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Food Sci Nutr
50(5), 531～541(202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https://doi.org/10.3746/jkfn.2021.50.5.531

노인의 구강건강에 따른 영양섭취상태 비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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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nutritional status by oral health among the Korean
elderly. The data from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ere used.
The subjects were 1,352 old adults aged 65 years old and older. The oral health indicators were classified after completing a questionnaire asking about the experiences of toothache within the recent year,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chewing difficulty, and speaking difficulty. The group with poor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had lower household
income. The group with chewing difficulty showed older age, lower education status, and lower household income.
The group with speaking difficulty showed older age, lower education status, lower household income, and higher
current smoking. The group with speaking difficulty showed lower intakes of nuts and seeds and mushrooms. The
group with chewing difficulty had a lower riboflavin intake than those without chewing difficulty. The group with
speaking difficulty showed a lower intake of dietary fiber than those without speaking difficulty. Compared to the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KDRIs), the group with chewing difficulty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insufficiency in riboflavin intake than those without chewing difficulty. The group with speaking difficulty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insufficiency in iron intake than those without speaking difficulty.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elderly with chewing and speaking difficulties have a low nutritional status in some nutrients. Therefore, nutritional
intervention and oral health care are necessary.
Key words: chewing difficulty, toothache, elderly, nutritional status, oral health

서

론

전체적인 기능 쇠퇴로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
해 면역력 감소가 동반되어 다른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한다. 이는 구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노화로 인한 구강

다. 2019년 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에 따르면 2000년 우리

내 기능 감소와 여러 가지 질환에 따른 약물 복용 증가 등으

나라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

로 노인의 구강질환은 젊은 사람보다 복잡하게 나타나며,

입했고 그동안 노인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대표적인 노인구강 관련 질환에는 치주질환, 구강건조증, 치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Statistics Korea, 2019).

근우식증 등이 있다(Kim 등, 2016).

노인의 질병 양상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인은

노인의 구강건강은 영양소 섭취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Schimmel 등, 2015), 노인이 되어 치아를 상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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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능력 저하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
고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되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
워질 수 있다(Hsu 등, 2011). 노인의 식습관과 구강건강상
태의 연관성을 조사한 Gwon 등(2009)의 연구에서도 노인
들의 구강건강과 식사의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또한 Walls와 Steele(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저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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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 미각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노인들은

무는 구강 면접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치통을 경험한 적이

저작이 불편한 경우 미각을 통한 즐거움이 감소하여 식욕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 2점 척도를 사용했으

저하되고 식품 선택에 변화가 생겨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며,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는 구강 면접에서 ‘스스로 생각할

있다고 확인하였고, 건강하지 못한 구강상태는 영양불량의

때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De Marchi 등, 2008;

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

Cousson 등, 2012). 구강건강과 질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쁨’의 5점 척도를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으로, ‘보통’

는 치아가 소실되면 식사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심혈관

을 ‘보통’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분류하였

계 질환 및 암 질환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다. 씹기 문제는 구강건강 설문조사에서 ‘현재 치아나 틀니,

(Ritchie 등, 2002),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 불편감과 복합만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에 불편감을 느끼십니

성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단면조사연구에서는 복합만성질

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편함’, ‘불편함’, ‘그저 그러함’, ‘불

환과 저작 불편감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Han,

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의 5점 척도를 ‘매우 불편

2013).

