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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maintain consistent training effects after carrying out Keller's ARCS synchronous oral health 

care program.

Methods: Education was repeated, and o’leary index were carried out using oral health care programs.

Results: In almost every item, dental plaque tends to decrease, which seems to be a synergistic effect of motivation.

Conclusions: This study is intended to motivate the clinical dental hygienic practice process and plan a systematic and effec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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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질병의 개념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구강건

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건강 증진의 요구도 증가하였다[1]. 구강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위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 목적의 효과적

인 유지 관리가 요구된다 하였다[2].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국인에 가장 빈발하는 구강질환으로 양대 구강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치은염과 더불

어 수년간 꾸준히 다빈도 질환 2위에 올라있다[3].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치면세균막의 초기 관리가 중요하며 치면세균막의 

관리가 습관화 될수록 구강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4]. 

알려진 바와 같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면세균막

이며 치면세균막은 개인의 노력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면세

균막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스스로 

완벽히 관리되지 못하는 치면세균막은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으

로 제거가 필요하다[5].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들

의 구강 내 치면세균막의 감소에 효과를 보였고[6], 만성 치주질

환 환자들의 치료 후 전문가계속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하였다[4]. 

계속구강관리 전후 치석지수와 치면세균막 지수가 감소하였고 

대상자들 모두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

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4],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구강건강이 향상되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5]. 구강보건교육은 구강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한 

지식 전달과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개개인들의 구강건강,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구강건강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의 전달에서 끝나지 않게 스스로에게 동기가 부여되어

야 하며[7], 대상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

로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기간

을 고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8]. 동기유발 모델로 잘 알려진 

Keller의 ARCS(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모델은 학습의 동기유발과 지속시키기 위해 학습 환경을 설계하

는 것으로 동기유발의 구성요건의 분류와 적절한 동기 향상방법

을 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9]. ARCS 모델을 적용한 수업이 

동기부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였고[10], 대상자

의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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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n

Woman

98

144

40.5

59.5

Age
Under the age of 25

Over 25 years old

160

82

66.1

33.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191

51

78.9

21.1

Oral health
Good

Bad

110

132

45.4

54.6

Gingiva bleeding

All days

Some days

No

74

81

74

30.6

33.5

36.0

Total 242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고 하였다[11].

본 연구는 Keller의 ARCS 동기부여 모델을 활용한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반복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전과 교육 후 구강상태

의 변화를 알아보고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후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앞으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상자들에게 동기부

여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시 D대학교 

치위생학과 임상치위생학 실습실 내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 총 254명 중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한 최종 242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주 간격 총 4회의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

며 구강관리프로그램은 대상자별 맞춤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

리를 위하여 올바른 칫솔질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을 

매 방문 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구강관리프로그램 

전 후 비교를 위하여 O’leary index를 실시하여 치면세균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과거의 치과 진료 경험, 

구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구강관리에 있어 동기부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구강관리 프로그램 전 후 대상자들

의 구강관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형 O’leary index을 이용

하여 치면세균막 정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 

치과방문 경험 유무, 치석제거 경험 유무와 동기부여 정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동기부여 정도는 ARCS 동기유발 

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에 관해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Keller의 The Course Interset Survey”를 번안한 

박의 연구[12]와 이를 사용한 유의 연구[13]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통한 설문 전체의 신뢰도는 

.83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ver. 25.0 for window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 방문 경험, 구강관리프로그램 후 

구강관리의 동기유발 정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 유무는 교차분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전 후 O’leary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구강관리의 동기유발에 

구강관리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미만, 평균이상으로 나누어 동기유발 각 항목별로 

t-test를 실시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8명(40.5%), 여자가 144명(59.5%)로 나타났고 

나이는 25세 이하 160명(66.1%), 25세 이상 82명(33.9%)이었으

며,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191명(78.9%), 대졸 이상이 51명

(21.1%)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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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ence of scaling

