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총 환자 수와 급여비 총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을 앞지를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1]. 이러한 치주질환은 

2010년부터 9년간의 변화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층

에서 그 유병률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2], 특히 40대가 

78.9%, 50대가 82.0%로 성인의 73.9%보다 중⋅장년층의 치주질

환 유병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3]. 사회활동이 많은 중⋅장년층

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계속 누적되어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구강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치아 상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4]. 이러한 치아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

로써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대인 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의 

제한과 사회적 소외감, 고립감을 촉진시키고[5], 저작능력이 저하

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범위가 좁아져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된

다. 따라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지장을 주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6], 무엇보다 식사를 통해 느끼는 행복감 저하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7].

치아 상실은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 총의치 등과 같은 

보철치료를 통하여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치과보철물 수복은 저작기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각 

치아의 심미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안모의 변화를 통해 환자

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발생시킨다[8]. 하지만 구강 내 보철물이 

많으면 구강관리가 힘들고, 오래된 보철물의 경우 미세한 틈으로 

음식물이 끼어 2차 우식으로 인한 구강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로 보철물이 있는 대상자의 49%가 치과에서 보철치료 종료 

후 보철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모르고 있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도 올바르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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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46%에 달했다. 또한, 보철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고정

성 보철물의 경우 9.1년, 틀니의 경우 5.4년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철물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잘 맞지 않아서’가 65.5%로 

나타나[9] 단순히 구강 내 보철물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구강 내에 존재하는 보철물의 개수와 보철물의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의 관련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구강 내 보철물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보철물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한 연구[10]와 

대상자를 노인에 한정한 연구[11]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노년층

은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어 

부부가 사별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이므

로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직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고 있는 40대부터 50대까지의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12]. 

따라서 한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 내 보철의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

조사, 한국의료패널 조사에서는 EQ-5D-3L(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s)을 사용하고 있다. EQ-5D-3L은 5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각 영역에 따라 3개 수준(level)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의 6개국

에서 실시한 EQ-5D-3L 조사 결과에서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13], 국내에서도 5개 영역의 EQ VAS에 대한 설명력이 

유럽 국가의 경우 32~47%인 것에 비해 23%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

다[14]. 따라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한국인에게 

적용할 때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EQ-5D-3L

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

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높아 건강한 인구 집단에 대한 변별력

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제기되었다[15].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HINT-8을 개발하였고[16], 총 4개의 영역

과 세부 8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마다 4개 수준의 질문이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수는 65,536개로 EQ-5D-5L의 

3,125개보다 훨씬 풍부하다. 또한, HINT-8은 EQ-5D-5L에 비해 

천장 효과가 낮아 한국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다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HINT-8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시기가 2019년도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년층의 구강 내 보철물 상태에 따라 구강건강 

관련 요인과 한국인에 적합한 HINT-8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중⋅장년층의 구강상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

료 중 제8기 1차 연도인 2019년 자료(IRB No. 2018-01-03-C-A)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는 10,859명으로 본 연구목적에 따라 중⋅

장년층인 만 40세에서 64세까지로 제한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2,241명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이다.

2. 연구 방법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한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은 ‘40세-49

세’, ‘50세-59세’, ‘60세-64세’으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교육수준은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으로 구분되었다. 수입 수준은 5분위 수인 ‘하’, ‘중하’, ‘중상’, ‘상’으

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었

다. 질병의 유무는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로 구성되었고, 음주는 

월간 음주로 ‘평생 비음주’와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으로 구분

되었다. 흡연은 평생 흡연 여부로 ‘피우지 않는다’와 ‘100개피 

이하’, ‘100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구강건강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 검사를 통해 구강 상태는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이 좋은 상태로 인지하였다. 씹기 문제와 말하기 문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낮음을 의미하며, 칫솔질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 전과 후, 간식 후,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칫솔질을 많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는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 전동칫솔, 기타를 확인

하여 합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개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저작불편 호소 여부와 1년간 치통 경험 유무는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표기되었다. 최근 1년 동안 치과 

방문을 한 이유가 구강검사, 예방진료, 정기검진에 해당되면 구강건

강증진(Oral Health Promotion; OHP)으로 그룹화하였고, 치주치

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외과치료, 보철치료에 해당되면 구강질환 

치료(Oral Disease Treatment; ODT)로 그룹화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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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NT-8

HINT-8 도구는 삶의 질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과 관련된 

8문항을 측정한 것으로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되었다. 