함’과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그저 그러함’을 ‘그저 그러

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저하되면 노인의 삶의 질도 저하

함’으로, ‘불편하지 않음’과 ‘전혀 불편하지 않음’을 ‘불편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와 Kim, 2012; Locker 등, 2002;

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으며, 말하기 문제는 구강건강 설문조

Oh와 Kim, 2016). Han과 Yom(2012)의 연구에서도 현존

사에서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하는 자연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발음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십니까?’라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문에 ‘매우 불편함’, ‘불편함’, ‘그저 그러함’, ‘불편하지 않

자료를 분석한 Kwon 등(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씹기 문

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의 5점 척도를 ‘매우 불편함’과 ‘불

제가 있는 노인이 씹기 문제가 없는 노인에 비해 채소 및

편함’을 ‘불편함’으로, ‘그저 그러함’을 ‘그저 그러함’으로,

과일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그로 인해 비타민 C와

‘불편하지 않음’과 ‘전혀 불편하지 않음’을 ‘불편하지 않음’

칼륨의 섭취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신건강이나 전신건
강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

식품군 섭취 및 영양소 섭취 평가

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구강건강은 영양상태와 직결되기

식품군 섭취는 식품섭취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곡류 및 그

때문에 노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

제품, 감자 및 전분류, 당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므로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종실류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일류, 육류 및 그 제품,

필요하다(Won과 Ji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난류, 어패류, 해조류, 우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료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

주류, 조리료류,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소 섭취는

상으로 구강건강상태 현황을 살펴보고 구강건강에 따른 식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양소는 열

품 및 영양섭취상태를 비교하여 구강건강과 영양섭취상태

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

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화지방산,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를 분석하

대상 및 방법

였고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 비
율을 계산하였다. 영양소 섭취 부족자의 비율은 2015년 한

연구대상

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열량은 필요추정량(Estimated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Energy Requirement, EER)의 75%를 기준으로 하였고 단

받아 수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원시자

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

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슘, 인, 철은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

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DDWU

ments, EAR)을 기준으로, 나트륨, 칼륨은 충분섭취량(Ade-

2012-03). 연구대상자는 제6기의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

quate Intake, AI)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값 미만으로 섭취하

사 참여자 총 7,380명 중 65세 이상 노인 1,457명 중에서

는 사람을 부족 섭취자로 구분하여 부족 섭취자 비율을 제시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미만과 6,000 kcal를 초과한 37

하였다.

명과 구강건강 설문조사 항목에 모두 답을 하지 않은 68명
을 제외한 1,35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설문 항목 중 성별은 남자, 여자

구강건강수준

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

사용 변수는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 본인인지 구강건

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Oh와 Kim, 2016). 교육수준은 초

강상태, 씹기 문제, 말하기 문제로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

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소득

노인의 구강건강에 따른 영양섭취상태

은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고 기초생활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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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예 또는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결

과

통계처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수집

구강건강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된 자료이므로 치중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치(weight),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층화변수(kstrata), 조사구(psu)를 적용하여 SAS 통계분석

1에 제시하였다. 총 대상자 중 치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프트웨어(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대상자는 36.2%였고 치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63.8%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

특성의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여부에 따라 치통 경험유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인

분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식품군･영양소 섭

인지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

취 및 평가의 연속형 자료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

였다. 총 대상자 중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하였고 분석 결과는 평균(mean)±표준오차(standard er-

대상자는 16.4%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0.3%이

ror)로 나타냈으며, 공분산분석 결과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

며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4%였다. 성별, 가구소득에

는 변수에 대해 Tukey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구강건강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분석 결과 본인인지 구강

따른 일반사항을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나이, 성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

별,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도

다. 가구소득 분석 결과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소득수준과의 상관성이 높아서

인 중 하위권 비율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권이 7.4%

두 변수 중 소득수준만을 보정변수로 선택하였다. 모든 통계

로 가장 낮았다. 씹기 문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toothache experience and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Toothache experience
Yes
No
P-value1)
(n=445)
(n=784)

Characteristics

1)

Sex
Male
Female

183 (41.0)
262 (59.0)

359 (43.8)
425 (56.2)

Age (years)
65∼69
70∼74
75∼79
≥80

160 (34.7)
127 (26.0)
112 (27.7)
46 (11.6)

259 (31.4)
217 (25.9)
175 (25.2)
133 (17.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48 (60.6)
64 (14.0)
68 (17.7)
34 (7.7)

