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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융합연구이다. 일 지역 치위생
(학)과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 요구(r=.59, p=.0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은 태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내용과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내
용 및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서비스 요구. 지식, 치매, 치위생,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 about knowledge, attitudes and service requiremen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dementia. According to a survey of 200 students in some local dental 
hygien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r=.59 p=.000) about 
dementia. The factors of convergence on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have been shown to be 
significant in attitude. Therefore, training content and courses are needed to instill diverse service 
content and positive attitude about dementia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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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매는 인지기능장애로 판단력이나 기억력, 감정, 계

산능력 등의 일부를 상실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 등에 장
애를 주는 질환으로[1] 특히 노인에게 많이 발생되는 질
환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20년마다 2배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2] 이제는 치매문제가 국
가책임제라는 말이 생길만큼 국가에서도 큰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2017년 국가에서는 전국에 치매센터 확대

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등을 발표하고, 치매노인을 위
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3,4].

이러한 치매를 갖는 노인의 경우 전신건강 뿐만 아니
라 구강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5]. 구강의 기능 
중 저작능력은 뇌에 혈류공급을 해주어 학습과 기억에 
관해 영향을 주는[6] 치매노인 경우 저작능력이 일반 노
인보다 낮고[7,8], 치아나 잇몸 상태, 영구치우식유병률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가 치매노인이 일반 노인보다 구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9]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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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책 및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치매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들에게 전신

건강과 함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사, 언어치
료사, 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Team approach를 시행하
며 구강전문인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10]. 하지만 우리나
라는 노인과 관련된 복지센터나 요양기관에 치과위생사
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구강관
리 할 수 있는 인력 및 프로그램이 없어[11]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구강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중요함이 필요하다. 치매와 간호학 교육 연구
를 보면, 학교에서부터 치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치매환자의 치료 기간과 삶의 질,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에 대
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치매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 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
해야 치매환자 간호에 있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13]. 또한 치매노인들 같은 경우 일반 노인과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따른 종합적인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치매노인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
를 증가시키고, 치매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12]. 그러므
로 치매노인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
스 요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와 치
위생학의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치매노인들
에게 구강건강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
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더 미
흡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지식수
준의 연구를 보면 타 보건계열 학생들의 비해 관심도가 
낮고, 지식수준도 낮게 나타나[10] 치위생(학)과 학생들
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치과위생사로서 치매노인
과 그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
력으로 되기 위해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과 태도,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시 유
의수준 a=0.05,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산출한 결과 10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
려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일반적 특성
학년, 전공만족도, 치매에 대한 관심도, 치매 교육경험 

여부, 치매노인 동거 경험 여부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2.2.2 치매에 대한 지식
양경미[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치매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정답은 2점, 오답은 1점으로 최저 15점, 최고 
3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7이다. 

2.2.3 치매에 대한 태도
조현오[15]가 개발한 설문지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1,2,3,4,5문항은 역문항).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조현오[15]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 .66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5이다.

2.2.4 치매 관련된 서비스 요구도
김숙희[16]가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총 15문

항으로 5점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도구는 교육 및 
정보제공, 가족관련, 재가복지, 전문인력등과 관련된 서
비스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숙희[1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 .95이고, 본 연구는 Cronbach’s ⍺= 
.94이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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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Correct Incorrect
N(%) N(%)

Everyone gets dementia when they get older. 73(36.5) 127(63.5)
Dementia is a disease of the brain. 109(54.5) 91(45.5)
Dementia is related to genetic factors. 72(36.0) 128(64.0)
men are more prone to dementia than women. 104(52.0) 96(48.0)
Dementia patients remember the latest words better than the old words 109(54.5) 91(45.5)
If you have dementia, you have not sense of time, wander from place and don’t recognize people. 115(57.5) 85(42.5)
If you start treatment early, you can slow down your dementia. 107(53.5) 93(46.5)
Dementia is cured by drugs. 107(53.5) 93(46.5)
Dementia is incurable. 58(29.0) 142(71.0)
Dementia is associated with drinking. 94(47.0) 106(53.0)
Regular exercise helps prevent dementia. 116(58.0) 84(42.0)
It is helpful to change the environment frequentl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89(44.5) 111(55.5)
Dementia can change personality 114(57.0) 86(43.0)
Dementia is accompanied by depression 101(50.5) 99(49.5)
Dementia is diagnosed by blood test. 106(53.0) 94(47.0)
Total score(M±SD) 22.4±6.13

Table 1. Frequency of correct and incorrect answers on dementia knowledge

서비스 요구도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치매에 대한 서
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은 
p<0.05로 하다.

