그리고 심미 인 만족도 

요인에는 의치 장착 후 외모의 변화에 한 만족

도를 측정하 으며, 일반 인 만족도는 의치 사용 

후 느끼는 반 인 치료 결과에 한 만족도를 

포함하 다.

  설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설문 내용과는 계없

이 동의하는 경향인 ARS(Acquiescent Response 

Set)를 제한하기 하여 설문 문항을 정과 부정

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배열되었으며, 각

각의 응답은 5  Likert 척도(매우 그 다, 그 다, 

그  그 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로 구

성하여 ‘매우 그 다’를 5 , ‘자주 그 다’를 4 , 

‘가끔 그 다’를 3 , ‘거의 그 지 않다’를 2 , 그

리고 ‘  그 지 않다’를 1 으로 하고 부정으로 

구성된 문항들에 해서는 응답 수를 역환산하

다. 의치만족도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 수는 각 

해당 문항의 응답 수의 합을 계산한 후 문항 수

로 나  표 화 수를 이용함으로써 최소 1 에

서 최  5 까지 분포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 다.

 2) 조사자 훈련

  2명의 조사자가 치경과 탐침을 이용하여 인공

조명과 자연 을 이용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조사자 간의 오차를 이기 하여 조사 참여 치

과의사를 상으로 진단과 측정기 , 그리고 조사 

방법에 하여 사  교육을 실시하 다. 치아우

식증 측정의 경우, 우식치아모형을 이용하여 카

지수가 0.9 이상이 될 때까지 사 교육을 시행하

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된 인구통계  특성  구강건강상태에 따

른 의치만족도의 세부요인별 차이를 Wilcoxon의 

순 합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Kruskal-Wallis 검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 Bonferri-correction을 용한 Wilcoxon

의 순 함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 다. 모

든 통계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 으며, 통

계  유의성 정을 한 유의수 은 0.05 미만으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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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령, 유왕근  4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조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의 평균연령은 71.3세이었고, 

65-69세가 37.5%, 70-74세가 41.6%, 75세 이상이 

21.9%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64.1%로 남자 35.9%

보다 많았다.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 미만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등학교 졸업이 31.7%, 

학교 졸업 이상 13.4%의 순이었다. 동거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혼자 24.4%, 자녀  손

자 16.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54.0%이었다. 한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30만원 미만이 35.0%, 30-60만원 미만이 

35.1%, 60만원 이상이 29.9%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구강건

강상태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구강건

강상태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조사 상자 

체의 평균 우식경험 구치수는 16.3개(표 편차 4.5) 

이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평균 15.5개로 

여자의 평균 16.7개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umber (%) Categories Number(%)

Total 546 (100.0)

 Age* (years)  Household type*

   65-69 205 (37.5)    alone 133(24.4)

   70-74 227 (41.6)    with spouse 325(59.5)

   over 75 114 (21.9)    with others  88(16.1)

 Gender*  Job*

   male 196 (35.9)    have 289(54.0)

   female 35 0(64.1)    don't have 246(46.0)

 Education*  Monthly income*(Won)

   < primary school 299 (54.9)    < 300,000 188(35.0)

   finished primary school 173 (31.7)    300,000599,999 189(35.1)

   over middle school  73 (13.4)    over 600,000 161(29.9)
* No response is excluded

  연령별 우식경험 구치는 65-69세가 16.5개, 

70-74세가 16.4개 그리고 75세 이상이 15.7개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에서도 등학교 졸업 

미만이 16.3개, 등학교 졸업이 16.1개 그리고 

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16.3개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에서는 독거

노인의 경우 17.2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15.9개 그리고 자녀  손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는 16.1개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군이 독거노

인에 비해 우식경험 구치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한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군이 

16.5개로 직업이 없는 군의 16.0개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월평균 수입의 경우 30만원 미만인 군 

15.9개, 30-60만원 미만인 군 16.6개 그리고 60만원 

이상인 군 16.3개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한편 조사 상자 체의 평균 잔존치아 수는 5.7

개(표 편차 6.3)이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

가 7.1개로 여자의 4.9개보다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65-69세가 6.7개, 70-74

세가 6.0개  75세 이상이 3.3개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순차 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등학교 졸업 미만 4.8

