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J Korean Diet Assoc 17(3):243-258, 2011

This work was partly supported by the 2010 Kaya University 

Research Fund.

접수일 : 2011년 3월 16일, 수정일 : (1차) 2011년 4월 18일, (2차) 

2011년 6월 7일, 채택일 : 2011년 6월 9일
† Corresponding author : Myung Sook Par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 Moon University, 100 Kalsan-ri, 

Tangjeong-myeon, Asan 336-708, Korea

Tel : 82-41-530-2729, Fax : 82-41-530-2729

E-mail : elderly1004@hanmail.net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이 요양시설 노인의 
구취와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박경애·최스미1·박명숙2†

가야대학교 호텔조리영양학과·1서울대학교 간호학과·2선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for Nursing Staff on Halitosis 
and Nutrient Intake of the Elderly in a Long-term Care Facility

KyungAe Park·Smi ChoiKwon1·MyungSook Park2†

Dept. of Hotel Culinary Arts & Nutrition, Kaya University, Gyeongnam 621-748, Korea
1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10-744, Korea

2Dept. of Nursing Science, Sun Moon University, Chungnam 336-708,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oral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 for care 
providers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n a long-term care fac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long-term care facility located in K metropolitan cit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Fifty-four nursing home residents aged 65 years or older were assigned either to the intervention 
group (n=27) or the control group (n=24).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oral health care from the care pro-
viders' intervention group, who provided oral health care for 6 weeks after 6 week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control group and intervention group at the baseline 6 and 12 weeks 
after oral care education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16.0. The halitosis was lower in the inter-
ven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t 12 weeks (P＜0.01). Body mass index of the intervention group at 
12 weeks was higher than that at 6 weeks. Iron intake of the intervention group at 12 weeks was lower than 
that at baseline. At baseline, the intakes of riboflavin, folate, and potassium were lower than 75% of dietary 
reference intakes. In conclusion, an oral care education program for care providers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oral hygiene of nursing home residents, and dietary plans are needed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m. 

Key words : oral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 elderly, halitosis, body mass index, nutrient intake

서 론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의

료혜택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The Statistics Korea 2010).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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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7% 이상)에 진입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 인구 14% 이상)에, 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The Statistics Korea 2010). 이
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

화 속도로 인해(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

적 어려움이 42.6%로 가장 높았고 건강문제(37.2%), 
소일거리 없음(6.0%)의 순이었다(The Statistics Korea 
2010). 우리나라에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

행된 이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10), 특히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나 뇌졸중 등으

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으로 기능의존적인 노인들이

다(Kim 2006). 입소노인들은 칫솔질이나 의치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Frenkel 등 2001; Park 등 2002; Kim 등 2007; Yang 
등 2008). 

구강질환은 노인대상자의 전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강질환에 의한 치아상실과 구강통증은 노

인대상자의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대상자의 영양불

량 및 체중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보건복지

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저

작불편 호소율은 60.0%로 구강문제로 인해 음식을 

씹기 어려웠다고 하였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Choi 등(2010)은 농촌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치아탈락군 또는 틀니군은 자연치

군에 비해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이 적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Shin & Jung 2008)에서 영양상태는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중요한 지표이고 

한국노인의 영양부족위험 진단을 위해 개발된 간이

조사표에도 치아문제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Kim 등 

2000a) 영양상태와 구강관련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노인의 식이섭취조사 결과 섭취

량이 영양권장량(영양섭취기준) 미만이었던 영양소는 

칼슘, 리보플라빈(Son & Lee 1999; Kim 등 2002; 
Yang 2005), 에너지, 비타민 A(Son & Lee 1999; Kim 
등 2002), 단백질(Kim 등 2002; Yang 2005), 비타민 

E(Kim 등 2002), 비타민 C(Son & Lee 1999) 및 철분

(Yang 2005)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와 유사하다. 국

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칼슘 섭취량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모든 연령대에서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을 섭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0% 미만이었다. 또한 

노인은 인, 나트륨 및 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

취량이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적었으며, 리보플라빈의 

섭취량도 매우 낮았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따라서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의해 요

양시설 입소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신체적,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노인들로 고

령으로 갈수록 구강위생상태의 악화로 저작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상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에게 맞는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간호자인 간호

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6주간 교육하여 

입소노인에게 구강간호 제공 후 체질량지수와 영양

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

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 노인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체질량지수와 영양소 섭취량

을 조사한다. 
2)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이 구강간호 

제공 6주 후와 12주 후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체질량지수와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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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자인 간호사, 간호조

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6주간의 강의 및 실

무훈련 중심의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후 

입소노인의 영양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설계

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서울소재 S 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Insti-
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동의서