세부 항목으로 계단 오르기, 통증, 기운, 일하기, 우울, 기억, 잠자기, 

행복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과 관련된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HINT-8 total은 8개 문항을 

합산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 관련된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17].

4) 독립변수

구강 내 보철물 상태는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되었고, 0은 보철

물 없음, 1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2는 고정성 가공의치 2개이상, 

3은 국소의치만 있음, 4는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 5는 

총의치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내 보철물이 많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구강 내 보철물 없는 그룹과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부터 총의치까지는 보철물이 있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부여한 복합표본설계 분석법(Complex sampling analysis)

을 적용하였다. 중장년층의 구강 내 보철물이 없는 그룹과 있는 그룹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비교는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고, 구강 내 보철물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표본 선형회귀분석(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구강 내 보철물 상태가 HINT-8

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표본 선형회귀분석(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Model 1에 제시하였고, Model 2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여 확인하였다. 8, 9, 88, 99의 ‘모름’, ‘비해

당’, ‘결측값’은 모두 제외하였다. 모든 표의 대상자 수는 가중되지 

않은 빈도로 제시하였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구강 내 보철물 유무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장년층의 구강 내 보철물 유무에 따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차이 없이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연령은 40대와 50대는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60세에

서 64세는 보철물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와 

미혼자 상관없이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에서는 보철물이 있는 경우가,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상태는 그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 음주, 흡연 역시 유무에 상관없이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able 1>.

2. 구강 내 상악 보철물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27씩 나쁘다고 인식하였

다. 씹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15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70씩 낮았다. 칫솔질 횟수는 0.116씩, 구강관리용

품 사용 개수는 0.082씩 감소하였고,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구강건강증진의 목적은 0.004씩 감소하였고,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은 0.099씩 증가하였다. 저작에 대한 불편감은 1.264배, 1년

간 치통 호소는 1.075배 증가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지 

않는 Model에서는 구강건강증진 목적 치과 방문과 1년간 치통 

호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

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15씩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씹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138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38씩 낮았다. 칫솔질 횟수는 0.103씩,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는 0.039씩 낮았고,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구강건강

증진의 목적은 0.001씩 감소하였고,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은 0.083

씩 증가하였다. 저작에 대한 불편감은 1.103배, 1년간 치통 호소는 

1.029배 증가하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와 구강건강증진 목

적의 치과 방문, 저작에 대한 불편감과 1년간 치통 호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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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Without prosthesis With prosthesis p

Gender Male  554(61.6) 375(38.4)  0.699

Female  800(62.5) 512(37.5)

Age (yrs) 40-49  669(78.0) 193(22.0) <0.001

50-59  495(55.3) 398(44.7)

60-64  190(38.2) 296(61.8)

Marriage status Single   72(70.1)  38(29.9)  0.059

Married 1,282(61.7) 849(38.3)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71(35.4) 124(64.6) <0.001

Middle school   101(45.6) 120(54.4)

High school   498(59.0) 352(41.0)

≥ College   648(72.3) 262(27.7)

Income level 5th quintile (highest)   403(61.1) 255(38.9)  0.003

4th quintile   395(67.0) 205(33.0)

3rd quintile   287(65.1) 171(34.9)

2nd quintile   187(53.1) 183(46.9)

1st quintile (lowest)    78(56.6)  68(43.4)

Employment status Employed   954(63.6) 584(36.4)  0.070

Unemployed   365(58.1) 274(41.9)

High blood pressure Without high blood pressure    17(54.1)  14(45.9)  0.807

With high blood pressure   214(51.6) 209(48.4)

Diabetes Without diabetes     3(70.8)   2(29.2)  0.455

With diabetes    84(53.8)  87(46.2)

Depression Without depression    35(65.0)  22(35.0)  0.882

With depression    36(63.7)  26(36.3)

Drinking Not drinking   598(60.0) 429(40.0)  0.136

Drinking   741(63.6) 452(36.4)

