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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evel of knowledge on oral health and oral health
behavior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Methods: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for 480 workers in nursing care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Seoul, Korea.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home employees had more knowledge about denture management than about periodontal diseases. The perception of their own oral health and their level of concern about oral health were different among employees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job tenure,
and income. The averag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was 3.05 times per day. Employees with higher
income visited the dentist more often.
Conclusions: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nursing home employees have the desirable level of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nd exhibit appropriate oral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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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치매, 중풍 등 그동안 가족들이
담당해왔던 노인에 대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

우리나라는 2011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

담하게 되었다. 또한 치매노인이나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의 요양

구의 11.3%를 넘어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시설 입소가 용이해졌고, 이들 노인들을 돌봐 줄 요양보호사를 비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롯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양성을 증가시켰다.

되고, 2050년에는 38.2%에 이르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세계에

노인요양은 질환의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라 간병, 수발, 일상

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로 노인건강문

생활 지원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가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화 및 노

것이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문제가 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에 거주하는 노인은 구강질환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을 이

있어서 고위험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Kim 등3)은 시설거주노인이

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거주노인보다 구강건강상 취약계층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러한 노인

Peltola 등4)은 입소 노인들은 여러 약물의 복용과 관련된 구강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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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노인요

종교, 직종, 학력, 근무년수, 급여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급여수준

양에서 구강건강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은 10만원 단위로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연구대상자의 구강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의사나 치과

보건지식을 의치관리와 치주병관리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10개

위생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으므로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는 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을 묻는 문항은 ‘청결하지 못

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요양기관 종사

한 의치는 전신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와 같이 모범 정답에 가까운

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항과 ‘잇몸병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이다’와 같이 모범 정

노인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주로 담

답이 아닌 것으로 구성하고, ‘그렇다’, ‘아니다’의 진위형으로 답하

당한다는 것은 이들이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게 하였다. 10개 문항 중 모범 정답에 가까운 응답을 한 개수를 합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구강건강관리는 노인요양기관

하여 구강보건지식도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구강보건행

종사자의 여러 가지 업무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태로서 잇솔질 횟수, 구강건강 인지도, 구강건강 염려도, 치과방문

여겨져 구강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경험(최근 2년 이내)으로 구성하였다. 치과방문경험은 방문유무

않고 있다. Shin 등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양시설 노인환자의

로 조사하였고, 구강건강인지도는 ‘매우 건강하다’에서 ‘매우 좋

구강진료 필요 상황의 대처방법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정보만을

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통계분석 시에는 ‘건강하다’,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의 3점 척도로 급간을 수정하여 분석

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

하였다. 구강건강 염려도 역시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아니다’의

다.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3점 척도로 급간을 변환하여 분석하였

5)

그러므로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SPSS Inc., Chicago, IL.,

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의 요양을 담당하는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아야 하며, 구강건강증진에 바람직한 구강

강보건지식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치를 산출하여 요약하였다.

보건행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도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이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는 상황
이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는 자신
이 돌보는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Variables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Gender

등 현재 노인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구강보건관리지
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보건행태를 파악하여 노인환자들에게

Age (yr)

Marital statu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편의표본추출

Male

82

17.1
82.9

≤39

73

15.3

40-49

233

48.5

≥50

174

36.2

Married

413

86.0

Single

53

11.1

Other

14

2.9

Yes

357

74.4

법에 의해 선정된 서울시 소재 4개구의 노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No

103

21.4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종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

Other

20

4.2

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모든 연구

Religion

Frequency Percent(%)
398

Female

제공할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Classification

Assistant nurse

11

2.3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

Occupation

Nurse

15

3.1

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소장 및 재가시설장을 통하여 종사자들에

Care-giver

407

84.8

게 배포하였으며,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

Social worker

44

9.1

Others

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자 500명 중 487명
이 응답하여 97.4%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그 중 설문의 응답내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

0.7

38

8.0

용이 부실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480명(96%)을 최종 분석대상

High school

279

58.0

으로 하였다.

