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

가 추세에있으며[1], 행정안 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738만 1천명으로 체의 14.3%에 이

른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하여 보건의료

산업의발 복지 시설증 뿐만아니라노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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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 서울 강원지역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노인틀니건강보험 여화에 따른지역간의차이와

틀니이용실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자료는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서울지역 노인과강원지역노인의틀니이용행태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 2) 성별에따른틀니이용행태는강원지역노인

에게서만유의한차이를보 으며, 연령, 가구소득, 기 생활수습여부, 직업, 교육수 , 주 구강건강에따라서울지역과

강원지역모두유의한차이를보 다. 3) 치과진료미수진경험여부에서울지역노인의 16.6%, 강원지역노인의 22.3%가

라고응답하 으며, 필요치과진료미수진사유로는서울지역과강원지역모두경제 인이유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다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여화 사업이 확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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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denture 

use behavior after the elderly denture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in Seoul and 

Gangwon provinces. The data was used in the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nture use among elderly in Seoul and elderly in Gangwon area. 

2)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nture use among the elderly in the Gangwon area. According to the age, 

household income, basic living conditions,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subjective oral healt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of 2 areas. 3) Some 16.6% of the elderly in Seoul and some 22.3% of the elderly in Gangwon 

province answered ‘yes’. The reasons for not having the required dental care were the most economical reasons in 

all of 2 areas. Therefore, the elderly denture health insurance benefit project considering various aspect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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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참여와노인 생활서비스 보장등과같은 부분도 요

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 노인의 건강과 련된 보건

의료학 측면의문제는삶을유지하는데있어서무엇보

다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노인의건강문제와구강건강문제는노인기삶의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구

강건강문제는 완 한 건강을 이루기 한 한 부분으로

심이 증 되고 있다[3]. 우리나라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를살펴보면 65-74세 노인의평균 구치수는약 18

개이며, 75세 이상은 11.4개로 부족한 치아로 인하여 가

철성 의치를장착하고있는노인이 65-74세는 50.0%, 75

세 노인의 77.5%가 있으며, 가철성 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65-74세 28.0%, 75세 이상이 45.8%로 조사되어

높은 의치장착률을 나타내고 있다[4,5].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식사 양과 질이 제한되어 건강

과 체력유지가 힘들뿐만 아니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소통의어려움이 발생되며, 심미 으로외모에 향

을 주어 사회 으로도 소외감과 고립감을 진시킬 수

있다[6]. 그러므로상실 치아의기능회복은노년의삶의

질 유지에 매우 요한 부분이며 표 인 극복 방안의

하나가틀니장착이다[7]. 이미 오래 부터독일, 네덜란

드, 덴마크, 만,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틀니 건

강보험 여를 시행해 왔고 특히 경제 부담능력이 취

약한 노인에 해 치과의료 보장을 시행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복지

종합 책의 일환으로 1990년 후반부터 틀니의 보험

여 용의 필요성이 두되었고, 여러 단체의 노력으

로 보험 용 재정 추계와 필요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9]. 이 추세를 반 하여 지난 2012년 7월을 기 으

로 ‘만 75세 이상 진상완 틀니 여 용’으로시작하

여 2013년 7월 부분틀니 여포함, 2015년 7월 속상완

틀니포함, 만 70세이상, 2016년 7월부로만 65세 이상

으로 보장 연령과 용 틀니의 종류가 확 되었다. 재

노인틀니 여의 본인 부담률은 50%이며, 의료 여 1종

은 20%, 의료 여 2종은 30%이다. 틀니 혜택은 7년에 1

회로 한정되고 리·수리 비용도 같은 본인부담률로 보

험혜택이 제공되고 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도시와지방의 표하는지역으로서울과강원을선정

하고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여화에 따른 지역간 차이의 확인과 노인들

이 틀니를 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융복합 측

면에서 분석한다.

2. 연

2.1 연 상

연구 상자는서울특별시와강원도지역에거주하는

65세 이상노인이다. 연구 상에이용된자료는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서울시와 강원도 지역의

원시자료로 서울시 4,521명, 강원도 5,041명 등 총 9,562

명이다.