Smoking Not a smoker   809(62.9) 505(37.1)  0.267

< 100 cigarettes    20(75.1)   8(24.9)

≥ 100 cigarettes   511(60.8) 368(39.2)

*by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p<0.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ral prosthesis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 or CI p β t or CI p

1. Self-perceived oral health conditions.  0.127   7.327 <0.001  0.115  6.173 <0.001

2. No problems with chewing -0.215  -6.278 <0.001 -0.138 -3.862 <0.001

3. No problem speaking -0.270 -11.733 <0.001 -0.238 -9.547 <0.001

4. Number of brushing -0.116  -4.589 <0.001 -0.103 -3.894 <0.001

5. Number of oral care products used -0.082  -4.035 <0.001 -0.039 -1.909  0.058

6. OHP -0.004  -0.901  0.369 -0.001 -0.302  0.763

7 ODT  0.099   7.042 <0.001  0.083  5.443 <0.001

8. Discomfort in chewing†  1.264 1.211-1.425 <0.001  1.103 0.970-1.255  0.135

9. 1 year toothache experience†  1.075 0.969-1.194  0.171  1.029 0.922-1.148  0.612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0.05,

Model 1: crude model, R2 = (1; 0.023, 2; 0.027, 3; 0.081, 4; 0.012, 5; 0.006, 6; 0.001, 7; 0.029), Cox-Snell=(8; 0.008, 9; 0.001)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nd age, R2 = (1; 0.027, 2; 0.059, 3; 0.092, 4; 0.034, 5; 0.036, 6; 0.004, 7; 0.039), Cox-Snell=(8; 0.033, 9; 0.004)

<Table 2> Effect of condition of maxillary prosthesis in oral cavity on oral condition and result for dent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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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 내 하악 보철물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

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53씩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씹기

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08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53씩 낮았다. 칫솔질 횟수는 0.080씩,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는 0.019씩 감소하였고,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구강건강

증진의 목적은 0.012씩 감소하였으며,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은 

0.069씩 증가하였다. 저작에 대한 불편감은 1.242배, 1년간 치통 호소

는 1.050배 증가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지 않는 Model 1에서

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와 구강건강증진 목적의 치과 방문, 

1년간 치통 호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44씩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씹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131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19씩 낮았다. 칫솔질 횟수는 0.069씩 

낮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는 0.030씩 높았다. 치과에 방문

한 이유에 대해 구강건강증진의 목적은 0.010씩 감소하였고, 구강

질환 치료의 목적은 0.052씩 증가하였다. 저작에 대한 불편감은 

1.082배, 1년간 치통 호소는 1.005배 증가하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개수와 구강건강증진 목적의 치과 방문, 저작에 대한 불편감과 

1년간 치통 호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4. 구강 내 상악 보철물 상태가 HINT-8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HINT-8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계단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42씩, 통증은 0.037씩 증가하

였다. 기운을 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23씩 감소하였고, 일하

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38씩 증가하였다. 우울은 0.010씩, 기억

의 힘겨움은 0.047씩, 잠드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16씩, 행복

하지 않음은 0.019씩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힘겨움은 

0.188씩 증가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지 않는 Model 1에서는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과 통증, 일하는 것에 대한 힘겨움, 

기억의 힘겨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구강 내 하악 보철물 상태가 건강관련 HINT-8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HINT-8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계단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39씩, 통증은 0.041씩 증가하

였다. 기운을 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00씩 감소하였고, 일하

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15씩 증가하였다. 우울은 0.009씩 감소

하였고, 기억의 힘겨움은 0.046씩, 잠드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24

씩 증가하였다. 행복하지 않음은 0.028씩 감소하였고, 전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힘겨움은 0.129씩 증가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지 

않는 Model 1에서는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과 통증, 

기억의 힘겨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1. Self-perceived oral health conditions.  0.153   7.397 <0.001  0.144  6.570 <0.001

