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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치아 수와 삶의 행복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전광역시 동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자 기입식 방법을 통해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루어
졌다. 설문자료의 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여 t-검정, 분산분석 후 Tukey 사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성별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다고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의치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치아 수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
이를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노인, OHIP-14, 행복지수, 치아 수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eeth of the elderly and their life 
happiness index. A face-to-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elderly residents of Dong-gu, Daejeon 
from June 27 to July 25, 2012. A Tukey post hoc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after a t-test 
and variance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life related to oral health was 
significant, but happiness in daily lif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elderly,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nd happiness in daily lif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Masticatory performance difference 
depending on usage of denture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The difference of masticator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teeth was analyzed by a correlation analysis. The present number of 
teeth, present anterior teeth and molars demonstrated a correlation. Quality in life related to oral health 
depending on the number of teeth correlated with the present number of teeth, present anterior teeth and 
present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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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

뭇한 상태, 는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정의된다. 행복은 주 이며 개인의 상

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개인의 행복 결정에

는 사회  고립감과, 경제  수 , 건강상태 등의 요인에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1].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건강상태와 구강건강과의 

련성은 이미 입증 되었고, 노인인구가 증하는 고령

화사회로 어들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3]. 노인에서 가장 표 인 

구강건강 문제 의 하나는 치아상실이다. 노인이 되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작능력이 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 범 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

시 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항을 

으로써 인 계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  소외감과 고립감을 진시킬 수 있으며, 

작 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

의 질에 직 인 향을 주게 된다[4].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해 건강은 기본 인 수칙이

며 구강건강은 체 건강의 일부로서 노인에서 구강건강

을 제외한 건강을 완 한 건강이라 볼 수 없다. 통 으

로 구강건강상태 평가는 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  

목 으로 흔히 임상지수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한계가 지 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

지수의 안으로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6].

특히 행복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행

복, 심리  안녕감, 주  만족감, 삶의 질을 의미하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출 하면서 노인들의 삶과 행복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에 한 만족

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성공 인 것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다[7].  본 연구에서는 치아 수가 구강건강 련 삶의 질

에 미치는 향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 향후 노인들의 구강건강과 련된 

연구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

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불소․스 일링 사업에 참여하

는 노인들을 상으로 하 다. 200여명의 검진과 설문조

사 상자  부 한 응답한 경우와 구강검진을 거부

한 11명을 제외하고 189명을 상으로 하 다. 

 

2.2 자료수집

인구 통계학  특성과 련된 일반 문항과 의치상태

와 존 치아수, 기능 치아수를 악당 각각 치와 구치로 

나 어 구강검진 기록지를 작성하 으며, 구강검사는 치

과의사 1인이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기 에 따라 

치아별로 검사를 시행하 다. 구강건강 련 삶의 질 

(OHIP-14)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훈련된 

조사요원이 직  면 조사자 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2.3 구강검사

치과의사 1인이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기 에 

따라 치아별로 검사를 시행하 다. 존 치아 수는 건

치아와 충 치아  우식 치아를 포함한 치근이 존재하

는 치아 수를 상악과 하악, 치와 구치로 각각 나 어 

기재하 다. 기능 치아 수는 고정성 보철물과 의치, 임

란트를 포함한 구강 내에서 작기능을 한다고 단되는 

치아 수를 존 치아 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 다.

 

2.4 설문지 

1)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개인 구강 건강 

성별, 나이, 월평균 수입, 주  구강건강 상태, 최근 

치과 방문 경험, 주  작능력(2문항), 치아와 의치상

태, 존치아 수, 기능치아 수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OHIP-14)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8], 두 문항씩 각각 7개 하 역(기능  제한, 신체  

동통, 정신  불편, 신체  능력 하, 정신  능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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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 N OHIP-14 p-value
*

Happiness p-value
*

Sex male 71 18.30±12.14
0.035

32.85±7.92
0.611

Female 117 22.34±12.91 33.47±8.30

Age 65-69 33 16.64±10.28

0.150

34.21±6.65

0.608
70-74 65 20.65±13.65 33.97±8.22

75-79 46 21.52±11.88 32.30±9.05

80 or older 45 23.22±13.42 32.62±8.16

Monthly Allowance
(-000-KRW)

less than 300 107 22.25±12.45
0.069

31.98±8.22
0.011

more than 300 82 18.84±12.89 34.99±7.78
*
T-test or ANOVA

<Table 1>  Difference in OHIP-14 and Happines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

Category N Masticatory Performance p-value*

Dentures 53 1.45±0.70a

<0.001
Partial denture 28 2.07±0.72b

Natural teeth 82 2.21±0.81b

Need dentures but don’t have 26 1.88±083a

a-b
The same characters are nat signigicant by post hoc Tukey analysis

*ANOVA 

<Table 2> Difference in Masticatory Performance by Denture Wearing

사회  능력 하, 사회  분리)으로 나눠진다. 

