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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dental hygienists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of oral health care and awareness for the elderly.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85 dental hygienists, currently practicing around Gwangju province, Korea. The 
questionnaire contained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5 items),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5 items), and awareness (8 items) among the dental hygienis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IBM SPSS 21.0 program was used for all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47.7% of the dental hygienists took care of 1 to 5 elderly patients 
per day; they could not provide high quality oral health education to these patients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lack of treatment time, and excessive workload. An analysis of the hygienists’ 
professional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oral healthcare of the elderly during university years 
showed that the older and more experienced hygienists’ were less likely to have completed this 
education, i.e., 22.05% and 10.9%, respectively (p<0.001). Of all the dental hygienists, 62.8% were 
interested in oral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and 34.4% of dental hygienists for geriatric oral 
care were the most needed for geriatric oral care education (p<0.001). Conclusio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hat dental hygienists participate in training on oral healthcare for the 
elderly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managing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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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2018년도 총 인구는 5,163만 명으로 201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8%로 꾸준히 증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1]. 노인
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만성병 유병율이 높으며 고혈압, 관절염, 당뇨, 정신질환 및 치주질환 등 5개 질환은 65
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중 정신질환과 치주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하여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치주질환에 지출된 의료비는 2005년 845억 원에서 2015년 9,247억 원으로 10.94배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당뇨에 비하여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하였다[2].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
강문제로 인한 의료시설 이용 및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인은 생리적인 회복력과 면역기능 등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질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쉽게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삶의 질과 수명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건강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10명 중 6명이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증가시
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3]. 노인환자 대상 치과 만족도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높은 진료수준 뿐만 아
니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4].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노인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가 필요하다[5]. 이렇듯 치과위생사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분야 서비스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6].

구강분야에서 치과위생사는 고령이 되면서 상실되는 치아뿐만 아니라 연하, 발음, 저작 등 구강기능장애
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7]. 치과위생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구강건강관리는 노인들에게 식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더욱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8].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는 더욱 필요하며[7], 노인 연령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된 구
강보건교육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선 치과에서 방문하는 노인 환자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관리에 관
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임상치과에서는 촉박한 진료 시간이나 치료위주의 진료 또는 노인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노인환자 대상 구강보건교육이 소홀해 지게 된다[9]. 따라서 
임상치과에서 치과 관리자 및 치과위생사가 노인환자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구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에 대
한 지식과 태도, 업무에 관한 인식도 연구, 보수교육 인식도등이 진행되었다[5,10-12]. 치과위생사가 인식하는 
노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5]. 그리고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
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의 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태도는 긍정
적이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10], 경주지역의 학생들은 노인층에게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
는 경우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1]. 또한 일부 치과위생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 신체적‧생리적 영역에 대한 지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가족‧사회적‧심리적 영
역에 대한 지식은 낮게 나타났다[12]. 이렇듯 치위생과 학생 및 치과위생사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와 지식‧태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과에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조사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치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노인환자에 대한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하여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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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노인구강보건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치위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00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였다(1041223-201701-HR-036). 연구대상자는 2017년 1

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4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α=0.05, 검정력 95%, 효과 크기는 0.5로 했을 
때 210명이 필요하지만,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응답이 불충분한 설
문지를 제외한 285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 도중 의사에 변화가 있을 경우 언
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한 후 회
수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13]의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형[1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노인구강보건 실태 5문항, 노인구강보건 인식도 8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 문항은 하루에 경험하는 노인구강 관리자 수, 노인의 구강보건교육 시행
여부 및 시행이 어려운 원인, 치과에서 노인 구강보건교육 정보 제공여부 및 제공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노인구강보건 인식도 문항은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노인구강건강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심
각한 노인구강건강 문제, 노인구강보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영역, 입 체조에 대해 들어본 경험, 노인구강관
리 시 치과위생사가 필요로 하는 인식도,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적절한 연수 실시 방법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구강보건 실태와 노인구강보건 인식도의 문항은 모두 선다형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에 앞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 등 노인구강보건인식도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이용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98.9%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5-29세

가 43.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78.2%, 근무경력은 1-4년 경력자가 42.5%로 가장 많았
다. 근무 장소는 치과의원이 258명(90.5%)으로 치과병원 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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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보건관리 제공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상에서 1일 구강관리 노인환

자 수는 1-5명이 47.7%로 가장 많고, 현재 노인구강보건교육 시행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현재 치과에서 노인구강보건 교육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치과위생
사의 구강관리 지식 부족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에서 노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4%로 높게 나타났고, 38.6%의 응답자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18.6%로 가장 많았으며, 유인물 13%, 시청각자료 3.9%, 관련도서 
3.2% 순이었다.

