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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Program on Denture Self-care,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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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program on denture self-care, dentur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oral status among the elderly. Method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design. Total 61 elderly who visited a seniors center, Seoul,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31 elderly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elderly for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lesson in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program which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Using a structural questionnaire, the elderly’s perception about denture self-care, dentur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oral statu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and ANCOVA 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denture satisfaction(p < .001), QOL of oral health( < .001), concern for oral
health(p = .005),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p < .001), bad breath(p = .010), oral dryness(p < .001) and number of denture
clearing(p< .001).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program for elderly at a senior center was
effective. Further work is required to develop more effective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programs and an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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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건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화와 영양분 섭취와

1. 연구의 필요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 우울, 삶의 질에까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 중 13.1%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

다[2]. 국민건강영양조사(2013)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

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도에는 총인구의 40.1%까지 증가

소율은 49.2%이며, 저작, 발음시 불편한 구강기능 제한율은 52.3%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경

절반이상에서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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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도 남자는 50세 이상 남자의 절반이상이, 여자는 1/3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치필요자율이 60-69세는 22.8%, 70세 이상은 28.6%로 보

장인순· 박승미

2) 의치관리 실습교육이 노인의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고되었다[3].
노인의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대인관계와 원활한 사회생활
을 위한 발음 및 외모뿐만 아니라 전신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3. 용어 정의
1) 의치

영양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상태가 삶의 질과 우울, 전

의치(denture)는 자연치아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 자연치아의 상실이 많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의미한다. 인접한 치아에 완전히 고

은 노인의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

정시켜서 전적으로 치아에 의해 유지되는 형태로 제작된 의치를 고

과보철물을 통하여 치아를 수복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저작기능

정식 의치(fixed denture)라고 하고, 치아와 더불어 잇몸 등의 지지를

을 회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5].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강질환

함께 얻기 위하여 끼었다 뺏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의치를

중 특히 치주질환은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

가철식 의치(removable denture)라고 한다. 주로 끼웠다 뺐다할 수 있

련이 있으며,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일생의 건강한 삶을 위

는 가철식 의치를 틀니라고 한다. 틀니는 부분의치, 전체의치, 특수

한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6].

의치(임플란트)로 나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중 의치 필요자를 대
상으로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고, 의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2) 의치관리 실습교육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의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7]. 또한, 많은 노인

의치관리교육이란 노인의 구강보건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노년

들이 의치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치 착용률

기의 중요 문제인 의치착용에 대한 관리를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치 착용 노인들의 의치관리교육의 경험은 많

본 연구에서는 의치관리의 중요성, 의치관리방법, 의치관리 실습교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8]. 현재 노인들의 의치관리는 제대로

육, 의치관리 서약서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의미한다. 강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노인들 스스로도 의치관리교육이 필요하

의식 교육과 함께 간호제공자가 옆에서 잘하고 있는 지를 봐주고

다고 인식하며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받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노

교육해줄 수 있도록 실무훈련 중심교육(hands-on training)을 병행

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

했을 때 구강건강결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11,12]에 근

적인 의치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8,9].

거하여 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선행연구에서도 의치 장착 노인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
해서는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강보건교육

서는 반복 교육이 중요하며, 재교육 기간이 2주 간격일 때 효과적이
라는 연구 결과[13]에 근거하여 2주후 재교육을 수행하였다.

의 여부가 바람직한 의치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8]. 이

연구 방법

렇듯 의치 착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치관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
한 결과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교육이 노인의 의치관리능력 향상이
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

1. 연구설계

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의치관리 실습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

본 연구는 일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치관

였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간호사들이 노인의 의치관리에 대한 교육

리 실습교육이 노인의 의치자가관리, 만족도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

것이다.

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목적

2. 연구대상

의치관리 실습 프로그램이 노인의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

본 연구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일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

중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자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www.bionursingjournal.or.kr

첫째, 의치를 착용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
둘째, 정신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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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자

4) 구강건강관련 특성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특성으로 의치관리 자신감, 구강건

하여 .05 유의수준, .80의 검정력, .80의 효과크기로 하여 t-test를 실

강에 대한 관심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취정도, 구강내 건조감,

시하려고 할 때, 총 표본의 크기는 52명이었다. 탈락을 고려하여 모

주관적 건강상태, 의치세척 횟수 등을 파악하였다.

