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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요양시설 간호제공자들의 구강건강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상은 92명의 간호제공자들을 상으로 선정하 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다 회귀분석결과, 근무경력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경험 유무 요인에서 유의한 향을 미쳤다. 결

론 으로,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해서는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간호인

력들에게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의 홍보  교육이 실히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Seoul oral health care providers survey of recognition and affecting factors. The 

subjects were selected 92 people who care provid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uration of carrer and experience of oral care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presence of factors. As a result, in order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nursing staff to promote oral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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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시 와 IT 활성화로 인해 지구  곳곳의 

모습은 과학과 문명의 발 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

하며[1], 생활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수명

연장의 요구도가 증가되어[2] 건강에 한 심이 고

조되면서 의료부문의 변화에도 향을 미쳤다[3], [4].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 진입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2026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

상)에 도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우

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

해[6], 노인의 신체 , 정신  건강문제가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09년 60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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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  어려움, 건

강문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4]. 우리나라는 2008년 7

월 노인장기요양법이 본격 으로 실시된 이래 노인요

양시설 입소노인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7]. 노

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특히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 기능 으로 의존 인 노인은 구강질환에 있어

서 고 험 집단이다[8]. 이들은 여러 가지 약물의 복

용과 련된 구강건조, 구강문제에 한 시설 리자와 

간호인력의 태도[9], 하된 기동력  손의 움직임

[8], 구강서비스에 한 근의 제한성[10], 구강건강

의 요성에 한 교육이나 이해의 부족[11] 등으로 

구강간호가 일상 으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

회 거주 노인보다 구강 생 상태와 치아상태가 나쁘

고, 구강질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노인과 요양시설 거주노인을 비교한 김과 양[12]

의 연구에 의하면, 요양시설 거주노인은 평균 존 

구치수와 충  구치는 었으며, 우식경험 구치

수, 우식경험 구치면수와 의치 필요자율은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시설 거주노인이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비해 구강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있어 구강건강 문제가 

많으므로,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치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방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강보건 문가인 치과의사

나 치 생사와 같은 문인력의 역할이 요양시설 노

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해 매우 요하지만 실

으로 이들을 지속 으로 시설에 배치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으므로, 실제 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

시설 장에서 구강건강 리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등의 간호인력에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8], [13].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간호인력이 

효과 으로 구강건강 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해

서는 간호인력에게 노인요양시설의 거주자에게 구강

건강 리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4]. 그러나 재 장기요양시설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시설에서 간호인력들의 

구강건강 리에 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자료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8], [15].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시 와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시 의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구강간호 인식을 악하고, 이들의 구강간

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노인

요양시설 간호인력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로

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2.1. 연구 상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 치한 노인요양시

설을 편의추출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인 간호사

와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연구목 을 설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 다. 회수

된 설문은 총 100부이며, 그  연구 자료로써의 합

성을 단 후 기입 락, 기입 불명확, 이 기입이 있는 

8부를 제외한 총 92부를 분석 상으로 채택하 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모 등[8]과 박[15]의 설문도구를 참고하

여 수정  보완하고, 연구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 

연구내용으로는 일반 인 특성, 구강간호의 인식, 구

강간호 교육요구도,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 다. 

2.3. 분석방법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구강간호의 인식  

교육요구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 고, 조사 상

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의 평균차

이를 알아보기 해 정규성 검정 실시결과,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비모수 통계를 사용

한 Mann-Whitney U-test 혹은 Kruskall-Wallis tes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인식에 한 설문문항은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그 지 않다(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그 다, 매우 그 다)’로 재범주화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Ⅲ. 결 과



ICT 시 에서 노인용양시설의 구강건강 인식에 한 연구

 213

3.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

로는 40-49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의 유형

으로는 사회복지사 55.4%, 간호사 44.6%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문 졸 39.1%, 4년제졸 37.0%이었고, 

근무경력은 29개월 미만 43.5%, 30-59개월 25.0%, 

60-89개월 21.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ategory N %

Age 20-29 10 10.9

30-39 29 31.5

40-49 36 39.1

50≦ 17 18.5

Type of

occuptation
Nurse 41 44.6

Social

worker

51 55.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 23.9

College 36 39.1

University 34 37.0

Duration

of carrer
≦29 40 43.5

30-59 23 25.0

60-89 20 21.7

90≦ 9 9.8

Total 92 100.0

3.2. 구강간호의 인식

조사 상자의 구간간호의 인식은 표 2와 같다. 응

답자의 95.6%는 구강간호가 매우 요하다고 하 고, 

4.4%는 요하지 않다고 응답하 다. 

표 2. 구강간호의 인식
Table 2. The recognition on the oral care

N %

Important 88 95.6

Not important 4 4.4

Total 92 100.0

3.3. 구강간호의 교육요구도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교육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강간호의 교육을 받은 이 있다 

53.3%, 없다 46.7%로 나타났으며, 향후 구강간호에 

한 교육 기회가 있다면 97.8%는 받겠다, 2.2%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강간호 교육 희망우선순

로는 치아우식 48.9%, 효과 인 구강간호법 21.7%, 틀

니 리법 1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구강간호의 교육요구도
Table 3. The educational needs on oral care

N %

The experience of oral care education

Yes 49 53.3

No 43 46.7

The desire of education program about oral care

Yes 90 97.8

No 2 2.2

Hope priorities of oral care education

Oral cavity 45 48.9

Effective methods of oral 

care

20 21.7

The denture care 17 18.5

Etc 10 10.9

Total 92 100

3.4.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은 표 4와 

같다. 근무경력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경험 유무가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근무경력이 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 .031), 구강건강에 한 교육경험이 있는 상자

가 그 지 않은 상자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44)

3.5.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

는 변수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회귀모델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두 변수 즉 근무경력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

경험 유무가 포함되었다. 범주형 범수는 회귀분석을 

한 변수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기 해 더미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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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사용하 다. 회귀분석 결과, 근무경력과 구강건

강에 한 교육경험 유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가 .172로 종속변수를 17.2% 설명하고 있으며, 수

정된 결정계수(R2)는 .154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보 다.

