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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impact of cognitive function and oral

health status on mastication in senior citizens, ≥65 years of age, using senior centers in the city
of Wonju, South Korea.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consisting of a simple oral examination
and survey questionnaires was performed in 154 individuals.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cognitive function, and oral health
status were collected as variable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 p -value of <0.05 was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was scored using the 5-point Likert scale. Whe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was analyzed in groups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the mea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scores were 4.31, 4.09, and 3.29 in the normal group (cognitive
score of ≥16), suspected dementia group (cognitive score of 1215), and mild dementia group
(cognitive score of ≤11), respectively. Thus,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decreased along

with decreasing cognitive function. When cognitive functio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and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were compared with indicators of oral health status (number
of functional teeth, oral dryness),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exhibi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r=0.635, p <0.01), cognitive function (r=0.292,
p <0.01), and 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including prosthetic appliances (dentures)

(r=0.305, p <0.01).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age, sex, number of functional teeth,
and cognitive function affected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ge, sex, number of functional teeth, and cognitive function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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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whereas oral dryness did not. Therefore, dental professionals
must consider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when providing oral care in senior patients with low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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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당시에는 3.95%이었으나 2000년에 7.2%,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7년 뒤인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지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2.5배 증가하였고,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도 같은 기간동안 3배가 증가하였다[2]. 또한 2014년 건강심사

평가원 노인진료비 증가에 대한 보고서[3]를 보면 최근 4년간 노인의 치과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전신건강, 정신건강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구강상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구강건강은 영양섭취 문제와 직결이 되며, 구강건강
을 회복하고 유지하여 전신 근력 뿐 아니라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4]. 30대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여러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노화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서 가속화되는데 가장 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근 기능의 퇴화로 인한 활동력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5]. 구강기능에 관여하는 구강주위근육으로 혀 근육과 저작근이 있다. 이러한 구강주위근육의 활동
으로 저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작운동이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최초의 단계로

서, 전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구강근육의 퇴화로 음식에 대한

섭취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진다면 영양상태,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
나 삶의 질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6].

일본의 경우, 치과계에서는 단지 치아의 기능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작과 섭식을 가능

하게 하는 구강 내 근육과 주위의 안면근육을 강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며[7], 노인의 구강위생관리

외에도 저작능력과 관련된 구강운동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인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하여 구강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8]가 국내에 적용하여 현재까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저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작 능력과 인지기능 사이

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노인의 저작능력이 전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심장박동수와 혈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어 뇌의 기능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9],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저작활동이 쥐의 해마의 치상회 부위

에서 생성되는 뇌세포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작활동이 인지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연치아 상실은 치매의 위험 인자임에 주목하여 2000년대부터 저작기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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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11-13]. The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 of Finland 연

구결과[14], 인지기능 장애가 치아우식증과 의치의 청결 상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치매를 가진
군과 치매가 없는 군을 비교한 연구결과, 치매군에서 우식이나 치주질환이 더 많고, 잔존 치아 수가 더 적

은 등 불량한 구강 상태를 나타내었다[15]. 원인으로는 인지 장애에 인한 운동 기능 저하와 그로 인한 자신

의 구강관리 부족과 치과 내원횟수의 감소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16]. 인지 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한 구강 상태로 인해 우식, 치주염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치

아 상실 시 무치악이나 저작 기능 감소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다시 인지 장애나 치매의 발생과 진행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원적인 치료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현재의 치매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로 인해 최근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저작기능과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치매에 이미 이환된 환자와 관련된 연구이며, 경도인지장애환자나 특히 인지
기능에 대해 정상 노화를 겪는 노인(노인 전체 인구의 약 68%)[17]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정상 또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의 저작능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자 하
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치과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강문제

를 파악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지표와 기능 평가항목 그리고 적절한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기능, 구강건강상태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
하여 별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임상지표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원주시를 행정구역에 따라 각 동별로 나눈 후 16개의 경로

당을 선택하고 65세 이상 남녀 노인 154명을 편의추출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다.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남, 여이며, 스스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의

사소통이 가능한 자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

능하여 조사와 설문문항의 이해가 불가능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수의 결정은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위한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를 적용한 결과, 138명이 적절하였지만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54명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OO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

였다(IRB 승인번호 CR317087).

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흡연여부, 앓고 있는 전신질환을 조사하였

다.