집된 실험군 31명, 대조군 30명을 모두 연구에 참여시켰으며, 가정방

의치관리 자신감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많음’ 5점에

문을 통해 사전, 사후 조사를 하였기에 탈락된 대상자 없이 모두 자

서 ‘전혀 없음’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치관리 자신감과 구강건

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전에 복지관 간호사를 통해 의치를 가지

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고 있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명단을 가지고 연구의 동의를 얻고 먼

는 ‘매우 좋음’ 5점에서 ‘매우 나쁨’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

저 전화 약속이 된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여 완료된 이후 나머지 대

적 구강건강상태는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구취정도와 구강내 건조감

상자를 실험군으로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은 ‘거의 안남’ 1점에서 ‘항상’ 5점으로 높을수록 구취정도, 구강내
건조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1점에

3. 연구도구

서 ‘매우 좋음’ 5점으로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1)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련 특성

의미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동거유형, 월 평균 소득, 흡연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구강관련 특성

4. 연구진행절차

으로 의치제작 부담, 의치종류, 의치사용 기간, 의치제작 횟수, 의치

본 연구에 적용된 노인 의치관리 실습교육 내용은 대한치과의사

제작 장소, 의치세척 방법, 의치관리 교육여부, 정기적 구강검진 여

협회, 대한치과보철학회, 관련 논문 등의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하

부, 충치 및 치주질환 여부를 파악하였다.

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육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치과의사 1인, 복지관 담당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2) 의치만족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에

의치만족도는 의치의 일반적 만족도 및 저작기능, 고정기능에 대

대해 전문가 집단은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최종

한 만족도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14]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체 교육은 30분 정도로, 도입(2분)에는

에 대한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

의치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활동(25분)

정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으로 의치관리방법, 의치관리 실습교육 등의 주제로 의치세척법, 의

된다. 선행연구[14]에서 Cronbach’s α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

치보관법 및 직접 실습교육, 관련 질의응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었다.

전체 교육자료는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구성하
며, 실습 시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 처리하여 넘기는 형태의

3)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자료로 준비하였다. 마지막 정리(3분)에는 의치관리 서약서를 직접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세계 각

작성하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본 의치관리 실습교육은 집단교육이

국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ral health Im-

아닌 1:1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적이며 질적

pact Profile-49, OHIP-49)인데[15], 전체 문항수가 너무 많아 설문조

인 접근이 되도록 하였다.

사 시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현재는 단축형 OHIP-14를 국내
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16,17].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기능적

5. 자료수집절차

제한 2문항, 신체적 동통 및 능력저하 4문항, 심리적 불편 및 능력저

일개 복지관내 담당 팀장 및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하 4문항, 사회적 불리 및 능력저하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

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되어 지난 1년 동안 대상자들이 구강문제로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선정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면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실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구강건강

험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조군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난후

으로 인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16]에서 Cron-

실험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과 의치관리 교육은 연구자

bach’s α=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1인과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의치관리 실습교육, 설문지 내용 및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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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복지관 간호사 1인, 간호학과 4학년

연구 결과

학생 4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자 또는 복지관 간호사 1인과 간호
학생 2인이 한 조가 되어 가정방문을 하였다. 사전에 복지관 간호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 후 가정방문을 하였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전체 대상자에서 성별은 여자 83.6%, 남자 16.4%, 연령은 75-84세

받은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실험군의 경우는 사전 설문조사 후 의

54.1%, 85세 이상 24.6%, 65-74세 21.3%의 순이었고, 학력은 초졸

치관리의 중요성, 의치사용 시 주의점, 의치 관리법 이론교육과 시

39.3%, 무학 32.8%, 고졸이상 14.8%, 중졸 13.1%의 순이었다. 결혼 상

범교육 후 대상자가 직접 의치 관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며 확인 교

태는 사별이 68.9%, 기혼 31.1%이었고, 동거유형은 독신 54.1%, 부부

육을 하였다. 2주 후 재방문하여 의치관리와 관련된 질의응답과 대

만 29.5%,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6.4%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상자별 필요한 내용을 재교육한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