χ2(p)
N(%) Yes No

Gender
Man

Woman

 98(40.5)

144(59.5)

 59(39.8)

 80(55.6)

39(60.2)

64(44.4)

.515

(.473)

Age
Under the age of 25

Over 25 years old

160(66.1)

 82(33.9)

 77(48.1)

 62(75.6)

83(51.9)

20(24.4)

16.753

(.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191(78.9)

 51(21.1)

101(52.9)

 38(74.5)

90(47.1)

13(21.7)

7.704

(.006)

Oral health
Good

Bad

110(45.4)

132(54.6)

 59(53.6)

 80(60.6)

51(46.4)

52(39.4)

1.192

(.275)

Gingiva bleeding

All days

Some days

No

 74(30.6)

 81(33.5)

 87(36.0)

 49(66.2)

 47(58.0)

 43(49.4)

25(33.8)

34(42.0)

44(50.6)

4.629

(.099)

Total 242(100)

<Table 3> Scaling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100.0)

Oral examination

Caries treatment

Implant treatment

Orthodontic treatment

Periodontal treatment & scaling

Regular check up

Etc.

41(16.9)

68(28.1)

8(3.3)

10(4.1)

49(20.2)

17(7.0)

49(20.2)

Total 242(100.0)

<Table 2> Dental visit experience of subjects

110명(45.4%)가 좋다고 하였고 132명(54.6%)가 나쁘다고 나타

났으며, 스케일링 경험 유무에서는 139명(57.4%)가 경험이 있다

고 하였고 103명(42.6%)가 스케일링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칫솔

질 시 잇몸 출혈 여부에서 74명(30.6%)는 항상 출혈이 된다 하였고 

81명(33.5%)는 가끔씩 출혈이 된다 하였으며 87명(36.0%)은 출혈

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2. 대상자들의 치과 방문 경험

대상자들의 치과 방문 경험 조사에서 충치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경우가 68명(28.1%), 스켈링 및 잇몸치료 49명(20.2%), 턱관절 

치료 및 치과경험이 없는 기타의 경우가 49명(20.2%)로, 검진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경우 41명(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과 방문한 경우가 8명(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 유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의 차이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스켈링 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0.001) 학력에 따른 스켈링 경험 유무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5).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전 후 

O’leary 변화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전 후 O’leary 변화에서 

성별, 연령에 따른 O’leary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p<0.05), 잇몸출혈 여부에 따른 O’leary 변화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표 4>.

5. 구강관리프로그램이 구강관리의 동기유발에 미치

는 효과

대상자들의 구강관리의 동기유발에 구강관리프로그램이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다. 주의력 항목에서 평균미

만의 집단이 O’leary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1), 관련

성, 자신감 만족함 항목에서 평균미만, 평균이상 집단 모두 O’leary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동기유발 항목을 합산

한 효과 비교에서도 평균미만, 평균이상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다.(p<0.0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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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leary change

t/F(p)
N(%) Mean±sd

Gender
Man

Woman

 98(40.5)

144(59.5)

9.52±17.91

2.57±19.54
2.805(.005)

Age
Under the age of 25

Over 25 years old

160(66.1)

 82(33.9)

7.67±16.81

0.94±22.55
2.384(.01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191(78.9)

 51(21.1)

5.91±17.21

3.41±25.30
.666(.508)

Oral health
Good

Bad

110(45.4)

132(54.6)

3.51±17.78

6.95±20.19
-1.392(.165)

Experience of scaling
Yes

No

139(57.4)

103(42.6)

5.71±19.85

4.95±18.30
.976(.762)

Gingiva bleeding

All days

Some days

No

 74(30.6)

 81(33.5)

 87(36.0)

9.92±16.78

9.01±15.46

-1.85±22.03

10.485(.000)

Total 242(100)

<Table 4> O’leary changes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care progra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leary Index1)

t(p)
N before after

Attention
Average less than

Above the average

121

121

42.79±19.86

49.02±19.62

51.11±19.84

51.47±18.95

-5.425(.000)

