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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asticatory abilit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 in an elderly popul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A total of 308 subjects, aged 65 years and over, were recruited from the senior citizen center
in Daegu, South Korea and provided consent for inclusion in the study.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was used to assess the level of cognitive function. Masticatory
ability was evaluated through chewing tests, patient-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and, measurement
of relative occlusal forces on molar teeth using the T-Scan III® system.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c2
tests, t-tests, and one-way ANOVA in SPSS version 23.0 for window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SPSS AMOS version 22.0.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molar teeth occlusal force.
Ability of food chewing score and patient-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could affec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 >0.05). Higher occlusal forces on molar teeth, compared to anterior tee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dividual’s oral health condition could affect molar teeth
occlusal forces and may be related to a risk of developing dementia.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mplementing nation-wide policies to improve oral health, such as masticatory func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Key Words: Cognitive function, Elderly population, Masticatory abilit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화되어가고 있다1). 노인은 신체의 퇴행성

서 론

변화로 인해 생체기능의 저하와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이 따르며,
현대 인구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생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이환율이 높아지게 된다2). 이에 따라 노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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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질환이 점차 증가하여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되고 있다3).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은 공통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상

1. 연구대상

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6). 구강은 전체 소화기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연구

관 가운데 첫 번째 관문으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승인을 받았다(KNUH 2015-07-007-001). 2015년 7월 1일부터

며7), 영양분을 섭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노인들

8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발적으

8)

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 건강한 삶

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497명 중 교합측정이 불

을 위한 필수 요소로 기능제한이나 통증 등의 구강기능 이상은 삶

가능하거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308명을 최종

9)

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구강건강의 문제는 섭취할 수 있는 음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강검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물 제한으로 인해 하여 식사 양과 질을 저하 시켜 영양결핍과 체
중저하 등을 야기해 전신건강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10,11), 발

2. 연구모형

음이나 외모에도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

저작능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인지기능에 미치는 직접효

을 주며 사회적으로 소외감이나 고립감으로 인한 노년기의 삶의

과를 확인하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매개로 한 저작능력과 인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12). 또한 필수영양소 결핍과 고

지기능의 간접효과를 파악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은 영양관련 장애 치매의

(Fig. 1, Fig. 2).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강질환은 치매의 위
13)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러나 구강건강은 여전히 전신건
강과는 별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노인 스스로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

H1: 주관적 저작능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음식저작능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교합양상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있다.
노인의 좋지 않은 구강상태가 치매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

H4: 주관적 저작능력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면 구강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H5: 음식저작능력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건강관련 요인

H6: 교합양상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 삶의 질 및 인지기능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H7: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있겠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구강건강과 인지기능의 관련성

H8: 주관적 저작능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통해 인지기

이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각각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각

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음식저작능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통해 인지기능

요인의 복합적인 효과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도시 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저작능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인지기
능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복합적 효과를 확인하고, 구강관련 삶의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교합양상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통해 인지기능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질을 매개로 하여 저작능력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

3. 연구방법

하고자 한다.

3.1. 저작능력
(1) 주관적 저작능력
주관적 저작정도는 저작 시 불편함을 느끼는 가에 대한 질문

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OHRQoL
Ability of food
chewing score

Cognitive
function

Relative
occlusal forces

Fig.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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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model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평균점수로 이용하였으며, 저작

3.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QoL)

시 불편함을 느끼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영향지수

를 ‘Discomfort’ 군, ‘보통이다’ 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대상자

(Oral health impact profile 14; OHIP-14)14)와 노인구강건강관

를 ‘Regular’ 군,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를 ‘Good’

련평가지수(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15)

군으로 나누어 저작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를 사용하였다. OHIP-14는 각각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

에 ‘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 음식저작정도

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당성

음식저작정도는 ‘마른오징어’, ‘생당근’, ‘마른땅콩’, ‘깍두기’,

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설문도구이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베리맥

‘카라멜’ 다섯 가지의 음식을 제시하고, ‘전혀 씹을 수 없다’ 1점,

스 회전을 시행한 결과 2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

‘잘 씹을 수 없다’ 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다’ 4

시하였으며 총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GOHAI는 각 문항을 6

점, ‘잘 씹을 수 있다’ 5점으로 각 음식의 저작정도를 합산하여 총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낮을

점으로 계산하였다. 총점은 다시 상, 중, 하의 분류를 위하여 10점

수록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베리맥스 회전을

이하 군, 11점 이상 20점 이하 군, 21 이상의 군으로 나누어 조사

시행한 결과 2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구조방정식을 이용

(3) 전·구치부 상대적 교합력

하여 집중타당성을 측정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

교합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T-scan III system (Tekscan

extracted, AVE)이 0.5이상, 개념신뢰도 0.7 이상으로 수정된 문항

Inc., Boston, MA, USA)을 Microsoft windows와 연동하여 사용

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2). AVE 및 개념 신뢰도의 계산

하였다. 교합감지기의 pointer가 상악 중절치 사이에 오도록 하

식은 다음과 같다.

