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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evaluate the level of oral health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implant patients in order to assess the need for systematic
patient management by dental hygienists and to identify suitable alternative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September 20, 2019 to October 20, 2019 through a questionnaire for dental hygienists with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n patients with implants among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nd
a total of 209 responded.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ntal hygienists' oral health education status, 85.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implement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education data showed that the reference model and oral equipment of the subject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fter the training, 55.3% of the respondents gave feedback on the training, and the most common method of feedback was to induce re-entry.
For education, 93.5 percent (159 people) of the respondents said “cited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Conclusions: The practice rate of oral health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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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보철치료 방법으로 주로 가철성
가공의치와 고정성 가공의치가 이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치료방

현대 사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 우리사회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세분화
되었다[2]. 고령사회가 되면서 기대 수명 또한 늘어나 2017년
기준 82.7세(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2008년(79.6세)에 비해
3.1세 증가하였다[3].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치아의 상실, 잔존치조제의 흡수, 불리한
악골 조건 등을 가진 대상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법은 주변치아의 손상을 발생시키며 의치의 경우 자연치에 비해
그 기능이 6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5]. 이에 비해
임플란트는 보철물의 유지 및 안정성 증가로 저작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주변 치아의 손상 없이도 자연치에 가깝게 기능회복
이 가능하여 대상자의 만족을 충족시켜 선호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5][6].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건전성은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7]. 임플란트 주위질환(peri-implant disease)
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서의 염증 질환을 의미한다[7]. 임플란
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은 임플란트 주위의 골소
실이 없는 국소적인 연조직의 염증이라고 정의하고,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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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주위염(peri-implantitis)은 임플란트 주변의 골소실이 동반되며
국소적인 염증성 병소와 함께 임플란트 주위골의 점진적인 소실
을 나타내는 것을 라고 정의한다[7].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를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용하기 해서는 임플란트 주위조직과 자연치와 그
주위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유지 프로그램은 강조되어야 한다[8].
또한 기존의 잘못된 임플란트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
다. 임플란트 유지 관리는 임플란트 시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료서비스이다[9]. 특히
치과임플란트 시술 이후 정기검진과 치면세균막 관리에 의한
계속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각 개인의 구강보건리행태
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10].
임플란트 주위염의 일차적인 원인은 치면세균막에서 유래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질환과 마찬가지로
세균 및 세균막을 어떻게 줄이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
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시술 후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부위의 건전한 치주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구강환경관리가 요구되며, 임플란트 대상자에게 구강위
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평소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
하는 구강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12].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중 임플란트 시술환자에게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20일부터 동년
10월 2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209명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 중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하고
유효표본으로 200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적절한 표본수
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4 version 프로그램에서 신뢰
수준 95%, 효과 크기는 0.05로 설정하고 표본 크기를 계산하여
총 194명이면 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00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DIRB-201909-HRE-001)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서
설문조사 전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
였다.

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므로 구강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2. 연구방법

할 수 있다[13]. 현재 치과 임상에서 구강보건교육을 가장 많이

본 연구의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구강보건교육 실태를 알아보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치과위생사로 치과에 내원한 많은 사람들

기 위하여 선행연구[16]와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보완⋅수

은 치과치료와 더불어 치과위생사로부터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정하였으며 작성한 설문지를 치과위생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있다[14]. 이제는 임플란트 환자의 수술후 성과 뿐만 아니라

한 후 회수하였다. 구강보건교육 실태에 관한 총 7문항을 조사하

철저한 환자의 의견 반영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형태 개선과

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발전을 지향하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Alpha test를 실시하였으며 0.704로 개념화된 문항으로 구성되

시행되어야 한다[15]. 따라서 구강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플란트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인인 치과위생사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임플란트 환자의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에 임해야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현시점
교육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치과위
생사의 임플란트 시술환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치과위
생사의 체계적인 환자관리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적합
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아가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46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분석을 위해 SPSS(ver. 23.0 for windows,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이하에서 유의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 실태, 치과위생사가 시행한 구강보건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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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67.5%(135명), 학사가 23.0%(46명), 대학원 이상이 9.5%(19명)
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경우 치과의원이 58.5%(117명), 치
과병원은 41.5%(83명)으로 나타났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임플란트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관리지식도

경력은 5년 이하가 12%(24명), 6년 이상 10년 이하는 55.5%(111
명), 11년 이상은 32.5%(65명)이였고,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 중에서 구강보건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s