2. No problems with chewing -0.208  -5.874 <0.001 -0.131 -3.576 <0.001

3. No problem speaking -0.253 -11.043 <0.001 -0.219 -8.945 <0.001

4. Number of brushing -0.080  -3.093  0.002 -0.069 -2.691  0.008

5. Number of oral care products used -0.016  -0.644  0.520  0.030  1.236  0.218

6. OHP -0.012  -1.979  0.050 -0.010 -1.662  0.099

7 ODT  0.069   4.244 <0.001  0.052  3.088  0.002

8. Discomfort in chewing†  1.242 1.096-1.407  0.001  1.082 0.949-1.234  0.237

9. 1 year toothache experience†  1.050 0.935-1.181  0.406  1.005 0.894-1.130  0.933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0.05,

Model 1: crude model, R2=(1; 0.032, 2; 0.024, 3; 0.068, 4; 0.006, 5; 0.000, 6; 0.008, 7; 0.015), Cox-Snell=(8; 0.006, 9; 0.000)

Model 2: adjusted for dgender and age, R2=(1; 0.036, 2; 0.058, 3; 0.082, 4; 0.029, 5; 0.035, 6; 0.009, 7; 0.028), Cox-Snell=(8; 0.032, 9; 0.004)

<Table 3> Effect of condition of mandible prosthesis in oral cavity on oral condition and result for dent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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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구강건강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씹고 삼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정신적 

차원에서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안면 미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하여 구강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이에 

보철치료는 구강 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여 저작기능을 향상시켜 

영양분 섭취를 도와주고 그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철물이 구강 내에 많으면 구강관리가 힘들고, 시간

이 지나면 보철물이 맞지 않아 추가적인 구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 상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치주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강 내 보철물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중⋅장년층 중 40대와 50대는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높았지만 

60세에서 64세는 보철물이 있는 경우가 더 높았다. 이는 많은 연구

[2,9,10]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실 치아가 늘어나 구강 내 보철

물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하

에서는 보철물이 있는 경우가,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보철물이 많은 

김 등[1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소득수준의 경우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보철물이 없는 경우가 더 높았지만, 보철물의 유무 내에

서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보철물이 없는 비중은 

줄어들고, 보철물이 있는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정 등[20]의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1. Climbing stairs  0.042  2.578 0.011  0.015  1.003 0.318

2. Pain  0.037  2.466 0.015  0.026  1.594 0.113

3. Energy -0.023 -0.943 0.347 -0.013 -0.502 0.617

4. To work  0.038  2.339 0.021  0.013  0.731 0.466

5. Depressed  0.010  0.627 0.532  0.010  0.584 0.560

6. Memory  0.047  2.663 0.009  0.015  0.833 0.406

7. Sleep  0.016  0.949 0.344 -0.010 -0.552 0.582

8. Happiness  0.019  0.842 0.401  0.010  0.406 0.685

9. Total  0.188  1.947 0.053  0.067  0.674 0.501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Model 1: crude model, R2 = 1; 0.005, 2; 0.003, 3; 0.001, 4; 0.003, 5; 0.000, 6; 0.006, 7; 0.001, 8; 0.000, 9; 0.003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nd age, R2 = 1; 0.057, 2; 0.042, 3; 0.025, 4; 0.024, 5; 0.023, 6; 0.040, 7; 0.027, 8; 0.008, 9; 0.055

<Table 4> Effect of oral maxillary prosthesis condition on HINT-8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1. Climbing stairs  0.039  2.411 0.017  0.009  0.552 0.582

2. Pain  0.041  2.831 0.005  0.027  1.685 0.094

3. Energy  0.000 -0.008 0.994  0.008  0.340 0.735

4. To work  0.015  0.921 0.359 -0.015 -0.860 0.391

5. Depressed -0.009 -0.603 0.548 -0.014 -0.898 0.371

6. Memory  0.046  2.743 0.007  0.013  0.740 0.460

7. Sleep  0.024  1.428 0.155 -0.004 -0.215 0.830

8. Happiness -0.028 -1.281 0.202 -0.045 -1.960 0.052

9. Total  0.129  1.416 0.159 -0.020 -0.201 0.841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Model 1: crude model, R2 = 1; 0.004, 2; 0.004, 3; 0.000, 4; 0.001, 5; 0.000, 6; 0.005, 7; 0.001, 8; 0.001, 9; 0.001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nd age, R2 = 1; 0.056, 2; 0.042, 3; 0.025, 4; 0.024, 5; 0.023, 6; 0.039, 7; 0.026, 8; 0.010, 9; 0.055