College

84

17.5

4 year college or higher

79

16.5

2. 조사내용 및 결과분석 방법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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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income ≤140
(10,000 KRW) 1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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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9.5

210

43.8

176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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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분석하였고, 구강보건행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카이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제곱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에 이용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

The accuracy rates for periodontal disease

64.7

Gingival bleeding while tooth brushing is due to periodontal 78.8
disease

연구성적

Faced with gingival bleeding, tooth brushing must be stopped 51.7

1.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233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가
73명(15.3%)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은 여자가 대부분(82.9%)이
었다. 연구대상자의 직종은 요양보호사가 407명(84.8%)으로 가

Periodontal medicine can cure periodontal disease

45.3

Periodontal disease is a normal part of aging process

73.6

Breath odor and periodontal disease are not correlated to 74.3
each other
The accuracy rates for dentures

68.8

Wearing dentures while sleeping causes no problem

장 많았고 사회복지사 44명(9.1%), 간호사 15명(3.1%), 간호조

87.1

Storing dentures in boiling water is effective for sterilization

77.3

무사 11명(2.3%) 순이었다. 대상자의 학력은 92%가 고등학교 이
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기관에서의 근

Dentures can benefit from periodical exposures to the sun- 68.8
shine

무경력은 평균 37개월이었다.

Unclean dentures are likely to provoke systemic infection

44.4

There is no need to provide gingival massage for patients 66.5
who are denture users
The average accuracy rates

66.7

Values are number (%).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level by characteristic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Knowledge about
dentures

P-value

Knowledge about
periodontal disease

P-value

Total

P-value

Male

2.68±2.36

0.883

2.83±1.68

0.659

5.51±3.38

0.689

Female

2.72±1.92

≤39

2.04±2.11

40-49

2.76±2.06

2.94±1.64

5.71±2.72

≥50

2.94±1.80

2.85±1.56

5.80±2.32

Married

2.72±2.00

Single

2.55±2.14

Yes

2.78±1.98

No

2.88±1.76

Assistant nurse

3.91±0.70

Nurse

3.47±1.06

3.00±1.69

6.47±1.68

Care-giver

2.60±2.00

3.05±1.51

5.65±2.62

Social worker

3.46±1.39

1.84±1.63

5.39±2.10

Middle school

2.58±2.05

High school

2.67±2.03

3.05±1.56

5.72±2.56

College

2.74±2.04

2.74±1.75

5.49±2.92

4 year college or higher

2.89±1.85

2.80±1.70

≤1

2.77±2.33

2-3

2.79±1.99

3.13±1.54

5.92±2.59

4-5

2.43±2.01

2.79±1.59

5.23±2.59

≥6

2.98±1.46

≤140

2.52±2.04

150-190

2.56±2.14

3.20±1.44

5.76±2.71

≥200

3.00±1.78

2.39±1.76

5.39±2.57

Variables
Gender
Age (yr)

Marital status
Religion
Occupation

Education level

Job tenure (yr)

Monthly income
(10,000 KRW)

Classification

2.92±1.63
0.005

0.562

2.89±1.87

2.89±1.60

5.64±2.56
0.874

0.996

2.89±2.01
0.655

2.89±1.72

0.819

0.281

2.64±1.86

2.26±1.75

2.95±1.75

0.679

3.09±1.63

0.654

5.68±2.80

0.988

5.69±2.14
0.001

0.027

6.55±1.64

4.84±2.56

0.342

0.291

5.72±3.05
0.002

2.30±1.64
0.055

5.61±2.60

0.057

5.43±3.62

2.82±1.40
0.001

4.93±3.35

5.72±3.30

0.142

5.28±2.21
0.001

5.63±2.98

0.429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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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지식
2.1.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보건지식도

2.2.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별 구강보건지식도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직종, 학력,

각 문항의 평균 모범 정답률은 66.7%이었다. 세부 문항 중 치주병

근무년수, 급여수준에 따른 구강보건지식도의 차이는 없었다

에 대한 지식 모범 정답률은 64.7%, 의치관리에 대한 지식 모범

(P >0.05).

정답률은 68.8%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지식 영역별 모범정답률

의치관리에 대한 지식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은 Table 2와 같다. 치주병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모범 정답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치관리지식도가 높았다(P <0.05). 직종별

가장 높았던 문항은 ‘잇솔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것은 잇몸병 때문’

로는 간호조무사가 의치관리지식도가 가장 높았고, 요양보호사가

이라는 항목으로 78.8%의 모범 정답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모범

가장 낮았다(P <0.05).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비경험자

정답률을 보인 것은 ‘잇몸약으로 잇몸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보다 의치관리지식도가 높았다(P <0.05).