본 도구는 Likert5  척도 즉, ‘매우 그 다(4 )’, ‘그

다(3 )’, ‘보통이다(2 )’, ‘그 지 않다(1 )’, ‘  그

지 않다(0 )’로 측정하여 기록하 다. 각 문항에 부여

한 수(0-4)를 합산하여 산출하 으며 OHIP-14의 범

는 0-56 이다.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의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

과 14문항에 하여 0.882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

든 변인의 신뢰도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의 타당도는 

련 논문[9]에서 경제력 2문항, 자기만족 3문항, 인 계 

1문항, 건강 1문항, 능력-잠재력 2문항, 가족 계 1문항

으로 총 10문항을 추출했다. 본 도구는 Likert5  척도 

‘매우 그 다(5 )’, ‘그 다(4 )’, ‘보통이다(3 )’, ‘그

지 않다(2 )’, ‘  그 지 않다(1 )’로 측정하여 기록

하 다. 각 문항에 부여한 수(1-5)를 합산하여 산출하

으며 행복지수의 범 는 14-70 이다. 행복지수의 

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행복지수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10문항에 

하여 0.826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신뢰

도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관

련 삶의 질과 행복의 차이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구강 련 삶의 질과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차이는 <Table 1>과 같

았다. 성별에 따른 OHIP-14의 차이는 남성에서 

OHIP-14의 평균은 18.3, 여성은 22.3으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35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행복지수의 차이는, 남성의 

행복지수의 평균은 32.9, 여성의 행복지수 평균은 33.5로 

여성이 조  더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611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 

OHIP-14의 차이는 60  후반에서 OHIP-14의 평균은 

16.6, 70  반은 20.7, 70  후반은 21.5, 80세 이상은 

23.2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150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의 차이는 60  후

반에서 행복지수의 평균은 34.2, 70  반에서 34.0, 70

 후반에서 32.3, 80세 이상에서 32.6으로 나타났고 유의

확률은 0.608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용돈 월평균에 따른 OHIP-14의 차이는 30만원 이

하에서 OHIP-14의 평균은 22.3, 30만원 과에서 

OHIP-14의 평균은 18.8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69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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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의 차이는 30만원 이하에서 행복지수의 평균은 

32.0, 30만원 과에서 35.0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1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작능력의 차이를 보기 해 

상악과 하악 의치 장착 여부를 의치, 한쪽만 의치, 자연

치, 의치가 필요하나 하지 않음으로 나 었다.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작능력의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의

치 장착 여부에 따른 작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001).

3.3 치아 수와 저작능력의 Pearson 상관계수

존 치아 수에 따른 작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같았다. 존 치아 치, 존 치아 구치, 존 치아 수와 

작능력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존치아 구치

와 작능력의 계에서 r값이 0.418로 변수  가장 뚜

렷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3.4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과 행복의 Pearson 상관계수

존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일상생

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상 계는 <Table 4>와 

같았다. 존 치아 치, 존 치아 구치, 존 치아 수와 

OHIP-14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존치아 구치

와 OHIP-14의 계에서 r값이 -0.444로 변수  가장 뚜

렷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Number of Tooth and Masticatory 
Performance

No. of tooth Masticatory Performance

Existing anterior tooth .298
**

Existing molar tooth .418
**

No. existing tooth .390**

Functioning anterior tooth .012  

Functioning molar tooth .020

No. functioning molar tooth .016
**
p<0.01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OHIP-14 and Happiness Related to 
Number of Tooth

No. of tooth OHIP-14 Happiness

Existing anterior tooth -.298
**

.056

Existing molar tooth -.444
**

.143

No. existing tooth -.406** .113

Functioning anterior tooth -.070 -.047

Functioning molar tooth -.080 -.038

No. functioning molar tooth -.075 -.043
**
 p<0.01

3.5 행복과 구강관련 삶의 질의 Pearson 상

관계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문항을 경제력 2문

항, 자기만족 3문항, 인 계 1문항, 건강 1문항, 능력-

잠재력 2문항, 가족 계 1문항으로 나 어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의 상 계는 <Table 5>와 같았다. 경제