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본인의 요청 하에 연

구자가 대필하였고 치매 대상자는 가족의 동의를 

함께 받았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였다. 연구 장소 및 대상자는 K 광역시 소재 200병
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

체적인 입소 노인대상자 선정기준은 설문조사, 구강

검진 등 연구에 협조가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구

강으로 식이를 섭취하는 노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스케일링(치면세마술) 등 치과진료를 받은 적이 없

는 노인, 구강불편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을 가진 노인, 연구동의서에 동의하는 노인, 상
악치궁 또는 하악치궁에 1개 이상의 자연치를 가진 

노인이다.
중재군과 대조군은 입소층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연구대상시설에는 각각 2층과 3층에 각각 96명, 95
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었으며 각 층 입소노인의 질

병,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입소기간 등이 유사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비뽑기로 대조군층과 중재군층

을 정하였다.
노인대조군은 2층 입소 노인 96명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32명이 대상이었고 6주 후 탈락자

는 없었으나 12주 후 사망, 입원, 퇴원, 경관영양으로 

인한 식이변경으로 8명이 탈락하여 총 24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노인중재군은 3층 입소노인 95명 중 

33명이 대상이었으나 6주 후 퇴원, 12주 후 입원, 퇴
원으로 6명이 탈락하여 총 27명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노인대조군을 돌보는 층의 간호자들에

게는 기존에 하는 구강간호를 하도록 하였고 노인

중재군을 돌보는 층의 간호자들에게는 연구자가 개

발한 교육자료(Park 2010)를 포함한 6주간의 구강간

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연구방법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맞는 구강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간호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

호사에게 6주간 교육하여 입소노인에게 구강간호 

제공 후 구강위생상태 지표인 구취와 체질량지수 

및 영양소 섭취량을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1)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

였다(Park 2010). 교육프로그램은 총 6주에 걸쳐 강

의교육 2회(총 90분)와 실습교육 4회(총 40분)로 구

성되었다. 강의교육은 4개조, 각 20명 미만의 집단교

육으로, 연구자가 유인물과 파워포인트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첫 주 1회 30분, 둘째 주 1회 60분으로 2
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습교육은 강의교육 후 

연구자가 요양실을 방문하여 간호자 1인당 주 1회 

각 10분씩 총 4주간 실시하였다. 구체적 강의 및 실

습 교육내용은 정상구강구조 및 기능, 구강건강과 

전신질환, 노화와 관련된 구강질환, 구강건강상태 

사정법, 자연치 및 의치 관리, 구강위생용품 선택 

및 사용법, 구강간호문제 노인 대처법 등이 포함되

었다.

2) 인구학적 특성 조사

인구학적 특성, 기저질환, 자가구강위생능력, 복용

약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자연치아 개수는 

연구자가 면담, 직접 수행 및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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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치매, 뇌졸중 등의 기저질환은 의무기

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의 인지기능은 MMSE- 

KC(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
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MMSE-KC는 지남력, 단기기억 등

록 및 회상, 집중력, 시공간구성력, 판단력, 언어능

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Folstein 등(1975)의 MM-
SE를 우 등(2003)이 한국판 도구로 번역하여 표준화

한 도구이다. 지남력, 단어등록 및 인출, 언어능력, 
사물인식, 시공간구성력 및 판단력 등 총 19문항 30
점 만점이다.

일상생활활동능력은 수정판 바텔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정판 바텔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는 대한뇌신경재활연구회(2005)가 표준화하여 

한글판으로 번역한 도구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
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보행(또는 의자차), 의자/침대이동의 총 10문항, 100
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Korean Society for Neurorehabilitation 2005).

3) 구취 정도와 구강건조증

구취 정도는 구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보조원 1인이 연구자

에게 1시간 동안 측정방법을 훈련받고 측정법의 일

관성을 확인받은 후 대조군과 중재군을 대상으로 

총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하였다(McConnell 
등 2007). 구취 측정은 구취의 원인물질인 황화합물

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구취측정기

(Halimeter, HC-201, Tanita Co, Japan)를 이용하였다. 
황화합물의 농도(10억분의 1단위인 ppb)에 따라 구

취 정도가 4단계로 측정된다. 1단계는 뚜렷이 구취

를 못느낌(50∼80 ppb), 2단계는 구취를 느낌(80∼
150 ppb), 3단계는 구취관리가 필요함(150∼200 ppb), 
4단계는 확실한 치료가 필요함(200 ppb 이상)이다. 

구강건조증은 구강 내 건조함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느낌이며,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측정한 타

액유출량보다는 주관적 구강건조감 여부에 근거하

여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Gug-
genheimer & Moore 2003) 본 연구에서는 입소노인의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Chung(2006)이 개발한 구강자

각증상 도구 중에서 ‘낮 동안에 입이 마른다’는 문

항에 4점 Likert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증상이 

전혀 없다’ 0점, ‘증상이 약간 있다’ 1점, ‘증상이 심

하다’ 2점, ‘증상이 매우 심하다’ 3점으로 점수화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조정도가 심한 것으로 

하였다.

