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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작 능력과 OHIP-14를 용한 강건강 련 

삶  질과  련

조민정
경 학 치 학전 학원 치과학 실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icatory ability and the quality of life 

oral health- related using OHIP-14 of the elderly

Min-Jeong Cho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약 본 연  목적  들  저  능력과 강건강 향지수(OHIP-14)  용하여 강건강 련 삶  질과

 련 에 하여 조사하고  하 다. 총 195  들  상 로 주 적  저 능력과 객 적  저 능력 그

리고 삶  질에 한 OHIP-14  조사하 다. 저 능력  낮  경우 삶  질  나쁠 험비가 가하 고, 나 , 거

주 태, 수 , 틀니  사용  보정한 결과 주 적 저  능력  삶  질  낮아질 험비가 2.42 (p<0.05) 게 

나타났 , 객 적  저  능력  7.58 (p<0.001)  것 로 나타났다. 본 연 에 는 저  능력  들  삶  

질  나타내는 OHIP-14 총 점수  련  는 것 로 나타났다. 들  저 능력  강건강 련 삶  질에 

향  미친다는 것  하 다. 에 다양한 후  연 들  적 로 진행 어 건전한 강건강 지  함께 

들  삶  질  향상시키는  도움   란다.

주제어 : , 저 능력, OHIP-14, 삶  질, 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asticatory ability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14) of the elderly. Total 195 elderly 

subjects were assessed for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and OHIP-14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When masticatory ability is low, the odds ratio(OR) of the quality of life is worse was 

increased. After adjusted age, residence, education, denture, odds ratio of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was 

2.42(p<0.05) increased and odds ratio of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was 7.58(p<0.001) increased.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asticatory ability and the total OHIP-14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Masticatory ability can affect quality of life oral health-related in elderly. While following up on 

var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as a long-term, I hope it will be of help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aintaining a healthy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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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변화하는 융복합 시 에 노인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

고 있고, 그 에 구강 건강은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함에 있어 요한 요인이 된다[1]. 구강건강은 소화

기 의 첫 문으로 양분 섭취와 한 연 이 있으

며 노인들의 체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

고[2,3], 구강건강과 련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체 인 삶의 질을 가늠함에 있어 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4]. 구강건강문제는 구강기능 뿐 아니라 신건강,

사회성,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들과도

련이 있다[5].

노인들의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Kim 등[6]은 연령 증가에 따른 치아 상실과 의치

사용이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

며, 상실 구치지수와 우식 구치지수가 구강건강과

련된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7].

작 능력은 주 으로 그리고 객 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음식의 섭취 능력은 개인의 정신건강과도

련이 있으며, 음식의 작 능력이 떨어지면 식품을 제한

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개인의 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8]. 나이가 들면서 증가

하게 되는 치아 상실은 발음, 심미성 뿐 아니라 작 능

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통증을 야기하며

[9], 식사의 질과 양의 균형이 깨어져 체력 유지가 힘들

고 무기력해져, 신건강에도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

[10].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존 자연 치아 수를 보면 15.8개 고, 의치필요

자율은 30.4% 으며, 작불편호소율도 48.8%에 달하

다[11]. 노인 복지를 한 종합 책 하나로 상실 치아

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한 틀니 건강보험 여화 사업

이 2012년 7월부터 실시되어 75세 이상 노인들이 용을

받게 되었다[12].

지 까지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치

아우식경험률이나 치주질환 련지표 등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근래 구강건강과 련된 삶의 질을 평

가하기 하여 구강건강 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와 같은 주 도구를 많이 사용되고 있

다[13]. Locker 등[14]에 의해 개발된 OHIP-14는 최근 1

년 이내 구강건강과 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HIP-49[15]를 축약하여 만든 지표로 국내에서도 타당

성과 신뢰성이 입증이 되어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16,17].

구강건강 향 지수(OHIP-14)을 이용하여 구강 건강

련 삶의 질과 구강상태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데 주 인 작 능력과 객 인 작 능력에 따른 구

체 인 작 정도와의 련성에 한 연구는 많지는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주 으로 인지하는 구

강 작 능력과 마른오징어, 생 당근, 마른땅콩, 깍두기,

카라멜[18]과 같은 구체 인 식품의 작 능력이 구강건

강 향 지수(OHIP-14)를 이용한 구강 건강 련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노

인들의 구강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구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총 16개 경로당을 직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노인 상자 235명 에서 응답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40명을 제외한 195명의 여성

노인 상자를 면 조사하 다. 1명의 치과의사가 구강

검사를 실시하 고, 1명의 치과 생사가 작 능력과

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1명의 치과 생사가 구

강건강 향지수(OHIP-14) 설문을 담하여 조사하 다.

