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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eriodontal management in the dental hygiene process is not fully completed by one-time scaling, but can be effectively managed 

by personalized manage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program that induce individual behavior change based on periodontal disease risk 

analysis and repetitiv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 of a dental clinic for applying and evaluating the dental 

hygiene process based on continuous management progra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 who visited the dental clinic in S city from April to August 2016. 

We selected two final patients who agreed to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n this study, one dentist and two dental hygienists with 

over 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were selected to perform the dental hygiene process. Kappa values between the dentist and two dental 

hygienists were 0.8 and 0.9. We performed the dental hygiene process based on assessment, judgem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dental hygiene process. The trained investigators took intra-oral photo, panoramic and periapical radiographs for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ubject's periodontal condition. They measured pocket depth, bleeding upon probing (BOP), pain and edema. They also measured pocket 

depth, bleeding upon probing (BOP), pain and edema. A 5-point scale and open questionnaire were used to confirm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s,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after the program. The final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were subjective periodontal 

health status,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attitude,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ults: After the study, the periodontal pocket depth was decreased in both subjects. Moderate periodontal pockets greater than 4 mm showed 

reduction of 30% and 83%. Severe periodontal pockets larger than 6 mm had a reduction of 36% and 43%. The subjects' subjective perception 

and attitude satisfaction were as follow: One subject who complained of poor oral health status before the study had a positive perception 

after the study, and he said confidence in oral health management. The subjective oral health of the other subject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study, but the subject had high satisfaction with this program.

Conclusions: Both patients responded as "satisfied" with the progress of the dental hygiene program. Both subjects responded that a dental 

hygiene process like this program should be applied in the dental clinic. However, both subjects complained of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visit several times and the long dur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uture well-designed studies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clinical research and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process. These efforts will 

complete the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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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위생사 주도의 치위생과정은 미국치과위생사협회(ADHA, 

1985)와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CDHA, 2000)에서 제시하였던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모형이다. 오늘날까

지 그 모형은 확장되어 치과진료실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

며, 세계적으로 치과위생사 임상실무의 표준이 되고 있다[1][2]. 

양대 구강질환 중 하나인 치주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인 1회성 스케일링을 통해 종결될 수 없다. 따라서 치주질환 

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에 근거하여 개별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맞춤 

관리와 지속적인 계속관리 프로그램으로 치주관리가 진행되었

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3].

그러나 한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계속관리 프로그램을 수행

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문인력이라는 인식보다 치과의

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기능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주로 환자의 1회 방문 시간에 맞추어 

치위생 과정을 수행해야만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별화된 예방처치와 치료를 제공하는 과학적인 과정

을 수행하고 있어[1][3], 우리나라도 그 변화에 맞추어 전문 인력

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 위험 

인자인 개별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치주상태, 구강건강관리습

관, 구강건강 행동의 변화 등을 판단하여 질병의 예방과 중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4], 실제 진료

의 행위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4][5].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결과는 치위생과정 

모형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6]. 임상 치과위생사와 환자와의 

상호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7], 환자의 행동변화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계속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치위생

과정 임상증례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된 발전된 치위생관리 프로

그램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8].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외부 대상자 실습 과정에서 치위생관리 과정을 적용한 사례는 

몇몇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내원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를 

본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다[9][10].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관리프로그램 기반 치위생과정을 실제 

치과임상현장에 적용 및 평가하여 치과에서의 치위생과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S시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내원한 치주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거동이 가능한 자,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기입 설문조

사 참여가 가능하며, 치주낭 측정 시 3.5mm-6mm 미만이고, 

치주탐침 시 출혈과 잇몸부종이 동반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연구 방법 및 수행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 

2인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임상에서 치위생과

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과위생

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자인 교정용 브라켓 장착자 및 

임플란트 식립자는 제외 기준으로 선정 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치위생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 대상자의 치주상태를 객관

적으로 평가를 위해 구내사진촬영, 파노라마와 치근단 방사선사

진 촬영을 하였고, 치주낭 깊이(pocket depth), 탐침 시 출혈(BOP: 

Bleeding upon probing), 통증 및 부종 유무를 측정하였다. 프로

그램의 참여 후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 태도와 만족도를 확인하

기 위해 5점 척도의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의 

세부 내용으로는 주관적 구강건강 개선 상태, 구강건강 지식 

상승, 구강건강 관심 변화, 구강건강 행동 개선 의지, 및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와 세부적인 만족도(진행과정, 방문시간, 내원시 진

료시간, 구강보건교육)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수행자는 치과의사,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 2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수행 전 연구 책임자

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에게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을 소개하

였고,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자들의 일치도를 검사하였

다. 모의환자 치아의 협면과 설면(구개면)을 각각 3등분으로 

나누어 전악 치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치주낭 

측정 검사를 기준(Gold standard)으로 조사자내 일치도(Kappa)

가 0.7임을 확인한 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2명의 조사자간 

일치도를 확인 분석하였다. 각각의 일치도 값(Kappa)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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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mulation program and training between researchers

0.9이었다. <Figure 1>.