은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88.5%로 나타났고, 95.1%가 흡연을 안하고

조군의 경우는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제작에 대한 경비부담은 자비가 70.5%

하였고, 2주 후 재방문하여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실험군과

로 가장 많았고, 무료의치대상자가 24.6%이었다. 의치종류는 부분

동일한 의치관리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치가 52.5%, 전체의치가 47.5%이었고, 의치사용기간은 10-19년이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이었고, 조사가 끝난 후 연

27.8%, 20년 이상 24.6%, 3년 이하인 경우 23.0% 등의 순이었다. 의치

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선물을 제공

제작 횟수는 1회 36.1%, 3회 26.2%, 4-6회 19.7%, 2회 18.0%의 순이었

하였다. 사후 설문조사 시 의치관리나 구강관리 상태가 매우 좋지

고, 의치제작 장소는 치과 77.0%, 무면허자 23.0%이었으며, 의치세척

않은 대상자는 추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알리고, 전문가에게

방법은 치약이 62.2%로 가장 많았고, 물 16.4%, 세정제 14.8%, 퐁퐁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6% 순이었다. 의치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13.1%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11.5%, 충치나 치주질환이 있는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1.0

경우 19.7%로 나타났다. 모든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Table 1).

progra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치관리 실습교육을 제공한 후 노인의 의

전체 대상자에서 의치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이었고, 구

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 등의 사전

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2.44점, 의치관리 자신감은 5

점수를 공변수로 처리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분

점 만점에 평균 3.25점이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

석하였다.

에 평균 3.84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26점, 본
인이 느끼는 구취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95점, 구강 건조감은 5점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의 임상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1041231-140415HR-011-02)을 받았으며 후 자료수집기관인 복지관 담당 팀장과 담

만점에 평균 3.43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33점, 의
치세척 횟수는 평균 2.52회로 나타났다. 모든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Table 2).

당 간호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락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의 필요성

3. 의치관리 실습교육 후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및

과 목적, 방법 및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불편함

구강건강관련 특성 변화

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의치만족도 점수는 실험군은 교육 전 3.07점에서 교육 후 3.68점

며,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참여

으로 0.61점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2.87점에서 2주

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연구의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중

후 2.79점으로 0.08점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를 결정한

로 나타났다(F = 44.68, p < .001).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실험

참여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은 교육 전 2.37점에서 교육 후 1.87점으로 0.50점으로 감소하여
좋아진 반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2.52점에서 2주 후 2.55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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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and Denture-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Staying with

Monthly income (10,000 KRW)

Smoking
Support of denture fabrication

Kind of denture
Use denture period (years)

Times of denture fabrication

Place of denture fabrication
Denture cleaning method

Denture care skills education
Regular dental check
Cavities periodontal disease

Male
Female
65-74
75-84
85None
Elementary
Middle
HighMarried
Widowed
Spouse
Spouse or Child
Single
≤ 49
50-99
≥ 100
Smoker
No-smoker
Free denture beneficiaries
Medical care subject
Pay oneself
Full denture
Partial denture
≤3
4-6
7-9
10-19
≥ 20
1
2
3
4-6
Dental clinic
Unlicensed
Toothpaste
Detergent
Water
Others(denture cleaner)
Yes
No
Yes
No
Have
None

(N = 61)

Total n (%)

Exp. (n = 31)

Cont. (n = 30)

χ²

p

10 (16.4)
51 (83.6)
13 (21.3)
33 (54.1)
15 (24.6)
20 (32.8)
24 (39.3)
8 (13.1)
9 (14.8)
19 (31.1)
42 (68.9)
18 (29.5)
10 (16.4)
33 (54.1)
54 (88.5)
3 (4.9)
4 (6.6)
3 (4.9)
58 (95.1)
15 (24.6)
3 (4.9)
43 (70.5)
29 (47.5)
32 (52.5)
14 (23.0)
9 (14.8)
6 (9.8)
17 (27.8)
15 (24.6)
22 (36.1)
11 (18.0)
16 (26.2)
12 (19.7)
47 (77.0)
14 (23.0)
38 (62.2)
4 (6.6)
10 (16.4)
9 (14.8)
8 (13.1)
53 (86.9)
7 (11.5)
54 (88.5)
12 (19.7)
49 (80.3)

