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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 실태변화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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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실태 변화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구
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보철물 전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
힌 대상자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로 남자보다 조금 많았었
으며 학력에서는 고등학교이하 졸업이
직업에서는 직장인이
학생이 였으며 연령
은 세가 로 가장 많았다 구강내 보철개수에서는 개 이하가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개수는 개였다 보철물 장착 전보다 장착 후 식후 매번
혀닦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치
실 사용은 보철물 장착 후 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물 장착 전보다 장착후 구강양치용액과 치
간칫솔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가 증가 하였다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 이유로 구강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칫솔질 횟수와 만족도 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핵심어 구강검사 구강관리 보철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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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oral care man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residents of Busan and Kyungnam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and to analyze the post - Among the students, 57.8% we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21.2% were from work and 71.2% were from work. The average age of students was 21 ~ 30, 42.4%. In
the number of oral cavity prostheses, the number of oral cavity prostheses was the largest (62.1%) and the
average number was 4.41. After installation, it was 46.2% rk tongue wiping after each meal. The use of
dental floss was found to be as high as 25.8% after prosthesis installation. The use of oral toothpaste
solution and interdental toothbrush after installation, and scaling and regular checkup were increase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oothbrushes and satisfaction,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toothbrushe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rate.
Keywords : education, oral examination, oral care, prostheses

서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강해지려는 욕구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
고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고령화 등은 치아보철치료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구강보건현실을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처하기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강한 구강환경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기능과 사회적 심리적 기
능이 모두 중요하여 일부 기능의 소실이나 감소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특히 저작기능의
상실은 소화기관의 첫 시작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어려워지기에 구강환경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노인의 경우 젊어서 구강건강관리를 제
데로 하지 않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관계로 조기에 치아를 발거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노인기 이전인 성인기와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나오기 직전의 연령기는 일생동안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구강관리에 대한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 에 의하면 치아우식증이 위 치은염 치주질환이 위로 조사되어
대표인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라 할 수 있다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으로
인해 결손 되거나 상실된 치아의 기능은 보존치료로 회복되나 보존의 범위를 넘는 경우 보철치료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철치료 수요의 증대에 따른 치료의 공급은 따라갈수 있으나 치료후 차
적인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결손이나 치아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 행태 교
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철물 유지관리하기 위한 구강위생관리교육은 더욱 절실하며 보철물
장착 후에는 구강청결 등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철물 부착 후 쉽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환자 스스로의 관리 부족과 더불어 부적절한 기공 과
정으로 인해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정성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은 생물학
적 질환과 기계적 문제로 분류되며 생물학적 질환으로는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 치수 질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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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적 문제로는 변연 결함 유지력 상실 치아 파절 보철물 파절 등이 있다 합병증을 예방하
기 위해 환자 교육과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새로운 보철물 재료와 제작 방법을 활용하여
고정성 보철물의 정밀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구강 내 에서
는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이 흔히 관찰되고 있다
치과 진료 항목 중 치과 보철치료는 고가의 진료로 인식되어 많은 환자들은 치료비에 대한 경
제적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철물 장착 후 만족감이 높은 치료결과가 유지 되지 않는다면 환자
의 불만이 높아져 치과의료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철물 장착 전후 만족도 및 보철물을 유지관리 하기위해 구강위생관리등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상관성을 조사하여 보철물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을하여 구강건강유지
로 인한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 사이에 부산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총 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수집 과정에서 설문의 주요측정 항목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명의 설문 자료를 제외한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문항 보철물 장착 전과 후의
칫솔질 혀닦기 구강관리용품 치과방문관리 일 간식섭취횟수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보철물장착 전
후 구강관리실태 변화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철물관련 교육 만족도는 와
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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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명

여자가 명
563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학력에서는 고등학교이하 졸업이 명
대학대학교졸
업이 명
으로 고등학교이하 졸업이 대학대학교졸업 보다 많았다 직업에서는 직장인전문
직자본가가 명
학생이 명
기타가 명 으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세이하가 명
세가 명
세이상이 명
으로 세가 가장 많았
다 구강내 보철계수에서는 개이하가 전체 응답건수 명중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
에서는 명
개 이상 에서는 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구강내 보철계수의 평
균이 개 이다
표 일반적 특성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
본 연구 대상자의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는
와 같다 칫솔질 횟수에서는
보철물 장착 전 하루에 두 번이 명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물 장착 후 하루에 세
번이상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혀닦기에서는 보철물 장착 전 식후 매번이 명
보철물 장착 후 식후 매번이 명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물 장착 전보다 보
철물 장착 후가 많았다 치실사용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이며 구강양치용액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보철물 장착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이다 치간칫솔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이며 혀클리너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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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였다 워터픽에서는 사용하고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이며 스케일링에서 받은적 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으로 증가하였다 정기검진에서 받으적 있음이 보철물 장착 전 명
보철물 장착 후
명
이다 일간식섭취횟수에서는 회이상 간식섭취를 하는 군이 보철물 장착 전 명
에서 보철물 장착 후 명
으로 감소되었다
표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이유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 이유는
과 같다 칫솔질횟수증가이유에서는 구강
건강개선이 명
보철물 수명 연장이 명
보철물관리 필요성 인식이 명
치과에서 권유가 명
이유 없음이 명
로 구강건강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보철물
관리 필요선 인식이 그 다음이 였다 혀닦기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명
보철물 수명 연장이 명
보철물관리 필요성 인식이 명
치과에서 권유가 명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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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음이 명
로 구강건강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에서 권유가 그 다음이 였
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명
보철물 수명 연장이
명
보철물관리 필요성 인식이 명
치과에서 권유가 명
이유 없음이 명
로 구강건강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이유 없음이 그 다음이 였다 치과방문관리 횟수 증가 이
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명
보철물 수명 연장이 명
보철물관리 필요성 인식이
명
치과에서 권유가 명
이유 없음이 명
로 구강건강개선이 가장 많았
으며 치과에서 권유가 그다음 이였다 일간식섭취횟수 감소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명
보철물 수명 연장이 명
보철물관리 필요성 인식이 명
치과에서 권유가
명
이유 없음이 명
로 이유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건강개선이 그다음 이였다

