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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
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단계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5.6%)으로 현재의 약 3배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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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understand the incidence, prevalence of denture stomatitis in denture wearers, who were over 60 years old, and use the 
results for a fundamental data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bout denture stomatitis and its education tools. Materials and methods: From August 21 to September 8 2017, 
500 denture wearers, who were more than 60 years old in Seoul and 4 other metropolitan cities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received questionnaires. The ques-
tionnaires included denture wearers’ demographic distributions, specific dental treatment experiences, discomforts with current dentures, their oral health conditions, and the 
method of denture cleansing. Results: Thirty-two percent of 500 denture wearers responded that they have healthy oral conditions. Two hundred and eight respondents 
(41.6%) were aware of denture stomatitis. Only 131 (26.2%) were informed about the removable dentur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327 (65.4%) of denture 
wearers were using the improper denture cleansing methods. Conclusion: A large number of denture wearers still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per treatment for 
denture stomatitis, insurance covered denture treatments, and adequate denture cleansing method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8;56: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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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naires
Dimension Question

Subject’s 
characteristics

What is your gender?
How old are you?
Where do you live?
What is your job?
How much do you earn?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have?
Do you smoke?
Do you drink?

Denture use 
status

How long have you been wearing a denture?
How much did you wear your current denture?
What kind of dentures are currently in use and what are 
their parts?
What is the material of the complete denture?
How long does it take to wear a denture during a day?
What are the inconveniences of wearing a denture?

Oral health status 
and denture 
stomatitis

What is your current oral condition?
Do you know the denture stomatitis?
Have you experienced denture stomatitis?
How many times have you experienced denture stomatitis?
Where did the denture stomatitis occur?
What are the inconveniences of denture stomatitis?
What is the solution of denture stomatitis?
Do you visit the dentist regularly?
How regularly do you visit the dentist?
Have you ever been educated in denture stomatitis at 
a medical facility?
What is your overall health?
Do you know about the denture insurance system?

Denture 
management

How often do you clean your dentures?
How do you clean your dentures?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denture cleaning method?
Do you use denture cleanser?
How often do you use denture cleanser?
Do you use a denture adhesive?
How do you keep your dentures at bedtime?

길어진 수명으로 노인들은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을 노년기로 
생을 보내게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단
순히 수명의 연장의 시간이 아닌 만족스러운 삶의 영위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은 사회적인 
유대관계유지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 향상을 위한 활동 및 경
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데, 노인에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건강 문제이다.2 구강 건강은 섭식과 관련되

어 전신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의 영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3 노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결손치의 증가는 섭식장애를 야기하여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저
하시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5 가철성 의치는 노인의 
저작 기능 및 심미적 욕구 충족 등 치아 기능을 보완하여 전신 건
강상태를 유지 및 향상 시켜 노인들의 행복과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6-8 

무치악부를 보철적으로 수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흔히 
틀니라고 불리는 의치가 이용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틀
니를 포함한 보철치료를 받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9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랜 숙원사업이

었던 노인의 틀니 건강보험적용을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있다. 이로인해 많은 노인들이 
보험의치혜택을 받았으며, 노인의 구강 건강 회복및 유지에 기
여하고 있다.10 국내 의치사용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의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11월부터 보험의치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시행하여 의치 
사용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치 급여화정책

으로 인해 의치사용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의치의 유지 및 관리

상태와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강보건정

책수립 및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한치과보철학회 주도로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총 500명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전문 리서치기관(MACROMILL EMBRAIN, Seoul, 
Korea)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리서치기관의 연구원들은 사전교

육을 통해 연구내용에 관해 완전히 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항목

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
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1), 조사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해 정리하였다.

