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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2016-2018

김별, 정회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Self-reported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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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were investigated using a single-item scale, Self-Reported 

Oral Health (SROH), which is recognized for its reliability. Among the data of the 7th period (2016-2018)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elderly 65 years or older were targeted, and negative responses to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by select-

ing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and behavioral variables, oral health status and management behavioral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5.0. 

Subjective general health status, maxillary and mandibular prosthesis status, number of decayed teeth, and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n the other hand, the patients who had full dentures and 13-28 

missing teeth responded that their subjective oral health was better than those without prostheses and missing teeth.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not only to have a large number of teeth left, but to keep them in good health. Therefore, more ef-

forts should be made to keep the teeth of the elderly more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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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평균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

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화와 건강에 관한 보고서(World Report on 
Aging and Health)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건강한 노화

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영역”이라고 보고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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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구강 건강이 필수적이며,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사회에서 치의학을 포
함한 의학 분야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
다.5 그러나 건강은 질병의 부재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건
강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도 포함한다.6 

이러한 구강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역학조사

는 국가의 구강 건강 목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인 또는 인구

집단의 구강건강상태 변화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측정하기

가 다소 어렵고,7 임상적 구강건강상태는 실행 계획 및 비
용적인 문제로 인해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제한적으로 사
용된다.8 이러한 점들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인구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 항목 척도(single-
item scales)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Self-Reported Oral 
Health, SROH)의 사용을 권장하였다.8,9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항
목이며, 자신의 구강 건강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기반으

로 한 개인의 간결한 제안이기 때문에,7,10,11 심리 사회학, 노
인학 및 보건 의료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8-11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유효한 구강건강 척도로 신뢰성이 
인정되었으며,12-16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와 같은 다
른 주관적인 구강 건강 척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17 뿐
만 아니라, 치아 상실, 치아 우식 경험, 치주 건강 상태 및 
기타 구강 질환과 같은 임상적인 구강건강상태와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8,19 2007년 미국 질병통제예

방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미국 치주학회(American Academy of Periodon-
tology; AAP)에서 치주염 유병률을 예측하기 위한 자가 보
고식 설문지 척도가 개발되었는데,20-22 이는 모집단의 치주

염 유병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하였다.20,21 이러한 결과는 자
가 보고식 설문지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

에 대한 인구기반 치주염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CPI의 대용

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가

보고식 설문은 인구 유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
구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23 그러나 노인의 주관적 구
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성이 인정된 단일 항목 척도

(single-item scale)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Self-Reported 

Oral Health, SROH)를 사용하여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역
학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

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 건강설문조

사(Health Interview Survey), 검진조사(Health Examina-
tion Survey) 및 영양조사(Nutrition Survey)의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3년 주기로 시
행하였으며, 국가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24 건강설문조사 및 영양조사, 검진조사

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7기(2016-2018)의 자료를 원

시자료 이용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
용하였으며, 3개년의 원시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 대상자의 
수는 스스로 보고한 주관적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65세 이상의 노인 3,271명이었다.

2. 연구변수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
문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스스로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5점 척
도로 평가하는 항목인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 변수를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나쁜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수의 ‘1-3’점을 좋음으로, ‘4-5’점을 
나쁨으로 이분화 하여, 나쁘다고 응답한 것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건
강상태 및 행태 변수, 구강 건강상태 및 관리 행태 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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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5년 간격으

로 분류 하였다. 교육수준은 조사 시점 최종 학력을 기준으

로 하여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4단계

로 분류하였고,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 ‘중하’, ‘중상’, ’상’의 4개의 기준으로 범주화 하였

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 ‘읍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나.	건강상태	및	행태	변수

주관적 전신건강상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5점으로 평가하는 설문 항
목이나, 분석 상의 편의를 위하여 ‘좋음’, ‘보통’, ‘나쁨’의 
3점 척도로 분류하였다. 음주 상태는 '1년간 음주 빈도’ 변
수를 사용하여 월 1회를 기준으로 ‘월 1회 미만’, ‘월 1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상태는 ‘현재 흡연 여부‘ 변수

를 사용하였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비흡연자’, ‘과거 흡연

자’, ‘현재 흡연자’의 3개의 기준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	구강	건강상태	및	관리	행태	변수

상·하악 보철물 상태는 ‘보철물 없음’, ‘고정성가공의치 
한 개’, ‘고정성가공의치 두 개 이상’, ‘국소의치만 있음’,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 ‘총의치’로 분류된 기
준에서 ‘상악 보철물 상태’와 ‘하악 보철물 상태’를 합하