4) 체질량지수

키와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계산하였다. 키는 서서 측정 가능한 경우 실

측하였고 불가능한 경우 한국 노인의 신장 예측 공식

(Lee 등 2005)에 의해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체 상지길

이(supine total arm length, STAL)를 이용한 신장예측

치 93.036＋2.383×STAL(cm)−0.151×나이−6.787×성별

(남성 1, 여성 2)로 계산하였다. 전체 상지 길이는 견

봉돌기끝(tip of acrominal process)에서부터 척골의 경

돌기 끝(the end of the styloid process of ulna)까지의 

길이로 연구자 1인이 동일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체중은 요양실에 비치된 전자체중계(Digital 
scale, 150A, CAS Co, South Korea)로 측정하였고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체중계(Digital scale, 
CI2001B, CAS Co,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휠체어 무게를 뺀 무게로 기록하였다. 식사량 및 

의복에 의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체중 측정시간

은 중재군 대조군 모두 동일하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측정하였고 옷은 입소복으로 통일하였다.

5) 영양소 섭취량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총 3일간 식사시간에 방

문하여 직접 식사량을 실측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연구보조원은 간호학과 2∼3학년 학생 

8명으로, 연구자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

한 설명 30분, 전자저울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30분



J Korean Diet Assoc 17(3):243-258, 2011 | 247

간 실시하여 측정자간 오차가 없도록 훈련을 하였

다. 연구보조원 1인당 약 6∼7명의 노인대상자를 3
일간 측정하였다. 단, 연구보조원에게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이중맹검법을 

실시하여 후광효과를 차단하였다.
식이섭취량은 입소노인 대상자가 평일 1일 및 주

말 2일을 포함한 3일간 매끼 섭취한 식사량을 전자

저울(KB-200, 경인산업, 대한민국)로 무게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매 끼니의 식사메뉴와 조

리지침서를 시설의 영양사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공

받았다. 외식한 경우는 동반가족에게 문의하여 기록

하였다(n=3). 연구보조원이 실측 중 밥과 반찬을 모

두 섞었다가 남긴 경우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연구자가 섞기 전 합산한 음식무게에 대한 남

은 음식의 비율만큼을 제하고 계산하였다. 
식이섭취량은 식단의 종류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군, 대조군 모두 

같은 날짜에 식사량을 실측하였다. 실측한 식이섭취

량을 영양소별 섭취량 분석프로그램인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Version 3.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6)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Choi 등 2010). 분석한 영양소 섭

취량은 영양섭취기준(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에 대한 %로 표시하였다.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제시된 수치

를 기준으로 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dow 16.0 version statistics 
package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

적 특성은 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 간 동질성 검정은 χ2-test
와 t-test를 이용하였고,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효

과검증은 두 군의 교육 전, 교육직후(6주), 교육 완

료 후 6주(12주) 시간과의 교호작용을 고려하여 2- 

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입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대상자는 노인중재군 27명, 노인대조군 24명
으로 총 51명이었다. 평균연령은 노인중재군과 노

인대조군 각각 78.7세, 78.8세로 두 군의 차이는 없

었다. 성별은 대체로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나 

노인중재군의 여성비율이 63.0%로 노인대조군의 여

성비율인 37.5%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은 두 군 모두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

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주요기저질환은 연구대상자의 중복질환

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노인중재군은 치매

(33.3%), 당뇨(28.2%), 뇌졸중(25.7%)의 순이었고 노

인대조군은 뇌졸중(42.9%) 치매(25.7%), 당뇨(20.0%) 
순이었으며 두 군 간 주요기저질환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자가 구강간호능력은 완전독립적인 경

우는 노인중재군이 25.9%, 노인대조군 41.7%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용약물은 두 

군 모두에서 평균 5개 이상이었으며 구강건조 유발

약물은 노인중재군 1.9개, 노인대조군 2.0개였고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건조(dry mouth), 
인지기능(MMSE-KC) 및 치아개수는 두 군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효과 검증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

취를 교육 전후 조사한 결과, 노인중재군과 노인대

조군의 구취점수는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교육 적용 6주 후 각각 0.6±1.0, 1.1±1.4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12주 후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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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χ
2 or t P1)

Age (years)  78.7±5.42) 78.8±6.8  0.049 0.961

Gender
Male  10 (37.0)3) 15 (62.5)

 3.295 0.095
Female 17 (63.0)  9 (37.5)

Education (years)

≤0  7 (25.9)  3 (12.5)

 4.034 0.401

1∼6 16 (59.3) 13 (54.2)