2.2 연 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지역보건법」제 4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내용) 시행령제 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제 5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기 등)에

의거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조사수

행 체계를 표 화하여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국 17개 시·도 253개 보건소를 지

역단 로하여매년조사되고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 표본조사로 매년 조사 에 모집단을 표하는 표

본을선정한다.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인구자료와국토

교통부의 주택유형 자료를 조 받아 표본추출 틀을 선

정하고이를기반으로보건소별 900명이조사될수있도

록 표본가구를 추출한다.

조사 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주요 산출 지표

역은 건강행태, 방 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독, 활동제한 삶의질, 보건기 이용, 사회·물리 환

경, 개인 생, 교육 경제활동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과 련된 주 구강건강, 작 불편, 구강검

진 경험, 스 일링 경험여부, 틀니이용행태와 사회·인구

학 특징을나타내는 성별, 연령, 가구 소득, 직업, 결혼

상태, 학력을 사용하 다.

2.3 료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23.0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 다. 연도별 사회·인구학 특성은 빈도

분석을 하 으며, 노인의 구강건강 수 , 틀니이용행태

향 요인, 치과진료미수진여부, 지역간 차이의 분석을

해 Chi-square test,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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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사 · 학적 특

본연구의연구 상사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Seoul
n(%)

Gangwon
n(%)

p

Gender
　

Male 1,955(43.2) 2,133(42.3)
0.359

Female 2,566(56.8) 2,908(57.7)

Age(y) 65-69 1,657(36.7) 1,380(27.4)

0.000***
70-74 1,335(29.5) 1,566(31.1)

75-79 847(18.7) 1,210(24.0)

80-84 468(10.4) 593(11.8)

85- 214( 4.7) 292( 5.8)

Education None 441( 9.8) 1,188(23.6)

0.000***

Elementary
school

1,380(30.7) 2,229(44.2)

Middle school 838(18.6) 758(15.0)

High school 1,062(23.6) 642(12.7)

College over 780(17.3) 221( 4.4)

Income
　

<50(10,000
KRW)

461(10.4) 1,112(22.1)

0.000***
50-100 919(20.8) 1,605(31.9)

100-200 1,069(24.2) 1,296(25.8)

200-300 705(15.9) 570(11.3)

300- 1,270(28.7) 447( 8.9)

Married

　

Has a spouse 3,018(66.9) 3,207(63.6)

0.000***
divorce 128( 2.8) 84( 1.7)

Bereavement 1,271(28.2) 1,683(33.4)

separation 65( 1.4) 55( 1.1)

single 31( 0.7) 12( 0.2)

Basic living
recipient

Yes 245(5.4) 328(6.5)
0.025*

No 4,275(94.6) 4,713(93.5)

Occupation Office work 188( 4.2) 62( 1.2)

0.000***

Non-office
work

852(18.9) 1,948(38.7)

Student 1( 0.0) 0( 0.0)

Housewife 1,661(36.8) 1,353(26.9)

noccupation 1,807(40.1) 1,673(33.2)
*: p<0.05, ***: p<0.00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성별의 특성을 보면, 서울지역의 여성노인이 56.8%,

강원지역 여성노인이 57.7%로 남성노인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서울지역은 65-69세 36.7%,

70-74세 29.5%, 75-79세 18.7%, 80-84세 10.4%, 85세 이

상은 4.7%로 조사되었고, 강원지역은 65-69세 27.4%,

70-74세 31.1%, 75-79세 24.0%, 85세 이상은 5.8%로 조

사되었으며서울과강원지역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p<0.001).

교육수 은서울지역과강원지역모두 등학교졸업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졸업 이상부터

는 서울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구

소득은 서울지역은 300만원 이상이 28.7%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 50-100만원미만이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혼인상태는서울지역과강원지역모두배우자있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사별이 28.2%,

강원지역사별이 33.4%로 나타났으며, 지역간차이가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기 생활수 자여부는 서울지역 94.6%, 강원지역이

93.5%가 아니다로나타났으며, 지역간에차이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p<0.05). 직업은 서울지역은 무직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 비사무직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3.2 울지역과 강원지역 노  강건강 특

서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의 구강건강 특성은

Table 2와 같다.