426 (63.7)
86 (10.5)
129 (17.0)
64 (8.8)

2)

0.402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Moderate
Poor
P-value
(n=372)
(n=656)
2)

0.033*

100 (48.2)
101 (51.8)

152 (37.2)
220 (62.8)

290 (44.2)
366 (55.8)

64 (31.9)
54 (24.9)
56 (29.7)
27 (13.5)

138 (33.7)
99 (24.6)
79 (25.1)
56 (16.6)

217 (32.2)
191 (27.0)
152 (25.6)
96 (15.3)

99 (61.2)
26 (12.3)
34 (17.8)
18 (8.8)

186 (58.6)
58 (13.6)
64 (18.0)
37 (9.8)

389 (65.2)
66 (10.7)
99 (16.6)
43 (7.4)

0.081

0.884

0.394

House income quartile
Low
Low-middle
High-middle
High

215 (50.1)
127 (27.1)
67 (15.3)
34 (7.4)

339 (44.5)
220 (27.0)
134 (18.5)
84 (10.0)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Yes
No

60 (14.0)
385 (86.0)

97 (10.8)
686 (89.2)

Drinking status
Never drinker
Current drinker

113 (27.5)
311 (72.5)

189 (26.7)
548 (73.3)

Smoking status
Never 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256 (60.8)
134 (31.4)
32 (7.8)

447 (60.8)
214 (29.8)
75 (9.4)

P-value from Chi-square test.

Good
(n=201)

0.629

0.039*

0.293
81 (44.1)
65 (30.7)
30 (14.4)
23 (10.8)

155 (41.8)
98 (25.3)
71 (22.0)
44 (11.0)

318 (49.9)
184 (26.9)
100 (15.7)
51 (7.4)

16 (7.9)
185 (92.1)

42 (11.0)
329 (89.0)

99 (13.8)
557 (86.2)

44 (21.8)
148 (78.2)

86 (28.5)
263 (71.5)

172 (27.8)
448 (72.2)

111 (58.6)
64 (32.6)
16 (8.7)

229 (66.8)
93 (26.5)
26 (6.7)

363 (58.2)
191 (31.8)
65 (10.1)

0.165

0.127

0.782

0.352

0.682

2)

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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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chewing difficulty and speaking difficulty
Characteristics

Yes
(n=551)

Sex
Male
Female

Yes
(n=283)

1)

0.558

Speaking difficulty
Neutral
No
(n=223)
(n=760)

114 (39.0)2) 97 (40.0) 346 (44.9)
169 (61.0) 126 (60.0) 414 (55.1)

0.047*
160 (29.0)
162 (26.4)
146 (28.4)
83 (16.2)

82 (34.0) 198 (37.9)
73 (32.3) 123 (23.1)
41 (21.9) 108 (24.7)
23 (11.8) 69 (14.3)

60 (21.9)
96 (30.1)
77 (29.6)
50 (18.5)

360 (73.0) 114 (57.6) 230 (53.9)
55 (10.2) 36 (14.7) 69 (12.7)
62 (11.5) 42 (20.4) 103 (21.6)
25 (5.3)
16 (7.3)
60 (11.8)
287 (51.8)
150 (26.7)
79 (15.1)
34 (6.5)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Yes
No
Drinking status
Never drinker
Current drinker
Smoking status
Never 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0.0003***
190 (75.2) 129 (62.9) 385 (58.5)
29 (11.7) 27 (11.7) 104 (12.1)
24 (8.2)
42 (20.2) 141 (19.2)
11 (5.0)
11 (5.2)
79 (10.2)

87 (42.5) 185 (39.0)
76 (34.6) 140 (25.7)
35 (15.4) 100 (22.2)
19 (7.5)
71 (13.1)

0.0002***
155 (53.9) 112 (53.9) 292 (40.0)
75 (25.3) 65 (25.8) 225 (28.9)
38 (15.9) 33 (15.1) 142 (19.3)
13 (4.9)
13 (5.2)
98 (11.9)

