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Ⅰ

최근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주요한사회현안으로대두되면서 노인들에대한삶의질에대한,

관심이증대되고있다 노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건강관.

리가중요하며 전체건강의일부로써전신건강과밀접한연관이,

있는 구강건강관리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1].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배에서 배 가까이 빠르3 10

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최고령사회로 진행

되는 프랑스 년 미국 년 영국 년 일본 년에 비해115 , 72 , 47 , 24

우리나라는 약 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18

나타났다[2].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해 구강상태의 악화 저작,

과 연화기능 이상 소화기관 및 신체기관 약화 미각의 변화, , ,

발음장애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고 통증 우울과 불안 역시 높게 나타난다 치아상실로 인한, .

저작기능의 문제는 식사량 감소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인의 사회성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구강 내[3].

질환이계속되면건강한사람들에비해노인들은균혈증 영양결,

핍 기종 뇌종양 폐렴 등 전신질환에 이환이 잘 된다 그러므, , , [4].

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신건강 관리와 더불어

구강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요인[5].

으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

들은 전문적인 구강진료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인일수록 구강진료를 이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조사결과에 의하[6]. 65

면기능저작 발음 제한율은 저작 불편호소율은( , ) 51.4%, 47.5%,

잇몸병의 경험률은 의치를 필요로하거나장착하는비율은80%,

이다 치아상실 구강건조증은 물론이고 구강질환으로70% [7]. ,

인한 치은의 잇몸 탄력성 저하 등치근부우식이많고 치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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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alculus removal in the elderly, also to identify impediments

concerning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s and then to suggest oral health management methods to be applied to the elderly age group.

Methods: From December 20, 2019 to January 15, 2020, 171 questionnaires of which subjects are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s. were collected and then analyzed via Chi-square verification, t-test, and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influence of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on the obstacles of the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was the more positively

perceived about the removal of calculus ( =-.404, p<.001), and the more experienced it had undergone tartar removal ( =-.316, p<. 05),β β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after the removal of tartar ( =-.477, p<.01), the lower the obstacles to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β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stomized periodontal manag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taking account of the impediments

of the elderly's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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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률이높아져구강보건문제를심화시키고있다 생애주기적.

으로볼때노인시기는구강내감염이쉽게발생되며 구강보건,

교육에도반응이둔하고 보철물이많을뿐만아니라의치장착자,

및 수요자가 많고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저하되는 시기이다[8].

구강질환 중에서 치주질환은 미국국민영양조사(NHANES)

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미국 세 이상 인구의 가 이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65 70.1% [9].

특히 치주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10]. 2017

험통계연보에서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전체 상병 중 위에2

해당할만큼매우심각하다 구강질환처치의효과적인방법으로.

는여러가지방법이제시되고있지만가장기본이되는처치로는

치석제거즉스켈링을정기적으로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치석.

제거는 구강질환의 예방 효과는 물론이며 치과 치료에 대한,

치료비 경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년 월 일부터 년2013 7 1

회 치석제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석제거1

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11].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인 치석제거는 대부분 마취를 하지

않고 치주기구 및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처치하는 것으로

약 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된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치석30-40 .

제거는 꼭 필요한 처치이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치석제거를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선호하지는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통증과 불안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2].

고령인 경우거동의불편함으로인해치료시기를넘기고통증

단계에치과를방문하는경우도있다 치석제거는긴치료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담으로작용할수 있다 무엇.

보다치료후충분한교육과필요성이인지되지않는다면계속적

인 관리와 예방은 무너진다 치주치료에 대한 시기를 놓칠 경우.

결국 치아상실과 함께 보철치료를 필요로 한다 노인의 경우.

구강위생관리가 저하되는 시기인 만큼 치주치료에 대한 장애요

인을 파악하여 대처한다면 치아상실을 줄이고 치주질환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경감은 물론 아울러 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노인정 경로당 등을 이용하, ,

는 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치주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65

인을 파악하여 노인 연령층에 적용할 치주건강관리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산 경남2019 12 20 2020 01 15 ,

지역 거주 노인 중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곳 아파트 노인정, 28 ,

곳을 이용하는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20 65

를 작성하게 하였다 사전에 아파트 노인정을 대상으로 부의. 30

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관련협조요청을하는경우에는.