　 　Variable
Seoul
n(%)

Gangwon
n(%)

p

Mastication
difficulty
experience

3.23(±1.35) 2.87(±1.36) 0.000***

Subjective
dentition
need

Yes 594(13.2) 868(17.2)

0.000***
No 2,899(64.2) 2,334(46.3)

None 1,022(22.6) 1,834(36.4)

Experience of
oral
examination

Yes 1,778(39.4) 860(17.1)
0.000***

No 2,740(60.6) 4,179(83.0)

Scaling
experience

Yes 1,448(32.0) 715(14.2)

0.000***
No 2,049(45.3) 2,487(49.4)

Not
applicable

1,022(22.6) 1,834(36.4)

Subjective
periodontal
organization
health
level

Tooth
moving

280( 6.2) 326( 6.5)

0.000***

Gingiva
swelling

409( 9.1) 469( 9.3)

Calculus 120( 2.7) 99( 2.0)

Gingiva
blooding

237( 5.3) 266(5.3)

Good 2,432(54.0) 2,035(40.5)

Not
applicable

1,022(22.7) 1,834(36.5)

Denture
use

　

Both sides
denture

1,022(22.6) 1,834(36.4)

0.000***
One side
denture

606(13.4) 690(13.7)

None 2,891(64.0) 2,517(49.9)

***: p<0.001

Table 2. Oral Health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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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불편경험여부는 서울이 3.23, 강원지역이 2.87로

나타났으며서울과강원지역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p<0.001).

주 틀니필요여부는서울지역노인의 13.2%, 강원

지역의노인 17.2%가 라고 답했으며, 서울지역노인

의 64.2%, 강원지역 노인의 46.3%가 아니오라고 답했

다(p<0.001).

연간구강검진수검여부에 라고응답한서울지역노

인은 39.4%, 강원지역 노인은 17.1%로 나타났으며 서울

과 강원지역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연간 스 일링경험여부에서 라고응답한서울지역

노인은 32.0%, 강원지역 노인은 14.2%로 나타났다

(p<0.001).

주 치주조직 건강수 에서 정상이다라고 응답한

서울지역의노인은 54.0%, 강원지역은 40.5%이며, 틀니

등으로해당되지않는노인은 서울지역이 22.7%, 강원지

역이 36.5%로 나타났으며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틀니이용행태에서는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서울

지역이 64.0%,강원지역이 49.9%로 나타났으며,. 양측틀

니사용은 서울지역이 22.6%, 강원지역이 36.4%로 나타

났다(p<0.001).

3.3 울지역과 강원지역 노  주 적 전신건강 

 주 적 강건강 수  상태

서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의 주 신건강

주 구강건강 수 은 Table 3과 같다.

주 신건강상태분석결과를보면, 서울지역노

인은 2.90, 강원지역노인은 2.63으로서울지역노인이

재자신의 신건강상태가좋다고인식하 다(p<0.001).

주 구강건강 수 에서도 서울지역 노인은 3.23,

강원지역노인은 2.87로서울지역노인이 재자신의구

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01).

　Classification Seoul Gangwon p

Subjective systemic health
level

2.90(±0.99) 2.63(±0.98) 0.000***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2.53(±1.00) 2.33(±0.97) 0.000***

***: p<0.001

Table 3. Subjective systemic and subjective oral 

health levels

3.4 틀니 용행태에 향  미치는 

성별에 따라 서울지역 노인의 틀니 이용행태는 여성

노인의 58.6%가 양측틀니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

며, 편측 틀니도 53.1%로 여성 노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노인의틀니 이용행태도서울지역과

비슷하게 여성노인의 40.3%가 양측 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56.5%의 여성노인이 편측 틀니를 사용한

다고 응답하 다(p<0.001).

연령에따른틀니이용행태는서울지역노인의양측틀

니사용은 75-79세 연령의 노인이 24.1%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편측틀니는 70-74세 연령의 노인의

30.7%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강원지역 노인은 양측틀니는 75-79세 연령의 노인의

30.9%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측

틀니는 70-74세의 노인의 33.0%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구소득에따른틀니이용행태는서울지역노인의양

측틀니 사용은 가구소득이 50-100만원 미만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측틀니 사용은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틀

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가구소득이 300

만원이상으로 31.4%로 가장 높았다(p<0.001). 강원지역

노인의 양측틀니 사용과 편측틀니 사용은 가구소득이

50-100만원미만이각각 34.9%, 35.1%로 가장높게나타

났으며,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가구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p<0.001).