개, 등학교 졸업 6.6개 그리고 학교 졸업 이상

에서는 7.6개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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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by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otal
Frequency

(N) 

Oral Health Status

No. of permanent teeth 

experiencing caries
No. of remaining teeth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

Total 546 16.26±4.52 5.72±6.34

 Gender

     male 196 15.49±4.57 0.002 7.13±6.90 <0.001

     female 350 16.69±4.45 4.94±5.86

 Age*

     65-69 years 205 16.46±5.30 0.442 6.74±6.95
a

<0.001

     70-74 years 227 16.35±4.70 6.01±6.15a

     over 75 years 114 15.72±1.85 3.33±4.78b

 Education

     < primary school 299 16.32±3.97 0.677 4.75±5.72a <0.001

     finished primary school 173 16.11±4.71 6.58±6.55b

    over middle school  73 16.34±6.04 7.58±7.47
b

 Household type

     alone 133 17.20±4.12a 0.009 4.35±5.04a 0.018

     with spouse 325 15.92±4.83
b

6.51±6.87
b

     with others  88 16.10±3.70ab 4.89±5.61ab

 Job

     have 289 16.48±4.85 0.544 6.26±6.71 0.056

     don't have 246 16.04±4.19 5.04±5.79

 Monthly Income*(Won)

    < 300,000 188 15.88±3.48 0.842 4.45±5.91
a

<0.001

    300,000--599,999 189 16.56±4.64 5.11±5.52b

    over 600,000 161 16.28±5.38 7.81±7.11c

 *  No response is excluded

 ** p-value is calculated by Wilcoxon or Kruskal-Wallis test

 a,b,c  the same letter has not been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5% after test.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에서는 독거노인인 경우 잔존 치아수가 4.4개

로 가장 었으며, 자녀  손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4.9개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6.5개로 조사되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직

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군의 잔존

치아수가 6.3개로 직업이 없는 군의 5.0개보다 많

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잔존 치아수가 

순차 으로 증가하여, 30만원 미만인 군 4.5개, 

30-59만원 군 5.1개 그리고 60만원 이상인 군에서는 

7.8개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3. 조사대상자의 의치만족도

  의치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조사 상자의 의치만족

도  작기능 만족도는 3.20 이었고, 의치고정 

만족도는 3.45 , 심미 인 만족도는 3.73 , 그리

고 일반 인 만족도는 3.56 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체 조사 상자들에서 의치에 한 심미

인 만족도는 상 으로 높고, 작기능 만족도는 

상 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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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ntur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N=546) by specific categories

Denture Satisfaction Mean±SD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3.20±1.08

Fixation satisfaction 3.45±0.96

Aesthetic satisfaction 3.73±0.99

General Satisfaction 3.56±1.04

 *  Five-point Likert scale (Max:5, Min:1)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

건강상태에 따른 의치만족도

  체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강건강

상태  의치사용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각 세

부요인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조사 상자의 작기능 만족도는 조사된 특성 

 연령, 교육수 , 동거가족, 직업유무, 음식 섭취 

시 의치사용 여부  의치사용시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기능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75세 이상인 군의 만족도가 2.99

으로 가장 낮아 65-69세인 군의 3.12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 에 따른 작기능 만족도

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특히 등학교 졸업 미만인 군의 작기능 만

족도가 3.04 으로 가장 낮아 등학교 졸업군의 

3.36   학교 졸업 이상인 군의 3.45 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

녀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작기능 만

족도가 2.98 으로 가장 낮아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의 3.29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

이 있는 군의 작기능 만족도가 3.34 으로 없는 

군의 만족도 3.07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한 음식물 섭취 시 의치를 사용하는 군의 

작기능 만족도(3.25 )가 사용하지 않은 군의 만족

도(1.79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군의 작기능 만족도

(3.29 )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치를 장착하거나 보

유한 의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군의 만족도

(3.07)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 상자의 의치고정 만족도는 조사된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 , 직업유무, 월수입, 우식경