7∼9  2 ( 7.4)  5 (20.8)

＞9∼12 0  1 ( 4.2)

＞12  2 ( 7.4)  2 ( 8.3)

Religion

Christianity  8 (29.6)  8 (33.3)

 2.387 0.793

Catholics  2 ( 7.4)  2 ( 8.3)

Buddhism  4 (14.9)  2 ( 8.3)

The others  5 (18.5)  2 ( 8.3)

None  8 (29.6) 10 (41.7)

Underlying disease4)

Dementia 13 (33.3)  9 (25.7)  0.587 0.573

CVD 10 (25.7) 15 (42.9)  3.296 0.095

DM 11 (28.2)  7 (20.0)  0.745 0.558

MD  5 (12.8)  4 (11.4)  0.030 0.863

No. of medication drug  5.2±3.5  5.7±3.6  0.371 0.712

The ability of oral care
Independent  7 (25.9) 10 (41.7)

 1.417 0.254
Dependent 20 (74.1) 14 (58.3)

Dry mouth  1.1±0.8  0.8±0.7 −1.468 0.146

MMSE-KC 13.4±6.2 16.3±4.5  1.870 0.067

Number of teeth 17.7±7.7 15.0±8.7 −1.177 0.245
1) P value by t- or χ2-test
2) Mean±SD
3) N (%)
4) Include multiple diseases
CVD: cerebrovascular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MD: musculoskeletal disease, MMSE-KC: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home residents.

Time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t P1) Source F P2)

Baseline  1.2±1.13) 0.9±1.0 −0.940  0.352 Group 2.084 0.155

6 weeks 0.6±1.0 1.1±1.4  1.296  0.201 Time 4.156  0.019*

12 weeks 0.2±0.5 1.1±1.0  3.883 ＜0.01** Group*Time 8.064   0.001**
1) P value by t-test
2) P value by 2-way repeated measure ANOVA
3) Mean±SD
*P＜0.05, **P＜0.01

Table 2. Halitosis of nursing home residents.

군의 구취점수는 각각 0.2±0.5, 1.1±1.0으로, 노인중재

군이 노인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1). 
2-way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 결과 그룹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Group*Time)도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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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t P1) Source F P2)

Baseline  22.5±3.83) 23.0±4.0  0.085 0.933 Group 0.073   0.789

6 weeks 22.5±3.7 23.1±3.8 −0.177 0.861 Time 0.877   0.412

12 weeks 22.9±3.8 22.9±4.2  0.076 0.940 Group*Time 3.352 ＜0.05*
1) P value by t-test
2) P value by 2-way repeated measure ANOVA 
3) Mean±SD
*P＜0.05

Table 3. Body mass index (BMI) of nursing home residents.

(I) Time (J) Time Mean difference (I-J) Std.Error Sig. (a)
95% confidence interval for difference (a)

Lower bound Upper bound

Baseline  6 weeks −0.009 0.193 0.961 −0.414  0.395

Baseline 12 weeks −0.394 0.024 0.000 −0.444 −0.343

6 weeks 12 weeks −0.383 0.198 0.068 −0.800   0.031* 

*P＜0.05

Table 4. Pairwise comparisons on BMI in intervention group of nursing home residents.

하게 나타났다(P=0.01)(Table 2). 

3.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전후 입소 노인의 

체질량지수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의 체질량지수는 구강간

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그러나,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제

공 후 체질량지수는 2-way repeated measure ANO-
VA 분석 결과 그룹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Group*-
Tim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노

인중재군의 체질량지수는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

로그램 적용 12주 후, 6주 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5)(Table 4).

4.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전후 입소노인의 

영양소 섭취량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제공 후 2-way re-
peated measure ANOVA 분석 결과 다른 영양소는 

그룹과 시간간의 교호작용(Group*Time)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Table 5, 6, 7), 철 섭취량은 

그룹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Group*Time)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Table 6),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제공 12주 후 노인 중재군의 철 섭취

량이 노인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권장섭

취량 대비 섭취율은 두 군 모두 100% 이상이었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 노인중재

군에서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인 영양소는 리보플

라빈과 엽산이었고 노인대조군에서 리보플라빈이었

다(Table 7).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교육 적

용 12주 후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인 영양소는 노

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에서 엽산이었다(Table 8).