여 올바른 위치를 유지한 후 중심교합위로 물고 최대 교합시 화면
의 그래프의 붉은 색상이 1-3개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감도를 조
정한 뒤, 2초 정도 유지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2-3회 시행한다. 교

AVE=

(∑요인부하량2)
[(∑요인부하량2)+(오차분산의 합)]

16)

합력은 좌측 전치부(anterior left), 우측 전치부(anterior right), 좌
측 구치부(posterior left), 우측 구치부(posterior right)로 나누어
백분율로 기록되었다. 기록된 값은 좌ㆍ우측을 합산하여 전치부와

개념신뢰도=

(∑요인부하량)2
[(∑요인부하량)2+(오차분산의 합)]

17)

구치부의 상대적 교합력을 비교하였으며, 구치부 교합력은 구치부
교합분율에서 전치부 교합분율을 뺀 값이며, 값이 클수록 구치부
의 교합력이 큰 것을 말한다.

3.3. 인지기능
인지기능장애(치매) 선별 검사도구로는 간이 정신상태 평가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18)가 대표적이다. 이 연
구에서 인지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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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and convergent validityfor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Factor name
Functional
discomfort

Social
disability

Item
11
12
13
14
4
6
7

Factor
I

II

.818
.878
.751
.827
.236
.171
.216

.100
.219
.436
.206
.831
.850
.882

Cronbach’s a
.868

.856

Factor loadings
.791.
.874
.829
.705
.790
.781
.881

AVE

CR

.749

.922

.501

.750

Factor loadings: 요인부하량.
CR: Construct reliability (개념신뢰도).
Table 2. Factor analysis and convergent validity for 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Factor name
Functional
discomfort

Behavior
impacts

Item
1
2
4
6
9
10
11
3
5
7

Factor
I
.768
.756
.650
.677
.849
.834
.805
―.247
.115
.480

II
.171
.267
.204
.138
.171
.018
.422
.834
.780
.604

Cronbach’s a

Factor loading

AVE

CR

.878

.719
.673
.548
.582
.869
.852
.733
.581
.702
.597

.846

.974

.530

.769

.613

Factor loadings: 요인부하량.
CR: Construct reliability (개념신뢰도).

태 판별검사(Korea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19)

준, 거주형태, 의치사용유무를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MMSE-K) 를 사용하였다. MMSE-K는 무학자가 많은 우리나라

통계프로그램인 AMOS 22.0 (IBM 22.0 for windows, SPSS Inc,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한 문항내용 및 채점방법으로 시간과 장소

USA)을 사용하였다. 저작능력 및 교합양상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과 계산, 언어기능, 이해와 판단 등 총 12

질과 인지기능과의 가설검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측정과 구강건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자들에 의해 제안된 치매를

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

의심할 수 있는 점수는 ‘24점 이하’ 절단 점수에 근거하여, 24점

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과정에 따라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모

이하를 인지기능 저하군, 25점 이상은 인지기능 정상군으로 구분

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기준으로 채

하였다.

택하였으며 가설검정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대한 검정
을 시행하였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

3.4. 통계분석

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IBM 23.0 for windows, SPSS
Inc,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

연구 성적

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모두 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저

전체 대상자 308명의 연령은 65세에서 96세이었으며, 평균연

작능력 및 교합양상,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인지기능의 관련성을

령은 78.69±5.76세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대상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로 평균을 비교하였으

자의 249명(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거주형태는 가족과

며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one-way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142명(46.1%)이었으며, 독거노인이 166

ANOVA로 분석한 평균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Scheffe로 사후검정

명(53.9%)이었다. 부분의치나 완전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

을 실시하였다. 인지능력과 저작능력 및 교합양상의 관련성을 평

는 192명(62.3%)이었으며, 주관적 저작정도의 평가는 저작할 때

가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이, 성별, 교육수

불편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115명(37.3%),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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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105명(34.1%), 주관적 저작정도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는 88명(28.6%)이었다. 구치부 교합력이 전치부 교합력 보다 큰
대상자는 124명(40.3%)이었으며, 인지기능 저하군 대상자는 143
명(46.4%)이었다(Table 3). Table 4에서 80세 미만 대상자가 80세
이상 대상자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
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05). 또한 전치부 교합력이 높은 대상자보다 구
치부의 교합력이 높은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05). Table 5에서 주관적 저작평가가 좋을수록
OHIP-14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001). 또한 GOHAI의 평균점수에서도 저작 시 불편감을
느끼는 군에서 GOHAI의 평균점수가 31.73±9.80, 보통인 군에서
는 25.77±7.10,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군에서는 19.72±7.82로 불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Living arrangement
Denture use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Ability to chew food item