직접 읽어 드리고 진행하였다 부의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200

부적합한 부를 제외하고 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전29 171 .

에 연구목적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다.

연구방법2.

본연구의설문지는곽등의연구 이의연구 를참조하[13], [14]

여 수정보완 하였다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과같이 가치석제거에대한인식 치주관리행1> Cronbach .85,α

위의 장애요인 로 모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인.77 , .70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치석제거에. ,

대한 인식 문항 치석제거 경험 문항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5 , 5 ,

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 문항은 치5 . ‘

주치료는 시리고 아프다 치과방문이 불편하고 복잡하다 치’, ‘ ’, ‘

과 치료비용이 부담스럽다 규칙적으로 칫솔질하는 것이 어렵’, ‘

다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몰라서 대충 닦는다 개 문항으로’, ‘ ’ 5

구성하였다.

자료분석3.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ocial Science) WIN 25.0 .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노인들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과 경험 그리고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및 그리고Chi-square test( ) t-test,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치석제거에 대한( ) .

Division Questions Cronbach‘s α

Recognition of calculus removal 5 0.85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5 0.77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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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경험과 치주관리 장애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의 치석제거Correlation( ) ,

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Multiple Regression( )

였다.

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와 같다 성별분포에서는<Table 2> .

여자가 로 남자보다 조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세69.0% , 65~70

가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 흡연을하지않는노인이61.4% ,

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지 않는 노인이 로 높았고74.9% . 71.3% ,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로43.9%

나타났다.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2.

노인들의치석제거에대한인식을살펴본결과는 과<Table 3>

같다 점만점중전체평균이 로치석제거에대해긍정적으. 5 3.48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t=-7.95, p<.001).

세 노인이 세이상인노인보다 치석제거에 대해 더긍정65~70 71

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을하지않는 노인이흡연을하는노인보다(t=6.65, p<.001).

치석제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술을 마시지 않는(t=-12.16, p<.001).

노인이 마시는 노인보다 치석제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였으며 음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9.98,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일수록 치석제거에 대해p<.001).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69.89, p<.001).

치석제거에 대한 경험3.

노인들의 치석제거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와<Table 4>

같다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이 로 높았다. 87.7% .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경험이 높았고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

연령별로는 세 노인의=14.24, p<.001). 65~70

경험이 높았고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
2
=22.43,

흡연여부별로는흡연을하지않는노인의경험이높았고p<.001). ,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
=17.19, p<.001).

음주여부별로는술을마시지않는노인의경험이높았고 음주여,

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

구강건=16.92, p<.001).

강상태별로는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일수록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높았고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
=48.79, p<.001).

Division N %

Gender
Man 53 31.0

Woman 118 69.0

Age

65-70 105 61.4

71~75 46 26.9

76~80 13 7.6

81 ≤ 7 4.1

Smoking
Yes 43 25.1

No 128 74.9

Drinking
Yes 49 28.7

No 122 71.3

Oral health

Bad 42 24.5

Average 75 43.9

Good 54 31.6

Total 171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Division N Mean SD t or F p

Gender
Man 53 2.09 1.57

-7.95*** 0.001
Woman 118 4.10 1.42

Age
65-70 105 4.10 1.37

6.65*** 0.001
71≤ 66 2.48 1.81

Smoking
Yes 43 1.51 1.18

-12.16*** 0.001
No 128 4.14 1.35

Drinking
Yes 49 1.82 1.38

-9.98*** 0.001
No 122 4.15 1.38

Oral health

Bad 42 1.14 0.75

169.89*** 0.001Average 75 3.77 1.35

Good 54 4.89 0.46

Total 171 3.48 1.74

*** p<.001

<Table 3> Recognition of calculus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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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4.

노인들의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와 같다 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으로 장애요인이<Table 5> . 5 2.63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장애요인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8.71, p<.001).

연령별로는 세 이상인 노인의 장애요인이 높았으며 연령에71 ,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여부별로는(t=-7.21, p<.001).

흡연을하는노인의장애요인이높았으며 흡연여부에따라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여부별로는 술을 마(t=11.30, p<.001).

시는 노인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이 높았으며 음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상태별(t=9.46, p<.001).

로는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

인이 높았으며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99.18, p<.001).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치주관리행위에5.

대한 장애요인과의 관계

노인들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치주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인과의 관계는 과 같다 치석제거에 대한<Table 6> .