결과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연구대상자를 성별

과 인구 구성비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성별은 남성 
230명(46%), 여성 270명(54%)이었고, 인구 구성비에 따라 서울

이 260명(52.0%)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07명(21.4%), 대구65
명(13.0%), 대전 35명(7.0%), 광주 33명(6.6%)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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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 %

Gender Male 230 46.0
Female 270 54.0

Age (years) 60 - 64 463 32.6
65 - 69 127 25.4
70 - 74 102 20.4
75 + 108 21.6

Region Seoul 260 52.0
Busan 107 21.4
Daegu 65 13.0
Daejeon 35 7.0
Gwangju 33 6.6

Occupation Self-employed 187 37.4
Employer 41 8.2
Housewife 163 32.6
Unemployed/Retired 109 21.8

Income - 199 172 34.4
(10,000 won) 200 - 299 139 27.8

300 - 399 95 19.0
400 + 94 18.8

Family members 1 67 13.4
2 312 62.4
3 83 16.6
4 30 6.0
5 + 8 1.6

Smoke Often 62 12.4
Occasionally 26 5.2
Used to, not now 100 20.0
Non-smoker 312 62.4

Drink Often 45 9.0
Occasionally 171 34.2
Used to, not now 88 17.6
Non-smoker 196 39.2

Table 3. Period of denture wearing (%)

Period
Total

Gender Age Experience of 
denture stomatitis

M F 60 - 64 65 - 69 70 - 74 75 ≤ Yes No
N 500 230 270 163 127 102 108 147 353

Total period

< 1 y 4.2 3.9 4.4 6.7 3.9 2.0 2.8 2.0 5.1
1 - 3 y 32.4 34.3 30.7 52.8 34.6 17.6 13.0 27.9 34.3
3 - 5 y 22.2 21.7 22.6 23.3 23.6 28.4 13.0 21.1 22.7
5 - 7 y 13.4 15.2 11.9 9.8 16.5 13.7 14.8 10.9 14.4
7 - 10 y 5.2 4.3 5.9 1.2 4.7 5.9 11.1 5.4 5.1
10 - 20 y 16.8 14.8 18.5 4.3 14.2 27.5 28.7 25.9 13.0
20 y < 5.8 5.7 5.9 1.8 2.4 4.9 16.7 6.8 5.4
mean 5.70 5.39 5.96 3.07 4.66 6.95 9.70 6.73 5.27

Current period

< 5 y 66.6 67.8 65.6 85.9 73.2 54.9 40.7 58.5 70.0
5 - 10 y 20.6 21.7 19.6 11.0 18.1 26.5 32.4 23.1 19.5
10 - 20 y 10.8 9.1 12.2 2.5 7.9 16.7 21.3 15.6 8.8
20 y < 2.0 1.3 2.6 0.6 0.8 2.0 5.6 2.7 1.7

연구대상 의치사용자의 의치 총 사용 기간은 평균 5.7년이었

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66.6%(333명)가 현재 사용 중인 의치

의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3명(20.6%), 10 - 20년은 54
명(10.8%), 20년 이상은 10명(2.0%) 이었다. 의치성 구내염 경
험여부는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Table 3). 하루 중 의치를 사용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자기 전까지 사용(평균 16 - 17시간 이상)한다는 응답자가 260
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치 사용시 불편 사
항으로는 ‘음식물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자주 낌’이란 응답자

가 108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씹는 힘이 약해져 음식 섭
취가 불편함’ 58명(11.6%), ‘틀니 때문에 잇몸이 불편함’ 49명

(9.8%) 순이었다 (Table 4).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경우 의치사용자는 ‘입 냄새’ 
21.6%, ‘입안 건조’ 18.8%, ‘이/잇몸 시림’ 16.8%, ‘입 속 염증 발
생’ 11.2% 등의 증상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대상자 중208명(41.6%)이 의치성 구내염에 대해 인지하

고 있으며, 147명(29.4%)은 의치성 구내염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
는 대상자는262명(52.4%)으로 절반 정도였으나, 치과에서 의치

성 구내염에 관련한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은 84명(16.8%)에 
불과하였다 (Table 5).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 26.2%(131명)
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3.8% (Table 6)
에서는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
지율은 60 - 65세에서 34.4%, 65 - 69세에서 27.6%, 70 - 74세에

서 19.6%, 75세 이상에서 18.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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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onvenience when using the removable denture (%)

Inconvenience
Total

Gender Age Total period of denture wearing (year) Experience of 
denture stomatitis