기 생활수 여부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역

노인에서 양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90.6%

가 아니다라고응답하 으며, 편측틀니를사용한다고응

답한 노인의 94.2%,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96.1%가 기 생활수 자가아니라고응답하 다

(p<0.001). 강원지역 노인에서는 양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노인의 91.9%, 편측틀니를사용한다고응답한노

인의 94.5%,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94.4%가 기 생활수 자가 아니라고 응답하 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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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따른틀니이용행태는서울지역노인에서양측

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48.8%가 무직이라고

응답하 으며, 편측틀니 사용 노인의 45.1%, 틀니를 사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35.9%가 모두 무직으로

나타났다(p<0.001). 강원지역노인의직업에따른틀니이

용행태는 양측틀니를 사용한 응답자의 36.3%가 무직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사무직이라고 응답한 노인

도 35.0%로 높게나타났다. 편측틀니사용자의 39.3%, 틀

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1.2%의 노인도 비사무

직이라고 응답하 다(p<0.001).

교육수 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역 노인에서

양측틀니 사용응답자의 34.3%, 편측틀니 사용응답자의

34.6%,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8.5%가 등

학교 졸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한 강원

지역 노인에서도 양측틀니 사용응답자의 45.6%, 편측틀

니 사용자의 44.8%,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3.1%의 노인이 등학교 졸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01).

주 구강건강수 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

역 노인 에서 양측틀니 사용응답자의 46.9%가 편측틀

니 사용자의 51.7%가 나쁨이라고 응답하 으며,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주 구강건강수

이보통이 37.1%로가장높게나타났다(p<0.001). 강원지

역 노인은 양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50.7%, 편측

틀니를사용한다고응답한 55.7%, 틀니를사용하지않는

다고 응답한 34.7%가 주 구강건강수 이 나쁘다고

　 　 Seoul, n(%)

p

Gangwon, n(%)

pDenture use behavior Denture use behavior

　 　 Both sides One side None Both sides One side None

Gender
　

Male 423(41.4) 284(46.9) 1,248(43.2)
0.097

662(36.1) 300(43.5) 1,171(46.5)
0.000***

Female 599(58.6) 322(53.1) 1,643(56.8) 1172(40.3) 390(56.5) 1,346(53.5)

Age(y) 65-69 212(20.7) 183(30.2) 1,261(43.6)

0.000***

294(16.0) 194(28.1) 892(35.4)

0.000***
70-74 231(22.6) 186(30.7) 918(31.8) 487(26.6) 228(33.0) 851(33.8)

75-79 246(24.1) 152(25.1) 449(15.5) 567(30.9) 154(22.3) 489(19.4)

80-84 207(20.3) 63(10.4) 197( 6.8) 321(17.5) 73(10.6) 199( 7.9)

85- 126(12.3) 22( 3.6) 66( 2.3) 165( 9.0) 41( 5.9) 86( 3.4)

Income <50(10,000
KRW)

137(13.7) 67(11.2) 257(9.1)

0.000***

500(27.4) 144(20.9) 468(18.6)

0.000***
50-100 262(26.3) 128(21.4) 529(18.7) 638(34.9) 242(35.1) 725(28.8)

100-200 227(22.8) 161(27.0) 680(24.0) 380(20.8) 162(23.5) 754(30.0)

200-300 144(14.4) 86(14.4) 475(16.8) 168( 9.2) 75(10.9) 327(13.0)

300- 227(22.8) 155(26.0) 887(31.4) 142( 7.8) 66( 9.6) 239( 9.5)

Basic living
recipient

Yes 96( 9.4) 35( 5.8) 114( 3.9)
0.000***

149( 8.1) 38( 5.5) 141( 5.6)
0.000***

No 926(90.6) 571(94.2) 2,776(96.1) 1685(91.9) 652(94.5) 2,376(94.4)

Occupation Office work 19( 1.9) 13( 2.1) 156( 5.4)

0.000***

8( 0.4) 11( 1.6) 43( 1.7)