인식 과치석제거 경험 치석제(r=-.804, p<.001) (r=-.510, p<.001),

Division Yes No Total Χ2(df) p

Gender
Man 39 (73.6) 14 (26.4) 53 (31.0) 14.24***

(1)
0.001

Woman 111 (94.1) 7 (5.9) 118 (69.0)

Age
65-70 102 (97.1) 3 (2.9) 105 (61.4) 22.43***

(1)
0.001

71≤ 48 (72.7) 18 (27.3) 66 (38.6)

Smoking
Yes 30 (69.8) 13 (30.2) 43 (25.1) 17.19***

(1)
0.001

No 120 (93.8) 8 (6.3) 128 (74.9)

Drinking
Yes 35 (71.4) 14 (28.6) 49 (28.7) 16.92***

(1)
0.001

No 115 (94.3) 7 (5.7) 122 (71.3)

Oral health

Bad 24 (57.1) 18 (42.9) 42 (24.6)
48.79***

(2)
0.001Average 72 (96.0) 3 (4.0) 75 (43.9)

Good 54 (100.0) 0 (0.0) 54 (31.6)

Total 150 (87.7) 21 (12.3) 171 (100.0)

*** p<.001

<Table 4> Experience in calculus removalN(%)

Division N Mean SD t or F p

Gender
Man 53 3.81 1.11

8.71*** 0.001
Woman 118 2.10 1.34

Age
65~70 105 2.05 1.26

-7.21*** 0.001
71≤ 66 3.56 1.38

Smoking
Yes 43 4.14 0.89

11.30*** 0.001
No 128 2.13 1.31

Drinking
Yes 49 3.94 1.07

9.46*** 0.001
No 122 2.11 1.32

Oral health

Bad 42 4.31 0.78

99.18*** 0.001Average 75 2.61 1.16

Good 54 1.35 0.97

Total 171 2.63 1.50

*** p<.001

<Table 5>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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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후만족도 치석제거의계속적필요성(r=-.774, p<.001), (r=-.679,

은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p<.001)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치주관리행위의6.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과 같다 노인들의 치주관리행위의<Table 7> .

장애요인은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과 치석제=-.404, p<.001)β

거 경험( 그리고 치석제거 후 만족=-.316, p<.05),β 도( =-.477,β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쳤다p<.01) (-) .

고찰.Ⅳ

오늘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한관리대책이시급,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약. 65

로 관절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성별에서 남자의40% , 34.4%,

여자의 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4.8% [15].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저작능력이 떨어지고[16],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작불편에 대한 호소가 높게 나타났다[17].

노인구강건강에대한선행연구로인식의개선을주장한민과

이의 연구 와 노인의 구강위생관리 태도를 파악하고 지속적[18]

인구강교육의필요성을강조한종등의연구 가있다 치주질[19] .

환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본연구는노인인구를대상으로 치석제거에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아울러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자가 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세69.0% . 65~70

가 로 높았다 흡연을 하지 않는 노인이 술을 마시61.4% . 74.9%,

지 않는 노인이 로 높았다 이는 여자 비율이 높은 것에71.3% .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하는 노인.

이 로 높았다 이는 나이에 따라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43.9% .

구강건강 또한나빠진다는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은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세 노인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흡연을, 65~70 .

하지않는노인이흡연을하는경우보다치석제거에대해긍정적

으로 인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은(t=-12.16, p<.001).

구강건강에도영향을미치는만큼흡연자에대한관리가요구된

다 술을 마시지 않는 노인이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치석제거에.

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여유의한차이를보였다(t=-9.98, p<.001).

음주와 흡연을 하는 고령의 노인에 대한 구강검진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치주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강건강상태가.

Division
Recognition of

calculus removal

Calculus removal

experience

Satisfaction after

removing calculus

Continued need for

calculus removal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0.804*** (0.001) -0.510*** (0.001) -0.774*** (0.001) -0.679*** (0.001)

***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alculus removal and obstacles to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Division
periodontal management behavior

B β t p

Recognition of calculus removal -0.348 -0.404 -3.906*** 0.001

Calculus removal experience

Calculus removal experience (Y=1) -1.438 -0.316 -2.563* 0.011

Satisfaction after removing calculus -0.694 -0.477 -3.219** 0.002

Continued need for calculus removal -0.331 -0.219 -1.344 0.181

Constants 4.932 24.837*** 0.001

R2 0.682

F(p) 89.051*** (0.001)

* p<.05, ** p<.01, *** p<.001

<Table 7> The Influence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alculus Removal on Obstacles in Periodo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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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치석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9.89,

주관적인것이지만구강관리를잘하는경우치료의필요p<.001).