0.283
86 (13.4) 23 (12.0) 50 (10.1)
465 (86.6) 195 (88.0) 448 (89.9)

0.051
45 (14.4) 38 (16.1) 76 (9.9)
238 (85.6) 185 (83.9) 683 (90.1)

0.152
159 (29.4) 65 (32.1) 119 (25.0)
392 (70.6) 154 (67.9) 379 (75.0)

0.149
88 (31.5) 65 (31.3) 189 (26.0)
195 (68.5) 158 (68.7) 571 (74.0)
0.009**

0.171
322 (60.1) 134 (61.2) 318 (62.8)
162 (28.0) 63 (29.6) 146 (30.6)
67 (11.9) 22 (9.2)
34 (6.7)
2)

N (%). *P<0.05,

**

P<0.01,

***

0.216

79 (33.1) 301 (37.6)
57 (22.0) 204 (25.7)
51 (24.6) 167 (24.9)
36 (20.3) 88 (11.8)

0.0001***

House income quartile
Low
Low-middle
High-middle
High

P-value

0.0002***

<0.0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P-value from Chi-square test.

P-value

234 (41.2)2) 96 (42.2) 228 (44.9)
317 (58.8) 123 (57.8) 270 (55.1)

Age (years)
65∼69
70∼74
75∼79
≥80

1)

Chewing difficulty
Neutral
No
(n=219)
(n=498)

168 (60.0) 133 (60.5) 472 (62.0)
77 (26.8) 60 (25.9) 233 (31.0)
38 (13.3) 30 (13.7) 55 (7.0)

P<0.001.

제시하였다. 총 대상자 중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

지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의 차이는 성별, 연

자는 43.5%였고 씹기 문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모

17.3%였으며 씹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9.3%

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씹기 문제에 따른 식

였다. 씹기 문제의 정도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품군 섭취량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난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노인이 연령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낮

으며 씹기 문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 씹기 문제가 없

았다. 말하기 문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

다고 응답한 그룹,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 순으로

였다. 총 대상자 중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난류의 섭취량이 높았다. 말하기 문제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22.4%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7.6%이며 없다고

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4

응답한 대상자는 60.0%였다. 말하기 문제의 정도에 따라

에 제시하였다. 견과류와 종실류, 버섯류에서 유의적인 차이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흡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가 있었으며 말하기 문제가 없는 그룹의 견과류와 종실류,

는데, 말하기 문제가 있는 노인군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버섯류 섭취량이 말하기 문제가 있는 그룹의 섭취량보다 유

비율과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은 말하기 문

의적으로 높았다.

제가 없는 노인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다.

영양소 섭취량 및 에너지 섭취 비율의 차이
식품군 섭취량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및 에너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의 차이

지 섭취 비율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

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3에 제시

여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하였으며 모든 식품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인인

없었다.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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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group intakes of the study subjects by toothache experience and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Toothache experience
Yes
No
P-value3)
(n=445)
(n=784)

Food groups (g/d)
1)

Cereals
Potato and starches
Sugars and sweetners
Pulses
Nuts and seeds
Vegetables
Fungi and mushrooms
Fruits
Meats
Eggs
Fish and shellfishes
Seaweeds
Milks
Oil and fat
Beverages
Seasoning
Other
1)

313.54±12.63
39.94±5.58
9.08±1.06
49.14±6.37
10.61±2.33
327.68±14.01
5.36±1.19
215.70±17.23
76.10±12.88
15.52±2.04
104.45±12.87
44.58±9.21
62.03±8.59
5.61±0.48
107.81±16.49
28.74±2.13
1.21±0.69

2)

311.12±10.06
36.99±4.83
9.65±1.08
48.03±4.35
8.84±1.51
334.92±11.35
6.26±1.11
247.76±21.10
66.89±7.65
15.55±1.49
114.65±10.66
42.49±7.28
57.15±5.96
5.40±0.36
100.27±10.92
28.32±1.68
0.58±0.14

Adjusted for sex, age, house income level, and smoking.