0.000***
Non-office work 147(14.4) 114(18.8) 591(20.5) 641(35.0) 271(39.3) 1036(41.2)

Student 0( 0.0) 0( 0.0) 1( 0.0) 0(0.0) 0(0.0) 0(0.0)

Housewife 356(34.9) 205(33.9) 1,099(38.1) 518(28.3) 174(25.30 661(26.3)

No occupation 497(48.8) 273(45.1) 1,039(35.9) 665(36.3) 233(33.8) 775(30.8)

Education None 181(17.7) 53( 8.8) 207( 7.2)

0.000***

601(32.8) 151(21.9) 436(17.3)

0.000***

Elementary
school

350(34.3) 208(34.6) 821(28.5) 836(45.6) 309(44.8) 1,084(43.1)

Middle school 192(18.8) 119(19.8) 526(18.3) 215(11.7) 95(13.8) 448(17.8)

High school 188(18.4) 132(21.9) 742(25.8) 137(7.5) 113(16.4) 392(15.6)

College over 109(10.7) 90(15.0) 581(20.2) 44(2.4) 22(3.2) 155(6.2)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Very bad 344(33.7) 120(19.85) 238(8.2)

0.000***

498(27.2) 128(18.60 333(13.2)

0.000***

Bad 479(46.9) 313(51.7) 838(29.0) 930(50.7) 384(55.7) 874(34.7)

Neither bad nor
good

167(16.3) 143(23.6) 1,073(37.1) 315(17.2) 139(20.1) 780(31.0)

Good 30( 2.9) 29( 4.8) 645(22.3) 84( 4.6) 38( 5.5) 450(17.9)

Very good 2( 0.2) 1( 0.2) 97( 3.4) 7( 0.4) 1( 0.1) 80( 3.2)
***: p<0.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Denture U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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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 다.

3.5 울지역과 강원지역 노  치과진료미수진

여

필요한치과진료미수진여부에 한서울지역노인과

강원지역노인을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필요치

과진료미수진 여부에 해 서울지역의 16.6%가 라고

응답하 으며, 83.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 다.

　 　 Seoul Gangwon p

Reqiired Dental
Care not
Accepted　

Yes 749(16.6%) 1123(22.3%)
0.000 ***

No 3772(83.4%) 3917(77.7%)

Reason of
Reqiired Dental
Care not
Accepted

Lack of finance 429(57.4%) 567(50.5%)

0.000 ***

Distance dental 14(1.9%) 87(7.8%)

Work or school 43(5.7%) 107(9.5%)

Discomfort or
Health status

50(6.7%) 137(12.2%)

Child care 1(0.1%) 4(0.4%)

Lack of interest 93(12.4%) 125(11.1%)

Fear 43(5.7%) 50(4.5%)

Etc 75(10.0%) 45(4.0%)

***: p<0.001

Table 5. Reqiired Dental Care not Accepted

강원지역 노인의 치과진료 미수진여부에 해 22.3%

가 라고 응답하 으며, 77.7%가 아니오라고 응답하

으며 서울지역과 강원지역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p<0.001).필요한치과진료미수진사유에 해서울

지역노인의 57.4%가 경제 이유가가장높게나타났으

며,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요하다고 느껴서가 12.4%

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노인의 50.5%가 경제 이유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12.2%의 노인이거동이불편해서

혹은건강문제때문이라고응답하 으며, 서울지역과 강

원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01).

4. 고찰

고령화 사회에 도래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과 련 문

제들이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11]. 한국 노인 61%

가 노후에 가장 요한 것은 건강이며, 스스로의 건강상

태에 해 체로나쁘다고인식하고있다[12]. 구강건강

은 특히 음식물 섭 와 련해 생명유지의 기본이 되므

로매우 요하다[13]. 이에 노인들은치아의조기상실에

한 해결방법의 안으로 틀니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14]. 이에 본연구는노인들의구강건강

에 도움을 주는틀니 건강보험 여화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를 보고, 노인틀니를 하는데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융복합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서울

지역의경우여성노인이 56.8%, 강원지역의경우여성노

인이 57.7%로 남성노인보다모두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정과박[14]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노인