연구 경북 학교병원 병원 임상윤리심사 원회로부

터 연구 승인을 받고 조사하 다(IRB NO: KNUH

2015-07-007-001).

2.2 연  변수

조사 변수로는 연령, 거주형태, 교육수 , 틀니의 사용,

주 인 작능력, 객 인 작능력, 구강건강 향지

수(OHIP-14), 잔존 치아 수이었다. 구강 검사에서 틀니

의 사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를 조사하 다. 치아 동요도

가 있거나 잔존 치근이 있는 치아는 제외하여 잔존 치아

수를 세었고 크라운, 릿지나 임 란트를 식립하여

작이 가능 한 치아는 포함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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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 능력은 5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 은

‘씹기가 매우 불편하다’, 2 은 ‘씹기 불편하다’, 3 은 ‘보

통이다’, 4 은 ‘씹기 불편하지 않다’, 5 은 ‘씹는데

불편하지 않다’로 조사 하 다. 객 작 능력은 마른

오징어, 생 당근. 마른 땅콩, 깍두기, 엿이나 카라멜을 잘

씹을 수 있는지 5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1 은 ‘ 못 씹음’, 2 은 ‘못 씹음’, 3 은 ‘보통’, 4 은

‘씹을 수 있음’, 5 은 ‘ 잘 씹을 수 있음’으로 조사하 다.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은 총 14개 문항으로 5

likert 척도를 이용하 는데 총 이 70 으로 수가 높

을수록 구강 건강 련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신뢰도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은 이미 국내에서 타당성

과 신뢰성이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0.906으로 신뢰도가 있음을 확인하 다.

2.4 료  

빈도분석으로 일반 특성을 조사하 고, 연령에 따른

작 능력과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에 따른 작

능력은 t-test를 이용하여 평균 비교하 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주 작 능력과 객 작 능

력이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에 미치는 향에 하

여 분석하 고, 나이, 거주형태, 교육수 , 틀니사용을 보

정하 다. 수합된 자료는 SPSS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유의성 정을

한 수 은 p<0.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들  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66-79세가 85명(43.6%), 80세 이상이 110명

(56.4%)이었으며, 거주 형태는 독거노인이 98명(50.3%),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28명(14.4%), 다른 구성원들

과 거주하는 노인도 69명(35.4%)이었다. 교육수 은

등학교졸업 이하가 181명(92.8%)이었으며, 틀니를 사

용하고 있는 노인도 133명(68.2%)로 나타났다. 주 인

작 능력은 '나쁘다'는 상자가 77명(39.5%), '좋다'는

상자가 118명(60.5%)로 나타났고, 객 인 작 능력

이 ‘나쁘다‘고 여기는 상자가 85명(43.6%), ’좋다‘고 생

각하는 상자가 110명(56.4%)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에 따른 구강 건강 련 삶의 질이

‘나쁘다’고 여기는 상자가 100명(51.3%), ‘좋다’고 여기

는 상자가 95명(48.7%)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N(%)

Age

66-79 85(43.6)

≥80 110(56.4)

Residence

Alone 98(50.3)

Spouse 28(14.4)

Others 69(35.4)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181(92.8)

≥ Middle school 14( 7.2)

Denture

Yes 133(68.2)

No 62(31.8)

Subjective mastication ability

Bad (1-2) 77(39.5)

Good (3-5) 118(60.5)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Bad (1-2) 85(43.6)

Good (3-5) 110(56.4)

Number of remaining teeth

0-10 81(41.5)

11-20 43(22.1)

21-32 71(36.4)

OHIP-14

Bad (0-60) 100(51.3)

Good (61-70) 95(48.7)

Total 195(100.0)