임상 지표뿐만 아니라 반복 방문한 대상자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각 치과위생사의 수행의 차이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기위해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치위생과정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연구대상자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구강검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연구원이 진료실을 방문

하여 정도관리를 수행하였고, 진료실에서의 치주관리 수행 시 

반복지도 또는 현장검사를 통해 진료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모든 과정은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행 전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시험위원회에서 연

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SM-051-1).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증례 연구로 치위생과정을 적용하여 참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 주관적 인식 및 태도와 프로그램의 만족도 결과를 

조사한 연구로 최종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강건강 상태 : 치주낭 깊이(pocket depth), 탐침 시 출혈

(BOP: Bleeding upon probing), 통증 및 부종 유무

2)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 태도 : 주관적 구강건강 개선 

상태, 구강건강 지식 상승, 구강건강 관심 변화, 구강건강 

행동 개선 의지

3) 치위생관리 과정 프로그램의 만족도 :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와 세부적인 만족도(진행과정, 방문시간, 내원시 진료

시간, 구강보건교육)

Ⅲ. 연구결과

1. 증례 1

연령 : 55세, 성별 : 여성, 혈압 : 114/80mmHg, 맥박 : 82회/분

주소 : 잇몸치료 하려구요, 음식 씹을 때 힘이 없어요.

1) 치위생사정 :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결과, 최근 1년간 치과방문 경험이 

없었고, 하루 3회 회전법의 칫솔질습관을 보고하였고, 치실은 

가끔 사용한다고 하였다. 비흡연자로 음주는 월 1번 미만으로 

섭취한다고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구강 내 증상 및 불편감으로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나고,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본인의 구강건강은 나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당일 잇몸출

혈 및 통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전악(협⋅설면 각 3부위 씩 

치주낭 측정)의 36%에 4mm 이상의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이 

중 56%가 6mm 이상의 치주낭 이었다. 방사선사진촬영 결과 

치석 및 전반적 골소실이 뚜렷하였다. 하루 3회 회전법 칫솔질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잘못된 잇솔질 습관으로 인해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확인하였다<Figure 2>.

2) 치위생판단 및 계획

5mm 이상의 치주낭이 존재하고, 전반적 골소실이 존재함에 

따라 중등도의 만성 치주염 상태로, 비정기적 치과방문, 부적절

한 자가치면세균막 관리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1-3개월 

단위 치과방문을 통해 비외과적 치주처치 후 일부 부위에 대한 

외과적 치주처치 의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11][12].

이에 매 회차별 자가구강건강관리,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

성 및 건강한 식습관 지침을 교육하고, 치은 연상 및 연하 스케일

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 클로르헥시딘 항균제 적용 

후 4회차 방문 시 불소바니쉬 도포를 계획하였다[13][14].

3) 치위생수행 : 자가 및 전문가구강건강 코칭

1차 내원(16.4.7) - 올바른 칫솔 선택방법을 교육하고, 부위별 

적절한 치실, 치간칫솔 사용을 적용하여 하루 2회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4회차의 계획을 논의하고 주기적인 치주관리의 중

요성을 교육하였다.

2차 내원(16.4.25) -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부위별 

칫솔질 방법을 재교육하였다. 전악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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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 1

르헥시딘을 적용하였다.

3차 내원(16.5.9) - 부종과 출혈이 있는 부위(#14-17)에 대하여 

바스법 칫솔질을 적용하였고, 치간치솔 사용법을 재교육하였다. 

전악 치은연하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 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였다. 외과적 치주

치료 필요 부위를 설명하고 치료의뢰 하였다.

4차 내원(16.7.25) - 부종과 출혈이 있는 부위(#14-17, 26-27)

에 대하여 바스법 칫솔질을 적용하였고, 치간치솔 사용법을 재교

육하였다. 당 섭취 빈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식습관 교육을 

하였고, 구강건조감 완화를 위한 물 섭취를 권고하였다. Rubber 

cup을 이용한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를 실시한 후 불소바니쉬 

도포를 하였다.

