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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강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음식 섭취, 연하, 발
음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음식을 
저작하고, 맛을 즐기며, 다양한 표정을 얻기 위해서는 구
강병 예방과 함께 구강기능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치면세균막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
기능의 향상에 대한 구강위생향상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6개월동안 대구․경북에 소재
하고 있는 저작기능자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는 저작기능향상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평소대로 관리하도
록 설계하였다. 구강건강행동지수는 Buunk-werkhoven
이 개발한 구강건강행동지수(OHB)의 8가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치면세균막지
수는 Quigley-Hein Index(QHI)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도탈락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탈락률 210%)  각 군당 30명씩을 대상으로 총 60명
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구강 내 현재 질
환이 진행되고 있거나 악관절 장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분석 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 도중 탈락한 대
상자를 제외한 55명(실험군 26명, 대조군 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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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등성 검정을 위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 치면세군막지수는 t-test를 실히하였다. 프로그램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기에 위해 구강위행상태를 
Wilcoxon signed rank tesr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과 연
령, 학력, 치과진료경험유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지수(Oral Health 
Behavior Index)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행동지수는 평균 3.135±.724
점으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3.079±.619점, 대조군은 
3.184±.814점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구강근기능훈련 프로그램 진행 전․후 QHI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근기능훈련 프로그램 진행 전·후 
QHI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프로그램 진행 전 
1.13±.26점, 진행 후 1.03±.23점으로 낮아졌으며, 대조
군은 프로그램 진행  전 1.17±.23점, 진행 후 1.01±.14
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Z=-.84, 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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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저작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지수와 치면세균막지

수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전 구강건강행동지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

근기능훈련 프로그램 진행 후 QHI를 비교한 결과 진행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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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Intervention Contral Total X2/p*

Gender
Female 13(48.1) 14(51.9) 28(50.9) 0.016/

0.556Male 13(46.4) 15(53.6) 27(49.1)

Age

≥29 8(57.1) 6(42.9) 14(25.5)

0.753/
0.686

30~39 9(42.9) 12(57.1) 21(38.2)

40≤ 9(45.0) 11(55.0) 20(36.4)

Education

고등학교졸업 
미만

8(36.4) 14(63.6) 22(40.0)

1.788/
0.409전문대졸 16(55.2) 13(44.8) 29(52.7)

대학원졸 2(50.0) 2(50.0) 4(7.3)

Last visit to
dental office

Yes 21(48.8) 22(51.2) 43(78.2) 0.194/
0.457No 5(41.7) 7(58.3) 12(21.8)

Total 26(47.3) 29(52.7) 55(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지수(Oral Health Behavior Index) 

Variables
Intervention
(Mean±S·D)

Control
(Mean±S·D)

Total t/ p*

OHBI 3.079±.619 3.184±.814 3.135±.724 0.534/ .596

표 3. 구강근기능훈련 프로그램 진행 전·후 측정값 비교

Ⅳ. 결론

  본 연구는 구강근기능훈련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구강위생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저작기능장애환자들에 대

한 치위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구강위생상

태를 구강근기능훈련 프로그램 교육 후 구강위생상태가 

실험군, 대조군모두 교육 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냄

으로써 저작기능장애 환자의 구강위생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저작기능장애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위생과정

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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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efore After

N Z p-value*

Mean±S·D Mean±S·D

QHI

Control 1.17±.23 1.01±.14 26

-.84 -.034*

Intervention 1.13±.26 1.03±.2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