고 찰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대부분이 치매, 뇌졸중 등 

신체적, 인지적 기능장애로 구강간호 시 간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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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Source F P2)

Baseline 6 weeks 12 weeks Baseline 6 weeks 12 weeks

Calcium  84.0±29.5  97.6±35.4  77.5±32.2  82.1±27.8  97.6±30.4  83.6±30.8

Group  0.031 0.860

Time 17.642     0.0000***

Group*Time  0.875 0.413

Phosphorus 136.3±45.1 117.4±28.9 137.0±49.1  141.2±39.1 113.5±27.9 148.8±45.8

Group  0.191 0.664

Time 17.603   0.000**

Group*Time  1.230 0.295

Iron 184.8±51.3 187.7±52.6 149.4±63.1 184.2±44.2 198.4±45.9 195.8±70.6

Group  1.928 0.171

Time  4.847  0.016*

Group*Time  6.958   0.003**

Sodium  367.7±158.4  406.5±159.3  395.9±189.8  376.1±119.0  397.0±136.9  397.8±156.4

Group  0.000 0.994

Time  1.876 0.160

Group*Time  0.151 0.853

Potassium  90.5±28.9  82.0±26.9  88.5±35.6  89.4±23.9  85.3±25.7  87.8±28.8

Group  0.004 0.947

Time  2.787 0.074

Group*Time  0.408 0.640

Zn 139.4±35.8 141.1±43.2 102.7±32.7 137.3±28.0 143.3±34.3 106.8±35.2

Group  0.033 0.857

Time 37.585   0.000**

Group*Time  0.192 0.804
1) DRI: dietary reference intake
2) P value by 2-way repeated measure ANOVA 
*P＜0.05, **P＜0.01, ***P＜0.001

Table 6. Mineral intake of nursing home residents (% of DRI)1).

Variables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Source F P2)

Baseline 6 weeks 12 weeks Baseline 6 weeks 12 weeks

Energy  98.5±20.7 100.9±21.8  96.3±24.9  96.6±17.9 106.0± 20.9 101.2±22.4

Group  0.249   0.620

Time  3.309 ＜0.05*

Group*Time  1.386   0.255

Protein 147.3±41.8 147.2±40.4 147.9±50.3 152.2±34.9 164.1±37.3 160.8±46.4

Group  1.147   0.289

Time  1.041   0.312

Group*Time  0.764   0.386

Fiber 121.8±33.7 121.2±35.8  86.0±33.6 108.3±29.4 117.5±31.9  74.9±26.8

Group  1.397   0.243

Time 68.543    0.000**

Group*Time  0.965   0.379
1) DRI: dietary reference intake
2) P value by 2-way repeated measure ANOVA 
*P＜0.05, **P＜0.01

Table 5. Calory & protien intake (%) of nursing home residents (% of D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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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rvention group (n=27) Control group (n=24)

Source F P2)

Baseline 6 weeks 12 weeks Baseline 6 weeks 12 weeks

Vitamin A  111.7±40.33) 127.8±39.4 131.3±64.4 111.2±37.4 123.3±42.0 129.8±65.9

Group  0.034 0.855

Time 8.57  0.001*

Group*Time  0.086 0.918

Vitamin B1  89.8±24.9  89.7±25.8 100.0±32.4  92.9±23.5  94.0±22.4 101.1±32.2

Group  0.177 0.676

Time  4.511  0.016*

Group*Time  0.097 0.908

Vitamin B2  68.2±17.6  70.3±18.0  78.3±27.5  66.6±15.9  73.0±17.2  77.5±24.2

Group  0.000 0.988

Time  9.811   0.000**

Group*Time  0.530 0.592

Vitamin B6 162.5±56.1 155.2±50.8 157.0±56.5 164.5±47.5 167.9±51.8 161.5±57.0

Group  0.215 0.645

Time  0.346 0.698

Group*Time  0.591 0.548

Niacin 105.0±31.2 112.0±34.2 115.9±39.9 109.2±25.8 121.1±29.1 124.3±40.1

Group  0.725 0.399

Time  6.684  0.002*

Group*Time  0.257 0.762

Folate  73.9±30.4  72.4±34.4  41.4±16.5  87.6±29.6  75.6±26.3  37.9±15.0

Group  0.537   0.000**

Time 71.939   0.000**

Group*Time  2.782 0.069

Vitamin C  94.2±34.7  87.9±40.6  96.9±43.6  83.3±35.0  75.3±34.4  94.8±54.4

Group  0.752 0.390

Time  3.088 0.055

Group*Time  0.408 0.667
1) DRI: dietary reference intake
2) P value by 2-way repeated measure ANOVA 
3) Mean±SD
*P＜0.05, **P＜0.01

Table 7. Fiber and vitamin intake of nursing home residents (% of DRI)1).