5 (16.1)
26 (83.9)
6 (19.4)
16 (51.6)
9 (29.0)
10 (32.2)
13 (41.9)
2 (6.5)
6 (19.4)
12 (38.7)
19 (61.3)
11 (35.5)
4 (12.9)
16 (51.6)
26 (83.8)
2 (6.5)
3 (9.7)
31 (100.0)
10 (32.3)
1 (3.2)
20 (64.5)
16 (51.6)
15 (48.4)
6 (19.4)
4 (12.9)
1 (3.2)
8 (25.8)
12 (38.7)
9 (29.0)
5 (16.2)
9 (29.0)
8 (25.8)
22 (71.0)
9 (29.0)
19 (61.3)
2 (6.5)
5 (16.1)
5 (16.1)
6 (19.4)
25 (80.6)
5 (16.1)
26 (83.9)
6 (19.4)
25 (80.6)

5 (16.7)
25 (83.3)
7 (23.3)
17 (56.7)
6 (20.0)
10 (33.3)
11 (36.7)
6 (20.0)
3 (10.0)
7 (23.3)
23 (76.7)
7 (23.3)
6 (20.0)
17 (56.7)
28 (93.4)
1 (3.3)
1 (3.3)
3 (10.0)
27 (90.0)
5 (16.7)
2 (6.6)
23 (76.7)
13 (43.3)
17 (56.7)
8 (26.6)
5 (16.7)
5 (16.7)
9 (30.0)
3 (10.0)
13 (43.4)
6 (20.0)
7 (23.3)
4 (13.3)
25 (83.3)
5 (16.7)
19 (63.3)
2 (6.7)
5 (16.7)
4 (13.3)
2 (6.7)
28 (93.3)
2 (6.7)
28 (93.3)
6 (20.0)
24 (80.0)

0.03

.955

0.69

.708

3.15

.369

1.68

.195

1.30

.521

1.39

.499

3.26

.071

2.19

.334

0.42

.517

8.51

.075

2.39

.496

1.32

.251

0.10

.992

2.15

.142

1.34

.246

0.00

.949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0.03점이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3.80점에서 2주 후 3.87점으로 0.07점이 증

다(F =31.76, p < .001). 의치관리 자신감 점수는 실험군은 교육 전

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34,

3.39점에서 교육 후 3.74점으로 0.35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p = .00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점수는 실험군은 교육 전 2.35점에

조사에서 3.10점에서 2주 후 3.10점으로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유

서 교육 후 3.19점으로 0.84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F =3.67, p = .060). 구강건강관심도 점수는 실험

서 2.17점에서 2주 후 2.20점으로 0.03점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군은 교육 전 3.87점에서 교육 후 4.32점으로 0.45점이 증가하였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25.36, p < .001). 구취정도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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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s of Ora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Denture satisfaction
QOL of oral health
Confidence of dental self care
Concern for oral health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Degree of bad breath
Degree of oral dryness
Subjective health status
Number of denture cleaning

Total

Exp.(n = 31)

Cont.(n = 30)

Mean ± SD

Mean ± SD

Mean ± SD

2.97 ± 0.79
2.44 ± 0.92
3.25 ± 0.79
3.84 ± 0.61
2.26 ± 0.79
1.95 ± 0.86
3.43 ± 1.36
2.33 ± 0.75
2.52 ± 0.91

3.07 ± 0.74
2.37 ± 0.85
3.39 ± 0.84
3.87 ± 0.67
2.35 ± 0.80
1.94 ± 0.89
3.45 ± 1.41
2.23 ± 0.56
2.29 ± 0.97

2.87 ± 0.85
2.52 ± 0.99
3.10 ± 0.71
3.80 ± 0.55
2.17 ± 0.79
1.97 ± 0.85
3.40 ± 1.33
2.43 ± 0.90
2.43 ± 0.82