여성이 56.09%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65-69세 36.7%, 강원

지역은 70-74세가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서울과 강원 지역 모두 등학교 졸업이 가

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수의노인이교육수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서울지역은 300

만원 이상이 28.7%, 강원지역은 50-1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과 강원지역의

노인의 가구소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1). 직업은서울지역노인의 40.1%가 무직으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비사무직이 38.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노인이 지방

의 노인보다 소득 련 활동을 게 하고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일반 으로 노인은 연령증가에 따라 잔존 자연치아

수가 감소하고 체 치아 발거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16]. 이에 본연구에서는서울지역과강원지역노인

의 구강건강특성을비교분석하 다. 작불편경험여부

는 서울지역 노인이 3.23 , 강원지역이 2.87 으로 강원

지역 노인이 작불편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과 강원지역 노인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주 틀니 필요여부는 서울지역 노인의

13.2%, 강원지역 노인의 17.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지역간의 차이가 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연간구강검진 수검여부에서는 서울지역 노인의 39.4%,

강원지역 노인의 17.1%가 연간구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노인과강원지역노인간의 유의한

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p<0.001). 연간 스 일링경

험여부에서는 서울지역 노인의 32.0%, 강원지역 노인의

14.2%로 서울지역노인이연간스 일링경험이더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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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p<0.001). 주 치주조직 건강수 에

서는 서울지역 노인의 54.0%, 강원지역 40.5%가 정상이

라고 응답하 으면, 지역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틀니이용행태에서는 서울지역 노인의 64.0%, 강원지역

노인의 49.9%가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양측틀니는서울지역노인의 22.6%, 강원지역노인의

36.4%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측틀니는 서울지역

노인의 13.4%, 강원지역 노인의 13.7%가 사용한다고 응

답하 다(p<0.001).

서울지역노인과강원지역노인의 주 신건강과

주 구강건강에 해 살펴 본 결과 주 신건강

은 서울지역 노인의 2.90 강원지역 노인은 2.63 으로

서울지역 노인이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p<0.001). 이러한 결과는조[15]의 연구결과에서도서울

지역노인이자신의건강상태도좋다고인식하고있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한 주 구강건강수 에서도 서울지역 노인의

2.53 강원지역 노인이 2.33 으로 서울지역 노인이 주

구강건강수 도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p<0.001). 그러나 조[15]의 연구결과에서는주 구강

건강 상태에 지역간의 차이가 없는 것과는 상반된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들의틀니이용행태에 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

보기 해 김[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가구소

득, 기 생활수 여부, 직업, 교육수 , 주 구강건강

수 의 요소들을 이용하면 분석하 다. 성별에 따른 틀

니이용행태에서서울지역은성별에따른유의성이없었

으나, 강원지역은 여성노인의 40.3%가 양측틀니, 56.5%

가 편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연령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역 노인은 75-79세 연령의 노인의 24.1%가 양측

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70-74세 연령의 노인

의 30.7%가 편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강원지

역 노인의 75-79세 연령의 노인의 30.9%가 양측틀니를

사용한다고응답하 으며, 70-74세연령의노인의 33.0%

가 편측틀니를사용한다고응답하 으며, 서울지역노인

과 강원지역 노인 모두 연령에 따른 틀니이용행태에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가구 소득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역 노인은

가구소득이 50-100만원 미만의 26.3%가 양측틀니 사용

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측틀니 사용은

100-200만원 미만에서 27.0%로 가장 많이 상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의 31.4%가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가구소득에 따른 틀니이용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알 수 있었다. 강원지역 노인은 50-100만원 미만에

서양측틀니사용이 34.9%, 편측틀니사용이 35.1%로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30.0%의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지역 노인의 틀니이용행태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1). 기 생활수 여부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

울지역 노인 양측틀니를 사용하는 노인의 90.6%, 편

측틀니를사용하는노인의 94.2%, 틀니를사용하지않는

노인의 96.1%가 기 생활수 자가 아니었다(p<0.001).