편감이 적을수록 GOHAI의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 <.001). 음식저작능력이 높을수록 OHIP-14와, GOHAI의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구치부 교합력과 구
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Table 6은 모델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절대적합지

Relative occlusal forces
MMSE-K
Total

N (%)
78.69±5.76 (mean±SD)
Male
68 (22.1)
Female
240 (77.9)
≤Elementary school
249 (80.8)
59 (19.2)
>Elementary school
Alone
142 (46.1)
With family
166 (53.9)
Yes
192 (62.3)
No
116 (37.7)
Discomfort (1-2)
115 (37.3)
Regular (3-4)
105 (34.1)
Good (5)
88 (28.6)
Discomfort (0-10)
89 (28.9)
Regular (11-20)
120 (39.0)
Good (≥21)
99 (32.1)
Anterior teeth
184 (59.7)
Molar teeth
124 (40.3)
≤24
143 (46.4)
165 (53.6)
>24
308 (100.0)

Table 4. Mastication level and occlusional status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MMSE-K score
Total score (308)
Age
<80
≥80
Gender
Male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Living arrangement
Alone
With family
Denture use
Yes
No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Discomfort (1-2)
Regular (3-4)
Good (5)
Ability to chew food item
0-10
11-20
≥21
Relative occlusal forces
Anterior teeth
Molar teeth

>24 (165)

≤24 (143)

P -value*

Mean±SD

N (%)

N (%)

<.001
24.89
22.98

±4.63
±4.29

25.53
23.56

±4.48
±4.50

23.37
26.64

±4.67
±2.89

24.25
23.78

±4.46
±4.67

23.80
24.33

±4.64
±4.45

23.76
24.00
24.31

±4.23
±4.97
±4.52

23.57
23.96
24.40

±4.94
±4.86
±3.80

23.52
24.71

±4.75
±4.20

P -value**
<.001

59 (36.0)
84 (58.3)

105 (64.0)
60 (41.7)

16 (23.5)
127 (52.9)

52 (76.5)
113 (47.1)

133 (53.4)
10 (16.9)

116 (46.6)
49 (83.1)

65 (45.8)
78 (47.0)

77 (54.2)
88 (53.0)

96 (50.0)
47 (40.5)

96 (50.0)
69 (59.5)

58 (50.4)
49 (46.7)
36 (40.9)

57 (49.6)
56 (53.3)
52 (59.1)

47 (52.8)
52 (43.3)
44 (44.4)

42 (47.2)
68 (56.7)
55 (55.6)

95 (51.6)
48 (38.7)

89 (48.4)
76 (61.3)

<.001

.002

<.001

<.001

.376

.461

.324

.067

.698

.402

.461

.354

.024

.027

*one-way ANOVA or t-test.
**Chi-square test.
a,b,c
Same letters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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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중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와 중분적합

작능력과 음식저작능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

지수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 =1.434
(P >.05)이었으며,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하였다. 주관적 저

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P <.001), Table 7에서 구치부 교합력은

2

인지기능과 관련성이 있었다(P =.028).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매
개변수가 저작능력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Table 5. Mastication ability and cognitive fuction according to OHRQoL

Variables
Subjective mastication level
Discomfort (1-2)
Regular (3-4)
Good (5)
Ability to chew
food item
0-10
11-20
≥21
Relative occlusal
forces
Anterior teeth
Molar teeth
MMSE-K
≤24
>24

P-value*

OHIP-14

P-value*

GOHAI

<.001
25.50±6.13a
29.81±3.99b
32.83±3.76c

<.001

접효과와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5).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은 주관적 저작능력과 관련이 있으나 상대적 구치부 저
작력과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저작능력과 인지기능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H1, H2, H6의 연구가설이 통계적으

31.73±9.80a
25.77±7.10b
19.72±7.82c

로 유의하였다(P <.05).

<.001
a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Table 8), 구치부 교합력과 인지기능간의 직

<.001

고 안

a

32.61±9.71
27.18±7.70b
19.46±7.26c

25.09±5.99
28.80±4.72b
32.95±3.55c

구강은 음식을 저작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연

.606
28.92±5.60
29.27±5.85

.419

강은 전신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이다20).