주관적 저작능력 평가는 김 등[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식품 30개 항목에 대한 평가 도구를 수정 후 사용

하였다. 65세 이상 남녀 노인 8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통해 30개의 식품 중 ’전혀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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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센베이 과자(8명 중 6명), 마른 오징어(8명 중 8명), 바게트빵(8명 중 6명)을 제외하

여 총 27가지의 식품에 대한 주관적 저작능력 평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객관적으로 저작능

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롯데 사이타마현에서 개발한 Color-changeable chewing gum을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을 완료 한 후 2분 동안 대상자가 껌을 씹고 뱉도록 하여 5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색을 평가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시행한 관찰자 내 급내상관계수는 0.96이였다.

김 등[19]이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한국 노인의 인구학적 특

성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치매 진단정확도가 우수한 새로운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및 그 단축형을 개발하여 표준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지표 중 단축형 도구를 사용하

였다.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합이 16점

이상이면 ‘정상’, 12점 이상 15점 이하는 ‘치매 의심’ 그리고 12점 미만은 ‘경증 치매’로 분류된다.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건조 상태, 기능치아 수, 의치장착 여부를 파악하였다. 구강건조감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된 6가지 문항은 0.75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며, 6개의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는 크론

바 알파 값은 0.928로 나타났다[20]. 밤 시간 또는 아침 기상 시에, 낮 시간에 및 식사 시에 입이 마르는 정
도와 연하시의 어려움, 입안의 주관적인 타액의 양 및 전체적인 일상생활의 불편감의 정도를 물었으며, 6

가지 질문에 대하여 1-10점 VAS 척도로 답하도록 하여 평균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구강건조증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크론바 알파 값은 0.792였다. 기능치아 수는 잔존치근과 제3대구치
를 제외한 구강 내 각 치아의 잔존 유무를 연구자가 확인하여 기록한 후 교합이 되는 치아의 수를 각각 세

어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의치장착 여부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지침서(2012) 기준에 따라 구강을

상·하악으로 구분하여 부분의치, 총의치, 의치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의치 필요의 기
준은 소구치와 대구치가 모두 없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신병력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전신

병력에 따른 노인의 저작능력의 차이와 인지기능에 따른 저작능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One-way ANOVA를 시행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저작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면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된 변수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수준(α)은 0.05이었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1~89세가 128명(82.5%)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79.04세이었고, 연구대상

자의 76.1%가 여자였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66명(42.6%), 초등학교 졸업이 59명(38.1%)이었으며, 배우자

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가 102명(66.2%)으로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 96.1%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가 75명(48.4%), 당뇨는 12명(7.7%), 고혈압과 당뇨
를 모두 앓고 있는 경우는 32명(20.6%)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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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저작능력, 구강건강상태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인지기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감소하였으며,

65-69세, 70-79세와 80-89세, 90세 이상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보다 함께 지내는 경우에 인지기능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t=5.579, p=0.019), 학력에서는 무학인 경우(16.54±3.65)가 가장 낮게 나타나 무학군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전체 27가지 식품군의 주관적 저작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65-69세(4.63±0.60), 70-79

세(4.36±0.79), 80-89(4.06±0.86)세, 90세 이상(3.49±1.32)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
관적 저작능력 점수가 낮아졌다(p<0.05). 또한 남자보다 여자의 주관적 저작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t=7.502, p=0.007).

연구대상자의 전체 잔존치아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2>.

3. 인지기능에 따른 저작능력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의 점수가 16점 이상(정상)인 경우 주관적 저작능력 평균은 4.31이었다. 12~15점

(치매의심)인 경우 주관적 저작능력의 평균은 4.09이었다. 11점 이하는 경도치매로 주관적 저작능력의 평

균은 3.29이었다. 인지기능이 감소할수록 주관적 저작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7.022, p=0.001).

객관적 저작능력의 경우, 정상에서 평균 3.84, 치매의심 대상자에서 평균 3.33이었으며, 경도치매인 경

우 평균 2.80이었다. 인지기능이 감소할수록 객관적 저작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5.165, p=0.007)<Table 3>.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Age(yrs)

Gender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Smoking status

General health status

Division
65-69
70-79
80-89
90≤
Female
Male
Elementary>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Live with spouse
Divorced or bereavement
Non-smoker
Present-smoker
No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Etc.