표 4.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
Table 4. Oral care recognition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care recognition

p*Important

(%)

Not 

important

(%)

Age

20-29 9(10.2) 1(25.0)
.089

30-39 28(31.8) 1(25.0)

40-49 34(38.6) 2(50.0)

50≦ 17(19.4) 0(0.0)

Type of occuptation

Nurse 39(44.3) 2(50.0)
.053

Social worker 49(55.7) 2(5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0(22.7) 2(50.0) .457

College
35(39.8) 1(25.0)

University 
33(37.5) 1(25.0)

Duration of carrer

≦29 39(44.3) 1(25.0) .031
*

30-59 21(23.9) 2(50.0)

60-89 19(21.6) 1(25.0)

90≦ 9(10.2) 0(0.0)

The experience of oral care education

Yes 49(55.7) 0(0.0) .044
*

No 39(44.3) 4(100.0)

Total 88(95.7) 4(4.3)

* p-value Mann-Whitney U-test or Kruskall-Wallis test

표 5.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5.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oral care 
recognition

B S.E β t p*

Constant

.842 .179 4.704 .000

Duration of carrer

-.021 .091 .024 .233 .016

The experience of oral care education

.186 .084 .227 2.199 .030

* Dependent variable=Use, R2=0.172, 
Adj.R2=0.154, F=2.459(p<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
ession analysis at α=0.05

Ⅳ. 고 찰

ICT 시 는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수  향상으로 

노인의 건강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으며[16], 국

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

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2]. 한민국은 세계 어

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의 신체

, 정신  건강문제가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

고 있다[17].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칫솔질이나 의치 리를 

독립 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

강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 

[18].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건강 리를 

해서는 이들을 보살피는 간호인력에게 구강건강 요

성의 인식을 고취시켜, 노인들의 구강 리 노력이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구강간호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로그램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 상자의 95.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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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간호가 매우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15]

의 연구에서도 구강간호는 거의 모든 응답자에게서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 다. 따라서 효과 인 구강간호를 

한 방법과 구강보건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구강간호의 교육요구도를 살펴 본 결과, 응답

자의 53.3%가 교육을 받았으며, 97.8%도 재교육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20]의 연구에서도 요양시

설의 간호인력에게는 구강간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강간호 교육을 원하는 우선순 는 치아우식, 

효과 인 구강 리, 틀리 리 방법이 각각 1,2,3 순

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보건에 한 지식부터 구체

인 구강 리 방법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요구를 반

한 맞춤 교육이 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간을 만들

기 어려운 사람들을 한 e-learning 이나 원격수업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에

서는 연령, 직업의 유형, 교육수 , 근무경력, 구강

리 교육경험의 요인 가운데, 근무경력과 구강 리 교

육경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조사 상자는 다르지만, 김[20]의 연구에서도 구강

리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 지 않은 응답자보

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함

을 보 다. 따라서 구강보건 문가들을 통한 별도의 

추가교육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시설내

의 리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구강간호 인식에 미치는 

향요인으로는 근무경력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 경

험 유로 분석되었다. 모 등[8]의 연구결과에서도 구강

건강 리에 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와 근무경력이 

많은 경우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경력이 짧

은 간호제공자는 근무경력이 오래된 제공자보다 지식

수 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구강 리 교육 로

그램의 개발  교육 시, 신규 간호제공자들을 주교육 

상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구강

간호 인식에 한 설명력은 단지 17.2% 뿐이므로, 노

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히기 한 추후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요양시설 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상자를 선정하 기에 노인요양시설 간호

인력 체에게 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의 구강간호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간

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노인요

양시설 간호인력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로그

램 개발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목 에 합한 

연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ICT 시 에 맞는 

다양한 지역과 크기의 요양시설을 상으로 추가 인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와 사회복지사 92명을 상으로 이들의 일반 인 특

징과 구강간호의 인식, 구강간호 교육요구도  구강

간호 인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함으로써 인터넷시

의 간호인력에 한 인식을 악하여 그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요양시설 간호인

력을 한 구강보건 로그램 개발의 지침을 마련하

고자 실시되었다.

1. 체 응답자 92명  95.6%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간호가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향후 구강간호에 한 교육 기회가 있다면 97.8%

는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하 다. 

2.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간호 인식 분석

결과, 근무경력(p=.031)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경험 

유무(p=.044)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구강간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

무경력(β=.024)과 구강건강에 한 교육경험 유무(β

=.227)로 조사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

정계수(R
2
)가 .172로 종속변수를 17.2% 설명하고 있으

며, 수정된 결정계수(R
2
)는 .154로 나타나,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건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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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호인력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를 하여 유비쿼

터스 시 에 보다 많은 치과의사나 치과 생사와 같

은 구강보건 문가의 체계 이며, 주기 인 구강보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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