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은 우리나

라의 평균 수명 연장은 물론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1].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이에 따르

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하였으며, 2025년경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1]. 노인 인구

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733개소에서 2019년 1,571개소로[2],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014년 3,499명에서 2017년 332,4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3].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 환자의 90.7%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치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을 앓고 있어[4], 고령사회에 따른 요양병원 및 

입원환자 수의 증가는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을 위한 전신건강

을 포함한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5].

즉, 구강 건강은 전신건강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6], 구강 건강이 악화될 경우 신체활동의 장애로 

이어져 건강한 삶을 위협받게 되므로[7]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건강은 완전한 건강 상태라 할 수 없다[8]. 그러나 요양병원

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케어의 대부분은 전신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강 건강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 보건복지

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에서 치아우식증을 경험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9],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대부분은 신체 활동 저하 및 

인지 기능 장애로 칫솔질과 구강 내 음식물 잔사 처리 및 의치 

세척과 같은 개인 구강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구강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5][10]. 특히,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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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약물은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켜 구강 

내 건조로 인한 다양한 구강 문제를 야기한다[5]. 이는 구강 

관리 소홀과 함께 타액 분비량 저하의 결과로 타액의 산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액 pH 감소는 물론 구강 내 Streptococcus mutans 

및 Lactobacillus 균 수의 증가로 인한 치아우식증을 초래하게 

된다[11],[12].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구강 내 치아우식증

과 관련한 원인균으로 인해 오랜 기간 축적된 구강 문제는 치아 

상실을 유발하므로[13], 자가 구강 관리가 어려운 요양병원의 

입원 노인 환자의 경우 구강 내 세균 관리 및 의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환자의 다양한 구강 

문제는 저작기능에 영향을 미쳐[5],[13] 인지기능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개인 구강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하므로 자가 구강관리가 어려운 요양병원 입원 

노인 환자에 대한 전문가 구강 건강관리 및 구강 보건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14]. 이는 일회성의 단편적 관리가 아닌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환자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습관화된 

구강 건강증진 행위가 필요할 것이다[15].

한편,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구강 

건강관리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영역의 일환으

로 요양보호사에 의해 노인 환자의 구강 청결 및 의치 관리 

등이 행해지고 있다[16].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의한 구강 관리 

수준을 연구한 김 등[16]에 따르면 구강 영역과 관련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노인 구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구강 

보건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전문

가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계속 구강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 환자의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 

환자의 직접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구강 

보건교육에 대한 강화는 물론 환자 보호자와 함께 노인 환자 

스스로 자가 구강 관리가 가능한 영역을 교육한다면 습관화된 

계속 구강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15],[16].

이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구강 건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검사 및 요양보호

사의 노인 구강 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10],[13],[14],[16], 

구강 보건 전문가에 의한 노인 구강 관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 구강 건강관리 효과를 관리 시점에 따른 

구강 상태변화를 연속적으로 비교하여 계속 구강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5],[17],[18]. 따라서 요

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시행하여 변화된 구강 상태를 비교한다면 

전문가에 의한 노인 구강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 환자의 구강 건강을 통한 

전신 건강 증진은 물론 고령 사회의 노인 구강 건강관리의 방향 

설정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노인 구강 건강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부산광

역시에 소재한 S 요양 병원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건강과 구강의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진표를 사용하여 구강 악안면 조직 

부위에 수술 경험이 없는 자와 턱관절 질환 치료의 경험이 없는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도중에 참가가 불가능하고, 

치과 치료를 프로그램 과정 중에 받아 영향을 받은 자는 연구대상

자에서 제외하여 총 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S 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 No.1041449-201908-HR-001)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구강 관리 프로그램의 기간은 

4주로, 치과위생사가 매주 1회, 동일한 시간에 S 요양병원 세미나

실에 방문하여 자연치를 가진 입원 환자 노인들에게는 전문가 

칫솔질을 실시하였고, 국소 의치나 총 의치를 장착한 입원 환자 

노인들은 지대치와 의치를 분리하여 닦고, 의치 세정제물을 이용

하여 틀니를 소독하였다. 타액채취는 관리 전(1주), 중(2주), 후(4

주)에 자극성 타액을 채취하여 타액 유출량, 타액 pH, 치아우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1) 자료수집 절차