-1.290(.199)

Relevance
Average less than

Above the average

124

118

44.04±19.57

47.87±20.22

49.45±19.21

53.23±19.40

-3.125(.002)

-3.042(.003)

Confidence
Average less than

Above the average

129

113

44.61±20.49

47.48±19.34

49.79±20.05

53.10±18.53

-2.995(.003)

-3.165(.002)

Satisfaction
Average less than

Above the average

108

134

44.67±21.13

46.90±18.95

50.88±19.98

51.62±18.91

-3.206(.002)

-2.969(.004)

ARCS total
Average less than

Above the average

122

120

44.17±19.80

47.76±20.07

50.03±19.72

52.66±19.03

-3.404(.001)

-2.741(.007)

1): paired t-test, M±SD

<Table 5> Effect of oral care program on motivation of oral care

Ⅳ. 고찰 및 결론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

증과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면세균막이고 치면세균막은 스스로

의 노력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완벽히 관리되지 못하는 치면세

균막은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제거가 필요하며[5], 치면세균

막의 꾸준한 관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였다[14]. 치면세균막의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칫솔질을 통하여 치면에 형성되어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행위

이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려

워 개인에 맞는 적합한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이 있으며[15][16],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식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하다[17]. 최근 치의

학계의 흐름이 구강질환의 치료에서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18][19]. 본 연구 대상자들의 치과 방문 경험을 분석한 결과 충치치

료(28.1%), 잇몸치료(20.2%)등을 위하여 치과를 방문하는 빈도

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정기검진이나 주기적 관리(7.0%)를 위하

여 치과에 방문하는 빈도수는 낮게 나타나 여전히 구강질환의 

예방보다는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전 후 치면세균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O’leary index의 차이 비교에서 성별, 연령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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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후 치면세균막이 감소하였지만 남성에

서, 25세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5), 

항상 잇몸에서 출혈이 있었거나 가끔씩 잇몸에서 출혈이 있었던 

대상자들에게서 치면세균막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환자별 맞춤 구강교육은 치면세균막이 감소

된다 하였고[4], 임상치위생관리과정 수행 후 치면세균막 지수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하며[19], 치위생 과정에 근거한 구강건강관

리 프로그램 시행 후 O’leary 지수의 감소와 동일한 결과라 할수 

있다[20]. 대상자들의 구강관리의 동기유발에 구강관리프로그

램이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주의력 항목에서 평균미만의 

집단의 치면세균막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1), 관련

성, 자신감 만족함 항목에서 평균미만, 평균이상 집단 모두 치면

세균막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동기유발 

항목을 합산한 효과 비교에서도 평균미만, 평균이상 집단 모두 

치면세균막이 감소하여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5, p<0.05). 거

의 모든 항목에서 치면세균막의 감소가 나타난 결과는 4회에 

걸친 반복적인 구강관리프로그램 시행과 더불어 동기유발 전략

적 요인들로 인하여 치면세균막 감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강 건강의 계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

지만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인 치과 전문 인력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고[21],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치과위생사가 

교육할 때 더 협조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였으며[22], 동기부여가 

잘 된 경우 구강건강행동의 습관화와 구강건강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였다[20].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서 임상치위생학 실습 시 시행되어지

는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교육이 대

상자들에게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에 동기유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Keller의 ARCS 동기부여 모델을 활용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위생학과의 임상치위생

학 실습 시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동기유발을 위하여 반복적이고 

꾸준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후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와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일깨우

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치위생학과에서 시행되어지는 치위생과정에 근거한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동기유발

의 효과가 바탕이 되어 체계적이고 꾸준한 구강건강 관리가 가능

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비교 대상자가 

없어 대상자들의 선정에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어 효과성

을 비교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 전 후의 효과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도구도 O’leary index 한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추가적 도구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환

경 개선을 위한 대상자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구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동기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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