Table 1. Research subj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3(  1.1)

Female 282(98.9)
Age (yrs) ≤ 24 71(24.9)

25 - 29 123(43.2)
≥ 30 91(31.9)

Education level College 223(78.2)
University 58(20.4)
Master degree 2(  0.7)
Doctor degree 2(  0.7)

Career (yrs) ＜ 1 16(  5.6)
1 - 4 121(42.5)
5 - 9 102(35.8)
≥ 10 46(16.1)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58(90.5)
Dental hospital 27(  9.5)

Total 285(100.0)

Table 2. Current situation of oral health for elderly in dental hygienis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Oral care number of elderly 
patients in a day

1 - 5 136(47.7)
6 - 9 52(18.2)
10 - 19 43(15.1)
≥ 20 19( 6.7)
None 35(12.3)

Oral health education 
for elderly 

Yes 91(31.9)
No 194(68.1)

Causes of difficulty 
in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Dental hygienists lack knowledge of oral care 96(33.7)
Excessive workload 74(26.0)
Lack of time 75(26.3)
Lack of training tools and facilities 40(14.0)

Provide information on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Yes 110(38.6)
No 175(61.4)

Type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lderly oral health education (n=110)

Printed materials 37(13.0)
Related books 9( 3.2)
Audio-visual materials 11( 3.9)
Dentiform 53(18.6)

Total 28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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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 재학 중 노인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수 경험은 연령이 24세 이하 47.9%, 25-29세 45.5%, 30세 
이상 22.0%로 연령이 많을수록 이수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1). 근무경력도 1년 미
만 50.0%, 1-4년 50.4%, 5-9년 35.3%, 10년 이상 10.9%로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1). 직장근무 중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및 보수교육 경험은 연령이 30세 
이상이 35.2%로 24세 이하 9.9%보다 유의하게 교육경험이 높았으며(p<0.001), 경력이 10년 이상이 45.7%로 
1년 미만 6.3%보다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근무 장소에 따라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가 재직 중 노인구강보건관련 교육 경험이 88.9%로 치과의원 14.7%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Table 3. Education experiences of dental hygienists on oral health for elder by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Educational 

experience in college χ2 p*
Training experience 

while working χ2 p*

Yes No Yes No
Age (yrs) ≤ 24 71(24.9) 34(47.9) 37(52.1) 15.684 <0.001 7(90.9) 64(90.1) 16.191 <0.001

25 - 29 123(43.2) 56(45.5) 67(54.5) 23(18.7) 100(81.3)
≥ 30 91(31.9) 20(22.0) 71(78.1) 32(35.2) 59(64.8)

Education level College 223(71.6) 88(39.58) 135(60.5) 2.586 0.458 43(19.3) 180(80.7) 5.228 0.156
University 58(20.4) 22(37.9) 36(62.1) 18(31.0) 40(69.0)
Master degree 2( 0.7) 0( 0.0) 2(100.0) 1(50.0) 1(50.0)
Doctor degree 2( 0.7) 0( 0.0) 2(100.0) 0( 0.0) 2(100.0)

Career (yrs) ＜ 1 16( 5.6) 8(50.0) 8(50.0) 23.398 <0.001 1( 6.3) 15(93.8) 21.058 <0.001
1 - 4 121(42.5) 61(50.4) 60(49.6) 18(14.9) 103(85.1)
5 - 9 102(35.8) 36(35.3) 66(64.7) 22(21.6) 80(78.4)
≥ 10 46(16.1) 5(10.9) 41(89.1) 21(45.7) 25(54.3)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58(90.5) 95(36.8) 163(63.2) 3.620 0.057 38(14.7) 220(85.3) 78.972 <0.001
Dental hospital 27(91.5) 15(55.6) 12(44.4) 24(88.9) 3(11.1)

*by chi-square test

4.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보건 인식도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보건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8%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
기적인 구강검진이 58.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노인구강건강 문제는 치주질환이 47.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구강보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예방처치 영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4%로 가장 많았으며, 입체조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66.7%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로서 노인구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구강관리 지식 교육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구강보건교육의 적절한 연수 방법은 대학교 재학 중 필수과목이나 교양과목으
로 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8.2%로 가장 많았다. 노인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은 노
인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관리자의 인식이 33.3%로 가장 많았고, 노인구강보건 관리 전문가 양
성이 2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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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노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강질환은 노화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부적절한 구강관리와 예방진료가 행

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65세 이상의 노인은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을 보였
지만,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실천이 낮게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노인에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기회가 있다면 60.2%는 교육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14]. 일부 지역 주민 대상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10대~40대는 ‘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50~60대는 ‘많다’, 70대 이상은 ‘매우 많다’라고 응답을 하여 연령
이 증가할수록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15]. 그러므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노인들
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임
상에서 수행되는 노인구강관리 실태를 연구한 선행연구[9,14]에서는 노인환자 대상 구강보건교육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진료시간의 부족 및 관리자의 노인환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인식 부족이라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대상 노인구강보건인식도 및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
태를 알아보고 노인구강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
자 한다.