(N=154)

N(%)
18(11.6)
65(41.9)
63(40.6)
9(5.8)
118(76.1)
37(23.9)
66(42.6)
59(38.1)
21(13.5)
9(5.8)
52(33.8)
102(66.2)
149(96.1)
6(3.9)
26(16.8)
75(48.4)
12(7.7)
32(20.6)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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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건강상태(보철(의치)포함 전체 기능치아수, 구강건조상태), 인지기능,
객관적 저작능력과 주관적 저작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저작능력은 전체 기능치아 수(r=0.305, p<0.01), 인지기능(r=0.292, p<0.01)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객관적 저작능력은 보철물(의치)을 포함하는 전체 기능치아 수(r=0.464, p<0.01),

인지기능(r=0.28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구강건조 상태는 주관적 저작능력
(r=-0.105, p>0.05), 객관적 저작능력(r=-0.104, p>0.05)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5. 노인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상태(전체 기능치아 수), 인지기능과 주관적
저작능력 사이의 관련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 전체 기능치아 수, 인지기능이 주관적 저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2. Cognitive function, the masticatory function, or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gnitive function

Subjective masticatory
Total number of
function
functional teeth
M(SD)
tor F p*
M(SD)
t or F p*
4.63(0.60)b 5.015 0.002 24.39(3.91) 2.238 0.086
4.36(0.79)b
23.45(5.73)
4.06(0.86)b
25.76(4.64)
3.49(1.32)a
22.75(10.08)
4.33(1.07) 7.502 0.007 24.59(4.93) 0.193 0.661
3.89(0.77)
24.08(7.00)
4.06(0.90) 1.699 0.170 25.15(5.13) 1.584 0.196
4.26(0.90)
23.69(6.16)
4.48(0.67)
24.76(4.83)
4.47(0.69)
23.89(4.78)
4.22(0.78) -0.007 0.994 24.73(4.96) 0.369 0.544
4.22(0.92)
24.43(5.46)
4.22(0.88) 0.112 0.911 24.69(4.81) 2.179 0.142
4.26(0.67)
24.80(7.16)
4.20(1.01) 0.460 0.765 24.00(7.34) 0.153 0.961
4.28(0.78)
24.51(4.95)
4.26(0.74)
24.92(3.50)
4.18(1.02)
24.53(6.08)

M(SD)
t or F p*
65-69
18 18.06(1.66)b 5.610 0.001
70-79
65 18.00(2.58)b
80-89
63 17.18(3.42)b
90≤
8 14.13(3.16)a
Gender
Female
117 17.27(3.20) 0.015 0.746
Male
37 17.46(2.5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65 16.54(3.65)a 0.380 0.020
Elementary
59 17.54(2.58)b
Middle
21 18.57(1.75)b
High school≤
9 18.56(1.67)b
Marital status
Live with spouse
52 18.12(1.97) 5.579 0.019
Divorced orbereavement 102 16.91(3.40)
Smoking status Non-smoker
148 15.50(3.02) 2.259 0.135
Present-smoker
6 17.39(3.02)
General health No
25 16.00(4.71) 1.965 0.103
status
Hypertension
75 17.61(2.75)
Diabetes mellitus
12 17.67(1.16)
Hypertension and
32 17.84(2.05)
Diabetes mellitus
Etc.
10 16.30(3.37)
3.90(0.82)
*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ge(yrs)

Table 3. The masticatory function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Characteristic
Criteria based on MMSE score
N
Normal
16≤
129
Questionabl edementia
12~15
15
Mild dementia
≤11
10
t/F(p* )
*
by One-way ANOVA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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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4)

24.60(4.81)

Unit: M(SD)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4.31(0.81)
3.84(1.21)
4.09(0.80)
3.33(0.98)
3.29(1.16)
2.80(1.14)
7.022(0.001)
5.16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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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나누어 단계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저작능력의 관련성

주관적 저작능력에 대해 3단계로 분석한 결과, <Table 5>의 Model I에서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저작능

력에 대한 설명력은 10.3%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저작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남자보다 여자가 주관적 저작능력이 더 높았다

2) 구강건강상태(전체 기능치아 수)와 주관적 저작능력의 관련성

<Table 5>의 Model II에서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에서 보철물(의치)을 포함하는 전체 기능치아

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전체 기능치아 수에 대한 설명력이 10.6%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1).