여 ‘없음’, ‘고정성가공의치’, ‘고정성가공의치+국소의치’, 
‘총의치’의 4단계로 범주화 하였다. 우식치아(Decayed 
Teeth, DT)는 ‘5개 미만’과 ‘5개 이상’의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상실치아(Missing Teeth, MT)는 ‘0개’, ‘1-6
개’, ‘7-12개’, ‘13-28개’의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건전+충전치아(Sum of  Filled and Sound Teeth, FST)는 
‘20개 미만’과 ‘20개 이상’의 2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치주 상태는 지역사회 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기준으로 CPI 3 미만을 ‘양호함’으로 분류

하였으며, CPI 3 이상을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씹기 문제

와 말하기 문제는 각각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에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발음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는 설문이며, 분석을 위해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칫솔질 빈도는 칫
솔질 시기를 합산하여 하루 2번 미만, 2번 이상으로 분류하

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는 1가지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음’, 1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함’
으로 분류하였다. 치과 병의원 이용 여부는 최근 1년간 방
문 여부를 기준으로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으로 분류하

였다. 

3.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
행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건강상태 및 행태 변수, 구강 건강상태 및 관리 행태 
변수를 선정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 하나의 변수라도 결측치가 있다면 그 관측치 
전체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전체 대상자 3,426명 중 분석에 
이용된 최종 대상자의 수는 3,271명이었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는 65세 이상 노인 총 3,271명이 포함되었으

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65세 이
상 노인은1,675명, ‘나쁨으로 응답한 노인은 1,75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나쁨’ 으로 응답한 대상자 중 남성이 746명(50.9%), 여성

이 1,005명(51.2%)이었다. 연령의 경우, 65-69세의 그룹에

서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고,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나머지 그룹은 본
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모두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에 
속할수록 ‘나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건강상태 및 행태 관련 변수 중 주관적 전신건강상태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하는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도 ‘나
쁨’ 응답 비율이 낮아져, 두 변수 간 일치하는 양상이 나타

났다. 흡연 여부의 경우, 현재 흡연자(64.9%)가 과거 흡연

자(49.8%)나 비흡연자(49.6%)보다 ‘나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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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상태 및 행태 부분에서는 상·하악 보철물 상
태 중 고정성가공의치 및 국소의치(65.3%)에서 ‘나쁨’
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총의치(49.0%)에서

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우식치아 수의 경우, 5개 미
만 군(50.0%)보다 5개 이상 군(69.6%)에서 ‘나쁨’의 비율

이 높았으며, 상실치아 수의 경우, 7-12개의 치아 상실 군
(69.4%)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3-28개의 치아 

상실군(51.5%)이 높았다. CP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PI 
3 미만 군(37.2%)보다 CPI3 이상 군(48.8%)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전+충전 치아 수의 경우 20개 이
상 군(39.4%)에 비해 20개 미만 군(58.6%)에서 ‘나쁨’의 
비율이 더 높았다. 씹기 문제와 말하기 문제의 경우 불편하

다고 응답할수록 ‘나쁨’의 분포도 증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Good Bad

P-value
N % N %

Age 65 - 69 551 52.0 508 48.0 0.033
70 - 74 441 48.1 475 51.9
75 - 79 376 45.3 454 54.7
80+ 307 49.4 314 50.6

Gender Male 719 49.1 746 50.9 0.849
Female 956 48.8 1005 51.2

Income level Low 765 44.9 939 55.1 < 0.001
Mid-low 467 51.5 440 48.5
Mid-upper 259 51.6 243 48.4
Upper 171 58.4 122 41.6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878 46.1 1028 53.9 0.001
Middle school 257 54.0 219 46.0
High school 281 52.8 251 47.2
≥ College 163 54.0 139 46.0

Place of residence Urban(Dong) 420 46.4 485 53.6 0.082
Rural(Eup/Myeon) 1255 49.8 1266 50.2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402 37.5 669 62.5 < 0.001
Normal 803 52.4 728 47.6
Good 398 59.5 271 40.5

Drinking status less than once a month 1091 49.1 1131 50.9 0.784
More than once a month 556 48.6 588 51.4

Smoking status Never smoked 1069 50.4 1054 49.6 < 0.001
Former smoker 470 50.2 466 49.8
Current smoker 106 35.1 196 64.9

Condition of maxillary and None 417 56.8 317 43.2 < 0.001
mandibular prostheses Fixed prosthodontics 652 50.9 630 49.1

Fixed prosthodontics or partial denture 240 34.7 452 65.3
Complete denture 366 51.0 351 49.0

