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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K지역에 소재

한 치위생과의 치위생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저

작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중

도탈락자를 고려하여 실험군 30명, 대조군30명으로 총 

60명으로 모집, 계획하였다. 1회차 프로그램은 60명 2회

차는 45명이 참여하였으며, 매 회마다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그림 1. 연구 설계

1.1. 구강안면운동프로그램

  구강의 저작기능향상을 위한 안면운동 Clack와 

Solomon[1]의 연구의 구강안면운동방법 그리고 송영진 

등[2]의 연구에 있는 구강안면운동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하였다[표1].

표 1. 구강안면운동프로그램

1.2. Quigley-Hein Index(QHI)
 
  Quigley-Hein Index(QHI)는 치면세균막 없음 ‘0점’ 연

결되지 않고 한 개의 점 형태로 치면세균막 존재 ‘1점’ 치

은변연을 따라 얇고 연속적인 선의 형태로 치면세균막 

존재(1 mm까지) ‘2점’ 치경부 1/3부위에 치면세균막 존

재 ‘3점’ 치관의 1/3이상 2/3이하에 치면세균막 존재 ‘4점’ 

치관의 2/3이상 또는 치면 전체에 치면세균막 존재 ‘5점’

이다.평점기준표로 측정점수화 하여 점수의 합을 검사한 

총 치면 수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림2 . Quigley-Hein Index(QHI)

구강안면 운동 명 종류
1. 혀끝 위로 올리기 능동 운동
2. 저항을 이기고 혀끝 위로 올리기 저항 운동
3. 혀 좌우로 움직이기 능동 운동
4. 저항을 이기고 혀 좌우로 움직이기 저항 운동
5. 혀 앞으로 내밀기 능동 운동
6. 저항을 이기고 혀 앞으로 내밀기 저항 운동
7. 양쪽 볼 빨아들이기 능동 운동
8. 저항을 이기고 볼 빨아들이기 저항 운동
9. 입술 다물고 볼 부풀리기 능동 운동
10. 입술 다물기 저항 운동

저작기능장애자의 구강근기능훈련이 구강위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oral myofunctional exercise on the oral health 

in masticatory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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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저작기능장애자 56명을 대상으로 구강안면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인해 이로 인한 구강위생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 결과 구강안면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과 대조군이 치면세균막지수, 구강건강행동지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 교육프로그램을 구강보건교육의 동기부여를 위한 도구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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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RM Statistics Ver. 20.0(IR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분석은 프로그램 전-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test를 실시하였

다.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동질성 검증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2]. 연구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구강안면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26명(47.3%),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은 29명(52.7%)이었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별의 차이는 없었고,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30대와 

40대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실험군의 학력은 전문

대학 졸업은 16명(61.5%), 대조군은 고등학교졸업은 14

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난 1년간 치과진료경험 유무’는 ‘경험 있음’으

로 답한 대상자는 실험군 21명(80.8%), 대조군 22명

(75.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프로그램 진행 전 실

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성별, 결혼유무, 나이, 학력, 치

과진료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으며 이는 일반적 특성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기능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QHI 점수가 낮을 것이다.

  실험군의 QHI 점수는 최소값 0.80점, 최대값 1.41점으

로 평균 사후 9.57±1.44점 이었고, 대조군은 최소값은 

0.54점, 최대값은 1.59점, 사후 평균은 1.03±.23점으로 

실험군의 QHI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3].

4. 결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안면프로그램을 이

용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는 집단 간 치면세균막 지수, 

구강건강행동지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강보건교육의 동기 부여를 위한 도구로 활

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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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Intervention Control χ2 / F p-value
Gender Male 13(50.0) 14(48.3)

.016 .898
Female 13(50.0) 15(51.7)

Marry Yes 20(76.9) 20(69.0)
.438 .508

No 6(23.1) 9(31.0)
Age 29≦ 8(30.8) 6(20.7)

.753 .68630-39 9(34.6) 12(41.4)
≦40 9(34.6) 11(37.9)

Education High school 8(30.8) 14(48.3)
1.788 .109Collge 16(61.5) 13(44.8)

University 2(7.7) 2(6.9)
Last visit to dental office Yes 21(80.8) 22(75.9)

.194 .660
No 5(19.2) 7(24.1)

Total 26(47.3) 29(52.7)

표 3. 연구대상자의 프로그램 전후 QHI 변화                                       Unit: Mean(SD)

Category Group Before After p-value**

QHI
Contral 1.16±.23 1.00±.14 <0.000

Intervention 1.12±.25 1.03±.23 <0.001
Sig(2-tailed)* .404 .973

* by Mann-Whitney test
**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