칫솔질 횟수와 총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칫솔질 횟수와 총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과 같다. 칫솔질 횟수와 총만족도 간에는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R=0.186, P=0.033)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총 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실태 변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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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칫솔질 횟수와 총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고찰

일생동안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위생관리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성인층 중
세부터 우식경험 영구치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시기 직전부터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아
상실이 급증하기 때문에 보철수요가 높은 성인기에 구강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철물 장착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보철물 합병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보철물 장착전후 구강관리 실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보철물 장착전보다 장착후
칫솔질 횟수가 하루에 세 번 이상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혀닦기에서는 보철물 장착 전
보다 장착후 식후 매번에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실을 사용하고 있음은 보철물 장착전보
다 장착후 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양치용액을 사용하는 군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있는 군은
보철물 장착 전보다 장착후 높게 나타났으며 스케일링을 받는군과 정기검진을 받는 군은 보철물
장착전보다 장착후 증가 하였다 이는 치과 내원 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인식실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구강건강 관련 특성 잇솔질 치석제
거 및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등에 따라서는 지식 인식 실천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과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지식인식실천 등을 포함하는 구강건강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구강건
강 문제 발생 시 즉각 치료와 잇솔질 치석제거 등 예방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치과보철물장착자의 구강건강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행동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칫솔질 만으로는 완
벽한 관리를 할 수 없다 특히 구강관리실태 변화 이유 중 칫솔질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
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으며 혀닦기횟수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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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구강관리용품사용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다 치과방문관
리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으며 일간식섭취횟수 감소 이유에서
는 이유없음 다음으로 구강건강개선이 로 높았다 여러군에서 구강건강개선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물 관리 필요성인식 치과에서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보철치료는 대부분
반복적인 치과치료에 대한 노출이 일어난다 진료 방법의 특성과 치료를 위한 환자의 장시간의 개
구개방은 악관절에 무리를 주어 악관절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치과에 대한 과거경험이 생
기면서 치과공포감이나 치과 트라우마와 같은 현상이 환자 자신에게 생길 우려가 높으며 또한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통한 구강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
식의 전환에 대한 계기가 있음이 사료된다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총 만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을때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권장하지만 결
국 보철물 장착 후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중 대표적으로 칫솔질 사용이 환자의 만족감을 가장 높혀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아 결손이나 상실을 최소화 하고
일생동안 건강하게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적인 진료를 통해 적합한 보철물 치료를 위한
매뉴얼과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신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 구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철물 수명 단축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구강용품의 사용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환자의 만족
감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 이다
결론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실태 변화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구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보철물 전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발적 참여의사
를 밝힌 대상자 명의 설문조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총 명의 설문지가 회
수되어으나 그 중 자료수집 과정에서 설문의 주요 측정 항목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명의 설문 자료를 제외한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중 성별은 남자가
여자가 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학력에서는 고
등학교 이하 졸업이 로 가장 많았다 직업에서는 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세가 로 가장많았다 구강내 보철계수에서는 개이하가 전체 응답건수 중 로 가장
많았으며 개
개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구강관리 실태 변화에서는 보철물 장착전
보다 장착후 칫솔질 횟수가 하루에 세 번 이상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혀닦기에서는 보
철물 장착 전보다 장착후 식후 매번에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실을 사용하고 있음은 보
철물 장착전보다 장착후 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양치용액을 사용하는 군 치간칫솔을 사용
하고 있는 군은 보철물 장착 전보다 장착후 증가 하였으며 스케일링을 받는군과 정기검진을 받는
군은 보철물 장착전보다 장착후 증가 하였다 일간식섭취횟수에서 회이상 간식섭취를 하는 군은
보철물 장착전보다 장착후
로 감소하였다 칫솔질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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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으며 혀닦기횟수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으며 구강
관리용품사용 횟수 증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다 치과방문관리 횟수 증
가 이유에서는 구강건강개선이 로 가장 높았으며 일간식섭취횟수 감소 이유에서는 이유없음
다음으로 구강건강개선이 로 높았다 칫솔질 횟수와 총만족간에는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총 만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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