일본, 호주 등 국외 요양시설 입소노인 구강간호지침, 
문헌고찰, 국내 치과분야 전문가, 노인전문간호사 및 

요양시설 간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호자를 대

상으로 개발한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rk 2010)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을 6주간 간호자

에게 교육하여 입소노인에게 구강간호 제공 후 체질

량지수와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12주 후 노

인중재군의 구취가 노인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이 결과는 간호자 스스로 효과적인 것으

로 검증된 구강간호방법으로 구강간호 교육 후 노

인대상자의 16%에서 구취가 감소했던 결과(Mc-
Connell 등 2007)와 간호자의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혀의 청결도, 치면세균막감소, 의
치위생 및 치은지수(gingival index)가 유의하게 호전

되었던 결과(Jäger 등 2009)를 지지한다. 구취의 대

부분은 구강내 원인, 특히 혀와 치은염과 치주염과 

같은 치주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유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

지 못하였으나 노인중재군의 구취감소는 간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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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χ
2 P1)

Iron Baseline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27 (100.0)

Deficient2)  0 (  0.0)

Control group (n=24) Normal 24 (100.0)

Deficient  0 (  0.0)

6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26 ( 96.3) 0.907 0.341

Deficient  1 (  3.7)

Control group (n=24) Normal 24 (100.0)

Deficient  1 (  0.0)

12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3 ( 11.1) 0.848 0.307

Deficiency 24 ( 88.9)

Control group (n=24) Normal  1 (  4.2)

Deficient 23 ( 95.8)

Vitamin B2 Baseline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9 ( 33.3) 0.000 1.000

Deficient 18 ( 66.7)

Control group (n=24) Normal  8 ( 33.3)

Deficient 16 ( 66.7)

6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9 ( 33.3) 0.377 0.539

Deficient 18 ( 66.7)

Control group (n=24) Normal 10 ( 41.7)

Deficient 14 ( 58.3)

12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13 ( 48.1) 0.027 0.869

Deficient 14 ( 51.9)

Control group (n=24) Normal 11 ( 45.8)

Deficient 13 ( 54.2)

Folate Baseline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11 ( 40.7) 0.919 0.338

Deficient 16 ( 59.3)

Control group (n=24) Normal 13 ( 54.2)

Deficient 11 ( 45.8)

6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11 ( 40.7) 0.134 0.714

Deficient 16 ( 59.3)

Control group (n=24) Normal 11 ( 45.8)

Deficient 13 ( 54.2)

12 weeks Intervention group (n=27) Normal  2 (  7.4) 1.805 0.174

Deficient 25 ( 92.6)

Control group (n=24) Normal  0 (  0.0)

Deficient 24 (100.0)
1) P value by χ2-test 
2) Deficient, 75% less than DRI of iron, vitamin B2, folate

Table 8. Percentage of iron, vitamin B2 and folate deficiency of nursing home residents.

대상으로 한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간호

자의 구강간호행위가 증가함으로써 노인중재군의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

라서 노인 요양시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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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노인중재군의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요양시설에는 자가구강간호

능력이 없는 노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

구의 노인 대상자에서도 자가구강간호능력이 없는 

경우가 66.7%였으므로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이러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구강 위생 

개선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간호자 구강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입소노인의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는 중재 전후 22.5∼
23.0(kg/m2)이었으며 이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

을 위한 성인의 체위기준인 22.0에 비해 약간 높았

고, 다른 노인 복지시설 노인의 체질량지수와 비슷

한 수준이었다(Kim 등 2000a; Kim 등 2001).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비만 비율은 39.6%로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비만유병률인 

21.4∼37.9%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노인에서 과체

중과 비만은 기계적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체지방률은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인은 적절한 범위의 체질량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강위생 개선 시 구강통증감소로 영양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어 체질량지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하에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12주 후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제공 12주 후 노인중재군의 

체질량지수는 노인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자 구강간호교육 3
개월 후 입소노인의 체질량지수와 영양불량지표에 

변화가 없었다는 선행연구(MacEntee 등 2007)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제공 12주 

후 노인중재군의 체질량지수가 제공 전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하여 이는 구강 위생이 영양상태를 개선시

켰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노인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가 없어, 영양상태의 개선을 보기에는 중재기간이 

짧았음을 알 수 있었다. Sumi 등(2010) 연구에서 1년
간의 지속적인 구강간호로 노인의 체질량지수가 유

지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구강간호 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았음을 알 수 있다. 신체계측치는 비교

적 오랜 기간의 영양상태의 반영이므로 구강간호 기

간을 더 연장시켜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식이섭취가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열량 섭취량은 평균섭

취량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구강위생으로 열량 섭취

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구강 위생이 체질

량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Yang  & Bang(2008)의 연구에서 노인의 열량섭취와 

비만의 유의한 관련성이 적어 식이요인이 아닌 다

른 기타 노인의 생리적 특성이 체질량지수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 이용과 대사적 효

율이 저하되었을 수 있고, 질병상태가 악화되어 체

질량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적어도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3.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입소노인의 