4) 치위생평가

4회차 시 하루 2회 치간칫솔을 이용하여 치간관리를 실천하였

고, 교육받은 칫솔질 방법으로 칫솔질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구강 건조증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잇몸 출혈 및 통증은 없었다. 

최종 방문 이후 전악 치아에서 4mm 이상 치주낭이 관찰된 부위 

중 30%에서 치주낭 깊이가 0.5mm-1mm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전 6mm 이상 치주낭 부위는 56%에서 18%로 감소하였다. 스케

일링을 통해 변한 치주상태와 통증감소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

고, 치주건강 및 관리를 위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의 인식은 연구 수행 전 나쁨에서 연구 

후 보통으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서는 치간 칫솔의 사용의 교육을 가장 흥미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스켈링 관리 후 치석이 제거된 구강상태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Figure 3>. 치위생과정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로 반복 내

원 시 전담하여 교육하고 관리하는 담당 치과위생사가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다짐하였다.

2. 증례 2

연령 : 60세, 성별 : 여성, 혈압 : 135/81mmHg, 맥박 : 83회/분

주소 : 정기검진

1) 치위생사정 :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결과, 대상자는 현재 교정치료 중이었

고, 상악 우측 제 1대구치에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였다. 



치위생과정의 치과임상 적용 증례보고: 일부 치과 사례를 중심으로

13

<Figure 3> Reduction rate of periodontal pocket depth and evaluation of program after study

<Figure 4>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 2

최초 내원 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 복용 중으로 조절되는 

혈압은 135/81mmHg이었다. 비흡연자였고, 한달에 1번 미만의 

음주 섭취를 하였다. 주요한 증상으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였다. 

본인의 구강건강인식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치주상태는 

전악(협⋅설면 각 3부위 씩 치주낭 측정)의 7%에 4mm-5mm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전체 치아 중 64%에서 BOP가 확인되었다

<Figure 4>. 치석의 양은 많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치은출혈, 

발적이 존재하였다. 구강건강 행동으로 하루 3회 칫솔질 하고 

있으나, 잘못된 잇솔질 습관으로 인해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확인하였다.

2) 치위생판단 및 계획

일부 치아에 4mm-5mm 치주낭이 존재하고, 전반적 치은출혈, 

발적이 존재함에 따라 치은염 상태로, 부적절한 자가치면세균막 

관리, 고혈압 및 장기간 약 복용으로 인한 구강건조감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치위생중재가 요구되며, 3개월 단위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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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duction rate of periodontal pocket depth and evaluation of program after study

2회에 걸쳐 회차별 자가구강건강관리, 전신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치은 연상 및 연하 스케일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 클로르헥시딘 항균제 적용, 불소바니쉬

를 도포하고, 계속 관리 과정으로 2개월 후 3회차 방문 시 치주상

태 평가를 계획하였다.

3) 치위생수행 : 자가 및 전문가구강건강 코칭

1차 내원(16.4.7) - 출혈과 치주낭이 있는 부위(#16, 26-27)를 

바스법을 적용하여 교육하였고, 부위별 적절한 치간칫솔을 적용

하여 하루 3회 이상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혈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식이 및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간의 약 복용은 구강건조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분섭취를 권고하였다. 전악 스케일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였고(7), 

부분적인 지각과민증 호소부위에서는 선택적으로 Gluma를 적

용하였다.

2차 내원(16.4.16) - 여전히 염증이 존재하는 임플란트 치아

(#16)를 중심으로 칫솔질 방법을 교정하였고,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를 인지하면 치과를 내원하여 검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차 내원 시 출혈과 부종으로 제거하지 못한 부위의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 

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고 교정 장치주위의 치아우식 예방

과 선택적인 지각과민증 완화를 위해 전악 불소바니쉬 도포를 

하였다.

3차 내원(16.6.9) - 2차 내원 이후 교정치료가 완료되어 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하악에 대한 회전법 칫솔질방법을 교육하였고, 

해당 부위에 대한 치간칫솔 사용법을 교육하였다. 1회차 시 교육

하였던 고혈압 관련 주의사항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재교육하

였다. 하악 전치부에 한하여 스케일링을 실시한 후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하였고, 임플란트 치아를 중심으로 클로

르헥시딘 항균제를 적용하였다.

4) 치위생평가

3회차 시 하루 3회 회전법, 부분 바스법 칫솔질을 실천하였고, 

하루 3회 치간칫솔 및 워터픽을 사용하였다. 구강건조의 해소를 

위해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있었고, 연구 수행 후 방문했을 때 

구강건조감은 없었다.