Decayed teeth(DT) < 5 1616 50.0 1616 50.0 < 0.001
 ≥ 5 59 30.4 135 69.6
Missing teeth(MT) 0 663 53.9 567 46.1 < 0.001

1 - 6 526 52.9 468 47.1
7 - 12 165 30.6 375 69.4
13 - 28 321 48.5 34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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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관적 전신건강상태, 보철상태, 우식 치아 수, 상실 치아 
수, 건전+충전 치아 수와 CPI(Community periodontal 
index), 씹기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상
대적으로 젊은 노인일수록, 주관적 전신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
철물이 없을 때에 비해서 고정성 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식 치아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 비
해서 5개 이상인 경우, 상실 치아 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1-12개인 경우, CPI는 3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3 이상인 경
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한편 총의

치를 갖고 있는 경우와 상실치아 수가 13-28개인 경우 보
철물이 없을 때와 상실 치아가 없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주
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임상적 구
강건강상태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Table 2).

Characteristic
Good Bad

P-value
N % N %

Filled + Sound teeth (FST) < 20 865 41.4 1224 58.6 < 0.001
≥ 20 810 60.6 527 39.4

CPI < 3 494 62.8 292 37.2 < 0.001
≥ 3 413 51.2 394 48.8

Chewing difficulty Discomfort 472 33.0 959 67.0 < 0.001
Normal 325 54.0 277 46.0
No discomfort 847 63.9 479 36.1

Speaking difficulty Discomfort 224 32.8 458 67.2 < 0.001
Normal 239 45.0 292 55.0
No discomfort 1181 55.1 964 44.9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 2 270 47.6 297 52.4 0.502
≥ 2 1405 49.2 1453 50.8

Using of oral hygiene instruments Yes 1066 47.9 1160 52.1 0.082
No 580 51.1 556 48.9

Visiting of dental clinic Yes 726 50.5 712 49.5 0.118
(in the last year) No 918 47.8 1004 5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inued)

Table 2. Multivariable analyse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oral health (bad or very bad) of Korean 

elderly 

Characteristic
KNHANES 7th(2016-2018)

N aOR (95%CI) P-value
Age 65-69 577 1

70-74 858 1.13 (0.89, 1.44) 0.317
75-79 66 0.94 (0.72, 1.24) 0.671
80+ 636 0.84 (0.61, 1.15) 0.275

Gender Male 1003 1
Female 578 1.09 (0.81, 1.47) 0.573

Income level Low 332 1
Mid-low 224 0.79 (0.63, 1.00) 0.054
Mid-upper 1223 0.99 (0.74, 1.32) 0.925
Upper 328 0.84 (0.59, 1.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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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ble analyse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oral health (bad or very bad) of Korean 

elderly (continued)

Characteristic
KNHANES 7th(2016-2018)

N aOR (95%CI) P-value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367 1

Middle school 219 0.91 (0.69, 1.20) 0.517
High school 726 1.04 (0.78, 1.38) 0.810
≥ College 582 1.15 (0.80, 1.66) 0.437

Place of residence Urban(Dong) 490 1
Rural(Eup/Myeon) 339 0.95 (0.76, 1.19) 0.646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851 1
Normal 744 0.61 (0.49, 0.76) <0.001
Good 129 0.50 (0.38, 0.66) <0.001

Drinking status less than once a month 413 1
More than once a month 807 1.07 (0.86, 1.34) 0.523

Smoking status Never smoked 379 1
Former smoker 951 1.0 (0.71, 1.32) 0.846
Current smoker 359 1.6 (1.02, 2.35) 0.038

Condition of maxillary and None 303 1
mandibular prostheses Fixed prosthodontics 1475 1.1 (0.86, 1.44) 0.408

Fixed prosthodontics or partial denture 1356 1.7 (0.95, 3.11) 0.074
Complete denture 616 0.5 (0.34, 0.85) 0.008

Decayed teeth(DT) <  5 165 1
 ≥  5 454 2.42 (1.52, 3.86) < 0.001
Missing teeth(MT) 0 1022 1

1-6 661 1.02 (0.81, 1.3) 0.851
7-12 746 1.59 (1.01, 2.51) 0.044
13-28 1391 0.78 (0.54, 1.14) 0.206

Filled + Sound teeth (FST) <   20 934 1
≥  20 1203 0.57 (0.43, 0.76) < 0.001

CPI <  3 1383 1
≥  3 754 1.62 (1.3, 2.03) < 0.001

Chewing difficulty Discomfort 344 1
Normal 1793 0.55 (0.42, 0.73) < 0.001
No discomfort 1615 0.34 (0.27, 0.43) < 0.001