영양소 섭취량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철 섭취

량만 그룹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노인중재군의 철 섭취량이 노인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율이 두 군 모두에서 100% 이상이었고(Table 7) 
75% 미만으로 섭취한 대상자는 노인중재군에서 3명, 
노인대조군에서 1명이었다(Table 8). 그러나,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다른 영양소 섭

취량은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므로 구강위생상태가 영양소 섭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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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구

강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간호자 구강교육프로그램 적용 12주 후 노인중재군

의 구취가 노인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구강위생이 향상되었으나, 향상된 구강위생이 영양

소 섭취량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중재기간이 너무 짧은 것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6주라는 기간이 구강통증이나 치

아상실 등의 구강위생불량 관련 변수의 결과를 반

영하기에는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기간을 더 

길게 한다면 구강위생과 영양소 섭취와의 상관관계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영양상태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구강위생프로그램

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재 전 두 군의 식이섭취량이 

동일 연령대에 타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

으므로 구강간호프로그램 적용 후 섭취량이 더 증

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요 열

량섭취량은 국내 농촌노인(Park 등 2006)이나 타 노

인요양시설(Kim 등 1995)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구강 

간호프로그램 적용 후 섭취량 증가가 어려웠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총 열량섭

취량은 1,766∼1,865 kcal로, 서울 경기지역 유료, 무
료 양로원 노인(1,170∼1,761 kcal)(Kim 등 1995), 경
북 예천 지역 노인(1,052∼1,369 kcal)(Park 등 2006), 
인제 지역 노인(1,293∼1,466 kcal)(Yim 2008), 삼척 

지역 노인의 열량섭취량(1,426∼1,691 kcal)(Kim 등 

2009)에 비해 높았으나 경기도 동두천 지역 사회복

지시설 노인의 열량섭취량(1,921 kcal)에 비해 낮았

다(Kwak 등 2008). 본 연구의 노인 대상자의 열량섭

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 
DRI)(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서 제시한 

열량의 필요추정량(남 2,000 kcal, 여 1,600 kcal)의 

96∼106%였다. 
본 연구의 단백질 섭취량은 69.6∼79.4 g으로, 경

북 예천 지역 노인(32.7∼49.6 g)(Park 등 2006), 인제 

지역 노인(46.4∼54.1 g)(Yim 2008), 삼척 지역 노인

의 단백질 섭취량(55.8∼66.9 g)(Kim 등 2009)에 비

해 높았으나 경기 서울 경기지역 유료, 무료 양로원 

노인(59∼87 g)(Kim 등 1995), 경기도 동두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노인의 단백질섭취량(80.4 g)(Kwak 등 

2008)에 비해 조금 낮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단백

질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 DRI)(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서 

제시한 권장섭취량(남 50 g, 여 45 g)의 147∼164%
였다. 그리고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동일 연령대 노

인의 국민건강조사결과(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의 영양소 섭취량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이 동일 연

령대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을 상회하였으므로 구강 

위생상태가 개선되었더라도 섭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영양소 섭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영양상태와 영양소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아개수, 만성질환, 약물복용, 거동장애 등

의 변수는 두 군 간 동질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치매

의 단계 등(Kim 2008)은 통제하지 못하였고, 그 밖

의 알려지지 않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식욕 

및 기호도 등이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철분 섭취량이 75%보다 낮았던 노인들의 약물복용

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다

(P=0.051). 노인의 약물 중 식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이 있으므로 약물복용으로 인해 구강간호 중

재 여부와 관계없이 식욕이 감소하여 섭취량이 더

욱 감소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철분 섭

취량이 적었던 노인의 치아개수는 그렇지 않은 노

인의 치아개수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Lamy 등(1999)의 연구에서 식품의 양이나 형태의 제

한, 씹거나 깨무는데 어려움, 삼키거나 먹을 때의 

불편감, 사람 앞에서 먹는 불편감 등이 저작과 관련

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일부 영양소 섭취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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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

그램 적용 전 연구대상자의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이었는데, 양로원 노인을 대

상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결과(Kim 등 1995)의 57∼
60%와 Kim 등(2001)의 54.8% 수준보다는 높았으나 

여전히 권장섭취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인 대상자는 노인

중재군과 노인대조군 모두에서 66.7%였고,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12주 후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은 각각 51.9%, 54.2%로(Table 8), 권장섭

취량의 75% 미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중재 

적용 전보다 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50% 이상이

었다. 리보플라빈은 노인에게서 흔히 부족하게 섭취

되는 영양소 중의 하나로,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리

보플라빈 부족은 제공된 식단에서의 리보플라빈의 

공급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리보플라빈은 

우유 및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

며 그 외 난류, 육류, 강화된 곡류제품에도 풍부하

다(최 등 2009). 본 연구에서 3일간 제공된 식단을 

식품별로 분석해 본 결과, 유제품은 요구르트 60 g/
일(약 0.2 mg)이 전부였으며 육류는 매끼에 1회씩, 
난류는 계란찜(1회/3일), 메추리알조림(1회/3일)이 제