문항으로 모범 정답률은 45.3%이었다.

치주병에 대한 지식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에 따른 차이

의치관리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취침할 때에 의치를 빼고

가 없었다(P >0.05). 직종에 따른 치주병에 대한 지식도에는 유의

자야 한다’는 항목의 모범 정답률이 87.1%로 가장 높았고, ‘청결

한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보다 지

하지 못한 의치가 전신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식점수가 높았다(P <0.05). 학력, 근무년수에 따라서도 치주병에

44.4%만이 알고 있어 가장 낮은 모범 정답률을 보였다.

대한 지식도의 차이가 나타났다(P <0.05).

Table 4. Perceived self oral health status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Gender

Male
Female

Age (yr)

Marital status

77 (16.0)

31 (37.8)

5 (6.1)
71 (17.9)

33 (45.2)

6 (8.2)

40-49

76 (32.8)

111 (47.8)

45 (19.4)

≥50

66 (38.2)

81 (46.8)

26 (15.0)

142 (34.5)

204 (49.6)

65 (15.9)

29 (54.7)

18 (34.0)

6 (11.3)

Yes

109 (30.6)

185 (51.8)

63 (17.6)

No

57 (54.8)

35 (33.7)

12 (11.5)

5 (45.5)

4 (36.4)

2 (18.1)

3 (20.0)

10 (66.7)

2 (13.3)

152 (37.3)

190 (46.7)

65 (16.0)

Social worker

16 (36.4)

21 (47.7)

7 (15.9)

Middle school

13 (34.2)

15 (39.5)

10 (26.3)

High school

87 (31.3)

141 (50.4)

51 (18.3)

College

32 (38.1)

41 (48.8)

11 (13.1)

4 year college or higher

45 (57.0)

29 (36.7)

5 (6.3)

≤1

42 (38.2)

47 (42.7)

21 (19.1)

2-3

46 (28.0)

84 (51.2)

34 (20.7)

4-5

52 (47.7)

51 (46.8)

6 (5.5)

≥6

37 (45.7)

35 (43.2)

9 (11.1)

≤140

33 (35.5)

49 (51.6)

12 (12.9)

150-190

64 (30.6)

99 (46.9)

47 (22.5)

≥200

81 (45.7)

78 (44.6)

17 (9.7)

Care-giver

Monthly income
(10,000 KRW)

228 (47.3)

46 (56.1)

196 (49.2)

Nurse

Job tenure (yr)

177 (36.7)

34 (46.6)

Assistant nurse

Education level

Unhealthy

131 (32.9)

Single

Occupation

Moderate

≤39

Married

Religion

Perceived self oral health status
Healthy

P-value

0.001
0.107

0.016
0.001
0.808

0.001

0.001

0.002

The data were analysed by χ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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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3.1.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 인지도

가장 많았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는 ‘140만원 이하’군, ‘150-190
만원’군은 ‘보통이다’가 각각 51.6%, 46.9%로 가장 많았고, 200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는 ‘건강하다’가

만원 이상은 ‘건강하다’가 45.7%로 가장 많았다. 연령, 직종에

36.7%, ‘보통이다’가 47.3%, ‘건강하지 않다’가 16.0%로 나타났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는 성

(P >0.05).

별, 결혼여부, 학력, 종교, 근무년수,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P <0.05). 성별에서는 남자는 ‘건강하다’가 56.1%로 가장 많

3.2.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 염려도

았고, 여자는 ‘보통이다’가 49.2%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염려도는 ‘걱정한다’가

기혼은 ‘보통이다’가 49.6%로 가장 많았고, 미혼은 ‘건강하다’가

46.5%, ‘보통이다’가 47.1%, ‘걱정 안한다’가 6.4%로 나타났으

54.7%로 가장 많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보통

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염

이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가 54.8%

려도에서는 성별, 연령, 직종,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이상 졸업’이 ‘건강하다’

(P >0.05). 결혼여부에 따른 자신의 구강건강 염려도에는 통계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은 각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기혼은 ‘보통이다’가 49.6%로 가

각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장 많았고, 미혼은 ‘걱정한다’가 62.3%로 가장 많았다(P <0.05).