M F 60 - 64 65 - 69 70 - 74 75 ≤ < 3 3 - 5 5 - 10 10 < Yes No
500 230 270 163 127 102 108 183 111 93 113 147 353

Food impaction under  
denture 21.6 23.0 20.4 23.3 18.1 21.6 23.1 26.2 20.7 25.8 11.5 19.0 22.7

Weak chewing force 11.6 10.9 12.2 11.0 13.4 10.8 11.1 12.0 12.6 8.6 12.4 16.3 9.6
Gingiva discomfort 9.8 9.1 10.4 8.6 7.9 13.7 10.2 8.2 8.1 14.0 10.6 19.0 5.9
Pain 8.4 8.7 8.1 7.4 7.9 7.8 11.1 9.3 9.0 5.4 8.8 15.6 5.4
False odor 8.4 8.3 8.5 8.6 8.7 7.8 8.3 8.2 9.9 9.7 6.2 7.5 8.8
Decreased retention 4.6 4.3 4.8 3.7 3.9. 2.0 9.3 1.6 3.6 2.2 12.4 5.4 4.2
Stained denture 2.0 3.5 0.7 3.7 2.4 - 0.9 2.7 0.9 3.2 0.9 0.7 2.5
Denture movement 1.8 1.7 1.9 1.8 2.4 2.0 0.9 1.1 1.8 2.2 2.7 2.0 1.7
Wound by denture 1.8 1.3 2.2 1.2 2.4 2.9 0.9 1.1 1.8 1.1 3.5 6.1 -
Unfavorable appearance 1.8 2.2 1.5 2.5 2.4 - 1.9 1.6 1.8 2.2 1.8 1.4 2.0
Incorrect pronunciation 1.6 1.3 1.9 1.2 0.8 2.0 2.8 0.5 0.9 - 5.3 2.7 1.1
Frequent looseness 1.4 2.2 0.7 0.6 1.6 2.0 1.9 0.5 1.8 1.1 2.7 2.7 0.8
Clattering sound 0.4 - 0.7 - - - 1.9 - - 2.2 - - 0.6
None 24.8 23.5 25.9 26.4 28.3 27.5 15.7 26.8 27.0 22.6 21.2 1.4 34.6

Table 6. Recognition about denture health insurance (%) 
Age Regular visit

60 - 64 65 - 69 70 - 74 75 ≤ Yes No
163 127 102 108 262 238

Recognition Yes 26.2 34.4 27.6 19.6 18.5 24.0 28.6
(500) No 73.8 65.6 72.4 80.4 81.5 76.0 71.4
Cognitive contents* Once in lifetime 42.7 35.7 45.7 45.0 55.0 41.3 44.1
(131) Once every few years as needed 36.6 46.4 34.3 35.0 15.0 39.7 33.8

All treatments related to dentures included 
in insurance 20.6 14.3 28.6 20.0 25.0 9.5 30.9

All treatments received during the first year 
after treatment included in insurance 19.1 23.2 17.1 25.0 5.0 19.0 19.1

Surveyed crown not included in insurance 14.5 16.1 17.1 15.0 5.0 15.9 13.2
* Allow duplicate responses 

Table 5. Denture stomatitis: Recognition, experience, no. of experience, education (%) 

Total
Age Total period of denture wearing (year) Denture cleaning Regular visit

60 - 64 65 - 69 70 - 74 75 ≤ < 3 3 - 5 5 - 10 10 < 3 2 ≤ 1 Yes No
500 163 127 102 108 183 111 93 113 140 233 127 262 238

Recognition
(500)

Yes 41.6 47.9 40.2 43.1 32.4 40.4 43.2 39.8 43.4 47.9 45.1 28.3 50.0 32.4
No 58.4 52.1 59.8 56.9 67.6 59.6 56.8 60.2 56.6 52.1 54.9 71.7 50.0 67.6

Experience
(500)

Yes 29.4 30.7 22.0 34.3 31.5 24.0 27.9 25.8 42.5 30.0 30.5 26.8 41.8 16.4
No 70.6 69.3 78.0 65.7 68.5 46.0 72.1 74.2 57.5 70.0 69.5 73.2 58.8 83.6