성에대한파악이빠르기때문에긍정적인측면이많다 곽등의.

연구 는 치석제거는 치아를 깎이게 한다[13] ‘ ’ 62.2%, 한 번하면‘

계속해야 한다 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반면 본 연구는’ 73.7%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치석제거경험에대한결과는치석제거를받아본경험이있는

노인이 로 높게 나타났다 세 이상 여자 흡연과87.7% . 65~70 ,

음주를하지않는노인 구강건강상태가양호한노인일수록치석,

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더높았다 곽 등의 연구도 치석제거. [13]

경험이 있는 노인인구는 치석제거 경험이 없는 노인인구보다

치석제거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였다 장의연구 도치석제. [20]

거를하고나면구강건강이나아졌다고인식하였다 이의연구. [21]

는연령이젊을수록치석제거경험이높고 인식또한긍정적이라,

주장하였다.

치석제거에 대한 지식습득의 정도가 치석제거에 대한 행위를

결정하게 한다는 김의 연구 를 참고하여 정보의 전달이 인식[22]

의 변화와 경험으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노인들의 치주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인은 으로 높지2.63

않았으며 남자 노인과 세 이상인 노인 흡연과 음주를 하는, 71 ,

노인 그리고구강건강상태가나쁜노인일수록그렇지않은노인,

보다 치주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인이 높았다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은연령별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 금연과금주로전신,

건강에 대한 관리부터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치석제거에대한인식및경험과치주관리행위에대한장애요

인과의 관계는 노인들은 치석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수록 치석제거 후 만족도가, ,

높을수록 그리고 치석제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할수,

록치주관리행위의장애요인이낮음을알수있다 치주관리행위.

의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위한 치석제거경

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자만족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들이 치석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치석제거 후, ,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석제거의 계속적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곽 등의 연구 는 치석제거 재실시가 필요하다. [13]

고 응답한 경우가 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77.3% .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관리의

시작은 치주질환관리이다 치주관리의 계속적인 필요성은 치석.

제거에대한긍정적인인식에서시작된다 치석제거에대한긍정.

적인인식을높이기위해 세이상남자노인을대상으로치주질71

환관리에 대한 구강교육이 필요하다 병원의 리콜시스템을 활용.

하여 치주관리를 정기건강검진과 같이 질병예방을 위한 방법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만큼 구강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과 관리 또한 필요하다.

연령이증가할수록치과치료를망설이는또다른원인은치료

비용일것이다 의치를필요로하거나장착하는비율이 로. 70% [7],

노인인구에 대한 보철치료의 수요와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은

높다 치주관리가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대부분은보철치료.

로 진행이 된다 현재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은 제한적. ,

이기때문에무엇보다치주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노인의치주.

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인 요소인 치료통증 치료비용 구강교, ,

육 치과방문에대한불편함을적용한맞춤형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실제 구강검진을 통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산 경남2019 12 20 2020 01 15 ,

지역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및65

경험과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에 관한 부의 연구결과는171

다음과 같다.

남자 노인의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이 높았으며1. (t=8.71,

연령별로는 세 이상 노인 흡연p<.001), 71 (t=-7.21, p<.001),

을 하는 노인 술을 마시는 노인의(t=11.30, p<.001), (t=9.46,

치주관리행위에 대한 장애요인이 높게 나타났다p<.001) .

노인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치주관리행위에2.

대한 장애요인과의 관계는 치석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r=-.804, p<.001),

있을수록 치석제거 후 만족도가 높을수(r=-.510, p<.001),

록 치석제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r=-.774, p<.001),

인식할수록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이(r=-.679, p<.001)

낮게 나타났다.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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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은 치석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치석제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수록( =-.404, p<.001),β

치석제거후만족도가높을수록( =-.316, p<.05), ( =-.477,β β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이 낮게 나타났다p<.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노인의 치주관리행위의 장애요인

을 적용한 맞춤형 노인치주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구강건

강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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