험 구치수, 잔존치아 수  음식 섭취 시 의치사

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성

별의 경우 남자의 의치고정 만족도가 3.61 으로 

여자의 3.36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

령의 경우 75세 이상인 군의 의치고정 만족도가 

3.23 으로 가장 낮아 65-69세인 군의 3.50   

70-74세인 군의 3.52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 에 따른 의치고정 만족도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등학

교 졸업 미만인 군의 의치고정 만족도가 3.32 으

로 가장 낮아 등학교 졸업군의 3.57   학교 

졸업 이상인 군의 3.69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군의 의

치고정 만족도가 3.55 으로 없는 군의 만족도 

3.34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수입의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 의치고정 만족도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월수입이 30만원 미만

인 군의 의치고정 만족도가 3.26 으로 가장 낮아 

60만원 이상인 군의 만족도 3.65 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우식경험 구치수에 따른 의치고정 만

족도의 차이는 우식경험 구치 수가 15-19개인 군

의 만족도가 3.35 으로 가장 낮아 우식경험 구

치수가 10개 미만인 군의 3.77   10-14개인 군

의 3.65 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잔존치

아 수에 따른 차이는 잔존치아 수가 많을수록 의

치고정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무치악군에 비해 잔존치아수가 10-14개인 군과 15

개 이상인 군의 만족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한 음식물 섭취시 의치를 사용하는 군의 

의치고정 만족도(3.48 )가 사용하지 않은 군의 만

족도(2.79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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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nture satisfaction by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and denture use 

         of the subjects

Categories Frequency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Fixation satisfaction Aesthetic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Total 546 3.20±1.08 3.45±0.96 3.73±0.99 3.56±1.04

Gender

    male 196 3.28±0.99 0.173 3.61±0.94 0.006 3.85±0.89 0.080 3.63±0.99 0.283

    female 350 3.15±1.13 3.36±0.95 3.67±1.05 3.53±1.07

Age
*(years)

     65-69 205 3.12±1.14a 0.024 3.50±0.92a 0.011 3.76±1.03ab 0.045 3.61±1.12 0.154

     70-74 227 3.20±1.08
ab 3.52±1.02a 3.79±1.01a 3.59±1.03

     over 75 114 2.99±0.94
b 3.23±0.87b 3.57±0.90b 3.44±0.93

Education

 < primary school 299 3.04±1.11
a 0.001 3.32±0.93a 0.001 3.65±1.00 0.058 3.44±1.06a 0.008

    finished primary school 173 3.36±1.02
b 3.57±0.97b 3.85±0.99 3.69±1.00b

   over middle school  73 3.45±1.04b 3.69±0.93b 3.78±0.98 3.77±1.00b

Household type

    alone 133 3.13±1.10
ab 0.046 3.36±0.96 0.151 3.60±1.09 0.062 3.50±1.02 0.177

    with spouse 325 3.29±1.06a 3.52±0.94 3.82±0.96 3.63±1.04

    with others  88 2.98±1.14
b 3.33±0.99 3.62±0.96 3.43±1.08

Employment

    have 289 3.34±1.11 0.003 3.55±0.99 0.006 3.79±1.03 0.039 3.66±1.06 0.014

    don't have 246 3.07±1.04 3.34±0.90 3.64±0.97 3.43±1.00

Monthly Income
*(Won)

    < 300,000 188 3.07±1.09 0.074 3.26±0.98a 0.001 3.55±1.02a 0.001 3.49±1.01a 0.037

    300,000--599,999 189 3.21±1.02 3.46±0.86
ab 3.73±0.98ab 3.51±1.01a

    over 600,000 161 3.32±1.33 3.65±0.98b 3.94±0.96b 3.71±1.10b

Perrmanent teeth 

experiencing caries(N)

     < 10  31 3.45±1.32 0.372 3.77±1.03
a 0.004 4.00±1.06a 0.022 4.02±1.09a 0.002

     10-14  79 3.18±1.08 3.65±0.97
a 3.80±1.02ab 3.26±1.07b

     15-19 359 3.16±1.04 3.35±0.92b 3.66±0.96b 3.58±0.99b

     over 20  77 3.29±1.18 3.56±1.00ab 3.88±1.09a 3.64±1.16ab

Remaining teeth(N)