No. of 
experience
(147)

Always 6.8 8.0 - 11.4 5.9 4.5 3.2 8.3 10.4 88.1 77.5 91.2 7.4 5.1
ST/month 9.5 8.0 10.7 8.6 11.8 6.8 6.5 20.8 8.3 7.1 15.5 - 8.3 12.8
ST/year 83.7 84.0 89.3 80.0 82.4 88.6 90.3 70.8 81.3 4.8 7.0 8.8 84.3 82.1

Education
(500)

Yes 16.8 16.0 17.3 19.6 14.8 21.3 17.1 12.9 12.4 17.1 18.0 14.2 26.3 6.3
No 83.2 84.0 82.7 80.4 85.2 78.7 82.9 87.1 87.6 82.9 82.0 85.8 73.7 93.7

ST: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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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nture cleansing methods used

Total 
Recognition of right and wrong

Right Wrong Do not know

500 354 5 141

No. of  cleaning (500)
3 28.0 76.4 0.7 22.9
2 46.6 66.1 - 33.9
≤ 1 25.4 73.2 - 23.6

Cleaning method (500)

Toothpaste & brushing 33.6 69.6 0.6 29.8
Flowing water 24.8 66.1 1.6 32.3
Immerse in cleaner overnight 17.2 75.6 - 24.4
Immerse in cleaner, then in water 15.6 83.3 2.6 14.1
Kitchen detergent 4.6 78.3 - 21.7
Salt water 3.8 31.6 - 68.4
Immerse in water 0.4 50.0 - 50.0

Cleaner use (500)
Yes 49.4 78.1 0.8 21.1
No 50.6 63.6 1.2 35.2

Regular visit (500)
Yes 52.4 62.6 0.8 36.6
No 47.6 79.8 1.3 18.9

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치과 정기 검진자에서 76.0%, 비정기 검
진자에서 71.4%가 처음 듣는다고 답하여 치과 진료를 정기적으

로 받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연구대상자의 의치 관리 현황으로는 의치사용자 중 233
명(46.6%)이 의치를 하루에 2번 정도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치 세척 방법으로는 ‘양치하듯이 치약으로 틀니를 닦
는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흐르는 찬물에 
헹군다.’가 24.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4%에서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정제 사용자의 
31.6%는 매일 한번 이상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치 부착제는 전체 90.2%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

였다 (Table 7).

고찰

노령 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특히,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근래에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노인들의 구강 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치아 상실로 인한 
섭식의 어려움인데,11 이는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무치악 혹은 부분무치악 노인들의 치아 상실부 수
복을 위한 의치의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 많은 노인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평균 월 소득은 177만 1,400원12으로 노인 인구의 약 4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13 2017년 11월부터 급여의치의 본

인부담금 인하 적용으로 과거 비급여 의치 치료비에 대한 부담

으로 의치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노인들의 의치 치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져 의치 사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 중 58.8%는 의치를 사용한 총 기간

이 5년 미만이고,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경우 사용기간은 5년 미
만이 66.6%로 나타났다. 이는 의치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된 
2012년 이후 의치를 새로 제작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80.0%의 의치사용자들은 아침식사 시부터 저녁식사 
후까지 의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75.2% 의치사

용자들은 의치 사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치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많은 수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

하지만 저작 기능 및 사회생활을 위한 심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의 41.6%로 절반에 미치

지 못하였다. 구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32.2%의 의치

사용자는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인지가 32.3%로 전체 대상자

의 인지율보다 낮았고, 의치성 구내염 관련 증상인 입 냄새가 나
거나(53.7%), 입속에 염증이 자주/종종 발생(66.1%)하거나, 잇
몸 통증(58.3%)을 호소하는 의치사용자들은 전체보다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높은 인지율을 보여줬다. 이러한 인지율과 더불