Good
(n=201)

0.804
0.611
0.590
0.853
0.530
0.588
0.345
0.105
0.458
0.989
0.418
0.792
0.499
0.648
0.650
0.838
0.311
2)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Moderate
Poor
(n=372)
(n=656)

322.00±16.42
29.15±5.64
9.05±1.31
42.64±5.49
8.54±2.86
341.31±17.86
5.14±1.52
246.36±34.44
70.53±9.25
16.72±3.00
119.40±18.86
44.00±12.91
63.91±11.47
5.32±0.70
93.70±16.21
26.84±1.97
0.67±0.22

2)

316.86±12.88
36.72±5.85
9.88±1.34
44.69±5.57
12.13±2.18
329.62±16.57
5.46±1.13
235.69±21.97
60.68±7.56
15.54±1.85
112.26±12.83
43.45±9.77
58.26±8.52
5.86±0.50
107.61±15.03
28.78±2.17
0.55±0.20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3)

304.62±10.41
41.98±5.48
9.36±1.20
53.06±5.06
7.79±1.71
331.58±11.33
6.66±1.33
236.29±19.11
75.67±10.79
15.10±1.53
108.05±10.50
42.59±6.95
56.97±6.07
5.24±0.38
102.42±13.01
28.81±1.89
0.97±0.48

P-value
0.391
0.169
0.884
0.148
0.385
0.864
0.450
0.953
0.203
0.874
0.798
0.987
0.804
0.455
0.755
0.614
0.580

P-value from ANCOVA test.

Table 4. Food group intake of the study subjects by chewing difficulty and speaking difficulty
Food groups
(g/d)
Cereals1)
Potato and
starches
Sugars and
sweetners
Pulses
Nuts and seeds
Vegetables
Mushrooms
Fruits
Meats
Eggs
Fish and
shellfishes
Seaweeds
Milks
Oil and fat
Beverages
Seasoning
Other
1)
4)

Yes
(n=551)

Chewing difficulty
Neutral
No
(n=219)
(n=498)

316.59±12.182) 294.13±11.98 308.77±10.17
37.35±4.76
38.63±9.00
32.10±4.66
9.64±0.97

11.52±1.77

8.53±0.95

P-value

3)

Yes
(n=283)

Speaking difficulty
Neutral
No
(n=223)
(n=760)

0.202
0.557

312.17±11.14
39.42±6.02

295.90±11.82
29.86±7.04

0.235

9.58±1.24

9.16±1.01

9.46±0.93

P-value

311.28±10.96 0.255
35.20±4.27 0.439
0.947

54.00±6.02
8.39±1.54
319.65±11.19
4.02±1.11
217.56±17.78
69.89±11.30
12.56±1.58a4)
104.94±12.48

47.72±5.39
48.17±4.84
9.50±2.20
10.20±1.80
337.04±17.37 328.16±14.16
6.09±1.36
6.08±1.29
251.21±25.86 230.14±23.47
58.53±7.01
65.20±7.61
23.38±3.48b 15.64±1.93a
96.16±13.97 115.79±10.36

0.541
0.702
0.618
0.192
0.385
0.519
0.022*
0.403

44.95±5.74
7.37±1.63ab
317.36±14.51
3.45±0.94b
213.00±20.20
69.90±13.64
12.59±1.76
93.63±12.16

56.99±7.76
5.32±1.57a
348.68±18.71
5.08±1.40ab
237.43±25.42
86.63±22.91
17.39±2.67
101.25±13.87

50.67±4.76
10.84±1.55b
324.33±12.10
5.81±1.12a
231.58±18.90
60.56±6.05
16.28±1.57
113.86±10.00