3) 인지기능과 주관적 저작능력의 관련성

<Table 5>의 Model III에서 일반적 특성, 전체 기능치아 수, 인지기능을 모두 동시에 투입 한 결과, 설명

력이 2.6% 증가했고 주관적 저작능력은 연령, 성별, 전체 기능치아 수, 인지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subjective dry mouth score cognitive function,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N=154)
Subjective masticatory Total number of Subjective dry
function
functional teeth mouth status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1.000
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0.305**
1.000
Subjective dry mouth status
-0.105
0.043
1.000
Cognitive function
0.292**
0.127
0.067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0.635**
0.464**
-0.104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Cognitive
function

O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1.000
0.288**

1.000

Table 5. The effec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cognitive function o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Age
Gender female vs. male†
1. Total number of functional
2. Teeth (including denture)
Cognitive function

B
-0.302
0.350

Model I
β
-0.265
0.173

p*
0.001
0.028

Adj. R2=0.103, F=9.828

B
-0.350
0.377
0.050

Model II
β
p*
-0.288
0.001
0.184
0.027
0.318
<0.001

Adj. R2=0.209, F=11.553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stepwise), †reference
Model I, II, III was adjusted for age, gender, 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cognitive
function, subjective masticatory function
Model I: Independent variable was general characteristics(age, gender)
Model II: Independent variable was oral health status(total number of functional teeth)
plus model I
Model III: Independent variable was cognitive plus model I, II

B
-0.258
0.352
0.042

Model III
β
p*
-0.226
0.003
0.146
0.017
0.263
<0.001

0.075
0.230
0.003
Adj. R2=0.235, F=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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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노인의 특성별 맞춤형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을 고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령자의 건강 및 저작기능, 미각 변화를 고려한 실버푸드를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21]. 일본의 경우도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잘 씹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노

인들을 위한 식단을 개발할 때에도 저작기능을 고려하고 있다[22].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고, 치과진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때, 치과 임상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3], 65세 이상 노인 중 46.6%가 음식물 저작 시 불편하다고 호소할 만

큼 노인 인구의 절반이 저작기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임상에서는 내원하는 노인의 치

아기능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고 저작기능에 미치는 요인들이나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료가

이루어지고 노인에게 적합한 구강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4].

Fujiwara-kyo 연구결과, 낮은 인지기능 결과에 대해 무치악인지 아닌지 보다 그 기간이 강한 상관 관계

를 나타내었다[11]. 이는 인지 장애와 치아 상실이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며,
치아 상실보다 이로 인한 저작 기능의 감소가 인지장애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26].

노년기 환자의 치과치료 시 환자의 심리 및 고려사항이나 노년기 환자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며, 치과계 종사자나 특히 치과에서 구강관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노인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그쳐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련문제

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적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경도인

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거나[25],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

에 인지기능에 대해 정상 노화를 겪는 노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논문[18]에서 개발한 주관적 저작능력 도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성을 평

가한 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를 시행하기 전 65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해당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주관적 저작능력 검사는 임상에

서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저작 능력에 대한 포괄절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주관

적인 판단으로 평가되어 음식물의 유형이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26] 본 연

구에서는 객관적인 저작능력 도구로 Color-changeable chewing gum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저

작능력과 상관관계가 0.635로 나타났으므로 최종분석에는 주관적 저작능력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단축형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판별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K)를 이용하였는데 치매를 진단하는 도구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주로 MMSE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MMSE

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이 감소하였으며, 최종학력이 낮을수
록 인지기능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외 선행연구[12,27,28]에서

도 성별에 따른 간이정신상태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수준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9,30]. 또한 이혼이나 사별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았다. 박 등[31], 정 과 김[32]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지기

능을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2015년을 기준으로 고령자 가구 추이

를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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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고령자 가구 중 부부만 동거하는 경우보다 1인 가구의 비
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4].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고령자 가구에 대한 전신건강, 구강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저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참고한 김 등[18]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20세 이상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저작능력의 평균값은 4.68이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저작능력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

적 저작능력 평균값은 4.15로 더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주관적 저작능력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이 영향

을 끼쳤으며, 구강건강상태 중 전체 기능치아 수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지기능이 주관적

저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저작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인지기능은 저작능력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25,35]. 명[25]의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저작기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군과 경도인지장애군은 초기 저작기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에 따른 주관적, 객관적 저작능력을 비교한 결과, 정상군의 평균 저작능력은 4.31(3.84)

이며, 치매의심자 4.09(3.33), 경증치매로 판단되는 자는 3.29(2.8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
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뿐 아니라 노화현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일반적인 노인들에게도
저작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oriya 등[3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부드럽거나

거의 물과 같이 곱게 갈은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에서만 인지기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모든 종류의 음식을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과 조금 딱딱한 음식은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에

서는 인지기능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 식품을 요인 별로 나누기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식품들로 분류되지 않아 경도에 따라 연관성이 있는 3개의 군
으로 나뉘었던 선행연구[18]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 3개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장 단단한 경도로