력, 자기만족, 건강, 능력-잠재력은 OHIP-14와 뚜렷한 

음의 상 계, 인 계, 가족 계는 OHIP-14와 약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자기만족과 OHIP-14와의 

계에서 r값이 –0.429로 변수  가장 뚜렷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Happiness and OHIP-14

Category OHIP-14

Happiness

Financial Means -.401
**

Self-Satisfaction -.429
**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9
**

Health -.366**

Ability-Potential -.414**

Family Relation -.271**

 
**
 p<0.01

최근 우리나라는 속한 고령화 문제에 한 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노인에 한 문제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의 질을  하고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인건강에서 체 건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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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구강건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강건강이 향을 미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의 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0].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과 

련된 삶의 질은 성별 OHIP 평균은 남성에서 18.3, 여성

은 22.3으로 여성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 별 OHIP 평균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 OHIP 평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으며, 연령 별 OHIP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 등[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구강건강과 

련된 삶의 질이 상 으로 높다고 보고한 이[12]의 연구 

결과와는 반 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의 

연령 구성비율과 남녀 구성비율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

로 생각된다. 

용돈 월평균에 따른 OHIP 평균은 30만원 이하에서 

22.3, 30만원 과에서 18.8로 나타나 구강건강 삶의 질에 

연령, 성별, 월소득 등이 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이 등

[13]의 연구와, 한 달 용돈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삶의 질

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신 등[14]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이는 경제 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치과에 내원하

지 못하고 결국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구강건강에 한 연구[15]에 따르면, 의치가 

없는 무치악 노인 집단이 유치악이거나 의치가 있는 무

치악 노인 집단에 비해 작 기능과 사회  계에서 장

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구강 건강이 노인의 

반 인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최 등[16]은 평균 존 구치아가 많을 수록 구

강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 고, McGrath 등

[17]은 가철성 치과보철물이 없는 치아상실은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다고 하 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작능력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의 차이는 존 치아 수, 존 치아 치, 존 치

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구강건강 련 삶

의 질과의 상 계에서는 경제력, 자기만족, 건강, 능력

-잠재력, 인 계, 가족 계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련하여 박 등[18]은 존 감, 지각된 건강상태, 건

강개념, 자기 효능감 등이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 고, 김 등[19]은 학력, 경제상태, 식생

활, 신건강 등이 노인의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한 우 등[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이 

노인들의 체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구강

건강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크다고 할 수 있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향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

한 노인구강건강향상 로그램의 개발은 요한 안이다.

본 연구는 조사 상인 노인을  동부 지역을 심

으로 조사․분석하 기에 국 노인을 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 이 있을 수 있다. 

한 행복지수에 향을 미칠 수도 있는  치아개수 외의 다

른 변인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결과 추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복지수 문항의 개념이 복합

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지  수 이나 성의에 따라 응

답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한 기 인 개념을 제공하

다는 에서 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치아 수

는 여러 구강건강 결정 요인의 한 가지일 뿐이므로 이 연

구의 기 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과 련된 다른 

요인들과의 추가 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치아 수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인구 통계학  특성을 통제하고 의치 장착 여부에 따

른 작능력의 차이와 존 치아 수와 기능 치아 수의 

작능력의 차이를 밝  자연치와 작능력과의 계를 정

립한 후 치아개수에 따른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련이 있다는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구 통계학  특성  하나인 성별에서 구강건

강 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일상생활에

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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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는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용돈 

월평균에서는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

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의치장착 여부에 따른 작능력의 차이의 유의

확률은 p<0.001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

치’, ‘의치가 필요하나 장착하지 않음’집단과 ‘한쪽만 의

치’, ‘자연치’집단이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치아 수에 따른 작능력은 존 치아 수, 존 

치아 치, 존 치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기능 치아 수, 기능 치아 치, 기능 치아 구치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은  존 

치아 수, 존 치아 치, 존 치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고, 기능 치아 수, 기능 치아 치, 기능 치아 

구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상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뚜렷한 음

의 상 계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들의 존 치아 수는 구강건

강 련 삶의 질에 련이 있고,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은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된다. 이를 바탕

으로 추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구강건

강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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