0.291
0.008**
0.372
0.041*
0.438
0.324
0.121
0.288

45.63±10.71
60.19±8.01
5.53±0.45
102.47±13.51
28.03±1.99
0.84±0.30

35.92±10.12
57.52±8.28
6.21±0.60
105.43±15.40
28.33±2.27
1.20±0.53

0.658
0.959
0.467
0.854
0.598
0.338

31.92±8.01
60.57±9.04
5.87±0.54
91.71±11.72
26.33±2.17
0.52±0.19

35.49±7.38
59.87±9.20
5.70±0.51
101.83±12.51
29.25±2.31
0.83±0.36

49.79±8.28
57.70±6.19
5.55±0.43
102.35±11.43
29.82±1.69
0.73±0.27

0.137
0.936
0.824
0.674
0.282
0.520

45.91±7.55
58.14±6.43
5.49±0.47
95.85±12.94
30.17±1.83
0.41±0.15

Adjusted for sex, age, house income level, and smoking. 2)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at P<0.05. *P<0.05, **P<0.01.

3)

P-value from ANCOVA test.

에너지 섭취 비율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

평균섭취량이 씹기 문제가 있다고 답한 그룹의 섭취량보다

정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유의적으로 높았다(P=0.043). 말하기 문제에 따른 영양소

따라 영양소 섭취와 에너지 섭취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섭취량 및 에너지 섭취 비율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인 차이가 없었다. 씹기 문제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및 에너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식이섬유의 섭취량

지 섭취 비율의 차이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

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에서 유의적

한 그룹이 말하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식이섬

인 차이가 있었으며 씹기 문제가 보통이라고 답한 그룹의

유의 섭취량이 낮았다(P=0.035). 에너지 섭취 비율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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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sufficient nutrient intake using KDRIs1) by toothache experience and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Toothache experience
Yes
No
(n=445)
(n=784)

Nutrients
Energy2)
Protein
Vitamin A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Niacin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Iron

29.23±3.103)
31.88±3.34
54.97±3.78
50.92±3.50
7.17±1.57
61.34±3.81
41.85±3.35
76.95±3.03
11.99±1.77
6.96±1.13
72.08±3.00
3.21±1.07

25.57±2.19
30.20±2.44
51.83±3.09
53.71±2.86
6.94±1.34
58.74±2.59
40.64±2.51
79.49±2.29
11.39±1.70
6.36±0.96
72.94±2.23
3.36±0.92

P-value

Good
(n=201)

4)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Moderate
Poor
(n=372)
(n=656)

23.69±3.313)
28.56±3.76
46.12±4.15
56.40±4.65
4.84±1.21
55.50±4.54
35.40±3.88
78.22±3.55
10.19±2.47
5.05±1.18
72.35±4.26
2.54±0.83

0.215
0.617
0.342
0.420
0.971
0.462
0.731
0.471
0.876
0.695
0.894
0.834

27.08±3.05
30.81±3.33
51.34±3.93
52.58±3.51
7.40±2.03
57.40±3.54
42.79±3.61
80.61±3.17
12.43±2.02
6.94±1.25
74.95±3.04
3.13±1.17

27.62±2.68
31.51±2.92
56.27±3.43
51.72±3.24
7.59±1.43
62.48±2.75
41.91±2.88
77.60±2.43
11.57±1.82
6.88±0.95
71.24±2.44
3.73±1.05

P-value
0.601
0.776
0.058
0.597
0.117
0.142
0.301
0.674
0.715
0.327
0.604
0.379

1)

KDRIs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2015): Cutoff values are 75% of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for energy,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for protein, vitamin A,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niacin, calcium, phosphorus, and
iron, AI (Adequate Intake) for sodium and potassium.
2)
Adjusted for sex, age, house income level, and smoking.
3)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
4)
P-value from ANCOVA test.
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씹기 문제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
의 비율

양소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을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다. 리보플라빈 섭취가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씹기 문

준 대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을 성별, 연령,

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이 씹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에 비해 리보플라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유의적으로 많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