1년 이하와 2-3년은 ‘보통이다’가 각각 42.7%, 51.2%로 가장 많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1년 이하와 2-3년은 ‘걱정한다’가 각각

았고, 4-5년, 6년 이상에서는 ‘건강하다’가 각각 47.7%, 45.7%로

61.8%, 51.8%로 가장 많았고, 4-5년과 6년 이상은 ‘보통이다’가

Table 5. Concern about self oral health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Gender

Male
Female

Age (yr)

Marital status

31 (6.4)

32 (39.0)

5 (6.1)
25 (6.3)

25 (34.2)

6 (8.3)

40-49

107 (46.1)

111 (47.8)

14 (6.1)

≥50

74 (42.8)

88 (50.9)

11 (6.3)

180 (43.8)

204 (49.6)

27 (6.6)

33 (62.3)

16 (30.2)

4 (7.5)

Yes

150 (42.0)

178 (49.9)

29 (8.1)

No

60 (57.7)

42 (40.4)

2 (1.9)

4 (36.4)

5 (45.5)

2 (18.2)

5 (33.3)

7 (46.7)

191 (46.9)

193 (47.4)

23 (5.7)

Social worker

21 (47.7)

20 (45.4)

3 (6.8)

Middle school

21 (55.3)

16 (42.1)

1 (2.6)

Care-giver

High school

Monthly income
(10,000 KRW)

227 (47.1)

45 (54.9)

194 (48.7)

Nurse

Job tenure (yr)

224 (46.5)

42 (57.5)

Assistant nurse

Education level

Not worried at all

179 (45.0)

Single

Occupation

Moderately worried

≤39

Married

Religion

Concern about self oral health
Very worried

122 (43.9)

138 (49.3)

19 (6.8)

34 (40.5)

46 (54.8)

4 (4.7)

4 year college or higher

47 (59.5)

25 (31.6)

7 (8.9)

≤1

68 (61.8)

35 (31.8)

7 (6.4)

2-3

85 (51.8)

71 (43.3)

8 (4.9)

4-5

41 (37.6)

57 (52.3)

11 (10.1)

≥6

24 (29.6)

54 (66.7)

3 (3.7)

150-190
≥200

0.247
0.202

0.026
0.005
0.249

3 (20.0)

College

≤140

P-value

39 (41.9)

46 (48.4)

9 (9.7)

114 (54.1)

88 (42.1)

8 (3.8)

71 (40.6)

92 (52.0)

13 (7.4)

0.060

0.001

0.034

The data were analysed by χ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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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2.3%, 66.7%로 가장 많았다. 급여수준에 따라서는 140만

서는 140만원 이하(18.3%)군이 가장 높았다(P <0.05).

원 이하와 200만원 이상은 ‘보통이다’가 각각 48.4%, 52.0%로
가장 많았고, 150-190만원은 ‘걱정한다’가 54.1%로 가장 많았다

3.4.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최근 2년 이내 치과방문여부

(P <0.05).

연구대상자의 최근 2년 이내 치과방문 여부는 ‘있다’가
64.9%, ‘없다’가 35.1%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

3.3.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하루 잇솔질 횟수

다. 최근 2년 이내 치과방문의 유무 분석결과 성별, 연령대, 결

연구대상자의 전체 하루 잇솔질 횟수는 3.05회이었고, 2회 이

혼여부, 학력에 따른 치과방문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가 10.8%, 3회 이상이 89.1%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P >0.05). 종교 및 직종, 근무년수에 따른 치과방문여부에는 유

6과 같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잇솔질 횟수에는 유의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급여가 많을수록 치과방문율이 높았다

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종교에 따른 잇솔질 횟수에는 종교

(P <0.05).

인이 비종교인보다 3회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P <0.05). 직종에

고 안

따른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집단은 요양보호사
(91.9%)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사회복지사(65.9%)이었다. 또
한 2회 이하에서 가장 높은 집단은 사회복지사(34.1%)이었고 가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장 낮은 집단은 요양보호사(8.1%)로 나타났다(P <0.05). 학력에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따른 잇솔질 횟수에서는 3회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

다. 노인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문대졸(92.9%)이었고, 2회 이하에서는 중학교졸(26.3%)이 가장