     0 175 3.18±1.02 0.274 3.29±0.90
a 0.001 3.69±0.92ab 0.015 3.58±0.93 0.173

     1-4 119 3.12±1.10 3.32±0.92ab 3.61±1.04a 3.49±1.06

     5-9 113 3.09±1.08 3.50±1.01
abc 3.66±1.04ab 3.42±1.11

    10-14  78 3.36±1.12 3.67±1.00
bc 3.94±1.06b 3.71±1.01

    over 15  61 3.40±1.18 3.81±0.91c 3.98±0.92b 3.72±1.20

Denture use for eating

    use 523 3.25±1.05 0.001 3.48±0.95 0.012 3.78±0.97 0.001 3.62±1.01 0.001

    don't use  14 1.79±1.36 2.79±0.97 2.79±1.19 2.04±1.01

Denture Using Time

   all day 345 3.29±1.04
a 0.005 3.48±0.95 0.643 3.72±1.04a 0.002 3.67±1.01a 0.001

   only use when needed 174 3.15±1.04a 3.43±0.93 3.88±0.81a 3.50±1.00a

   the other  18 2.28±1.62b 3.33±1.06 2.83±1.29b 2.50±1.40b

*
 No response is excluded     

** 
 Five-point Likert scale (Max:5, Min:1)

 †p-value is calculated by Wilcoxon or Kruskal-Wallis test

 a,b,c  the same letter has not been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5%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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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자의 심미 인 만족도는 조사된 특성 

 연령, 직업유무, 월수입, 우식경험 구치수, 잔존

치아 수, 음식 섭취 시 의치사용 여부  의치사용 

시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

령의 경우 75세 이상인 군의 심미 인 만족도가 

3.57 으로 가장 낮아 70-74세인 군의 3.79 과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이 있는 군의 심미 인 

만족도가 3.79 으로 없는 군의 만족도 3.64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의 경우 월수입

이 많을수록 심미 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월수입이 30만원 미만인 군의 심미

인 만족도가 3.55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

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

식경험 구치수에 따른 심미 인 만족도의 차이는 

우식경험 구치수가 15-19개인 군의 만족도가 

3.66 으로 가장 낮아 우식경험 구치수가 20개 

이상인 군의 3.88   10개 미만인 군의 4.00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잔존치

아 수에 따른 차이는 잔존치아 수가 1-4개인 군의 

심미 인 만족도가 3.61 으로 가장 낮아 잔존치

아수가 10-14개인 군의 3.94   15개 이상인 군

의 3.98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음식물 섭취 시 의치를 사용하는 군의 심미

인 만족도는 3.78 으로 사용하지 않은 군의 만족

도 2.79 보다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치사용 시간별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장

착하는 군의 만족도가 3.88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

여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만족도는 조사된 특성 

 교육수 , 직업유무, 월수입, 우식경험 구치수, 

음식 섭취 시 의치사용 여부  의치사용시간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일반 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

었으며, 특히 등학교 졸업 미만인 군의 일반 인 

만족도가 3.44 으로 가장 낮아 등학교 졸업군

의 3.69   학교 졸업 이상인 군의 3.77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는 직업이 있는 군의 심미 인 만족도가 3.66 으

로 없는 군의 만족도 3.43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월수입의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 심미

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월

수입이 60만원 이상인 군의 일반 인 만족도가 

3.71 으로 가장 높아 30만원 미만인 군의 3.49  

 30-59만원인 군의 3.51 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우식경험 구치수에  따른 일반 인 만족도는 

우식경험 구치수가 10개 미만인 군의 만족도가 

4.02 으로 가장 높아 우식경험 구치수가 10-14

개인 군의 3.26   15-19개인 군의 3.58 과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음식물 섭취 시 의치를 

사용하는 군의 일반 인 만족도(3.62 )가 사용하

지 않은 군의 만족도(2.04 )보다 높아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군

의 일반 인 만족도(3.67 )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

치를 장착하거나(3.50 ) 보유한 의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군의 만족도(2.50 )보다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  찰

  노인의 구강건강은 인 계와 원활한 사회생활

을 한 발음  외모뿐만 아니라 신건강 유지

에 향을 미치는 양섭취와도 한 련이 있

기 때문에 노인들에서 구강건강의 유지는 매우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철성 의치를 장착하

