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질병관리청의 2019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의하면 

치아나 의치 및 잇몸 등의 문제로 인해 저작과 발음의 

불편을 느끼는 구강기능제한율과 저작불편호소율은 연

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기능제한율과 저작불편호소율은 각각 

39.8%와 36.9%로 보고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작이나 발음 불편과 같은 구강건강에 문

제가 생기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저작과 발음 불편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치아의 

상실은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 치아의 상실은 노인에게 있어 가

장 대표적인 구강건강문제로, 치아가 상실되면 저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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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저하되어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져 일상생활의 전

신적인 피로감과 의욕 저하로 인해 건강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노인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어 자연치아가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 저작능력이 나쁘고 구강

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낮아진다[3-5]. 하

지만 치아의 상실로 의치를 장착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치보철치료를 통해 축소된 구강기능이 회복되고 구

강건강상태가 증진되어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 의치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상태와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따라서 평균기대수

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치를 장착한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구강건강수

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뿐 아니라 의치를 장착한 노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치장착 노인

들에게 있어서 구강기능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주관

적 저작수준과[8] 의치에 대한 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저작정도는 주관적인 구강건강관련 지표로, 

노인의 보철(의치)포함 전체 기능치아 수와 주관적 저

작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저작

능력은 전체 기능치아 수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주관적 저작정도와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잔존치아가 많을수록 주

관적인 저작정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9,10]. 또한, 저작능력은 구강건강뿐만 아

니라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잔존치아가 

없는 무치악 노인에게 있어 총의치의 장착은 영양 상태

를 개선하여 전신건강상태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1,12]. 

의치장착 노인들에게 의치는 구강증상과 기능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치를 올바르게 사용하

면 구강기능에 적절한 도움을 주어 노인들의 음식섭취

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고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을 향

상시키므로 의치에 대한 만족도는 의치장착 노인의 구

강건강관련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치장착 노인들은 의치의 기능적인 측면을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고 있다[13-15]. 이

렇듯 의치는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도구이지만, 노인들의 구강상태에 따라 의치

고정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작 시 동통을 유발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효율적인 의치관리를 통해 저작기능을 유지하고 의치

로 인한 구내염 등을 예방하여 의치장착 노인들의 만족

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14.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관련 특성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저작수준 및 의치에 대한 만족도의 연관성을 알아봄으

로써 의치장착 노인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며, 향후 의치장착 노인들의 주관적 저작수준과 

의치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치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추가적인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저작

기능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구강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의치를 장착한 노인들의 주관적 저작능력

과 의치만족도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

일까지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에 거주하

는 65세 이상 의치장착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

힌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으며, 다

소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력이 낮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는 개별 면접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

여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수

를 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은 0.95 수준으

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수는 207명으로 산출되

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수 212명은 최소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2.2.1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동거

유형의 5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의치관련 특성은 

의치종류, 의치사용기간, 의치제작횟수, 의치제작장소,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의 5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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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관적 저작수준

주관적 저작정도는 Chang[17]과 Cho 등[18]의 연

구를 참고하여 ‘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나쁘다’ 2점, ‘매우 나쁘다’를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좋음’(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다)과 ‘나쁨’(매우 나쁘다, 나쁘다)으로 재분류하였다.

2.2.3 의치만족도

의치만족도는 Ban 등[19]이 가철성 의치만족도 조

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Youn 등[20]이 일부 수정

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치료만족도(2

문항), 저작기능 만족도(2문항), 의치고정 만족도(2문

항), 심미적인 만족도(2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

누어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

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으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응답점수를 역환산하여 산출

하였다. 의치만족도 각 하위요인별 만족도 점수는 각 해

당 문항의 응답점수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눈 표준화 점수

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의치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치만족

도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865이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의치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였다.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저

작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검정)

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하였

다. 주관적 저작정도와 의치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치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IBM SPSS 22.0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양측 검정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여자가 58.5%로 남자 41.5%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0∼79세 56.6%, 70세 미만 29.7%, 80세 이상은 

13.7%로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이 

85.4%로 고졸 이상 14.6%보다 많았다. 소득수준은 

100∼199만원이 53.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 

34.9%, 200만원 이상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유형은 동거가 61.3%로 독거 38.7%보다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88 41.5

Female 124 58.5

Age

<70 63 29.7

70∼79 120 56.6

≥80 29 13.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81 85.4

≥High school 31 14.6

Household 

income level

<100 74 34.9

100∼199 113 53.3

≥200 25 11.8

Cohabitation Type
Living together 130 61.3

Living alone 82 38.7

3.2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저작수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저작수준은 Table 2와 같으며 성별과 연령, 교