어 의치성 구내염은 전체의 29.4%의 의치사용자들이 경험하였

으며, 특히, 10년이상의 의치 총 사용기간을 가진 의치사용자에

서 42.5%로 높게 나타났다. 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치성 구
내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용자는 적었으며, 특히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호소하는 212명 중 의치성 구내염을 인지하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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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3명(58%)로 질환에 따른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나 자신이 
어떠한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또
한,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한 환자들은 여러 차례 증상을 반복적

으로 경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의치성 구내염 증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 ‘치과 방문’을 하는 틀니 사용자가 68명

(46.3%)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의치성 구내염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더라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정

도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의치사용자는 262명(52.4%)이

었으며, 의치성 구내염 경험군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비율이 73.5%로 약간 높았다. 치과 검진 빈도는 1년에 1번 정도 
치과 검진을 받는 경우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16.8%(84명)만이 안내 또는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정기

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의치성 구내염 경험군에서도 의치성 구내

염에 대한 안내나 교육 경험은 28.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의치사용자들에게 의치성 구내염에 관한 안내 또는 교
육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치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만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의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6.2%에서만 들
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치건강보험제도

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인지율

은 낮았고, 의치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의치사용자들조

차도 ‘평생에 한 번 보험으로 의치치료 가능’, ‘필요에 따라 몇 년
에 한 번씩 의치를 재 제작 가능’ 등 부정확한 내용으로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당시 의치건강보험급여

화 시행을 앞두고 조사한 연구14에서 보여준 의치건강보험금여

화 인식률 61.7%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지경로를 
주로 치과의원과 방송매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조
사에서 치과 정기 검진자 중 76.0%가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다.’라고 응답하여, 과거 의치건강보험제도 시행 당시

에 계획하였던 교육 및 홍보 과정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의치보험에 대한 환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그대로 
치과계 종사자의 몫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의치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의치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의치 관리 현황은 ‘하루에 2번 정도 틀니를 닦는다.’가 46.6%, 
‘하루 3번 식사 후 늘 닦는다.’가 28.0%로 나타났다. 의치 세척 
방법으로는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39.4%로 많은 수의 의치사용자가 제대로 된 세척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치 세정 방법이 올바

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65.4%로 잘못된 세정방법을 사
용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올바르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
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치를 세척,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아 틀니를 새로 장착하는 당시 뿐 아니라, 정기 

검진 때에도 틀니 세정제 사용 및 올바른 세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여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농촌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구
강건강, 의치건강보험, 올바른 의치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
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치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치

에 대한 노인의 접근은 더 용이해졌으나, 노인들의 구강건강, 의
치건강보험, 올바른 의치 관리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높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치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구강건강, 의치건강보험 및 올바른 의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의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

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위한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결론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

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

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
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 의치사용자의 의치 총 사용 기간은 평균 5.7년이

며, 의치성 구내염 경험은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75.2%에서 불편감을 느끼

면서 의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연구대상 의치사용자는 많은 수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증

상을 가지고 있으나, 의치성 구내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용

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 증상 발생 시 해
결 방법으로 ‘치과 방문’을 하는 의치사용자는 의치성 구내

염 경험자의 46.3%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역시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16.8%만이 안내 또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3.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전체의 26.2%에서만 들어

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 의치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의치사용자들도 부정확한 내용으로 보험제도에 대해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치 관리는 ‘하루 2번 이상 틀니를 닦는다.’가 74.6%로 높

게 나타났으나, 의치세정제를 사용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세
정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60.6%로 많은 수의 의치사

용자가 제대로 된 세척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잘못된 방
법을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65.4%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과의사로서 적절한 의치의 제작뿐아니라,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의치관리법의 교
육 및 홍보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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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김선재1 � 김성균2 � 노관태3 � 안수진4 � 백상현5 � 김지환6 � 유동기7 � 김경록1 � 권긍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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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생체재료 보철과, 5에스플란트치과병원, 6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7유동기 치과의원

목적: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의 대국민 홍보 및 인
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용된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
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
치성 구내염은 208명(41.6%)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6.2%(131명)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5.4%(327명)의 의치사용자가 잘못된 의치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의치사용자의 많은 수가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지 2018;56: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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