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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윤혜정⋅김선숙‡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practic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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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health practice in living rehabilitation schools for disabled residents.

Methods: A total of 11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y randomly selecting six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Gyeonggi-do and conducting a self-written questionnaire to a life rehabilitation teacher.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ge, career, oral health knowledge, practice, and environment of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and oral health environmen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al health practice of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oral health knowledge (β=0.527 

p<0.001), oral health environment (β=0.214, p=0.050). Was found to be related to oral health practice.

Conclusions: There is a need to provide continuous oral health education and oral health environment in residential facilities so that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can practice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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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1]. 

이러한 지적장애인은 상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보다는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는 생활재활교사가 다수의 장

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이때 생활재활교사는 지적장애인의 개인위생 및 구강위생, 

일상생활 등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하고 있다[2].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3]의 구강위생지수 조사 결과, 젊

어서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지수가 높아지다가 청⋅장년층에서

는 비슷하게 유지된 후 노년층에서는 치아들의 상실로 오히려 

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아동에서 나이가 들수록 치면세

균막 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은 보호자가 이를 직접 닦아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스스로 이를 닦는 

경우가 많아져서 잘 닦지 못한 결과 치면세균막 지수가 높아진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

인은 자력으로 이를 닦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1일 칫솔질 

횟수는 2.65회로 비장애인 2회보다 약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위생지수가 높았던 점으로 보아 이를 

정확히 닦는 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은 보호자의 태도 및 행동을 

따라 하며, 특히 보호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모범적이다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4] 특히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생활재

활교사가 보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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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충분하고 구강건강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다면 장애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었고 지적장애인의 

불소 치약 사용에 있어 치약의 양이 중요하므로 생활재활교사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5]. 

또한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서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구강위생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6].

이렇게 지적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행복감[7], 

이직의도[8], 직무스트레스[9], 근골격계 통증[10] 등이 연구의 

주를 이루어 시설거주 장애인의 보호자인 생활재활교사의 구강

보건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구강보건을 위한 실천의 정도, 장애인 시설의 

구강보건 관련 환경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구강보건을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생활재활교사

의 구강보건지식과 실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적장애인의 보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실천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6곳을 임의 선정하였고, 

그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재활교사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생활재활교사에게 자기 기입식 설문을 조사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α=0.05, 검정력(1-β) 0.8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85명으로 산출되

어[11] 본 연구에서 미회수율과 미응답 설문지를 고려하여 총 

140부의 설문지를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배부 및 설문 진행하

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설문 30부를 제외한 1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총 경력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지식, 실천에 대한 설문은 박[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은 각각 11문항씩 구성하였으며,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 실천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박[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0.7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36이었다. 또 구강보건

실천에 대한 박[12]의 연구는 Cronbach α=0.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60으로 나타났다. 세부문항의 내용

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구강보건수행 환경(이하 구강보건환경)

은 김과 윤[2]이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총 9문항을 구성하

였으며, 척도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환경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김과 윤[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0.7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1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복지 장애인 전공 교수자 

1인과 치위생과 전공 교수자 2인에게 의뢰하여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받고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사회복지 시설 1곳을 선정하여 생활재활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최종 확인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설문의 변화가 필요

하지 않아 그 설문을 그대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그 중 연령과 

경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도 함께 산출하였다. 구강보건지식, 실

천, 환경은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의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1.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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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 Mean±SD

1 I know how to brush the rotation. 3.03±0.78

2 I have to brush myself before bed. 3.39±0.73

3 I need a toothbrush and other oral care products (floss, tongue washer, etc.). 3.41±0.67

4 I know what a toothpaste is a plaque. 2.97±0.83

5 I know what dental calculus is. 3.52±0.59

6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treatment for tooth decay and gum disease. 3.70±0.53

7 I know about fluoride. 3.29±0.71

8 I know about selant. 2.95±0.94

9 I know there is a bad breath meter. 2.77±0.96

10 Oral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for oral health. 3.55±0.60

11 Regular oral examinations are necessary for oral health. 3.65±0.55

Total (Mean±SD) 3.29±0.45

<Table 2>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oral health knowledge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Gender
Male 46(41.8)

Female 64(58.2)

Age

36.63±9.43

≤30 36(32.7)

31-40 40(36.4)

41≤ 34(30.9)

Career

6.92±4.91

≤3 yr 31(28.2)

3.1-9 yr 46(41.8)

9.1 yr≤ 33(3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Ⅲ. 연구결과

1 생활재활교사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생활재활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41.8%, 여자 58.2%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6. 63세였으며, 30세 이하 32.7%, 31-40세 이하 36.4%, 41세 

이상 30.9%로 분포되었다. 경력은 평균 6.92년 이었으며, 3년 

이하는 28.2%, 3.1-9년 이하는 41.8%, 9.1년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Table 1>.