육수준 및 의치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성별은 남성이고(χ2= 4.010, p=.045), 연령은 70

세 미만이며(χ2= 7.920, p=.019), 교육수준은 고졸 이

상이고(χ2=5.421, p=.020), 의치종류는 부분의치만 장

착하고 있는 경우(χ2=8.601, p=.003)에 주관적 저작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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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nture-related 

characteristics   Unit : N(%)

Variable Division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Good Bad Total χ2(p)

Gender
Male 47(53.4) 41(46.6) 88(100.0)

4.010(.045)*

Female 49(39.5) 75(60.5) 124(100.0)

Age

<70 35(55.6) 28(44.4) 63(100.0)

7.920(.019)*70∼79 54(45.0) 66(55.0) 120(100.0)

≥80   7(24.1) 22(75.9) 29(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6(42.0) 105(58.0) 181(100.0)

5.421(.020)*

≥High school 20(64.5) 11(35.5) 31(100.0)

Household income level 

<100 27(36.5) 47(63.5) 74(100.0)

3.599(.165)100∼199 56(49.6) 57(50.4) 113(100.0)

≥200 13(52.0) 12(48.0) 25(100.0)

Cohabitation Type
Living together 62(47.7) 68(52.3) 130(100.0)

0.787(.375)
Living alone 34(41.5) 48(58.5) 82(100.0)

Denture types
Only partial dentures 78(51.7) 73(48.3) 151(100.0)

8.601(.003)**

Including full dentures 18(29.5) 43(70.5) 61(100.0)

Denture wearing period

<3 14(53.8) 12(46.2) 26(100.0)

4.751(.093)3-9 49(51.0) 47(49.0) 96(100.0)

≥10 33(36.7) 57(63.3) 90(100.0)

Denture production 

number of times

1 37(48.1) 40(51.9) 77(100.0)

0.568(.753)2 52(44.4) 65(55.6) 117(100.0)

≥3   7(38.9) 11(61.1) 18(100.0)

Denture production 

place

Dental medical institution 83(47.4) 92(52.6) 175(100.0)
1.863(.172)

Unqualified person 13(35.1) 24(64.9) 37(100.0)

Dentures-related 

regular dental visits

Yes 64(49.6) 65(50.4) 129(100.0)
2.493(.114)

No 32(38.6) 51(61.4) 83(100.0)

Total 96(45.3) 116(54.7) 212(100.0)

*p<0.05, **p<0.01, by chi-square test

3.3 의치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의치만족도 하위요인인 일반적인 치

료, 저작기능, 의치고정, 심미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3과 같으며, 의치만족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의치만족도 하위요인 중 일반적인 치료

만족도는 2.92점, 저작기능 만족도는 2.48점, 의치고정 

만족도는 2.79점, 심미적인 만족도는 3.19점으로 심미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작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entur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Denture satisfaction Mean±SD 

General satisfaction 2.92±1.06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2.48±1.01

Fixation satisfaction 2.79±0.92

Aesthetic satisfaction 3.19±1.02

Total 2.86±0.79

3.4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교육수준에 따른 의치만

족도는 고졸 이상이 3.17점, 고졸 미만이 2.80점으로 나

타나 고졸 이상의 의치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으며(p=.018), 의치종류에 따른 만족도는 부분의치만 

장착한 경우가 2.94점으로 총의치를 포함하여 장착한 

경우 2.66점보다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21).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만족

도는 3년 이상 9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와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가 각각 2.83점, 2.77점으로 3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3.2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027), 의치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치과

를 방문하는 경우는 2.99점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경우 2.66점보다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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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nt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nture-related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Division
Denture satisfaction

N Mean±SD t or F(p)

Gender
Male 88 2.84±0.82

-0.340(.734)
Female 124 2.87±0.78

Age

<70 63 2.91±0.72

0.416(.660)70∼79 120 2.85±0.85

≥80 29 2.75±0.7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81 2.80±0.81

-2.394(.018)*

≥High school 31 3.17±0.64

Household income level 

<100 74 2.79±0.82

2.037(.133)100∼199 113 2.84±0.80

≥200 25 3.15±0.65

Cohabitation Type
Living together 130 2.88±0.81

0.585(.559)
Living alone 82 2.82±0.77

Denture types
Only partial dentures 151 2.94±0.77

2.325(.021)*

Including full dentures 61 2.66±0.82

Denture wearing period

<3 26 3.24±0.60a

3.675(.027)*3-9 96 2.83±0.80b

≥10 90 2.77±0.81b

Denture production 

number of times

1 77 2.97±0.77

1.319(.270)2 117 2.80±0.79

≥3 18 2.72±0.89

Denture production 

place

Dental medical institution 175 2.87±0.78
0.619(.537)