Speaking difficulty Discomfort 522 1
Normal 1419 0.74 (0.52, 1.05) 0.093
No discomfort 718 0.79 (0.58, 1.06) 0.116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  2 965 1
≥  2 1172 1.12 (0.86, 1.45) 0.403

Using of oral hygiene instruments Yes 2032 1
No 105 0.97 (0.79, 1.2) 0.801

Visiting of dental clinic Yes 941 1
(in the last year) No 1196 1.03 (0.85, 1.25) 0.748

aOR, adjusted OR;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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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구강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노년기에 더 나은 주
관적 구강 건강의 역설’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25 미국26과 
노르웨이27의 인구 조사에서도 노년층의 주관적인 구강 건
강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에 비해 노인의 
주관적인 구강 건강이 더 우수하다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25 연령과 주관적인 구강 건강 사이의 역설적 연
관성은 규범적 가정과 모순된다. 예를 들어, 무치악의 유병

률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목표는 “노인의 경우 모든 자연 
치아의 상실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손상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주장에 근거했지만, 캐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
적 연구에서는 구강 상태의 저하가 인지된 손상을 거의 유
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28 

질병의 축적된 병력은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치아 손실과 같은 다른 
구강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치아 손실로 인한 기능 
변경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29 이러

한 현상은 치아 질환이 노화의 정상적인 결과로 간주되어 
인지 과정이 노화 관련 손상의 영향을 완충한다는 질적 연
구의 결과28와 젊은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덜 
만족했고 건강 및 건강 관리를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30,31

건강상태 및 행태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

적 건강상태에 ‘좋음’이라고 응답한 군은 ‘나쁨’이라고 답
한 군에 비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응답할 
오즈가 0.50배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유용한 요약 측정이며, 향후의 건강 결과를 예
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2 구강은 전신 건강의 일부이며, 
오늘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치아 건강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출발점

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3 이러한 관점에서 두 측정은 모
두 질병과 손상을 넘어 건강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34,35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32 다수의 연구들

을 통해 연관성이 보고되었다.36 

또한, 상·하악 보철 상태, 우식 치아 수, 상실 치아 수, 
CPI와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상·하악 보철 상태의 경
우 구강 내에 보철물이 없는 사람에 비해 보철물을 장착

한 사람이 구강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오즈가 
컸고, 우식치아 수의 경우도 5개 미만인 군에 비해 5개 이
상인 군에서 부정적으로 답할 오즈가 컸으며, 이는 Kim 

등19의 연구에서 저작 불편, 구강 건강에 대한 우려, 상실 
치아의 수, 및 의치 상태가 노인(치아 및 무치악)을 위한

GSROH(global self-rating of oral health)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고, DMFT 점수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 치아 수에

서도 0개인 군에 비해 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답할 
오즈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3-28개의 군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노인의 치열은 종
종 축소되지만 일반적으로 치아 상태에 만족한다는 선행

연구37를 뒷받침하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65세부터 잔
존 자연치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 되었으며, 60대부터 전
반적으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수치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
향을 보고하였다.38 하지만 이러한 지표만을 척도로 이용

하여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구강의 주요 기능인 저작 능
력 평가를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잔존 자연치아의 
개수보다 기능 치아(Functional tooth units, FTUs)의 개수

가 저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

하여 본 주장을 뒷받침하였다.39 즉, 치아가 단순히 존재하

는 것만을 넘어서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이 실질적인 
구강건강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 등은 부정교합, 측두 하악 장애(TMD) 및 구내염의 
주관적 증상, 불량한 구강 건강 행동이 자가 보고 불량한 
구강건강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반면, 임상적 치주질환

과 구강위생지수(Oral Hygiene Index-simplified)는 자가

평가 구강건강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9 본 연구에

서는 치주 상태를 나타내는 CPI에서 3점 이상(나쁨)의 군
이 3점 미만(양호)의 군에 비해 구강 건강을 나쁘다고 답할 
오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PI가 치주상태를 역학적

으로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임상적 진단과의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역학연구에서 자체 평가된 구강건강은 객
관적인 지표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
강건강측정의 유용한 요약 지표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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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측
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구강건강 측정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

라고 기대된다.

V. 결    론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는 임상적 구강 상태가 영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의치를 가지고 있거

나 상실치아 수가 많은 경우 오히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건
강 수명이 중요하듯이 단지 치아가 다수 잔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노인의 치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기울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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