2.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지식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지식을 파악한 결과, 평균은 3.29± 

0.45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구강보건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충치와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3.70±0.53)’

이었으며, 다음으로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3.65±0.55)’,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보건교육이 필요

하다.(3.55±0.60)’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구강보건지식은 ‘구

취측정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2.77±0.96)’인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3.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을 파악한 결과, 평균은 2.73±0.54

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구강보건실천은 ‘나는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한다.(3.22±0.64)’이었으며, 다음으로 ‘나는 칫솔

질할 때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다.(3.06±0.76)’, ‘나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2.94±0.87)’로 나타났다. 가

장 낮은 구강보건실천은 ‘나는 구취 측정을 해 본 적이 있

다.(2.00±0.84)’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환경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환경을 파악한 결과, 평균은 2.70±0.43

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구강보건환경은 ‘시설에서는 장애

인의 칫솔질 및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2.95±0.64)’이었

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전문가(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2.84±0.71)’, 

‘칫솔질 외 장애인의 구강보건 관련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 받고 

있다.(2.78±0.63)’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구강보건환경은 ‘개별적 

칫솔질 지도를 하기에 담당 장애인의 수는 적절하다.(2.44±0.70)’

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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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 Mean±SD

1 When I brush, I brush from the gums to the teeth. 3.06±0.76

2 I brush my teeth before bed. 3.22±0.64

3 I use oral care products (floss, tongue washer, etc.) other than a toothbrush. 2.84±0.90

4 I brush my teeth to remove the plaque. 2.88±0.74

5 I get scaling regularly. 2.76±0.85

6 I go to the dentist before I develop tooth decay and gum disease. 2.53±0.88

7 I use toothpaste that contains fluoride. 2.92±0.77

8 I've done sealant before. 2.47±1.01

9 I've done bad breath measurements. 2.00±0.84

10 I have had oral health education. 2.94±0.87

11 I visit the dentist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nd have an oral examination. 2.36±0.90

Total (Mean±SD) 2.73±0.54

<Table 3>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oral health practice

No Question Mean±SD

1 I have enough time to teach each handicapped brushing, etc. 2.60±0.72

2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harge is adequate for individual brushing instruction. 2.44±0.70

3 In facilities,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brushing and oral health of the disabled. 2.95±0.64

4 Toothbrushes and toothpastes are provide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2.77±0.60

5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receiving appropriate support for various oral care products (interdental toothbrush, dental 

floss, etc.) related to oral health.

2.45±0.64

6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roperly educated on the correct brushing method for their oral characteristics. 2.73±0.66

7 In addition to brushing, the disabled are adequately provided with knowledge related to oral health of the disabled. 2.78±0.63

8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receiving assistance from appropriate experts (dentists, dental hygienists, etc.) when they have 

difficulties related to oral health with disabilities.

2.84±0.71

9 If there is a serious problem for the disabled in relation to brushing and oral health, there are measures to deal with it. 2.75±0.77

Total(Mean±SD) 2.70±0.43

<Table 4>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5.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 간의 상관관계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경력은 연령(r=0.647)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구강보건지식은 경력(r=0.25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구강보건실천은 경력(r=0.262), 구강보건지식(r=0.527)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환경은 

경력(r=0.188), 구강보건지식(r=0.348), 구강보건환경(r=0.334)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 구강보건지

식, 실천, 환경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6. 구강보건실천에 영향 요인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환경이 

구강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단계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 사이의 관련성

Model Ⅰ에서 구강보건지식이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설명력

은 27.1%였고,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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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aree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Age 1

Career   0.647*** 1

Oral health knowledge 0.119 0.250** 1

Oral health practice 0.145 0.262** 0.527*** 1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0.042 0.188* 0.348*** 0.334*** 1

*
p<0.05, 

**
p<0.01, 

***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ge, career, oral health knowledge, practice, and environment of life rehabilitation teachers

Division Model Ⅰ Model Ⅱ

B β p* B β p*

Oral health knowledge 0.633 0.527 <0.001 0.561 0.468 <0.001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0.214 0.171 0.050

Adj.R2=0.271, F=41.533*** Adj.R2=0.290, F=23.304***

*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stepwise)

Model Ⅰ,Ⅱ was adjusted for age, caree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Model Ⅰ: Independ,ent variable was oral health knowledge

Model Ⅱ: Independent variable was oral health practice environment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ral health practice

2) 구강보건환경과 구강보건실천 사이의 관련성

Model Ⅱ에서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환경을 동시에 투입

한 결과, 구강보건환경이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설명력 1.9% 

증가했고, 구강보건환경이 좋을수록 구강보건실천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6>.