(N = 61)
t

p

.096
-0.66
1.43
0.45
0.93
-0.14
0.15
-1.08
-0.62

.334
.513
.157
.654
.359
.889
.884
.286
.537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The Effect of “Denture Care Skill Education Program” on Ora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nture Satisfaction Score 
Characteristics
Denture satisfaction
Exp. (n = 31)
Cont. (n = 30)
QOL of oral health
Exp. (n = 31)
Cont. (n = 30)
Confidence of dental self care
Exp. (n = 31)
Cont. (n = 30)
Concern for oral health
Exp. (n = 31)
Cont. (n = 30)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Exp. (n = 31)
Cont. (n = 30)
Degree of bad breath
Exp. (n = 31)
Cont. (n = 30)
Degree of oral dryness
Exp. (n = 31)
Cont. (n = 30)
Subjective health status
Exp. (n = 31)
Cont. (n = 30)
Number of denture cleaning
Exp. (n = 31)
Cont. (n = 30)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post-pre test

Mean ± SD

Mean ± SD

Mean ± SD

3.07 ± 0.74
2.87 ± 0.85

3.68 ± 0.64
2.79 ± 0.87

0.61 ± 0.59
-0.08 ± 0.21

2.37 ± 0.85
2.52 ± 0.99

1.87 ± 0.78
2.55 ± 1.03

-0.50 ± 0.49
0.03 ± 0.21

3.39 ± 0.84
3.10 ± 0.71

3.74 ± 1.29
3.10 ± 0.66

0.35 ± 1.20
0.00 ± 0.26

3.87 ± 0.67
3.80 ± 0.55

4.32 ± 0.75
3.87 ± 0.63

0.45 ± 0.68
0.07 ± 0.45

2.35 ± 0.80
2.17 ± 0.79

3.19 ± 0.75
2.20 ± 0.89

0.84 ± 0.90
0.03 ± 0.56

1.94 ± 0.89
1.97 ± 0.85

1.71 ± 0.64
2.07 ± 0.91

-0.23 ± 0.67
0.10 ± 0.43

3.45 ± 1.41
3.40 ± 1.33

2.55 ± 1.39
3.43 ± 1.30

-0.90 ± 1.04
0.03 ± 0.85

2.23 ± 0.56
2.43 ± 0.90

2.58 ± 0.92
2.37 ± 0.77

0.35 ± 0.80
-0.07 ± 0.64

2.29 ± 0.97
2.43 ± 0.82

2.87 ± 0.76
2.33 ± 0.92

0.58 ± 0.89
-0.10 ± 0.55

F*

(N = 61)
p

44.68

< .001

31.76

< .001

3.67

.06

8.34

.005

25.36

< .001

7.02

.01

16.3

< .001

3.95

.051

13.82

< .001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ANCOVA (Covariate: pre-test). 					

실험군은 교육 전 1.94점에서 교육 후 1.71점으로 0.23점이 감소한 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16.30,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

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1.97점에서 2주 후 2.07점으로 0.10점이

는 실험군은 교육 전 2.23점에서 교육 후 2.58점으로 0.35점이 증가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7.02,

한 반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2.43점에서 2주 후 2.37점으로 0.07

p = .010). 구강 내 건조감 점수는 실험군은 교육 전 3.45점에서 교육

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후 2.55점으로 0.90점이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3.40

났다(F =3.95, p = .051). 의치 세척횟수는 실험군은 교육 전 2.29회에

점에서 2주 후 3.43점으로 0.03점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서 교육 후 2.87회로 0.58회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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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관리 실습프로그램이 노인의 의치자가관리, 만족도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2.43회에서 2주 후 2.33회로 0.10회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질환의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 타액분비 저하가 발생한다[21]. 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13.82, p < .001) (Table 3).

강건조증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구강 내 염증의 발생 가능
성을 높이고 음식의 저작과 미각 감소, 점막의 통증과 같은 생활장

논 의

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20], 구강건조증을 예방
하고 증상에 대처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타액분

노인에서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을 완전한 건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전신질환에 비하여 구강질환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

비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복용 노인의 경우 세밀한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로 소홀히 여기며, 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강건

교육 후 의치관련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 변화에서 실험군의 의치

강은 저작능력, 소화능력을 약화시켜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만족도(p < .001),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p < .001), 구강건강관심도

수 있기에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은 중요할 것이다.