(1) 타액 유출량 및 타액 pH 검사

타액 채취는 전문가 구강 관리 전(1주), 중(2주), 후(4주)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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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타액을 채취하여 평가하였다. GC사의 Saliva-Check BUFFER 

제품을 사용하여 자극성 타액 유출량 방법으로 파라핀 왁스를 

5분간 씹으며 나오는 자극성 타액의 양을 시험관에 받아 눈금을 

측정하였다. 타액 pH는 pH test strip으로 채취한 타액에 10초간 

담그고, test strip의 색상을 pH Indicator와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2) 우식발생 요인검사

① Streptococcus mutans 검사

Streptococcus mutans만을 선택적으로 배양하여 타액과 치면

세균막 내에 있는 Streptococcus mutans의 양을 정량화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의 발생 요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우식 발생 요인 

검사 방법이다. Streptococcus mutans의 평가는 형성된 집락의 

수가 100,000(CFU/ml saliva)이하는 Low Caries Risk로 판정하

였고, 100,000(CFU/ml saliva)이상 은 High Caries Risk로 판정

하였다. Dentocult SM®검사 판정표를 기준으로 고도 3점, 중등

도 2점, 경도 1점, 무발생 0점으로 점수를 임의로 점수를 평가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Streptococcus mutans의 양이 많고, 치아우

식증의 발생 가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② 유산균 집락 검사(Lactobacillius colony count)

Lactobacillius agar만을 선택적으로 배양하여 총 세균 집락 

수는 타액 내 산 생성 균의 비율로 산 생성 균을 정량화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의 발생요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우식 발생 요인 

검사 방법이다. Lactobacillius의 평가는 형성된 집락의 수가 

100,000(CFU/ml saliva)이하는 Low Caries Risk로 판정하였고, 

100,000(CFU/ml saliva) 이상은 High Caries Risk로 판정하였

다. 우식 발생 요인 정도를 CFU/ml saliva 검사에 따라 고도 

3점, 중등도 2점, 경도 1점, 무발생 0점으로 임의로 점수를 평가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액 내 산 생성균의 비율이 높아 치아우

식증의 발생 요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5.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전문가 구강 관리에 따른 

종속변수인 타액 유출량, 타액 pH, 치아우식 위험요인은 반복측

정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52.9%, 남성은 47.1%로 나타났고, 연령은 75-84세 

47.0%, 85-94세 41.2%, 65-74세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의치의 

사용유무는 의치를 사용한다 47.1%, 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52.9%로 나타났다.

2.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유출

량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유출량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문가 구강 관리 시행 

전 타액 유출량은 5.51로 나타났고, 전문가 구강관리 중(2주)에는 

6.21(p=0.003), 전문가 구강 관리 후(4주)에는 7.47(p=0.01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3.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pH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pH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문가 구강 관리 시행 

전 타액 pH는 7.17(p=0.006)로 나타났고, 전문가 구강 관리 

중(2주)에는 8.05, 전문가 구강 관리 후(4주)에는 8.32(p=0.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4.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Streptococcus 

mutans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Streptococcus mutan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9 52.9

Male 8 47.1

Age

65-74 years 2 11.8

75-84 years 8 47.0

85-94 years 7 41.2

Denture use
Yes 8 47.1

No 9 52.9

Total 1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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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문가 구강 

관리 시행 전 Streptococcus mutans는 2.52(p=0.006)로 나타났

고, 전문가 구강 관리 중(2주)에는 2.64(p<0.001), 전문가 구강 

관리 후(4주)에는 1.47(p=0.00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5.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Lactobacillius

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Lactobacillius에 미치

는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문가 구강 관리 

시행 전 Lactobacillius는 3.11로 나타났고, 전문가 구강 관리 중(2주)

에는 2.76(p=0.020), 전문가 구강 관리 후(4주)에는 2.18(p=0.001)

Before During (Week 2) After (Week 4)
F p

M±SD M±SD M±SD

S. mutans

2.52±0.24 2.64±0.17 1.47±0.17

12.226 p<.01
md=0.12, p=.608 md=1.18, p<.001

md=1.06, p=.003

md=mean difference

<Table 4> The changes in Streptococcus mutans by Professional oral care by time point

