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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지역 여성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60세 이상 여성노인 142명이었고, 설문법, 면접, 상담, 구강검사를 통

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평균 1.4개로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는 치석제거 5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아잇몸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

통증, 치아잇몸상태, 치석제거불량의 경우일상생활에불편항목수와 빈도가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여성노인의구강

건강과관련하여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고삶의 질에 영향을 줄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구강건

강증진 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계화된 구강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 주제어 : 구강건강, 노인, 여성, 융합, 일상생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al health status on daily life

of elderly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2 elderly women aged 60 years or older who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s, interviews, counseling, and oral examinations.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affected on daily life were 1.4 in average and the oral health condition was the highest

at scaling (59.4%). When the oral status was unsatisfactory, it was found to be uncomfortable in daily life.

In case of oral pain, oral status and poor removal of calculus, the number and frequency in daily life were

increased. In conclusion, the oral health of elderly women can improve their daily life ability and affect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a systematic oral care plan is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of oral health

promotion education for elderly women and the development of continuous preventive programs.

• Key Words : Oral health, Elderly, Women, Convergence, Daily life

*Corresponding Author : 남설희 (nshee@kangwon.ac.kr)
Received October 31, 2017 Revised   November 30, 2017
Accepted December 20, 2017 Published December 28, 2017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2, pp. 209-214,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12.20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210

1. 서론
평균수명이늘어나고출산율은저하되면서고령화라

는 사회적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2000년부터시작하여매우빠르게진전되

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따라서 이러한 사

회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치의학과치위생학분야에서

는 노인의 구강건강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전신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며 구강건강상태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닌 동맥경화,

심혈관질환발생증가, 식습관변화, 체중 감소등의다양

한문제를동반한다[3,4,5]. 또한, 구강은음식을저작하고

연하하는 첫 번째 소화기관이며, 많은 노인은 불량한 구

강상태를가지고있어음식물을섭취하는데어려움을호

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강문제에만 머무르는 것

이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애, 소외,

고립등의 2차문제를유발할수있는요인으로도작용하

기때문에구강건강을유지하고증진시키는것이노인의

전제적인건강상태및안녕에중요한역할을한다[6]. 그

럼에도불구하고노인은구강진료의이용빈도가낮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수록 이용 빈

도는 더욱 낮아진다[7].

노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선행되어왔고이를측정하는도구들이개발되었다

[8,9,10]. 이들 연구는노인의삶의질중에서도구강건강

과 관련된 항목들에 집중하여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과

다양한구강문제를초래하는생활밀착형문제에대한실

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노인의 영양섭취, 발음, 통증

등의구강문제에의해삶의질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

다고 보고하였다[11,12,1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노인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에비해평균수명이길뿐만아니라구강관련특성에

서도 남성노인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불량하며 더불어

교육및경제수준은낮고만성질환유병율기간은더길

다는 보고되었다[14,15]. 여성노인의 경우 구강건강상태

에 대한 관심이 더 요구되어지며,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영위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일상생

활과의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구강건강

유지및증진을위한대안을모색할수있는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여

성노인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

지와면접및상담을통한설문법과구강상태검사를통

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본정보인 성별, 연령, 직업유

무, 의료보장가입형태 등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

석과 구강 건강 수준과 일상생활 유지 10가지 항목요인

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2.2 용어정의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10가지에 대해 저작, 발음, 잇솔

질, 신체활동, 일상생활, 수면, 휴식, 기쁨, 화, 대인관계를

평가하여일상생활유무, 영향을미치는종류, 빈도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유무는 항목 중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종류는

10가지 증상중경험한증상의수를말한다. 또한발생빈

도는 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높을수록발

생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강건강 증상에 대한

세부항목으로치석제거, 의치, 치은출혈, 혀와입의동통,

지각과민에대한증상의유무에대한조사를시행하였다.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치과치료필요도를 추가

적인 분석항목으로 조사하였다.

2.3 분석방법
첫째,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구강건강과구강증

상의 수준을 분석은 빈도분석(freqeuncy analysis)과 기

술적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활용하였다.

둘째, 일상생활에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위해종속변수의수준에따라로지스틱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활용

하여분석하였다. 일상생활유무는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종류는 0이 다

수존재하는카운트변수이므로포아송회귀분석을하였

다. 또한 발생빈도는 평정척도로 측정하고 있는 바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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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대상자나이는 71-80세가 54.5%로가장많이차지하

였고 66-70세가 23.8%로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고연령

층이많았다. 직업이있는여성노인은 12.6%에머물렀고,

건강보험유형은 건강보험가입자가 69.2%를 차지하였고,

미가입자가 7.7%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Variation Frequency(N) Ratio(%)

Job
　 No 125 87.4
　 Yes 18 12.6
Type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99 69.2
　 Medical care 33 23.1
　 Not included 11 7.7
Age 　 　 　
　 -65 9 6.3
　 66-70 34 23.8
　 71-80 78 54.5
　 81-90 18 12.6
　 90- 4 2.8

Total 143 100.0

3.2 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구강건강 수준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수준을 살펴보면 10가지 항목

중하나라도영향을받는다는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중 1인당평균 1.4개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이 있었으며, 빈도를 5등급으로 구분할 때 약 월

1회 정도(1.4) 발생하였다.

구강건강상태의 영역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치석제거

(59.4%), 의치장착(44.1%), 치은출혈(35.0%), 혀와 입 동

통(18.9%), 지각과민(39.2%)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치아

상태는 잇몸상태와 잇몸상태만족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치과치료도 필요한편(3.6)이라고볼 수 있다<Table 2>.