4mm-5mm 치주낭 중 83%는 치주낭 깊이가 0.5mm-1mm 

감소하였고, BOP가 동반된 치아는 64%에서 21%로 감소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치은부종과 발적 등의 염증소견이 감소하였다. 

대상자는 스케일링을 통한 치주상태의 변화에 매우 높은 만족감

을 보였다. 구강보건교육 만족감에서 치간칫솔의 교육이 가장 

유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이 유익하였다고 하였다<Figure 5>. 단, 방사선사진 촬영 

및 치위생과정의 소요시간이 긴 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3. 치위생과정에 대한 치과의료전문가의 견해

연구종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요약⋅정리하였다.

1)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치과의사는 임상에서도 치위생과정 프로그램 적용과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최근 치주관리를 비롯하 치아에 

대한 계속관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충분이 현실적으로도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환자에 대해 무조건 



치위생과정의 치과임상 적용 증례보고: 일부 치과 사례를 중심으로

15

스케일링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 탐침자(probe)를 이용

하여 치주사정을 정확하게 하고 치주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인지 

후 스케일링을 수행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진료이며,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6mm 미만 치과위생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방향성에 치과임상의로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2) 치위생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견해

치과위생사로서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

였다. 바쁜 임상 환경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의 기본적인 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로서 전문가적인 본연

의 업무로 환자들 대상으로 더 많은 소통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과의 연관성을 환자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전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게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 등을 찾아보

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케일링 치주사정에 대해 임상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치주탐침이 치과위생사

의 법적업무 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이 임상적 환경에 맞도록 간소

화되어 운영될 수 있거나 1회 내원 시 환자의 진료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고찰

1880년 후반 미국에서 치위생 이론의 개념이 도입되고, 1990

년대 치위생과정의 용어가 정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치위생

사 협회에서 임상 치위생 실무의 표준으로 사정-판단-계획-수행-

평가-문서화의 6단계 모형을 제시 하였다.

치위생 과정은 임상 과정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

다. 대분분의 연구에서 질병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임상, 교육계를 포함한 모든 치과 

교육 모델에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5]. 또한 필수

적인 치위생사의 핵심 신념으로 봉사정신, 상호존중과 함께 본질

적으로 치과위생 교육 및 임상 실습에서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16].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 대상자 2인 모두에서의 치주상태는 

4mm이상의 중등도의 치주낭은 연구 수행 후 각각 30%, 83%의 

감소가 있었고, 6mm이상의 깊은 치주낭은 연구 수행후 각각 

36%, 43% 감소를 보였다. 연구 시작 시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

는 1인은 연구 후 통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부종과 

발적을 보인 1인은 부종과 발적 소견이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구강건강 인식상태의 변화와 동기부여 정도는 다음과 같았는

데,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호소한 대상자 1인은 연구 

수행 후 보통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였고, 구강건강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교육받은 구강건강 관리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나머지 1인은 보통

에서 보통으로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였지만, 치주상태 변화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최종 만족도 설문에서 두 대상자 모두 

치석이 제거되어 잇몸부위가 심미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가장 

좋았다고 기록하였고, 구강보건 교육의 만족 내용으로 치간 칫솔 

사용 교육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본 프로그램처럼 

계속 관리 치위생 프로그램이 치과에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설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응답하였

고, 최종적으로 두 환자 모두 치위생관리 모형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외과적 치주치료 

이후 구강건강이 증진되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는 치위생관리 모형이 임상 대상자에

게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이며, 임상 적용시에도 주관적인 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전문가

의 수행과 평가를 보고한 연구로써 모든 치과의료전문가의 합의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치과에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를 객관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치과위생사

가 수행하는 환자관리에 대한 과정에서 진료에 대한 보험료 

및 수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치위생계가 제시하는 업무과

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 연구는 치과 클리닉, 

교육계, 치위생계에 전문적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치주질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환자의 환경, 전신건강, 구강건강 인식, 행동

을 파악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와 지속적인 평생관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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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Ⅴ. 결론

본 프로그램에서 임상 치과위생사들은 주도적으로 치위생관

리 프로그램의 수행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구강건강증진, 구강건강 인식, 태도의 긍적적인 변화를 

유도 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 대상자의 치위생 관리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치위생과정 모형의 임상 적용이 유용

할 것이라 평가된다. 앞으로 치위생 과정을 임상에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치위생과정 모형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치과위생사가 진료지원의 업무역할을 

뛰어넘어 환자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의 

업무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과 함께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비용 절감으로 확대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된

다[17][18].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추후 잘 설계된 연구로 보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임상 연구와 교육계의 근거중심 프로

그램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위생과정

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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