공되었다. 그러나 육류의 경우 치아개수와 치아문제 

등 노인의 생리적 문제 또는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제공된 양 전체를 섭취하는 경우가 드물어 제공된 

리보플라빈의 양에 비해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리보플라빈의 권장섭취량을 

고려하여 요양시설 노인에게 리보플라빈이 가장 풍

부한 우유 및 유제품과 리보플라빈 손실이 적은 조

리방법 등을 이용하여 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우유 및 유제품은 또한 치아성분인 칼

슘의 좋은 급원이므로 요양시설 노인의 식단에 적

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두 군 모

두에서 엽산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이었

다. 특히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적

용 전에 비해 노인중재군과 노인대조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P=0.069). 간호자 구강간호 교

육프로그램 적용 전 엽산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인 경우는 노인중재군이 59.3%, 노인대조

군은 45.8%였고,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

용 후 엽산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인 경

우는 노인중재군이 92.6%, 대조군은 100.0%로(Table 
8), 중재 후 엽산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75% 미만

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인 상용 식품

에 대한 엽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단위 중량당 엽

산의 함량이 높은 식품은 두류, 채소류, 해조류, 김

치 등이었고(Jin & Yim 2001; Yon & Hyun 2005), 
가장 좋은 급원식품은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김

치와 밥이었으며 그 외에 달걀, 김, 시금치, 콩나물 

등도 엽산의 좋은 급원식품이었다고 보고되었으므

로(Han 등 2005), 식단 작성 시 엽산 함유 식품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조리 시

간 연장 시 수용성 비타민인 엽산의 손실이 컸으므

로(Han 등 2005) 조리 시 주의해서 엽산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엽산 섭취량 부족은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

로(Yang & Bang 2008), 요양시설 노인 대상자들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치아개수는 저작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인 특히 여자노인에서 엽산의 섭취가 6년 

후 생존율의 독립적인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

고하여(Appllonio 등 1997), 노인에서 특히 엽산 섭취

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엽산을 풍부히 함유한 식

단을 요양시설 노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섭취하기 

쉬운 조리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노인대조군의 식이섬유소 섭취량은 충분섭

취량의 75% 정도였다.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대

부분 고섬유, 난소화성 다당류이므로 저작과 소화가 

어려우므로 노인들이 섭취를 꺼려할 수 있다. 대조군

에서 식이섬유소 섭취량이 유의하지는 않으나 더 낮

아졌으므로 앞으로 구강위생이 식이섬유소 섭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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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식이섬유소 감소

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이 힘든 노인에게 식이섬유소

가 많은 음식을 다져서 제공하는 조리방법 등을 적

극적으로 이용하여 식이섬유소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저작이 힘든 노인에게는 

음식을 다져서 제공하였으므로 구강위생으로 인한 

식이섬유소 섭취량의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식이섬유소는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여 만성질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요양시설 노인에서 식이

섬유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이 입

소노인의 영양소 섭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함에 있

어 대상자의 치매단계별 식품 섭취 패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개 노인요양시설

에서 근무하는 간호자와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유사실험연구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노

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자를 위한 구강간호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

으므로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구강

위생 더 나아가 영양상태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이 입소

노인의 체질량지수와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K 광역시 소재 1개 요양

시설에서 입소노인 대조군 27명, 중재군 24명, 총 51
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조군 간호자에게는 기존에 하는 구강간호를 하

도록 하였고 노인중재군 간호자에게는 연구자가 개

발한 교육자료를 포함한 6주간의 구강간호 교육프

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중재군과 대조군 입소노인 모

두에서 인구학적 특성, 기저질환, 치아개수, 자가구

강위생능력, 복용약물, 인지기능(MMSE-KC), 구취, 
체질량지수 및 영양소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 window 16.0 version statistics package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고 노인중재군과 노인대

조군 간 동질성 검정은 χ2-test와 t-test 및 2-way re-
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간호자의 

간호대상인 노인중재군의 구취(P＜0.01)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구강 위생이 향상되었으나 영양소 섭취량

과 체질량 지수에 유의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시설 간호자를 위

한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의 임상적용이 구강 위생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간호자 구강간호 교육프로그램

이 입소소인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양

시설 거주 노인에게 특히 리보플라빈과 엽산이 부족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영양소 

섭취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

인의 영양소 섭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규

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 노

인의 치아개수, 구강 위생 상태 및 건강상태 등의 전

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의 선택과 식단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에서 구강위생관리는 구강건강과 기능을 

증가시켜 노인의 먹는 즐거움을 회복하여 노인의 영

양상태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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