3.3 일상생활 관련 구강건강 요인
3.3.1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 요인
일상생활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활용한분석결과, 치아잇몸상태

에만족하지않을수록일상생활에불편이나타날가능성

이 높았다<Table 3>.

<Table 2> Daily life and oral health level of elderly 
women

Factor Variation N
Avera
ge

Stand
ard
Deviati
on

Minim
um
value

Maxim
um
value

Daily life

Presence or
absence1)

143 .510 - - -

Number 143 1.406 2.183 .00 10.00
Frequency 143 1.383 .717 1.00 4.60

Status of oral
health

Scaling1) 143 .594 - - -
Denture1) 143 .441 - - -
Bleeding1) 143 .350 - - -
Pain of tongue and
lip1)

143 .189 - - -

Tooth sensitivity1) 143 .392 - - -
Subjective
satisfaction

Status 143 2.713 1.052 1.00 5.00
Satisfaction 143 2.811 1.107 1.00 5.00

Need of
dental care

Dental care
required

143 3.566 1.148 1.00 5.00

Note 1) Ratio at 1 (yes, normal, possible, required, yes)

<Table 3> Oral health affecting daily life
xxq1 Odds Ratio Std. Err. z

Scaling 1.42 .69 .72
Denture 1.15 .57 .29
Bleeding 1.40 .69 .68
Pain of tongue
and lip

1.72 .99 .94

Tooth sensitivity 1.35 .65 .63
Status .83 .20 -.77
Satisfaction .41 .12 -3.06**

Dental care
required

1.04 .27 .16

_cons 4.66
Pseudo R2 .22
LL -67.39

LR chi2 38.32***

N 125
*p<.05, **p<.01, ***p<.001

3.3.2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 종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수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위해포아송회귀분석을활용한분석결과는다

음과같았다<Table 4>. 혀와입에통증이있는경우, 치

아잇몸상태가나쁠수록일상생활불편항목수가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4> Types of oral health affecting everyday life
xxq2 Coef. Std.Err. z

Scaling -.20 .18 -1.13
Denture .17 .17 .98
Bleeding .06 .17 .33
Pain of tongue and lip .67 .16 4.13***

Tooth sensitivity .12 .1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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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일상생활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상생활과관련된요인의발생빈도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치석제거가

안 된 경우, 혀와 입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 불

편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frequency of daily living
xxq3 Coef. Std. Err. t

Scaling -.28 .13 -2.12*

Denture -.02 .13 -.17
Bleeding .18 .14 1.31
Pain of tongue and lip .47 .15 3.02***

Tooth sensitivity .03 .13 .24
Status .02 .06 .25
Satisfaction -.08 .08 -1.06
Dental care required .07 .07 1.03

_cons 1.38***

R-sqr .27
Adj R-sqr .20
F 3.69***

N 133
*p<.05, **p<.01, ***p<.001

4. 고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

구고령화로진입하면서노인의구강건강에관심이높아

지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와 더불어 노인의 삶

의 질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추세이다[16]. 또한, 고령으로갈수록여성노인

인구수는 절대적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곧 여성노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17].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지역 여성 노인들의 구강건

강상태가 삶의 질 관련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들을분석하여미래의국가노인복지정책에있어구강건

강을증진시킬수있는대안마련을하고자하는기초자

료로 활용되는데 가치를 두고자 실시하였다.

노인의상당수가구강질환과관련하여일상생활의다

양한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Catović

등[19]의 연구에서도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노인일수록

구강건강이좋지않았음을보여구강건강이일상생활수

행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

만아니라노인의경우활동성저하로구강위생이청결

하지 못해 치주질환 등 구강 질환이 증가한다고 본다

[20]. 이처럼일상생활과구강건강은원발성에의한속발

성의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계있다는 것

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노인의구강건강문제중치은염, 치주

질환은 3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21], 이

러한 구강 문제는 치석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은의잇몸탄력성저하를일으켜치주질환이환률이높

아진다[22]. 치아상실은 치주질환의 원인으로 나타나며

치주 조직의 파괴와 함께 초래되기 때문에 노인의 구강

건강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23]. 최[24]의 연

구에서도 65세 이상의노인에게서잔존치아의수는주관

적 구강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보고된바 있다. 이렇듯 치아상실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떨어질것이고결국삶의질도낮아질것이다.

본 연구에서구강건강상태와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의 결과, 치아잇몸상태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일

상생활에 불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고 혀와 입에 통

증이 있는 경우, 치아잇몸상태가 나쁠수록 부정적인 구

강증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치석제거가 안 된 경우,

혀와 입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구강증상 발생빈도가 높

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남[25]의 연구에 의하면 치

주질환이없을수록, 구강청결상태가좋을수록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삶의 질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

[26]의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구강통증과 같은 구강건강

문제는일상생활의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는결

과와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일상생활

에영향을주는만큼노인의구강건강관리에대한대책

이필요할것으로본다. 즉, 치주질환예방법에관한구강

건강 중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이끌고 나아가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일상생활수행 능

력을기반이되는삶의질을높이기위해노인들이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석제거, 잇몸 관리를 포함해 효과적

인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Status -.33 .09 -3.67***

Satisfaction -.17 .11 -1.50
Dental care required .17 .11 1.48

_cons .10
Pseudo R^2 .23
LL -213.78

LR chî 2 126.73***

N 13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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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여성노인인구의비율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일상생

활수행 능력을 비롯한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구강건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궁

극적으로 구강건강증진을 기대하며 여성노인을 위한 치

주질환 관련 구강보건교육의 기회제공과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집중적인 구강관리 방안모색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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