Unqualified person 37 2.78±0.87

Dentures-related 

regular dental visits

Yes 129 2.99±0.76
3.007(.003)**

No 83 2.66±0.80

*p<0.05, **p<0.01, by t-test or one-way ANOVA
a,b 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Scheffe's test

3.5 주관적 저작수준과 의치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저작수준과 의치만족도의 상관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의치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

과 주관적 저작수준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p<.01), 저작기능 만족도(r=.640, p<.01)와 

주관적 저작수준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and denture satisfaction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General satisfaction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Fixation satisfaction

Aesthetic 

satisfaction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1

General satisfaction .341**   1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640** .411** 1

Fixation satisfaction .522** .528** .588** 1

Aesthetic 

satisfaction
.323** .577** .337** .3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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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ffecting dentur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0.812 0.087 0.510 9.348 0.000*** 1.037

Dentures-related regular 

dental visits
0.479 0.088 0.295 5.428 0.000*** 1.030

Denture wearing period -0.136 0.064 -0.116 -2.118 0.035* 1.038

R2(adj.R2)=0.402(0.394), F=46.657(p<.001)
  

*p<0.05,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6 의치만족도 영향 요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하고, 의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다중공선성을 검

증한 결과 VIF의 수치가 10이하이므로 변수를 제외하

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제가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46.657(p<.001)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4%

를 보였고,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저작수준(β=.510, p<.001),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β=.295, p<.001), 의치사용기간(β=-.116, p=.035)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을수록, 의치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수록 의치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사용기간이 증가할수

록 의치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불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도 증가하

고 있으며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 의치보철치료는 

치아상실로 인해 저하된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회복시

킴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3]. 또한, 

의치를 장착한 노인들에게 있어서 의치에 대한 만족도

는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데 이는 의치로 인한  통증 및 저작불편 등의 구강

증상은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주관적

인 구강건강수준을 결정지으며 결국에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21,22]. 따

라서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노인들이 느끼는 구강증상의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

들의 저작기능유지는 구강관리영역의 하나로 관리되어

야 할 것이다[23,24]. 

이에 본 연구는 의치장착 노인들의 의치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의치관련 특성과 주관적 저작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의치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의

치장착 노인들의 주관적 저작수준과 의치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정책 마련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

적 저작수준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및 의치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저

작수준에서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은 70세 미만이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인 경우에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저

작기능이 불편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저작기능의 불편

함은 적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으며[25], 여성에 비해 남성 노인에서, 연령이 낮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잔존치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17,26]. 남

성의 경우 일의 수행능력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며 변화

하는 주위환경에 덜 민감하여 여성보다 의치적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27] 의치에 대한 적응

도가 높아 주관적 저작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

지 구강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치아

가 상실될 가능성도 높아져 잔존치아의 수가 감소함으

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저작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학

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28] 고졸 이상의 노인들이 고졸 미

만의 노인들에 비해 자신의 저작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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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저작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주관

적 저작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아건강지킴

이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노년기 이전부터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

져 노인들의 치아상실을 막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저작수준은 

부분의치만 장착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의치종류에 따른 저작기능 만족도는 

부분의치 장착자가 총의치 장착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20], 대부분의 의치 저작기능평가 항목은 의치사용 만

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는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15]. 따라서 부분의치 장착자가 총의치 

장착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인들의 저작기능을 유지

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방책이 노인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의 의치에 대한 하위요인별 만족도의 평균점

수는 각각 5점 만점에 심미적인 만족도 3.19점, 일반적

인 치료만족도 2.92점, 의치고정 만족도 2.79점, 저작

기능 만족도 2.48점 순으로 나타나 심미적인 만족도 

3.73점, 일반적인 치료만족도 3.56점, 의치고정 만족도 

3.45점, 저작기능 만족도 3.20점 순으로 나타난 농촌지

역 노인의 의치만족도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으나[25], 4점 만점에 심미적인 만족도 3.17점, 의치고