N(%)
≤ 5 years

Career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111(55.5)

11 years ≤

65(32.5)

Bachelor
Graduate or higher

Agency

24(12.0)

6 - 10 years
Associate degree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Total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관리지식도에
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5%(170명)이였고,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0명)이였으며, 구강보건교육경
험이 있는 경우의 구강관리지식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교육을 실시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135(67.5)

하여 교육을 실시한 방법들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교육장소는

46(23.0)

진료실이 83.4%(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실이

19(9.5)

15.4%(26명), 대기실 및 수납실은 1.2%(3명)이였다. 임플란트

117(58.5)

시술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횟수는 5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83(41.5)
200(100.0)

23.7%(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34명)로 높았다. 6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Table 2> Oral health education of dental hygiene
N(%)1)

t/F

p

Oral health education

Educate
No education

170(85.0)
30(15.0)

6.214

0.001

place of education

Treatment room
Counseling office
Waiting room and storage room

141(83.4)
26(15.4)
3(1.2)

2.656

0.073

Number of training sessions

One-tim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More than six times

23(13.6)
26(15.4)
34(20.1)
29(17.2)
40(23.7)
18(10.1)

4.157

0.001

Training hours

Not more than five minutes
More than six minutes

95(55.9)
75(44.1)

-0.645

0.520

Teaching method2)

A lecture ceremony
An interactive style
A hands-on ceremony

46(26.3)
81(46.3)
48(27.4)

7.214

0.001

Feedback status

Conduct
Not carried out

94(55.3)
76(44.7)

4.750

0.001

Feedback method3)

A return visit
SMS
Phone

54(31.8)
17(10.0)
23(13.5)

1.211

0.302

Variables

Total

170(100.0)

1) : Only oral health education was conducted during implant procedures(N=170)
2) : Multiple responses
3) : Only targeted when there was a feedback(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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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관

그 외 개인적 요인으로는 구강관리교육에 대한 관심부족, 구강관

리지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리교육을 원하는 대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항목 모두 각각

(p<0.05). 교육시간은 5분이하는 55.9%(95명)이였고, 6분 이상

1.8%(2명)으로 나타났다.

은 44.1%(75명)이였다. 교육방법은 대화식이 46.3%(81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습식이 27.4%(48명)였고, 강의식
은 26.3%(4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드백이 시행된 경우에
사용된 방법은 재내원이 31.8%(54명)으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
건교육 후 피드백이 있을 경우 구강관리지식도는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피드백 방법으
로는 전화가 13.5%(23명), SMS가 10.0%이였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육실시 할 시간 부족
항목이 55.4%(62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동료(치과위생
사)들의 구강보건교육 필요성 이해부족이 17.9%(20명)이였다.

3. 임플란트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시행한
구강보건교육 내용
치과위생사가 시행한 구강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교육내용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이
93.5%(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이 91.2%(155명), ‘임플란트 보철 후 주의사항’이
87.1%(148명), ‘임플란트 수술 후 구강관리법’이 86.5%(147명)
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은 ‘흡연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으
로 40.6%(69명)로 나타났다.

<Table 3> Reasons why oral health education is not implemented
Variables

Environmental factor

Lack of time for training
a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colleagues (dental hygienists)
Other (not in charge, only counseling, etc.)

Personal factor

Lack of interest in oral care education
There's no one who wants oral care training.
Out of confidence

Total

N(%)1)
62(55.4%)
15(13.4%)
6(5.4%)
20(17.9%)
3(2.7%)
2(1.8%)
2(1.8%)
2(1.8%)
112(100.0%)

1) : Analyze only respondents who did not conduct oral health education

<Table 4>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conducted
Training content

N(%)

1. Implants structure
2. Differences between implant and natural value
3. Post-implementation precautions
4. Post-implementation oral care method
5. Causes and prevention methods of tooth obstacles
6. Causes and prevention of dental diseases
7. Precautions after implant prosthesis
8. Timing and importance of regular checkups
9. The influence of smoking on the sphere
10. How to use or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dental floss, etc.)
11. Correct brushing method
12. Tooth brushing period
13. Need for tartar removal
14. Period of tartar removal

116(68.2)
121(71.2)
155(91.2)
147(86.5)
73(42.9)
116(68,2)
148(87.1)
143(84.1)
69(40.6)
159(93.5)
143(84.1)
94(55.3)
125(73.5)
117(68.8)

Total

170(100.0)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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