우선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Mey-

높았다(P <0.05). 급여수준에 따른 잇솔질 횟수에서는 3회 이상

erowitz6)은 치아상실, 치근면 우식, 치주낭 등이 방치되면 건강한

의 비율이 150-190만원(91.7%)군에서 가장 높았고, 2회 이하에

사람에 비해 노인들은 균혈증, 영양결핍, 기종, 뇌농양, 폐렴 등 전

Table 6. Frequency of tooth brushing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Gender

Male
Female

Age (yr)

Marital status

Occupation

Education level

More than 3 times

52 (10.8)

426 (89.1)

8 (9.9)

74 (90.1)

42 (10.6)

356 (89.4)

6 (8.3)

67 (91.7)

40-49

25 (10.8)

208 (89.2)

≥50

21 (11.8)

153 (88.2)

Married

45 (10.8)

368 (89.2)

5 (9.6)

48 (90.4)

Yes

46 (13.0)

311 (87.0)

No

5 (4.9)

98 (95.1)

Assistant nurse

2 (20.0)

9 (80.0)

Nurse

2 (13.3)

13 (86.7)

Care-giver

33 (8.1)

374 (91.9)

Social worker

15 (34.1)

29 (65.9)

Middle school

10 (26.3)

28 (73.7)

High school

30 (10.9)

249 (89.1)

6 (7.1)

78 (92.9)

College
4 year college or higher
Monthly income
(10,000 KRW)

Less than twice

≤39

Single
Religion

Frequency of tooth brushing*

6 (7.7)

73 (92.3)

≤140

17 (18.3)

77 (81.7)

150-190

17 (8.3)

193 (91.7)

≥200

18 (10.3)

158 (89.7)

χ2

P-value

0.041

0.840

0.620

0.733

0.066

0.797

5.332

0.021

28.305

0.001

11.302

0.010

6.702

0.035

The data were analysed by χ -test.
*The average tooth brushing frequency per day of nursing home employee was 3.05±0.6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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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ntal treatment demand for the past two years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Variables

Dental visit

Classification

Yes

No

313 (64.9)

169 (35.1)

48 (58.5)

34 (41.5)

263 (66.1)

135 (33.9)

≤39

49 (67.1)

24 (32.9)

40-49

156 (67.2)

76 (32.8)

≥50

105 (60.7)

68 (39.3)

Married

263 (64.0)

148 (36.0)

Total
Gender

Male
Female

Age (yr)

Marital status

Single
Religion
Occupation

36 (67.9)

17 (32.1)

Yes

222 (62.2)

135 (37.8)

No

78 (75.0)

26 (25.0)

9 (81.8)

2 (18.2)

Assistant nurse
Nurse
Care-giver
Social worker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Monthly income
(10,000 KRW)

6 (40.0)
152 (37.3)

37 (84.1)

7 (15.9)

26 (68.4)

12 (31.6)

170 (60.8)

109 (39.2)

College

57 (67.9)

27 (32.1)

4 year college or higher

58 (73.4)

21 (26.6)

≤1

81 (73.6)

29 (26.4)

2-3

111 (67.7)

53 (32.3)

4-5

69 (63.3)

40 (36.7)

≥6

43 (53.1)

38 (46.9)

High school

Job tenure (yr)

9 (60.0)
255 (62.7)

≤140

50 (52.7)

44 (47.3)

150-190

141 (67.0)

69 (33.0)

≥200

123 (69.7)

53 (30.3)

P-value

0.193
0.357

0.573
0.016
0.023

0.166

0.025

0.016

The data were analysed by χ -test.
2

신질환이 더 자주 발생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요양노인의 25%정

리나라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이들이 입소노인의 구강

도가 병원성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체

특히 장기요양 노인은 주로 비강이나 인후부에 집락되어 있는 세

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구강

균을 흡입하여 흡입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 증가한다 .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입

그러므로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호흡기 병원균이 축적되는 것을 1

소노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강보

차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

건지식이나 구강보건행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Nicol 등12)은

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열악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시설 거주자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매

하기 때문이다. 노인요양기관 거주 노인은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우 중요한 인력이므로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

많고, 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강에 잔존하고 있는 치아가 적

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 또한 자가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우식경험이 많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건실하게 발전

7)

8)

9,10)

은 편이다

의치가 필요한 노인이 더 많으며3), 삶의 질도 낮다11).