<Table 5> Effect of oral mandible prosthesis condition on HIN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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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같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경우 구강 내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그뿐

만 아니라 구강 내 보철물이 많아질수록 씹기과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보철물의 기능이 치아의 결손을 회복하여 저작능력

과 발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보철물의 적합도가 우수할 경우에 해당된다. 정과 이의 연구[21]

에서 60세 이상의 치과 내원자는 77%가 새로운 보철물을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저작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성 보철물 1개에서 2개,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보철물이 

혼재하는 경우, 가철성 보철물이 존재하는 경우로 갈수록 점차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구강 내에 보철물의 수가 많거나 

가철성 보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씹기와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더 높아진 것이라 사료된다.

가철성 보철물은 치아 상실이 많은 경우 그를 대체하는 의치를 

말하는 것으로 장착자 스스로가 구강 내에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보철물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22] 노인의 의치 장착 

상태가 저작과 발음기능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저작능력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이 줄어들면서 결국 전신적인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23]. 한국에서 

노인의 의치 장착률은 65-74세에서 50.0%, 75세 이상은 77.5%로

[24] 나타나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의 의치장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노력으로 자가 구강관리의 가장 

기초인 칫솔질이 중요한데 구강 내 보철물이 많아질수록 칫솔질의 

횟수는 낮았다. 또한,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이 증가하여 중⋅장년층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구

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Heydecke 등[25]은 의치를 착용하는 것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중⋅장

년층의 구강 내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계단 오르는 것에 힘겨움

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박 등[26]이 보철물 상태에 따라 

EQ-5D로 삶의 질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운동능력에서 부분

의치를 장착한 경우 비 장착자의 경우에 비해 운동능력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총의치를 장착한 경우 장착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우울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치아 상실

로 인하여 잔존 치조제가 흡수되어 의치장착 유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철 만족도가 낮아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INT-8의 항목에서 우울은 

유의성이 없었지만 보철물이 많아질수록 통증이 증가하였고, 기억

하는 것에 대한 힘겨움도 증가하였다. 의치를 장착한 후에도 정기

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치조제의 변화에 따라가

지 못해 의치의 적합도가 낮아지며 그로 인한 저작 효율이 떨어지

고 씹을 때마다 통증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억에 대한 부분 역시 

구강 내 보철물 상태가 고정성에서 가철성 보철물로 갈수록 저작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기억의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연치아 

상실이 치매의 위험인자임을 주목한 2000년대부터 많은 연구[27]

가 시행되어 저작기능과 인지 기능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경우에는 HINT-8의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구강 내 보철물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을 

조사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철물

의 유무가 상실치와 함께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보철물의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철물 장착이 

상실치를 수복하기 위한 이유인지 심미적인 이유인지 확인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도구인 HINT-8을 활용하여 보철물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노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 내 보철물 상태가 

의치로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과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중⋅장년층의 구강 내 보철물 상태가 구강건강 

관련 요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구강상태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15씩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씹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138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38씩 낮았

다. 칫솔질 횟수는 0.103씩 낮았고,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은 0.083씩 증가하였다(p<0.05).

2.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본인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0.144씩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씹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131씩,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정도는 0.219씩 

낮았다. 칫솔질 횟수는 0.069씩 낮았고, 치과에 방문한 이유에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9 No. 4 December 2021

16

대해 구강질환 치료의 목적은 0.052씩 증가하였고, 저작에 

대한 불편감은 1.082배 증가하였다(p<0.05).

3. 구강 내 상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계단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42씩, 통증은 0.037씩, 기억의 힘겨움은 

0.047씩 증가하였다. 구강 내 하악 보철물의 상태가 많을수록 

계단 오르는 것에 대한 힘겨움은 0.039씩, 통증은 0.041씩, 

기억의 힘겨움은 0.046씩 증가하였다(p<0.05).

위의 결과를 통해 한국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 내 보철물을 장착한 이후에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더 많은 보철물

로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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