3. 연구결과
3.1 치매에 대한 지식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Table1과 같다. 
총 30점 만점에 22.4±6.13점으로 나타났고, 정답률이 
높은 영역은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치매에 대한 치료 및 관리영역인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로 나타났다. 

3.2 치매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
치매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는 Table 2와 같

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총 50점 만점에 37.3±4.41점으
로 세부문항 분석결과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 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고, ‘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가 가장 부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총 
65점 만점으로 61.0±6.98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은 학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와 서비스 요구도는 학년, 전공만족도, 치매에 
대한 관심도, 치매교육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ariables M±SD
Attitude 37.3±4.41

Service requirements 61.0±6.98

Table 2. Scores of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toward dementia

3.4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
관관계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관관계
는 Table 4와 같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요구
(r=.59, p=.0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knowledge r
(p) 1.00

Attitude r
(p)

.10
(.118) 1.00

Service
requirements

r
(p)

.15
(.102)

.59**
(.000) 1.00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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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rade
1 39(19.5) 23.1±5.92ab

4.25 .006*
36.0±4.40a

5.08 .002*
59.8±7.39a

3.03 .03*2 54(27.0) 22.2±6.28ab 37.4±3.76ab 60.2±7.54ab

3 38(19.0) 25.0±5.33b 39.6±3.92b 63.9±6.42b

4 69(34.5) 20.7±6.12a 36.9±4.75a 60.7±6.18ab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08(54.0) 23.0±6.04

1.26 .287
38.7±4.27b

14.22 .000**
63.1±6.46b

12.98 .000**Normal 81(40.5) 21.7±6.22 36.0±3.95ab 58.2±5.85ab

Dissatisfaction 11(5.5) 21.4±6.23 33.7±4.20a 60.3±11.42a

Interest in dementia
High 47(23.5) 23.4±6.00

1.20 .31
40.4±3.71c

26.9 .000**
63.2±7.10b

7.89 .01*Normal 114(57.0) 22.3±6.20 37.1±4.13b 61.3±6.23b

Low 39(19.5) 21.4±6.11 34.2±3.54a 57.5±7.63a

Education experience of 
dementia

No 157(78.5) 22.3±6.17 1.48 .14 37.3±4.38 4.48 .000** 60.9±7.09 5.46 .000**
Yes 43(21.5) 22.6±6.05 37.6±4.55 61.4±6.50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dementia elderly

No 182(91.0) 22.4±6.13 -.50 .62 37.3±4.33 .23 .82 61.1±9.21 .04 .97Yes 18(9.0) 21.7±6.29 37.6±5.30 61.0±6.73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β  S.E EXP (β) p
constant 28.6 5.47 .000
Grade .27 .38 .04 .48
Satisfaction of major -1.13 .73 -.10 .12
Interest in dementia .21 .74 .02 .77
Education experience of dementia -.42 .99 -.03 .67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dementia elderly -.37 1.44 -.02 .80
knowledge .04 .07 .03 .59
Attitude .88 .11 .56 .00
F=15.40, p<0.001, R2=.360

Table 5. The convergence effects of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3.5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
향 요인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
인은 Table 5와 같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p<0.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치매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 구강건강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인 예
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서비
스 요구도를 연구하였다.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매에 대
한 지식은 22.4±6.13점으로 간호학과 학생과 사회복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보다는 낮은 지식
수준을 나타냈고, 일반적 특성에서 치매관련 교육 경험이 
78.5%  로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치
위생(학)과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뤄지
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식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현재 치위생(학)과 학교교육
에서는 치매노인에 관한 교육 과정이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10].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10] 앞으
로 임상으로 나아가서 치매환자를 교육할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이 이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학년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권과 이의 연구[12]에서는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
적이며 서비스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지식은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와의 상관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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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치위생(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지식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추후 정확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에서 37.3±4.41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는 저학년일수
록 낮았다. 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지식수준과 많은 연
관성를 갖는 것으로[18] 일부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대부
분 저학년때보다는 고학년때 노인관련 수업과정으로 이
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는데 이는 노인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인 변화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17]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태도는 경험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있어[18,19]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 뿐 만 아
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치매노인 실습 교육과정도 함
께 이뤄져 추후 임상에서의 치매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61.0±6.98점으로 높은편으로 이는 김 등의 연구[18]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치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
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더욱 많은 서비스 개발과 확
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고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
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치매노
인에 대한 정책 및 복지 서비스 뿐 만 아니라 그의 가족
에 관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치매노인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 줄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 
내용 및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
들의 결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치위
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점에서 의미가 있
고, 향후 구강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치매노인과 그 가족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좀 더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학교 내 교육과정 및 직무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치매에 대한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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