3.2 연령별 상  저  능력

연령을 2개 군으로 나 어 조사하 는데 연령이 은

군의 체 객 인 작능력은 16.92±7.16으로, 연령이

많은 군 14.45±7.04에 비해 수가 높게 나타나 작능력

이 더좋은것으로나타났고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

다 (p<0.05). 잔존치아의수는연령이 은군이17.21±10.11

개로, 연령이 높은 군 11.93±10.31개 보다 많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p<0.05). 연령별 구강건강 향지수

(OHIP-14)는연령이 은군이60.49±9.44, 연령이 높은 군

이 57.65±9.89로 연령이 은 군의 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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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건강 향지수(OHIP-14)에  저  

능력  차

구강건강 향지수(OHIP-14) 총 수에 따라 2개 군

으로 나 어 조사하 을 때 수가 낮은 군의 주

작 능력은 2.63±1.33, 수가 높은 군은 3.63±1.38으로

수가 낮은 군의 작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p<0.05). 마른 오징어, 생 당근, 마

른 땅콩, 깍두기, 엿이나 카라멜의 작 능력도 구강건강

향지수 (OHIP-14)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p<0.05). 잔존 치아 수는 구강건강 향지수 (OHIP-14)

수가 낮은 군이 11.37±10.24개로 구강건강 향지수

(OHIP-14) 수가 높은 군에 비해 치아 개수가 은 것으

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3>.

3.4 주 적 저  능력  강건강 향지수 

    (OHIP-14)에 미치는 향

주 인 작 능력이 좋은 상자들에 비해 좋지 않

은 경우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나빠질 험비가 2.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거주형태, 교육수 , 틀니사

용을 보정한 결과 작 능력이 좋지 않은 상자의 삶의

질이 좋지 않을 험비가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4>.

3.5 객 적 저  능력  강건강 향지수

    (OHIP-14)에 미치는 향

객 인 작 능력이 좋은 상자들에 비해 좋지 않

은 경우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나빠질 험비는 8.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거주형태, 교육수 , 틀니사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age

Variable
Age

p-value
66-79 ≥ 80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3.19 ± 1.44 3.06 ± 1.45 0.551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16.92 ± 7.16 14.45 ± 7.04 0.017*

Dried cuttle-fish 2.69 ± 1.73 2.24 ± 1.61 0.060

Carrot 3.42 ± 1.62 2.90 ± 1.64 0.028*

Dry nuts 3.64 ± 1.56 3.08 ± 1.63 0.018*

Kkakdugi 3.68 ± 1.51 3.16 ± 1.63 0.024*

Taffy or caramel 3.48 ± 1.45 3.07 ± 1.47 0.054

Number of remaining teeth 17.21 ±10.11 11.93 ±10.31 <0.001**

OHIP-14 60.49 ± 9.44 57.65 ± 9.89 0.043*

Values presented mean±SD.

*p<0.05, **p<0.001 are determined from t-test.

<Table 3> Masticatory ability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OHIP-14

Variable
OHIP-14

p-value
0-60 61-70

Age 81.36 ± 5.21 79.82 ± 5.80 0.053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2.63 ± 1.33 3.63 ± 1.38 <0.001*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11.76 ± 6.28 19.49 ± 5.82 <0.001*

Dried squid 1.73 ± 1.29 3.18 ± 1.71 <0.001*

Carrot 2.24 ± 1.42 4.06 ± 1.33 <0.001*

Dry peanut 2.49 ± 1.49 4.20 ± 1.25 <0.001*

Kakdugi 2.64 ± 1.47 4.18 ± 1.34 <0.001*

Taffy or caramel 2.66 ± 1.42 3.87 ± 1.27 <0.001*

Remaining teeth 11.37 ±10.24 17.24 ±10.03 <0.001*

Values presented mean±SD.

*p<0.001 are determined from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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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정한 결과 작 능력이 좋지 않은 상자의 삶의

질이 좋지 않을 험비는 7.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p<0.05)<Table 5>.

4. 결론

노인들의 신체 활동과 인지 수 이 서로 련이 있으

며[19], 노인들의 인지 능력은 우울증과도 련이 있다고

한다[20].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체

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 리가 요하다[21]. 삶의 질은

객 인 조건보다는 자신의 주 인 단에 의해서 결

정되고[22], 건강에 한 주 인지나 삶의 질을 개선하

기 한 여러 가지 새로운 건강 평가에 한 기 이 부각

되고 있다. 기존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검진 뿐 아니라 환

자 스스로 구강건강에 하여 인지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와 같은 방법을 도입

하여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해서 알아보는데 극

활용하고 있다[4].