다(P=0.021). 말하기 문제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대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을 성별, 연령, 소

대상자의 비율을 성별, 연령, 소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득수준, 흡연을 보정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으며, 말하기

Table 8.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sufficient nutrient intake using KDRIs1) by chewing difficulty and speaking difficulty

1)

Nutrients

Yes
(n=551)

Energy2)
Protein
Vitamin A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Niacin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Iron

30.45±3.043)
33.54±2.83
58.82±3.34
59.30±3.35
8.10±1.54
65.80±2.66a
45.94±3.12
80.69±2.21
18.08±2.51
6.98±1.03
78.15±2.33
3.25±0.89

Chewing difficulty
Neutral
No
(n=219)
(n=498)
29.65±3.83
26.77±3.85
53.48±4.71
49.29±4.53
4.95±1.51
58.79±4.62ab
40.42±4.32
79.99±3.68
13.19±2.67
6.79±1.54
69.98±4.40
3.37±1.21

25.81±2.56
29.47±3.11
51.86±3.55
55.51±3.21
5.56±1.22
56.62±2.99b
41.13±3.06
80.36±2.42
13.84±2.33
5.08±1.13
75.91±2.57
2.53±0.95

P-value

4)

0.407
0.196
0.099
0.154
0.096
0.021*
0.410
0.966
0.161
0.397
0.280
0.718

Yes
(n=283)
30.83±3.703)
34.56±3.84
61.63±4.25
59.47±4.18
8.55±1.96
65.74±3.31
49.64±3.90
81.91±2.94
20.68±3.38
7.49±1.55
81.53±2.39
4.92±1.53a

Speaking difficulty
No
Neutral
(n=223)
(n=760)
26.43±3.58
28.68±3.90
56.53±4.26
56.32±4.32
5.48±1.35
60.84±3.78
43.09±4.26
83.00±3.25
13.56±2.70
7.20±1.58
71.49±4.49
3.68±1.22ab

27.87±2.20
29.93±2.38
52.53±3.47
54.72±2.87
6.07±1.13
58.94±2.62
40.93±2.59
79.36±2.10
14.45±1.99
5.42±0.86
75.09±2.14
2.27±0.71b

P-value
0.571
0.355
0.125
0.550
0.171
0.171
0.115
0.481
0.063
0.291
0.079
0.040*

KDRIs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2015): Cutoff values are 75% of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for energy,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for protein, vitamin A,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niacin, calcium, phosphorus, and
iron, AI (Adequate Intake) for sodium and potassium.
2)
Adjusted for sex, age, house income level, and smoking.
3)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
4)
P-value from ANCOVA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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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철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말하

하는 식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Won과

기 문제가 없는 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40).

Jin(2003)도 건강하지 못한 구강상태는 저작능력의 저하와
음식의 맛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여 음식 섭취 시 장애가

고

찰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씹기 문제에 따른 식품군 섭취
량의 차이는 난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씹기 문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제6기 중 2015년 자료를

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 씹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에 따

룹,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 순으로 높아 일관성

른 노인의 영양상태를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구강건강은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말하기 문제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의

최근 1년간 치통 경험유무,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 씹기

차이는 견과류 및 종실류와 버섯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

문제, 말하기 문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Douglass 등

었는데, 말하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이 말하기 문제가

(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있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섭취량이 높았다.

구강건강상태와 치과의사가 직접 검진한 구강건강상태 결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씹기 문제가 없다고

과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2012)

응답한 그룹보다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

의 보고에 따르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영양상태

고 말하기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낮았

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Lim 등(2011)의 연구

다. Krall 등(1998)의 연구에서도 저작능력과 식이섬유, 비

에서도 식습관이 좋은 경우 구강건강상태도 건강하다고 느

타민, 무기질의 섭취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치아상

끼는 비율이 높았다.