고 있는 노인들을 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강건강상태  의치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식경

험 구치 지수는 성별 특성  거주형태 특성을 

제외한 특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잔존치아 수는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연령

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같이 거

주하는 경우, 직업이 있는 군에서 그리고 소득수

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구강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선행연

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즉, Duffy[13]는 

구강보건을 포함한 노인의 건강상태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 성, 연령, 사회․경제  상태, 음주  

흡연 등을 들었으며 특 학력, 소득수 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보고하 다. 한 강형구 등

[14]의 연구에서 경제수 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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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건강수

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구사

회학  특성이 양호한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보다 양호하다는 사실이 부

분 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농 노인들의 의치에 한  작기

능, 의치고정  심미 인 만족도는 각각 5  만

에 3.20 , 3.45   3.73 으로 간 이상 정도의 

만족도를 보 으며, 이는 장익  등[15]의 연구에

서 보고된 작기능 만족도 3.87 , 의치고정 만족

도 4.07 ,  심미만족도 3.87 에 비해서는 상

으로 낮았다.  노인들의 의치만족도에 향을 주

는 요인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이 의

치만족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작기능 만족도, 의치고정 만족도 

 심미 인 만족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Makila[16]

의 연구에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의치환자들

의 구강상태와 응능력을 비교하 을 때 65세 미

만의 환자가 65세 이상의 환자에 비해 더 잘 응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의치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 상자  식사 시 의치를 

사용하는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작기능 

만족도, 의치고정 만족도  의치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 이는 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의치

가 자신의 구강상태와 잘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

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 처음 의치를 장착하는 사용자가 의치에 응

할 수 있도록 상자의 의치형태에 맞는 다양한 

사용요령을 교육하고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개

선되리라 사료된다. 

  의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의치의 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강상태 요인과 환자의 

사회경제학  특성 등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이러한 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해서 

추후 다른 련요인들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

하여 의치만족도에 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조사 상자

가 우리나라 2개 농 지역에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

의가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농 지역 노인의 구강

건강상태와 의치만족도의 련성을 조사하여 의치

만족도에 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경상북도 

지역 내 2개군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들  가철성 의치를 장착한 노인만을 상으로 

의치만족도에 한 설문조사하 다. 최종 수합된 

54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 

수는 작기능에 한 만족도의 경우 3.20±1.08, 

의치고정에 한 만족도 3.45±0.96, 심미 인 만

족도 3.73±0.99 그리고 일반 인 만족도는 3.56±1.04 

이었다.

  둘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차이는 성별의 경우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작

기능, 의치고정, 심미  일반 만족도가 모두 높

은 경향이 있었으며, 의치고정에 한 만족도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연령에 따른 차이

는 75세 이상인 군에서 모든 세부요인별 만족도

가 가장 낮았으며, 작기능  의치고정에 한 

만족도와 심미 인 만족도의 경우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

는 경향이 있었으며, 작기능  의치고정에 

한 만족도와 일반 인 만족도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배우자와 함

께 거주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작기능에 한 만족도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모든 세부요인별 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소득에 따른 차이

는 소득수 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 작기능에 한 만족도를 제외한 

의치고정 만족도, 심미 인 만족도, 일반 인 만

족도에서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셋째, 구강건강상태  사용의치에 따른 의치

만족도의 차이는 우식경험 구치수의 경우 우식

- 64 -



이가령, 유왕근  10

경험 구치수가 10개 미만인 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잔존치아 수에 따른 차이는 잔존치아 수

가 10개 이상인 군들의 만족도가 상 으로 높

았으며, 특히 의치고정에 한 만족도와 심미

인 만족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음식을 먹을 때 의치를 사용하는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작기능 만족도, 의치고정 만족

도, 심미 인 만족도, 일반 인 만족도가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하루 종일 의치를 사

용하는 군의 만족도는 사용하지 않는 군에 비하

여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 으며 의치고정 

만족도를 제외한 작기능 만족도, 심미 인 만

족도, 일반 인 만족도에서 각각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 지역 노

인들의 구강건강상태  의치만족도는 반 으

로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들 농 지역 노

인들의 구강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노인구강보건 리  교육 로그램이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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