강원지역의노인 양측틀니를사용하는노인의 91.9%,

편측틀니를사용하는노인의 94.5%, 틀니를사용하지않

는 노인의 94.4%가 기 생활수 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직업에따른틀니이용행태는서울지역노인에서양측

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48.8%, 편측틀니를 사용한다

고 응답한 45.1%,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5.9% 모두무직이었다(p<0.001). 그러나 강원지역 노인

의 경우 양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36.3%만이 무직

이었으며, 편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39.3%,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1.2%는 비사무직이 다

(p<0.001). 교육수 에 다른 틀니이용행태는 양측틀니사

용, 편측틀니사용,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서

울지역노인과강원지역노인 등학교졸업으로나타났

다(p<0.001).

주 구강건강수 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서울지

역 노인 양측틀니 사용 응답자의 46.9%, 편측틀니 사

용자의 51.7%가 나쁨이라고 응답하 으며, 틀니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37.1%는 보통이라고 응답

하 다(p<0.001). 강원지역노인의경우양측틀니를사용

한다고 응답한 50.7%, 편측틀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55.7%,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4.7%가 나쁨

이라고 응답하 다(p<0.001).

서울지역과강원지역노인의치과진료미수진여부와

미수진 사유에 해 알아보았다.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

여부에 해 서울지역 노인의 16.6%가 라고 응답하

으며, 83.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 다. 강원지역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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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2.3%가 라고 응답하 으며, 77.7%가 아니라고

응답하 으며 서울지역과 강원지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필요한 치과진료 미수진 사유에

해서울지역노인의 57.4%, 강원지역노인의 50.5%가 경

제 이유라고 응답하 으며, 서울지역의 12.4%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요하다고 느껴서라고 응답하 다.

강원지역 노인의 12.2%는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문

제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강원지역 노인의 7.8%는 치

과병의원이 무멀어서라고응답하 지만, 서울지역 노

인인 1.9%만이 치과병의원이 무 멀어서라고 응답하

다(p<0.001).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이용행태와 틀니이용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스 일링 보험 용에 따른 일부

지역의 스 일링 경험 변화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화 련연구에해당된다[17]. 따라서스 일링보험

용에의한결과와마찬가지로 ’서울지역과강원지역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만으로일반화하기에는논리

으로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알수

있듯이많은노인들이경제 인이유로치과진료를받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한삶의질에많은부분부정 인 향을미칠수있

다. 한 노인 인구 비 이 2018년 14.3%에 달해 고령사

회에 진입한 실에서 최근 치 생분야 고령자 동향 분

석[18], 무치악노인에 한건강보험정책연구[19], 노인

의 주 건강상태 구강건강과 삶의 질 계 연구

[20] 등 노인 련정책을고려하는다양한연구들이진

행 이다. 따라서 재노인틀니건강보험 여화사업

이계속시행 에있는바향후주변환경변화나노인틀

니 건강보험 여화 사업으로 인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틀니 장착을했는지에 한 연구등이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강원지역 노인이 서울지역 노인보다 경

제 활동은 많이 하지만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

역간 환경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노인 소

득에따른본인부담비용 용, 지역에따른 근성등다

양한 측면에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여화의 혜택이 고

르게 주어질수 있도록 하는정책 배려가 필요할것으

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을 상으로노인틀니건강보험 여화에따른지여간의

차이를알아보고, 틀니이용행태에 향을미치는 복합

요인들을 알아보기 한 연구이다. 분석을 해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으며,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지역 노인의 22.6%가 양측틀니를 사용하 으

며, 편측틀니는 13.4%,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은 64.0%로 나타났다. 강원지역노인의 36.4%가 양

측틀니를 사용하고 13.7%가 편측틀니, 49.9%가 틀

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지역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 다(p<0.001).

2. 성별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강원지역 노인에게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연령, 가구소득, 기 생활수 여부, 직업분류, 교육

수 , 주 구강건강에 따라 서울지역과 강원지

역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 다(p<0.001).

3. 서울지역과강원지역노인의치과진료미수진여부

에서는 서울지역 노인의 16.6%, 강원지역 노인의

22.3%가 필요치과진료 미수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 으며(p<0.001), 필요치과진료 미수진사유로 서

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 모두 경제 인 이유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 틀니이용 행태는 지역간에 차

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한 틀니이용행태에연령, 가

구소득 등 많은 요인들이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노인 틀니 건강보험 여화

사업이 확 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지역환경 차이에

따른정책 배려등다양한노력과 책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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