되기 위해서도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양기관 입소자의 구강건강관리를

한 태도와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구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이

강보건지식수준 및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이 구강보건인력이 아니라는 점

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구강보건교육체계를 개발하는데

에서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을 것임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불구하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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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살펴보면, 각 측정항목의 평균 모범정답률은 66.7%이었는

간 치과 미치료율이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데, 본 연구의 지식도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노인

나타났고, 연간 치과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로’가 가장

을 돌보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교육 전 지식 정

높았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

답률이 5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정답률이 높았고, 의치에 대

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구강진료비에 대

한 지식 정답률은 64%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 또한 본

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만약 노인환자들의 구강건

연구에서는 의치관리에 대한 지식 모범정답률이 평균 치주병에 대

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강병이 발생되거나 악화되면 고가

15)

한 지식 모범정답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Thean 등

의 진료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

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치주병에 대한 지식도에서

관에 입소한 노인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지

‘잇솔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것은 잇몸병 때문’이라는 항목은 78.8%

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14)

가 알고 있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54.7%는 ‘잇몸약으로 잇몸병을

그러므로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환자 구강건
강관리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Yang 등24)은 잇

치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Kim13)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노인 구강관리에 있

솔질교습 및 의치관리방법을 의료종사자들에게 교육하여 노인환

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구강관리 지식부족’이 가장 높게 나

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액분비를 촉

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요양노인의 적절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진할 수 있는 구강영역의 마사지 방법 등을 교육하면 노인환자의

서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보건지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구강건조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료되었다. 한편 Park과 Park16)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심각성이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구강보건지식은 ‘잇몸병 관리’라는 응답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으며,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성

33.6%로 가장 많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23.8%, ‘의치관리

이 있고 삶의 질에 결정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건

법’이 14.8%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강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서는 ‘건강

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들은 건강취약계

하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층이자 구강건강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구강보건인력

Song 등 의 연구에서 약 65%정도가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것

이 이들의 구강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

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로 해석되

실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구강건강관리는

었다. 첫째는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가 맡을 수밖에 없다. 요양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여성이 많았고, Song 등17)의 연구에서는

기관 종사자 역시 노동자이지만 이들의 구강보건지식수준 및 행

남성이 많았는데, 두 연구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하다고 느끼

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인 간호사

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즉 본 연구와 Song 등17)의 연구를 비교

나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

할 때 본 연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는 비의료인력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다른 해석은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근무여건상 구강건강에 대

않았다. 결혼여부, 근무년수, 소득 등에 의한 차이가 더 컸다. 이러

한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많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긍정적

한 점은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보여

으로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Choi 등 은 의료기관 근로

준 것임과 동시에 노인요양보험제도에 구강보건인력의 관심과 참

자가 비의료기관 근로자보다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보다 긍정적

여가 절실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구강질환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

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능하므로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17)

18)

본 연구에서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전체 하루 잇솔질 횟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는 3.05회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요양환자의 구강건강관리는

Kwon 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Seo

구강보건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

와 Park20)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하루 잇솔질 횟수 2.65회보다

생사가 노인요양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요

19)

21)

높은 것이었다. 한편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에 따르면

양보험제도 및 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잇솔질 횟수는 2.3회인 것으로 나타난 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하루 잇솔질 횟수가 높게 나

어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타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양기관이라는 특성이 구강건

또한 구강보건지식도에서 의치관리와 치주병관리 영역으로 국한

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되어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충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지

또한 자신의 잇솔질 행태가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과정에서 반영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요양기관에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제공되어야 하는 구강건강관리항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종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의 급여수준이 많을수록 치과
방문율이 높았는데, 이는 다른 선학들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22,23).

사자에게 교육해야할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심층적인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1)

또한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에서도 우리나라 성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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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태를 파악하여 요
양기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증진사업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서울시 소재 노인요양기관 종사자 480명을 대상
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보건지식도를 평가한 결과 치
주병보다 의치관리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치주병
관리지식에서 ‘잇몸약으로 잇몸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54.7%로 가장 많았고, 의치 관리지식에서는 ‘청결하
지 못한 의치는 전신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5.6%로 가장 많았다.
2.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는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6.7%이었으며, 구강건강 염려도
는 ‘걱정한다’가 46.5%이었다.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구
강건강 인지도와 염려도는 결혼여부, 근무년수,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평균 잇솔질 횟수는 3.05회로 나
타났고, 최근 2년 이내 치과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9%이었으며, 급여가 많을수록 치과 이용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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