이루어진 1군 뿐 아니라 2군, 가장 무른 경도로 이루어진 3군에 대한 저작능력과 인지기능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선행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Miura 등[37]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35가지 식품에 대하여 주관적 저작능력을 조사하였으며, 인지기능이 정상군의 저작능력 점수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군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지기능과 저작능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Hasegawa Dementia Rating scale (HDS-R)을 이용하여 인

지기능 상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고령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늘어나

면서 타액분비의 감소로 인해 혀의 작열감과 통증, 미각 기능이 저하되고, 음식의 저작 및 연하장애를 겪

고 있다[38].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10점 척도로 이루어진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구강건조상태 평가

도구와 저작능력을 나타내는 주관적 저작능력과 객관적 저작능력과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은 요양시설 노인보다 노래교실, 체조교실과 같은 사회참여가 많고,
또래 노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활발한 신체적 움직임으로 인해 구강건조 상태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39].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저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식품들은 실제로 예비조사 과정

중 노인들이 전혀 씹을 수 없거나, 전혀 먹지 않는다는 식품들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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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식성의 변화나 노인들의 기호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급증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같은 실버푸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

며, 단순히 저작기능과 연하기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음식물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

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영양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40]. 그러므로 병원에

서도 고령자의 저작능력이나 연하기능 등을 감안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작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신뢰성이 있는 주관적 설문이 개발된다면, 향후 임상 여러 분야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그

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 임상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강관련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전신질환, 기능장애 등 포괄적인 사정과 적용할 수 있는 실

질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구강근기능 강화 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임상치과위생사는 특히 인지기능이 낮은 노인을 주의 깊에 관찰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의치를 착용한 환자나 노인의 저작 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노인을 위한 적절한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지기능이 낮은 노인이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
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

로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었다. 둘째, 원주시를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어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선택된 경

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015년 원주시 통계에 따르면 원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의 총 인구는

41,074명으로, 여성이 24,152(58.8%)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연구에서 경로당 이용률을 성

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성비의 분포가 불
균형하여 연구결과가 여성 위주로 편향되었을 가능이 있다. 연구자가 선정한 경로당의 경우 사회참여나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고 자녀나 친구를 자주 만나고, 사회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계를 잘 맺는 여성노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41]. 향후 연

구에서는 남, 녀의 분포를 고르게 분포시켜 성별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서 사
용한 주관적 저작능력은 껌을 이용한 객관적 능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연구과정 중 설

문지에 제시한 식품들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이 섭취빈도가 높지 않다고 대답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저작능력을 평가할 경우 실제 노인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들
로 고려하여 구성한다면 좀 더 정확한 저작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저작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향후 노인

의 특성을 반영한 구강건강 설문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치과 임상에서 치과위생

사들이 고령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구강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결론

1.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기능치아 수, 구강건조 상태), 인지기능, 객관적 저작능력과 주관적 저작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저작능력과 객관적 저작능력은 인지기능(r=0.292, p<0.01),(r=0.288,

p<0.01)과 전체 기능치아 수(r=0.305, p<0.01),(r=0.464, p<0.01)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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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강건조 상태는 주관적 저작능력(r=-0.105, p>0.01), 객관적 저작능력(r=-0.104, p>0.01)과 유의한 상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연령에 따라 인지기능은 65-69세(18.06±1.66), 70-79세(18.00±2.58)와 80-89세(17.18±3.42), 90세

이상(4.13±3.16) 순으로 감소하였고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보다 함께 지내는 경우에 인지기능 점수
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579, p=0.019). 학력에서는 무학인 경우(16.54±3.65)
가 가장 낮게 나타나 무학군과 고등학교 졸업이상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저작능력은 65-69세(4.63±0.60), 70-79세(4.36±0.79), 80-89세(4.06±0.86), 90세 이상

(3.49±1.32)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 또한 남자보다 여자의 주관적 저작능력

이 더 높게 나타났다(t=7.502, p=0.007).

전체 잔존치아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연구대상자의 저작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구강건조 상태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은 주관적 저작능력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구강건강상태

(전체 기능치아 수)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β=0.318, p<0.001).
또한 인지기능은 연령, 성별, 전체 기능치아 수를 보정했을 때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β=0.230, p=0.03).

이번 연구에서 노인의 인지기능과 구강건강상태가 저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구강건조 상

태를 제외한 연령, 성별, 전체 기능치아 수, 인지기능에 관한 변수들이 주관적 저작능력과 상관성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 임상에서 인지기능이 낮은 고령 환자들의 구강관리를 할 때 저작기능
과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 향후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작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강건강 설

문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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