태와 영양섭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치아가 없는 사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람이 비타민 A, 카로틴, 엽산,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적

결과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여성에서 보통이라고 생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ahyoun 등, 2003). 또한 자

하는 비율이 높았고,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

연치아수와 영양섭취상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연치아수가

각하는 노인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적을수록 철, 칼륨,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적절한 치아 및 근 기능은 저작 기능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Kim 등, 2011),

(Yang 등, 200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작을 위한 근육은

Joshipurs 등(1996)의 연구에서도 자연치아수가 감소함에

매우 감소하기 때문에(Newton 등, 1993) 연령의 증가는 씹

따라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구강건강상태에 따

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dreescu 등(2004)

른 에너지 섭취 비율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

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잔존치아수가 감소하

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탄수화물의 에

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씹기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

너지 섭취 적정비율을 55~65%, 지질의 에너지 섭취 적정비

다. 씹기 문제 및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교육

율을 15~30%로 제시한 것에(Ministry of Health and Wel-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

fare, 2015) 비해 본 연구 대상자들의 탄수화물 평균 섭취

다고 답한 그룹,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 말하기

비율은 71.4%로 높았으며 지질 평균 섭취 비율은 13.3%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가구소득이 유의적으로 낮았

낮았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

다. 한국 노인의 자연치아 보유율과 사회경제적 관련 요인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정비율 에너지 섭취를 위한 식품

연관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도 저작이 불편한 그룹이 교

섭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양

(Shin과 Jung, 2012), 노인의 전신건강 및 식생활 습관과 구

소별 섭취 부족자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씹기 문제가 있다

강건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월

고 응답한 그룹이 씹기 문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과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

씹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리보플라빈의 부족

는 비율이 높아(Park 등, 2006)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말하기 문제가 있다는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의 차이를 알아본 결

그룹에서 철분 부족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 노인을 대상으

과, 최근 1년간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말하기

로 자연치아수와 영양소 섭취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유의

에 따르면 무치악군, 자연치아 1~19개 보유군, 자연치아 20

적으로 낮았다. Kagawa 등(2012)의 연구에서도 저작이 불

개 이상 보유군 간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양소별

편한 노인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

섭취 수준은 철, 칼륨,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로 나타났으며, 한국 노인의 치아 건강도와 선호식품과의

C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Kim 등, 2011),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치아 건강도가 좋은 사람이 과일

Shin 등(2012)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영

류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Ju와 Kim, 2015) 본 연

양소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Hildebrandt 등(1997)에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나트륨 섭취의 경우 충분섭취량

따르면 저작이 불편하면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기보다 편식

의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u 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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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노인은 미국 노인보다 2배

라서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건강관리와 균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다. 과다한 나트륨 섭

형적 영양섭취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취는 심혈관계 질환 유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Brown
등, 2009) 나트륨 섭취에 대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과 가구소
득이 낮으며 흡연하는 노인일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중 씹기 문제
와 말하기 문제가 식품 및 식이섬유, 리보플라빈, 철의 섭취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가 단면연구이기 때문
에 구강건강과 영양상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한
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용 변수는 구강 면접과 구강건
강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주관적인 구강
건강상태를 나타내므로 객관적인 검진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셋째, 노인의 영양상태는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 시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와 객관적인 검진조사를 이용한 연구와 대상자의 경제수준
과 지역을 고려한 비교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성을 지닌 연구이
며 한국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그에 따
른 영양상태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제6기 중 2015년 자
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
강수준과 영양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씹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
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흡연자일수록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씹기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씹기 문제가 없는 그룹보다 낮았고,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자의 비율이 높았다.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견과류 및 종실류의 섭취와 버섯류의 섭취량이 말
하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낮았고, 식이섬유의
섭취량도 말하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낮았다.
또한 철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도 말하기 문제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구강건강
상태 중 특히 씹기 문제와 말하기 문제가 있는 노인은 식품
및 일부 영양소의 섭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구강건
강상태가 영양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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