26.64±9.85
25.73±9.42

Park과 Park은21) 김치, 쇠고기, 땅콩, 밥 등의 음식물을 잘 씹

.097
28.48±6.25
29.57±5.13

장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이러한 구강건

.271
26.92±10.22
25.70±9.18

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음식의 저작정
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 동일한 연구

*one-way ANOVA or t-test.
a,b,c
Same letters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결과를 보였다. Kim과 Lee는22) OHIP-14를 이용하여 음식의 저작
정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였는데 아주 단단한 식품들보
다는 무른 음식이나 중등도의 음식 저작이 구강건강관련 삶에 질

Table 6. Model fit for study model

c2
Standard
Study model

>.05
1.434

c2/df
<3
.478

GFI

AGFI

CFI

SRMR

RMSEA

TLI

NFI

>.9
.998

>.9
.989

>.9
1.000

<.05
.007

<.05
<.001

>.9
1.015

>.9
.997

Table 7. Path coefficient for study model

StandardRegression
ized regresweight
sion weight

Path
H1
H2
H3
H4
H5
H6
H7

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Ability of food chewing score
Relative occlusal forces
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Ability of food chewing score
Relative occlusal forces
OHRQoL

→
→
→
→
→
→
→

OHRQoL
OHRQoL
OHRQoL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1.407
.301
―.143
.069
―.003
1.164
.066

.406
.423
―.014
.022
―.005
.125
.072

S.E

C.R

P-value

.195
.040
.468
.249
.052
.528
.089

7.230
7.474
―.306
.277
―.067
2.204
.747

<.001
<.001
.759
.782
.947
.028
.455

Table 8. Path coefficient for study model

Direct
effect

Path
H8
H9
H10

Perceived masticatory function
Ability of food chewing score
Relative occlusal forces

→
→
→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022
―.005
.125

P-value

Indirect
effect

P-value

Total
effect

P-value

.780
.998
.022

.029
.031
―.001

.491
.491
.883

.051
.025
.124

.490
.61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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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음식저작정도는 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인과관계

단한 음식들로 구성되어있어 일반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23)

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소재 일부 경

은 학력과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치매 발병의 위

로당의 노인들만을 대상자로 하는 편의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과 관계를 보면, Kalaria 등
24)

험이 높다고 하였다. Cho 등 의 연구결과에서도 학력이 낮은 대

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연구에

상자에서 인지기능이 낮게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참여한 대상자 중 남자노인의 수가 여성 노인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였다. 의치의 사용유무와 인지기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성별에 따른 특성을 일반화 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이 초

때, Jeon 등25)의 연구결과에서는 치매유무에 따른 잔존치아의 유

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육수준에

무, 의치필요자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따른 비교가 불가능하다. 넷째, 교합양상은 전ㆍ후ㆍ좌ㆍ우 4분악

는 고정성 보철물을 포함한 자연치로 저작을 하는 노인이 의치를

의 백분율의 값으로 대상자의 절대적 저작능력을 확인한 것은 아

사용하는 노인보다 인지기능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Paganini 등26)

니다. 또한 저작능력과 인지능력 구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매개효

의 연구에서는 의치로 저작을 하는 것이 자연치로 저작을 하는 것

과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유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보다 치매발병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여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

으로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을 보정하지 않은 모형이므로 이들

27)

를 보였다. Shibuya 는 교합면적 및 교합력이 인지능력과 양의

이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의 저작능력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이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저작능력

과 교합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도 교

과 전ㆍ구치부의 상대적 교합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지기능

합과 인지기능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 시 구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 그 의

치부 교합력이 전치부 교합력 보다 큰 경우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

의를 둘 수 있겠다. 추후 노인의 구강건강이나 객관적 저작력을 확

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교합과 인지기능의 관련

인하여, 인지기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성을 확인하였을 때도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여 방법론을 보안해야 할 것이다.

28)

Myung 의 연구에서 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알츠하이머병 치매

결 론

환자군으로 나누어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의 교합력을 확인
하였을 때 정상군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군으로 갈수록 전치
부의 교합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구치부 교합력이 적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합력을 전·구치부로 분류한 것
과 달리, Myung28)은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 3등분으로 나누
어 확인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저작정도 및 음식저작정도와 인지기
능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Miura 등29)의

1. 주관적 저작능력과 음식저작정도가 좋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2. 전치부의 교합력보다 구치부의 교합력이 높은 대상자의 인
지기능이 높았다.
3. 구조방정식으로 알아본 변수들과의 직접효과에서는 주관적
저작능력, 음식저작정도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
며, 구치부 교합력은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연구에서는 음식저작정도와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 연

이 연구가 향후 저작능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인지능력

구와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Miura 등29)은 다양한 강도를 가

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길 바라며,

진 35가지의 음식을 제시하여 저작정도를 확인하였으나 이 연구

노인의 인지능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위하여 노인의 저작능

는 강도가 강하거나 점착성이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제시하여 음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식저작정도를 확인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비교는 불
가능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저작능력은 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성을 가지며 객관적 저작능력은 인지기능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판단은 객관적인 조건보
다 주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결론과 상통한다30). 인지
기능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평균비교와 구조방정식에
서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인지기능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은 확
인할 수 없었다. Lee31)의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과 인지기능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Go 등3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Go 등32)은 OHIP14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모
두에서 명확한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인지기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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