구강건강 향지수(OHIP-14)를 이용하여 삶의 질에

하여 조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등[2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낮다

고 하 고, Jeong 등[4]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차이

는 없다고 하 다. Jang과 Choi [17]는 총 OHIP 수에

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고,

Yoon [22]은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높

다고 하 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wrence 등[23]은 낮은 사회·경제 지 , 상실 치아

수가 OHIP에 향을 미친다고 하 는데, 치아 상실과

작 능력은 매우 한 련성이 있으며 삶의 질에 향

을 끼치게 된다[24]. 자연 치아 수가 감소하게 되면 삶의

질도 낮아지고[25], 의치 사용에 따라서 OHIP-14가 차이

가 나타난다고 하 다[26]. 80세 이상 노인들의 작 정

도는 80세미만의 노인들보다 낮았으며 이는 연령이 낮을

수록 존 치아 수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27,28]. Choi [29]의 연구에서 한국인이 밥

과 김치를 잘씹으려면 잔존 치아 수가 12개 이상은 되어

야 한다고 하 고,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은 존 치아

수와 련이 있다고 하 는데[30], 본 연구에서는 잔존

치아 수가 11.9개로 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and OHIP-1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CI OR 95% CI OR 95% CI

Subjective masticatory ability

High ref. ref.

Low 2.519* 1.391-4.560 2.602* 1.423-4.760 2.420* 1.281-4.574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0.05.

Model 1: Unadjusted model.

Model 2: Age adjusted model.

Model 3: Age, residence, education & denture adjusted model.

<Table 5>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and OHIP-1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CI OR 95% CI OR 95% CI

Objective masticatory ability

High ref. ref.

Low 8.685* 4.484-16.822 8.268* 4.251-16.083 7.580* 3.799-15.125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0.05.

Model 1: Unadjusted model.

Model 2: Age adjusted model.

Model 3: Age, residence, education & denture adjus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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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18]은 음식섭취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

를 개발하여, 최 작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마

른 포, 생 당근, 마른 땅콩, 깍두기, 카라멜을 선정하 는

데, 본 연구에서 주 인 작능력 뿐만 아니라 마른 오

징어, 생 당근, 마른 땅콩, 깍두기, 카라멜 같은 객 인

작능력과 OHIP-14를 이용하여 삶의 질과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Kim 등[31]은 밥, 김치, 쇠고기, 땅콩을 잘

씹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 고, Kim과 Hwang [13]

은 OHIP-14에 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조사하 는데 아

주 단단한 음식 군 보다는 밥이나우엉조림, 생선조림, 두

부 같은 강도의 음식 군이나 무른 음식 군이 OHIP-14

에 즉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이크다고하

다. 그러나 이런 식품들의 작 정도와 삶의 질에 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 좀 더 다양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의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높

이기 해서는 노인들의 신체 , 사회 , 심리 기능

하 등 모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다[32].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 을 들 수 있다. 먼 경로

당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자로 하 는데 상자수가

200명 미만으로 었고, 상자의 부분이 여성노인

들로 일반화 할 수가 없으며, 교육수 도 부분이 등

학교 졸업 이하여서 교육수 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구 역시에 거주하는 특정 노인들을 상

자로 하 기 때문에 사회, 경제 특성도 달라 노인 체

를 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면

연구로 인과 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들 수 있겠

다. 따라서 구강건강에 좀 더 심을 갖고 이와 련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기 인 조사

가 좀 더 체계 으로,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로당 여성 노인들을 상으로 작 능력

과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와의 련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이 높을수록 주 , 객 작 능력은 떨어

졌으며 잔존 치아 수도 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작 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질도 좋은 것으로 나타

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주 작 능력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향지수

(OHIP-14) 즉, 삶의 질이 나빠질 험비가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객 인 작 능력이 낮을

수록 삶의 질이 나빠질 험비는 7.58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작 능력과 구강건강 향

지수(OHIP-14), 즉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련

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하여 구강건강에

하여 좀 더 극 인 심을 갖게 되기를 기 하며, 구

강 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구체 인 정책 제도

가 마련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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