Ⅳ. 고찰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1990년도 24만명, 2000년 102만명, 

2011년 252만명, 2019년 261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13], 

경기도 지역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도 2017년 6826명에

서 2018년 708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4]. 경기지역 

장애인 51,94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종합소견을 살펴본 결과, 

구강위생관련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18,473명이었으

며, 사후관리의 권고로 정밀구강검진(방사선검사 등) 1826명, 

전문가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스케일링 등) 17399명, 치아우

식 치료필요 8804명, 치주치료필요 1733명으로 나타나 교육 

및 치료,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15].

이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들

의 특성상 일회적 교육으로 그들의 구강보건지식을 구강보건실

천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중개자의 역할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돕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새로운 행동, 신변처리

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생활재활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16].

특히 장애인의 구강관리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구강

보건에 대한 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교사 중 86.9%, 

교육경험이 없는 교사 중 62.5%가 수행하고 있었고, 장애아동들

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도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 중 

73.8%, 교육경험이 없는 교사 중 45.8%가 수행하고 있었다[17]. 

장과 김[18]의 연구에서 교사가 장애인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시 장애 요인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41%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로 

교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4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지식을 알아

보고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을 통하여 향후 시설 장애인의 

구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되길 바라며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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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3.29±0.45점으로 나타

났으며,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난 순서는 충치와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3.70±0.53), 정기검진필요(3.66±0.55) 구

강보건교육 필요(3.55±0.60)이었으며, 가장 낮은 구강보건지식

은 구취측정기(2.77±0.96), 치아홈메우기(2.95±0.94), 치면세균

막(2.97±0.8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2.73±0.54점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높은 구강보건실천은 잠자기 전 칫솔질(3.22±0.64), 

칫솔질방법(3.06±0.76), 구강보건교육 받은 경험(2.94±0.87) 순이

었으며, 가장 낮은 구강보건실천은 구취 측정 경험(2.00±0.84), 6개

월마다 정기검진실시(2.36±0.90), 치아홈메우기 경험(2.47±1.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치면세균막은 기본적인 용어임에도 구강보건지

식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강보건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천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박[12]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식은 36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

로 4점으로 환산시 3.21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보

건실천은 57점 만점에 44.2점으로 4점 환산시 3.1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게 구강보건지식이 실천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재활교사의 구강보건환경 평균은 2.70±0.43점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높은 구강보건환경은 ‘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칫솔질 

및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2.95±0.64)’, ‘장애인, 구강보

건관련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전문가(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2.84±0.71)’, ‘칫솔질 외 장애인의 구강

보건 관련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 받고 있다.(2.78±0.6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구강보건환경은 ‘개별적 칫솔질 지도를 

하기에 담당 장애인의 수는 적절하다.(2.44±0.70)’, ‘칫솔과 치

약 외 구강보건과 관련된 각종 구강관리용품(치간칫솔, 치실 

등)을 적절하게 지원받고 있다.(2.45±0.64)’, ‘장애인 각자를 

대상으로 칫솔질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2.60±0.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는 법정기준 장애인 4명당 1인 

배치, 주 40시간(동의시 52시간)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0.6%정도였으며, 총근로시간은 

평균 52.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2.6시간을 초과하였다. 

또한 근로 형태는 주간+당직의 구조로 교대제를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야간 당직은 타 직무군에서 대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19]. 이러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구강보건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으로 구강관리 및 실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주시설내 법정기준에 의한 

생활재활교사 배치로는 장애인의 생활돌봄이나 관리만 하는데

도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의 구강관리를 위한 인력대책과 더불어 구강관리 전문가와 연계

한 장애인의 지속적 구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

건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유[20] 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인

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장과 허[21]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실천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구강보건지식을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학교에서 칫솔질 교육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칫솔질을 시행하면서 함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참여하

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강을 청결하게 하도록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집단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실무자와 대상자에게 각각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22]. 또한 장 등[23]의 연구

에서 입소시설에서 구강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

료체계의 구축과 구강보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에서도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에 의한 구강관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6곳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

교사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

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실천, 

환경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연구로써의 의의

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광범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을 

조사하고 추가로 생활재활교사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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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강보건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내 구강보건 환경요인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

식, 실천, 환경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구강보건실천을 위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경기도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6곳을 임의 선정하여 생활재활교사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총 11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실천,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은 경력(r=0.25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강보건실천은 경력(r=0.262), 

구강보건지식(r=0.527)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환경은 경력(r=0.188), 구강보건지식

(r=0.348), 구강보건환경(r=0.334)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재활교사의 연령, 경력,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환경이 

구강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단계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0.527 p<0.001), 구강보건지식을 보정한 상

태에서 구강보건환경은 구강보건실천과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214, p=0.050).

이번 연구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환경이 좋

을수록 구강보건실천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교사의 구강보건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구강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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