Before During (Week 2) After (Week 4)
F p

M±SD M±SD M±SD

Saliva pH

7.17±1.44 8.05±0.86 8.32±0.78

11.065 p<.001
md=0.88, p=.006 md=0.27, p=.132

md=1.15, p=.001

md=mean difference

<Table 3> The changes in Saliva pH by professional oral care by time point

Before During (Week 2) After (Week 4)
F p

M±SD M±SD M±SD

Salivary flow rate (ml)

5.51±3.14 6.21±2.48 7.47±3.22

8.332 p<.05
md=0.69, p=.305 md=1.26, p=.003

md=1.95, p=.011

md=mean difference

<Table 2> The changes in salivary flow rate by professional oral health care on by time point

Before During (Week 2) After (Week 4)
F p

M±SD M±SD M±SD

Lactobacillius

3.11±1.11 2.76±0.83 2.18±1.13

8.209 p<.01
md=0.35, p=.163 md=0.59, p=.020

md=0.941, p=.001

md=mean difference

<Table 5> The changes in Lactobacillius by professional oral care by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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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가에 의한 구강 건강 관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체계적인 계속 구강관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점

별 구강 내 타액 유출량 및 타액 pH 검사와 Streptococcus mutans와 

Lactobacillius 균울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우식 발생 요인 검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유출량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관리 전에 비하여 계속 관리가 시행

될수록 타액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 등[5]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타액 pH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타액의 

산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가노인에 비해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타액 pH가 낮게 나타난 조 등[19]의 연구와 의미를 

같이한다. 또한, 원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73.5%가 

구강건조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액 

분비량이 감소됨에 따라[21], 구강 건조증을 평가하는 객관적 

도구를 활용한 타액 유출량 및 타액 pH의 측정은 전문가 구강 

건강 관리에 따른 노인 입원 환자의 구강 건조 증상의 예방 

효과를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20]. 특히, 조 등[19]

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가 재가노인에 비해 구강 건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입원 노인 환자의 경우 만성질

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요양병

원 입원 환자의 적극적인 구강 건강관리 필요함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에 따라 노인 환자의 건강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 구강관리를 포함한 타액 

분비량 증가를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9]. 따라

서 구강 보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노인 구강 

건강관리와 함께 타액선을 자극하는 입 체조를 함께 병행한다면 

구강 내 건조 증상을 예방하여 구강 건강을 포함한 건강 증진은 

물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6].

둘째, 시점별 전문가 구강 관리가 입원환자의 구강 내 세균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치아우식증 유발에 관여하는 

Streptococcus mutans 균의 수가 시행 전보다 시행 4주째인 

마지막 시점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아우식증

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Lactobacillius 균의 수 역시 관리

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reptococcus mutans 균 수에 있어 관리 전과 비교할 때 관리 

중간 시점에 약간의 증가 경향을 보이다 관리 후 급속도로 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의 관리가 아닌 계속 구강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전문가 구강 관리가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의 구강 내 

Streptococcus mutans 균 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 등[5]에 

따르면 구강 관리 후 세균 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충전 치아와 

고정성 보철물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에게 점화 방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홍 등[18]의 연구 결과 교육을 통하여 치면세균막 지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치매 노인 환자에 대한 자가 칫솔질 수행의 

효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동기 유발을 통한 구강 보건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전문가에 

의한 노인 구강 건강관리와 병행할 수 있는 자가 구강 관리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매우 고무적인 연구로 생각된다. 

이에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잔존 신체 능력을 

끌어낸다면 자가 관리가 가능한 영역의 구강 관리 수행 능력이 

촉진되어 전문가에 의한 노인 구강 관리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 구강 보건교육과 

입 체조 등을 병행한 전문가 구강 관리 효과를 비교해 본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기간의 연구로써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을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문가 

구강 관리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 사회에 따른 요양병

원 및 입원환자 수의 증가로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의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노인 구강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구강 

건강정책의 일환으로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전문가 구강 관리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강 보건 전문가에 의한 

노인 구강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요양병

원 내에서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구강 보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전문가 구강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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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고령 사회의 

노인 구강 건강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구강 보건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노인 구강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고되어 국민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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