정 만족도 3.10점, 일반적인 치료만족도 2.94점, 저작

기능 만족도 2.90점 순으로 나타난 연구와 5점 만점에 

의치고정 만족도 3.49점, 심미적인 만족도 3.42점, 일

반적인 치료만족도 3.34점, 저작기능 만족도 2.69점 순

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19,20]. 이처럼 

의치만족도 점수와 하위요인별 순서에서 연구자마다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조

사 시기 및 지역 등에 의한 다양한 변수의 작용과 시행

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영향 등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되

므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조사 시기 및 지역 등의 변

수를 고려한 의치만족도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

만족도는 교육수준과 의치종류, 의치사용기간 및 의치

관련 정기적 치과방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에서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

인 노인들이 의치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치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5,29].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30,31], 의치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구강병 예방이나 의치관리 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에서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의치장착 노인들을 고려한 구강

보건교육과 의치관리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에서 의치종류는 부분의치만 장착하고 있는 

경우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치만 사용하는 경우에 의치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29,32]. 이는 부분의치는 저작기능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잔존치아들로 인해 총의치보다 유지력이 

더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의치사용기

간에 따른 만족도는 3년 미만으로 사용한 노인들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치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군에 비해 10년 이상인 군에서 저작기능 만족도와 의치

고정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의치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서 저작기능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다고 한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8,19]. 의치관

련 정기적 치과방문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 노인들에서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3], 의치관리

를 위한 치과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8,2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노인들의 의치제작장소 

80% 이상이 치과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치제작 후에

도 치과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의치관리를 받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된 치과진료를 치과 

의료기관에서 받는 대상자의 의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3].

노인들의 주관적 저작수준과 의치만족도의 모든 하

위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하위요인 중 저작기능 만족도와 주관적 저작수

준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의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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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중 저작기능 만족도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가

장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유의한 변수였다고 한 연

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13].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

관적 저작수준,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의치사용기

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을수록 의

치만족도가 가장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구강

건강인식이 양호할수록 의치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와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였다는 연구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8,13,20,29], 저작에 대한 

만족도는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이

를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15]. 이는 치아의 상실로 감소

됐던 저작기능이 의치보철치료를 통해 회복됨으로써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어 나

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관적인 구강건강관

련 지표인 주관적 저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치의 

저작기능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의치환자관리와 의치로 인한 구강통증과 저작 불편 시 

노인들이 의치수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 치과에 

내원하여 의치조정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치

수리비용 지원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의치만족

도는 의치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

한 적절한 접근과 정기적인 검진은 구강질환의 이환율

을 감소시키고 치아의 기능을 보존하며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33]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로 의치장착 노인들이 구강건강상태를 유지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더라

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의치를 관리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치사용기간에 대한 만족

도는 의치사용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사용기간의 증가와 함께 연령도 증가하

면서 구강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아짐으로 인해 치

아상실이나 잔존치조골의 감소로 인한 의치의 유지력

이 점점 더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

서 치아의 상실과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의치를 안정감 

있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의치장착 노인들을 정기적

으로 관리해주는 의치환자관리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의치장

착 노인들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건

강관리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34].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와 충남의 일부지역인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

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치장착 노인

들의 의치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 및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관련 지표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저작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저작수준에 대한 평

가를 노인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객

관적 측정도구를 이용한 평가와 더불어 잔존치아 및 기

능치아의 수와 저작수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치장착 노인들과 

의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인들 간의 저작수준을 비교하

는 연구도 진행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저작능

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노인들의 주관적 구강

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중요

하고 기본이 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홍보하여 연령증

가에 따른 치아상실에 미리 대처하는 정책마련이 요구

된다. 또한, 의치장착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관련 구강

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의치관리방법 등에 대한 의치관

련교육을 의치제작 후에는 의치를 직접 제작한 치과 의

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치과연계 관리프

로그램을 강화하여 의치에 대한 사후관리와 의치를 사

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인식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용부담의 이유로 불편한 의치를 제때에 수

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치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도 조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관련 특성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저작수준 

및 의치에 대한 만족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이다.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치장착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치만족도 하위요인 중 저작기능 만족도와 주관적 저

작수준이 가장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만족도는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을수록 의치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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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의치사용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치장착 노인들의 저

작기능유지에 도움을 주고 의치로 인한 구강질환을 예

방하는 등의 의치관리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의치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치의 사후관리프로그램과 의치수리비용 지원정책 등

이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더 활발하게 시행되

어 의치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저작수준이 높아지고 

더불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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