Table 4. Oral health awareness for elderly patients in dental hygienis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χ2 p*

Interest in oral health problems 
for the elderly 

Yes 179(62.8) 18.698 <0.001
No 106(37.2)

Important factors of maintaining 
oral health for the elderly 

Regular oral examinations 168(58.9) 261.428 <0.001
Regular brushing 103(36.1)
Dietary control 8( 2.8)
Fluoride application 6( 2.1)

The most serious oral health problems 
for the elderly   

Dental caries 23( 8.1) 190.982 <0.001
Periodontitis 136(47.7)
Filthy denture 16( 5.6)
Low oral health consciousness 85(29.8)
Oral dryness and bad breath 25( 8.8)

Important area of oral health 
for the elderly

Oral health education 93(32.6) 34.389 <0.001
Prevention 192(67.4)

Oral exercise recognition Yes 95(33.3) 31.667 <0.001
No 190(66.7)

Factors necessary to implement 
oral care for the elderly 

Education of oral management knowledge for the elderly 98(34.4) 101.105 <0.001
Supporting oral health management facilities 78(27.4)
Spare time 75(26.3)
Extension of teaching facilities 33(11.6)

The proper training method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University education 109(38.2) 90.453 <0.001
Regular repair training for the dental sanitarist association 91(31.9)
Self-training of dental clinic for the elderly 97(34.0)

Strategies for activating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Changing dental perception by dental managers 95(33.3) 82.070 <0.001
Present in your textbooks during college training 63(22.1)
Expanding training for dental hygienists 55(19.3)
Training of oral health management experts for the elderly 70(24.6)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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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2.3%를 
제외한 74.1%는 1일 1명이상 노인환자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1～5명의 노인환자 구강관리를 시행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형[14]이 전라북도 지역 임상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 치
과위생사들이 15.1%는 ‘노인환자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84.9% 대상자는 노인환자경험을 평균적으
로 하루 한명이상 경험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나타났으며, 노인구강보건 교육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으로는 33.7%가 치과
위생사의 구강관리 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와 김[9]의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도 62.2%가 ‘노인환
자 대상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으며, 노인구강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진료시간과 노인 구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치과에서 38.6%만 구강보건교육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 시 유인물이나 시청각자료의 활용 보다 모형의 활용이 높다고 응답하였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 보건 교육은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
으므로[16], 진료시간이 촉박한 치과임상에서 짧은 시간에 노인환자 대상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청각 교육매체를 제작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노인구강보건 인식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치위생 관련 교과목 이수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38.47%만 이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수경험이 낮았다. 재직 중 노인관련 연수 및 보수
교육 경험은 경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
수록 재학시절 전문교육을 받은 이수경험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수경험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
다[9]. 지와 안[5]의 연구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가 71.4%로 높았으며,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경력 8년 미만이 경우에 비해 8년 인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임상경
력이 많을수록 치과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노인 간호학 교과목이 개설된 비율이 95.0%[17]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
교해 노인 치위생 관련 교과목 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는 심과 김[12]은 
73.9%, 지와 안[5]은 60.8%가 노인관련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치위생 교육에서 노인관련 교과목을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노인구강관리를 위한 전
문지식 및 실습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8%로 높았으며, 치과위생사로서 
노인구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34.4%로 가장 많았고, 대
학교 재학 중 필수과목이나 교양과목으로 노인구강보건교육 이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
장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와 안[5]도 임상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 노인관련 전문 교
과목의 필요성을 느낀 군이 83.36점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군의 79.9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형
[14] 및 하와 김[9]의 임상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구강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관
리자의 인식변화(33.3%)와 노인구강보건 관리 전문가 양성(24.6%)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와 김[9]도 치과
위생사의 교육 연수확대와 치과관리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형[14]은 노
인구강보건교육의 적절한 연수방법은 협회의 정기적인 보수교육(38.8%) 및 대학교 재학 중 교육과정(34.1%)
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과 김[12]이 임상치과위생사 대상 노인에 대한 지식연구에서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치과위생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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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높이고 노인구강관리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노인환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구강보건관리 및 노인구강보건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
인 구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교육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들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시키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확대한 연구를 통한 임상에서의 노인환자의 구강보건진료 실태와 치과위생사의 노인
에 대한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와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2017년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관리 제공 실태 분석 결과 임상에서 1일 구강관리 노인환자 수는 1-5명이 47.7%

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구강보건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나타났다. 치과에서 
노인구강보건 교육 시행이 어려운 원인은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지식부족이 33.7%, 진료 시간 부족 26.3%, 
과다한 업무량 26.0%로 나타났으며,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1.4%로 높게 나타났다.

2. 노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학 재학 중 노인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
수 경험은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각각 22.05%, 1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3. 치과위생사의 노인구강보건 인식도 분석 결과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8%로 관심이 없는 경우 37.2%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치과위생사로서 노인구강관리
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구강관리 지식 교육이 34.4%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관심은 높은 반면 임상에서 노인대상 구강보
건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
과위생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및 협회에서 노인구강보건 관련 교
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치과위생사가 노인구강건강을 관리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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