(p = .00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p < .001), 구취정도(p = .010), 구강내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는 72.2%가 나쁘다고 나타났는데, 이

건조감(p < .001), 의치 세척횟수(p < .001)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는 의치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의치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8]에서도 보건교육을 받은 집단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나타난 선행 결과[5,19]를 보면 의치를 착

에서 의치멸균방법, 치과방문 비율 등 바람직한 자기관리 행태가

용한 것 자체가 구강건강이 더 나빠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강교육

사료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57.9%가 나쁘다

유무로 나타나 구강교육의 실효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혼이

고 인식하는 것에[20] 비해서도 높은 것은 대상자 선정을 복지관 간

주여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구강보건

호사가 하면서 구강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접근

인식 및 지식을 연구한 보고에서도 교육 후 구강관리상식, 치주질

하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환, 치아우식증, 잇솔질 등의 영역에서 인식과 지식이 향상되었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 70.5%, 아주 관심이 많은 경우

[13],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이 구강건강관리

8.2%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20]의 결과에 따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22]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

르면 구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손 치아

의 연구[23]에서도 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강의와 비디오를 통한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관심

시범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구강위생 개선, 밤동

을 적극적 구강교육 참여로 그리고 구강건강관리로 연결시키는 중

안 의치를 착용하는 사례 감소와 같은 효과를 보고하였다. 선행 연

재가 필요할 것이다.

구들에서 구강관련 교육의 효과가 구강관리지식 향상, 구강건강관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의치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13.1%로 낮았는

리태도 개선, 구강위생 개선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본

데, Koak [8]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7%로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구강건조감과 같은 중

본 연구보다는 높았지만, Woo와 Kim [19]의 연구에서는 의치착용 노

요한 구강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점에서 의치관리교육의 효과를

인인구는 착용하지 않은 노인인구 보다 잇솔질 교육 경험도가 더 낮

의미있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은 1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 교육 후 의치관리 자신감에서 유의

본인이 느끼는 구취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1.95점, 구강 건조감

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교육의 구성, 방법, 반복교

은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구취감 보다는 구강 건조감의 불편

육의 횟수 등을 평가한 후 보강하여 추후교육을 실시하고 이의 효

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구강건조증 문제의 심각성은

과를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것을 제언한다.

2001년과 2011년 일개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구강내과에 내원한 초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조사대상자가 일개 복지관을 이용

진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는지 후향적 조사

하는 노인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대상으로 전체 의치

를 한 연구결과에서도 10년 사이 구강건조증 환자의 발생이 성인에

착용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한계가 있다. 둘째, 재교육 기간을 2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 노인에서는 지속적으

주 간격으로 2회 제공한 직후에 효과를 파악한 결과로 시간에 따른

로 발생한 외상과 고착된 습관, 타액 분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피

변화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세포가 위축되며, 세포의 증식은 줄어들고 교원질의 퇴행, 섬유성

노인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와 의사소통 장애 등을 갖고 있는 경

결합조직의 증가 등으로 구강점막이 건조하고 얇아지며 외상과 감

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워 구강 문제의 진단과 치료가

염에 취약해질 뿐 아니라 당뇨, 우울증, 고혈압, 파킨슨질환과 같은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21]. 또한 노인들의 다양한 전신질환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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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인해 적절한 구강문제의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치관리를 위한 보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구강위생관리 및 예방적
치료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구강건강문제의 인식 제고
와 구강건강문제의 예방 및 치료적 관리방법과 의치의 수명을 연장
시키기 위한 바른 의치 사용법과 자가관리 방법 등에 대해 노인들
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더 근
본적으로는 노후까지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의치관리 실습교육이 노인의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 및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교육 후 실험군의 의치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상태, 구취정도, 구강내 건조감,
의치 세척횟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관리를 포함한 구강보건교육을 적용할 것을 권하며,
교육프로그램 중재 후 효과 지속기간을 파악하여 주기적인 추가교
육도 계획될 수 있도록 추후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 구
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적절한 의치자가관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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